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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a case that used web2.0 techniqu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urrent DACUM method. For the purpose, firstly, we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current DACUM 

as a method to develop an occupational curriculum. The summary indicated that the results of DACUM process a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 selection procedure of out-performers. In addition, current DACUM method is difficult 

to be adapted to big organizations, difficult to reflect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lack of qualitative review for the 

finding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Seoul city designed a transformed DACUM method based on web2.0 techniques. 

The most outstanding features of the transformed DACUM method were web-based peer review systems to validate 

the findings of DACUM workshop. We concluded that the transformed DACUM method was proper to big size 

organizations faced with rapid changes and some organizations with special needs to establish their training systems 

based on the results of job analysis. Finally, we discussed several practical tips for the Seoul city'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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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의 많은 나라의 기업  기 은 최근 

변하는 환경 변화에 조직을 응시키기 하여 다

양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각 

조직의 교육 담당 부서는 조직의 략과 동일선 

상에서 교육체계를 수립하고발 교육 로그램을 

운 하여 궁극 으로는 교육훈련이 조직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목표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교육체계의 질에 따라 한 조

직의 사업 목표 달성에 교육이 기여를 할 수도 있

고 그 반 의 경우도 가능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제 로 된 교육체계의 수립의 요성을 지 하는 

부분이다.

조직의 략과 동일선상에 존재하는 제 로 된 

교육체계 수립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육체계 

수립 방법에 많은 심이 주어졌는데, 재 교육

체계 수립에 가장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DACUM(Develop A CUrriculuM) 방식과 CBC 

(Competency-Based Curriculum) 방식이다[1]. DACUM 

방식은 우수 성과자인 장 문가를 직무분석의 

단계에 참여시켜 이들이 자신들의 해당 직무를 분

석해가면서 최종 으로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

기 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과 같은 직

무능력을 도출해내고, 그 도출된 직무능력을 심

으로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방식이다[10]. CBC는 

조직의 략을 악하여 성공에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여 역량모델을 수립하고, 재의 구성원들

의 역량 수 이 도출된 역량 모델과 얼마나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 차이 분석을 토 로 교

육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2].

DACUM 방식은 장의 우수 성과자를 심으

로 직무분석을 거쳐 교육체계를 수립하기 때문에 

실무 주의 교육체계의 수립에 효과 이다. 하지

만,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궁극 인 조직의 략

과는 거리가 있는 단편 인 직무능력에 조 을 두

어 교육체계가 수립될 수가 있다는 단 이 있다. 

조직의 큰 략 하에서 역량 모델을 도출하고 이

에 한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CBC의 기본 원리가 

이와 같은 DACUM 방식의 제한 을 어느 정도 

보완해  것으로 기 를 해볼 수 있지만, CBC의 

경우는 직무 수행 증진을 한 직무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당장의 교육 효과를 보고자 하는 조직에

서는 그다지 그 장 이 부각되지 못한다. 

이런 두 상보 인 교육체계 수립 방법을 두고 

어느 것이 특정 조직에 더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한 답은 결

국 교육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조직의 요구에 의

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조직이 지향하는 교

육체계 수립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조직이 어

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최 의 교

육체계 수립 방법을 선정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본 에서는 서울시에

서 활용한 교육체계 수립 방법을 소개하고 분석하

고자 한다. 서울시는 재 가장 보편 으로 활용

되고 있는 교육체계 수립 방법  DACUM의 기

법의 기본원리를 용하여 교육체계를 수립하

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DACUM 기법을 

그 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DACUM 기법의 제한

으로 지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

는 방법으로 web2.0을 활용하여 역량 기반 직무 

교육체계를 수립하 다. 본 은 교육체계 수립에 

web2.0을 이용하여 DACUM 기법을 변형 활용한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조직 교육 체계수

립에서의 다양한 방법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하여 이하의 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DACUM 기법에 한 이해를 한 부분으로서 교

육체계 수립 방법으로서의 DACUM 기법의 차 

 특징 등을 다룬다. 두 번째 부분은 서울시의 교

육체계 수립 배경과 요구를 살펴 으로써 기존 

DACUM 방식의 활용 가능성과 제한 을 다룬다. 

세 번째 부분은 기존 DACUM 기법의 제한 을 

보완해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web2.0을  활용과 

서울시가 사용한 교육체계 수립 방법의 특징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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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ACUM 기법의 일반  차

룬다. 그리고 서울시가 사용한 교육체계 수립 방

법의 활용상의 유의 을 끝으로 을 마무리 짓고

자 한다.

2. 교육체계 수립 방법으로서의 DACUM 

2.1 DACUM 기법의 기본 가정

직무를 교육체계와 하게 연계시키고 있는 

DACUM(Develop A CUrricluM) 방식은 1960년

에 캐나다에서 해당 업무의 우수 성과자를 심으

로 역량 리스트를 개발해오던 활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3]. 그 후 오하이오 주립 의 직업교

육센타에서 본격 으로 DACUM 련 각종 워크

  교육 로그램 등을 개발해오면서 DACUM 

기법의 확산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DACUM 

기법은 조직의 직무분석과 교육체계 수립에 효과

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DACUM 기법은 장의 우수 성과자가 직  워

크 에 참여하여 직무분석을 우선 으로 시행하

고, 그 분석 결과를 토 로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두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기 함인데, 하나는 실제 직무

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함양을 하여 가르쳐야 

할 것을 빠뜨리지 않고 교육체계에 포함하기 함

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이 교

육체계에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함

이다[4]. 

직무분석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그것을 토 로 교

육체계를 수립하는 이러한 과정을 하여 DACUM 

기법은 다음의 세 가지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

다[10]. 첫째, 해당 직무에 있어서의 우수 성과자는 

자신의 직무를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각각의 직무는 하 의 작은 단계로 지속 으로 분

석될 수 있다. 셋째, 특정 직무의 하  분석 요소

인 단 업무(task)는 특정 지식이나 기술  태도

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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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ACUM에 의한 교육체계 수립 차

이러한 가정 하에서 DACUM 기법은 다음의 일

련의 차를 활용하여 교육체계를 수립한다([그림 

1]참고). 

가장 우선 으로 DACUM 방식에서는 조직의 

각 직무군에서 장 직무 문가를 선정해낸다. 

장 직무 문가라고 함은 장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자들을 말

한다. 직무 문가는 향후 직무분석과 교육체계 

수립의 주체가 될 것이므로 한 장 직무 

문가의 선정이 DACUM의 체 과정에서 가장 우

선 인 과정임과 동시에 가장 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선정된 장 직무 문가들은 이틀이나 삼일의 

워크 에 참여하여 해당 직무의 직무분석과 교육

체계 수립에 참여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먼  하는 일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직무군(job)을 

리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때에는 워크  진

자의 도움으로 인스토 을 통하여 자신의 직

무를 체 으로 다시 정의  정리해보기도하고 

조직도를 그려보기도 한다. 

이러한 직무에 한 정의 시기가 지나면 본격

인 직무분석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는 

자신들이 재 소속되어 있는 곳의 직무(job) 하

에 해당 직무를 구성하는 주요 책무들(duties)을 

도출하게 된다. 요한 수 개의 책무를 도출한 후

에는 각각의 도출된 각 책무 아래에 다시 구체

인 과업 수 의 단 업무(tasks)를 분석해나감으

로써 구체 이고 체계 인 직무분석을 완성해 나

가는 것이다. 

직무분석이 마무리되면, 최종 으로 도출된 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하여 요구되는 지식

이나 기술, 태도나 행동, 도구, 주의  등을 나열하

게 되는데, 교육체계는 이때 도출된 지식, 기술, 태

도 등을 심으로 수립된다.  이 단계에서는 각 

단 업무 수행을 하여 해당 지식이나 기술이 어

느 정도 수 으로 요구되는지 숙련도 수 (Profi-

ciency level)을 정하게 된다. 이 게 해서 최종

으로 정리된 단 업무와 숙련도 수 을 워크  참

석자들끼리 상호 심의하여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

정을 하게 된다.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체계가 도출되면 워

크  참여자들은 각 단 업무를 지원하기 한 교

육의 목표와 세부 교육 내용을 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교육내용을 정하는 일에서는 가장 먼  교

육내용을 계열화한다. 교육내용의 계열화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

으로, 구체 인 것에서 추상 인 것으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육 내용의 계열화된 이

후에 워크 에 참석한 장 직무 문가들은 실제

로 교육 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작성하도

록 요구받는다. 이는 장 직무 문가를 심으

로 보다 실천 이고 장 조직원들에게 도움이 되

는 실제 인 교육 내용을 구성하려는 DACUM의 

가장 기본 인 취지를 반 하는 것이다. 이런 과

정을 거쳐  마지막에는 앞서 정한 교육목표와 교

육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이 존하

는지, 존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

인지를 구상하게 된다. 

2.3 DACUM 기법의 특징

이상의 차로 수행되는 DACUM 기법은 다음

의 특징이 있다. 첫째, DACUM 기법은 장의 우

수 성과자가 직무분석의 주체로 참여하여 그들이 

실제로 몸담고 있는 직무를 분석하고 교육체계를 

만들어 감으로써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한 정확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실제로 장

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에 한 정확한 수요를 

악할 수 있다. 장 직무 문가로 참여한 우수 성

과자의 지식, 기술, 태도를 다른 조직원에도 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제로 하고 있다. 

둘째, 보통의 경우 DACUM 기법을 통한 교육 

체계의 수립은 장 직무 문가(우수 성과자)가 

약 2일이나 3일 간의 심도 깊은 워크 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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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워크 에 참석하여 직

무분석을 바르게 해내고, 교육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우수 성과자로서의 형이 되는 한 장 

직무 문가의 선발이 매우 요하다.

셋째, DACUM 워크 에는 워크  진자(facil-

itator)가 있는데, 이들은 장 직무 문가를 도와 

직무분석을 정확하게 이루어내고 이를 교육체계로 

연결하는 것을 돕는 큰 역할을 한다. 장의 직무 

문가는 해당 직무에 해서는 문가라 할지라

도 체 인 직무분석의 과정이나 교육체계 수립 

방법 등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은 

장 문가를 도와 체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과정

을 주도하게 된다. 워크  진자는 DACUM의 

차의 각 단계 결과물의 검토하고 확정하며, 다음 

단계로의 이동 여부를 단한다. 따라서 워크  

진자를 해서 이들만을 한 충분한 체 인 

DACUM 과정에 한 훈련이 필수 이다[7, 10].

넷째, DACUM 기법은 교육체계 수립의 기본

인 원리로 역량 기반 교육 훈련을 지향한다[4]. 이

는 DACUM의 직무분석 단계의 최종 산출물인 지

식, 기술, 태도 등의 집합은 해당 직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한 직무역량으로 간주하고 이를 토

로 형성되는 교육체계는 곧 역량에 기반을 둔 교

육훈련의 구상이라는 의미이다. 직무분석의 최종 

산출물인 지식, 기술, 태도를 직무역량이 아닌 직

무능력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이는 역량의 정

의하는 방식에 따른 의 차이로 볼 수 있다. 큰 

의미에서 역량은 조직의 내외부 환경 분석에 입각

하여 기 수  는 그 이상의 수행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5], DACUM

에서 정의하는 역량은 Parry의 역량 정의 방식과 

같은 직무 심의 역량 정의 방식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Parry[11]는 역량을 특정 직무의 주요 부

분에 향을 미치면서 그 직무에 직  련되어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모음이라고 정의하 다.  

다섯째, DACUM의 워크 에 참석하여 직무분

석을 과정을 경험하게 된 장 문가나 워크  

진자는 워크 의 참를 통하여 직무분석 과정 

개 기술을 쉽게 배우게 되고,  이를 차후에도 계

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4]. 

3. 서울시의 DACUM 기법 활용 
가능성 검토

3.1 서울시의 새로운 교육체계 수립 배경과 요구

서울시는 직원 15000명 이상의 공무원을 보유하

고 있는 조직으로서 세계 일류도시 달성이라는 목

표 하에 도시 경쟁력 강화를 하여 고도의 문

성  문제해결력을 갖춘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2008년부

터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지속 인 

학습을 통하여 직무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계

획하 다. 이를 하여 서울시는 새로운 교육체계 

수립을 첫 번째 단계로 계획하 다. 서울시에서 

기 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는 서울시의 다음과 같

은 특수한 사항을 반 할 수 있도록 기 되었다. 

첫째, 서울시는 짧은 주기로 순환보직을 실시하

는 계로 직원들의 직무능력이 떨어지기 쉬운 조

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교육 체계의 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리더쉽  창의시정

과 같은 조직의 핵심 역량을 심으로 개발된 교

육 체계는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서울시는 약 15000명 직원과 시장 아래 3

부시장(행정 1, 행정 2, 정무), 1실․5본부, 9국, 12

․단, 105과․담당 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 조

직으로서 조직 내에서 직원들의 담당 업무도 일반 

행정에서부터 서울시의 특수 사업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다양하게 구성된 조직이지만 이를 포

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셋째, 조직의 규모와 기능은 다양하지만, 이에 

한 교육체계의 수립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

한 빨리 이루어져 당장 활용이 가능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새로운 교육체계 수립 시도는 

2007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08년 부터 상시학습



164 김민정․황은동

제도와 더불어 활용되기까지 불과 약 6개월이라는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넷째, 어느 조직이나 변화에 최 한 빨리 부응

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수립을 원하듯이 서울시도 

잦은 시정의 변화  사회의 요구 변화에 뒤처지

지 않는 교육체계의 수립을 원하고 있었다. 

3.2 기존 DACUM 기법의 활용 가능성과 제한

이상에서 언 한 서울시의 교육체계 수립 배경

과 요구를 심으로 기존 DACUM 기법의 활용 

가능한 부분과 활용이 어려운 부분을 정리해보았

다. 가장 우선 으로 서울시는 짧은 주기로 순환

보직을 실시하는 조직의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직무역량 강화를 한 교육체계의 수립을 원하고 

있었다.  기존의 교육체계가 장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는 반성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울

시의 기본 인 교육체계 수립의 방향은  DACUM

이 기본 으로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단

되어 서울시 직무 교육체계 수립의 는 DACUM

의 방식으로 정하 다. DACUM은 직무분석을 기

본으로 교육체계를 수립하므로 직무역량 강화에 

을 두는 서울시의 요구를 잘 반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고, 장의 우수 성과자를 심으

로 교육체계를 형성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서울시의 요구와 부합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여

겨졌다.  

그러나 기존 DACUM 기법을 용하여 서울시

의 요구를 반 하기 해서는 몇 가지 제한 이 

있었다. 첫째, DACUM 기법은 직무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출된 기술, 지식, 태도를 해당 직무 수

행을 해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고, 이를 토 로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있지만, 직무역량과 직무능

력간의 차이 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는 여 히 부

족한 이 많다. 한 직무역량은 크게는 세부 직

무(Job specific)에 연 된 역량 분석과 리더쉽과 

같이  직무에 보편 으로 통용되는(cluster-type) 

역량분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분석

의 방법이 제 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진행된 경

우가 많다[9]. 서울시의 요구를 바탕으로 본다면, 

도출된 역량이 직무에 련된 역량으로 도출되어

야 하되, 무 소한 직무능력에 한정되어서도 안 

되고 무 범 한 보편 역량이 되어서도 안 된다.  

둘째, 서울시는 조직 자체의 규모도 크지만, 조

직 내에서 직원들의 담당 업무도 일반 행정에서부

터 서울시의 특수 사업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다

양하다. 이 경우 모든 직무의 장 직무 문가를 

다 불러 모아 이틀이나 삼일간의 DACUM 워크

을 진행한다는 것은 실 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

른다. 어떤 경우는 한 직무 아래의 요 핵심 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밖에 없는 경

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DACUM 워크  참여를 

해서 이틀이나 삼일을 업을 떠나 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이런 경우 그 핵심 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항상 우수 성과자라고 

볼 수 도 없다. 를 들어, 새롭게 부서를 배치 받

아 온 사람이 어떤 핵심 단  업무의 유일한 담당

자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이다. 일반  

DACUM 기법에서는 워크  참여 원은 최고의 

문가여야 하고 선정된 사람이 문가의 기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참여를 배제하고 있지만, 서

울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들이 최고의 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직무 분석에서 이들

이 담당하는 핵심 단 업무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서울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장 직무 

문가로 선정된 사람이 기 하는 수 을 충족하

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해  수 있는 지원책이 기

존의 DACUM 기법에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서울시는 조직 규모와 직무의 다양성 정

도와는 상 없이 교육체계의 수립을 최소한의 비

용을 들여 최단기간에 이루어내기를 원하고 있었

는데, 기존의 DACUM 방식은 워크  참여와 운

을 해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교육

체계의 수립 기간이 짧고, 비용이 최소화된 경우

는 도출된 교육 체계에 한 타당도나 신뢰도를 

검토할 기회를 상 으로 많이 어들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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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데, 이를 한 보완 방법이 기존 DACUM 

기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넷째, 서울시는 잦은 시정의 변화  사회의 요

구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교육체계의 수립을 원하

고 있었는데 기존의 DACUM의  직무를 심으

로 직무분석을 하므로 변화에 민감한 교육체계 수

립 기법으로서는 한계를 지닌다[10].

다섯째, DACUM에서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나

온 최종 산출물을 바탕으로 장 직무 문가가 

교육의 목표를 수립하고, 교육 내용을 조직하고, 

교육 방법을 선정하여 교육 체계를 수립에 기여하

지만, 교육 문가가 아닌 장 직무 문가가 교

육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DACUM 워크  진자가 교육체계 

수립의 많은 부분을 조언하고 도와주지만, 워크  

진자가 해당 직무에 한 지식이 없거나 교육체

계 수립의 지식이 충분치 않을 경우 더욱 어려움

은 크다. 따라서 서울시와 같은 규모의 조직의 

동시 인 DACUM 워크 을 진행할 많은 우수한 

진자의 선정과 훈련도 하나의 애로사항이 되고, 

선정된 진자가 충분히 우수한 워크  진행 기술

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한 지원 책도 기존

의 DACUM 기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섯째, 기존의 DACUM 방식에서는 분석된 직

무역량을 바탕으로 바로 교육체계를 수립할 수는 

있으나, 만들어진 그 교육체계가 바로 장에서 활

용되는가의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일곱째, 기존의 DACUM에서는 도출된 단 업

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워크  참여자간의 상호 

검토를 이용해왔는데, 이 경우 주로 해당 단 업무

의 직무에서의 요도(Importance), 결정도(criti-

cality), 사용빈도(frequency) 등을 Likert scale을 이

용하여 양화하여 검증하 다. 이는 기존의 DACUM 

기법이 가지고 있는 검증과정이 깊이 있는 질  

수 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

분이다. 질  수정이라고 함은 해당 단 업무의 

이름이나 느낌상의 요도, 활용도의 정도를 가볍

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 업무가 실제

로 교육체계로 수립되기 해서 담아내야 하는 교

육 목표, 내용, 방법 등에 한 논의를 통한 가감

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 DACUM 기법은 다양한 조직에서 다양한 

활용 기법을 응용해가며 더 나은 방법으로 지속

으로 개선되어 용되고 있다. 를 들어, 이상에

서 지 한 DACUM 기법의 제한   장 문

가를 통한 교육체계 수립의 한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즘 활용되는 많은 DACUM 사례에서는 

교육 문가를 일부 참여시켜 워크 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본 에서는 DACUM 

기법이 제안하는 가장 일반 인 운  원리에 비추

어 서울시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했을때 부각되는 

제한 임을 밝 둔다.

4. web2.0을 활용한 변형 DACUM 
기법의 활용

이상에서 언 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조직의 략에 동일선상에 있으면서도 

보다 실질 으로 장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

육 체계의 수립을 원했으므로 장의 직무 문가

가 직  참여하여 교육체계 수립 방법을 사용하기

로 하 다. 그러나 기존의 DACUM 기법으로는 서

울시가 가지고 있는 요구를 반 하기 어려운 부분

들이 있었다. 그 표 인 어려움은 상향식 교육 

체계 기법인 DACUM에서 가장 요한 장의 직

무 문가의 활용이 서울시의 조직의 특성상 완

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과 지속 으로 

변화에 민감하게 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수립

에서의 난 이 있다는 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서울시는 기존의 DACUM 방식을 서울시 

직무 교육체계 수립의 목 과 특징에 맞게 일부 

변형하여 용하 으며 이 과정에서 web2.0의 기

본 원리를 도입한 시스템을 활용 하 는데, 이하

에서는 그 구체 인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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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DACUM 방식의 변형과 활용

서울시의 경우는 기존의 DACUM 차  기법

을 약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 다. 가장 

우선으로 각 국의 장 직무 문가를 선정하 다. 

서울시에는 각국별 인사 담당자가 있는데, 이들의 

조언을 받아 각국의 다수의 에 각각 한 명씩 직

무 문가를 선정하 다. 장 직무 문가 선발

을 한 구체 인 기 은 해당 의 직무를 1년 

이상 수행하고, 직무 수행 능력 부문에서의 인사

고가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에는 서울시의 짧은 순환보직 운 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주요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 이하의 해당 업무 경력을 가진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외로 두고 인사 담당자의 조언을 

받아 장 직무 문가를 선발하 다.

총 선발된 직무 문가는 500여 명이었고, 이들

을 상으로 2007년 10월 1일 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각 국별로 직무역량 도출 워크 을 실시

하 다. 해당 직무 문가는 워크  기간 동안 각 

2회의 워크 에 참석하 다. 원래 DACUM 워크

은 이틀이나 삼일로 진행되고 한 번의 모임에서 

직무분석과 교육 체계 수립이 다 이루어지나, 이

게 할 경우 직무에서 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많은 인원이 동시에 업에서 떠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업무에 차질을  것을 고

려하여 2회의 워크 으로 분리하 다. 1, 2회의 워

크 은 각각 하루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워크

 참석 여부를 교육 수로 부여하여 장 직무 

문가들의 워크  참석을 유도한 결과 1, 2차 워

크  참석률이 참석 상 인원의 평균 97% 다.

1차 워크 은 자신들의 직무를 세분화 해가는 

과정으로서, 직무를 정의하고 그 하 에 임무와 

단 업무를 차례로 분석해서 최종 으로는 해당 

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로 표 되는 직무역량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직무역량이 아닌 실무 능력 

심의 교육체계가 수립되는 것을 막기 하여 단

업무를 도출한 후에 각 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하기 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나열하는 과

정에서는 몇 가지의 기본 지침을 주었다. 를 들

어, 지침서나 매뉴얼을 통해 학습이 될 수 있는 극

히 실무 인 것은 직무역량에서 제외하고, 실제 

몇 차시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을 직무역량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이 그것

이다. 실무능력과 직무역량을 구분하는 부분에서

는 워크 에 참석한 많은 직무 문가들이 어려움

을 느껴 역량 도출에 문성을 갖춘 워크  진

자가 많은 지원을 하 다. 각 조별로 도출된 직무

역량은 시스템에 입력되었으며, 수합된 조별 직무

역량  복되는 것이나 유사한 것을 조 하는 

등 체 인 검토를 통해서 1차 워크 은 마무리 

되었다. 

기존의 DACUM 기법은 직무분석 후에 바로 교

육체계 수립이 진행되지만, 서울시의 사례에서는 

1차 직무분석 워크 에서 2차 교육체계 수립 워크

까지 약 3주 정도의 공백이 있으므로 이 시간을 

활용하여 도출된 직무분석과 직무역량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1차 워크 에서 워크  

진자는 직무분석과 직무역량도출의 과정 인 측

면은 지원을 해  수 있었지만, 각 직무마다 다른 

문  내용 역 부분에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 장 직무 문가가 한 사람이 

선발되어진 경우라면 다행히도 직무분석과 직무역

량 분석이 제 로 나왔을 것이란 기 를 해보지만, 

그 지 않은 경우라면 직무분석과 직무역량 도출

에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 분명하 으므로 도출된 

결과를 보다 합리 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

람직했다. 이런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고안한 방

법은 web2.0 환경을 이용한 동료검토 방법이었다. 

1차 워크 이 끝나고 장 직무 문가는 본업으

로 돌아가서 1주일 간의 동료들과 력하여 본인

들이 도출한 직무분석과 직무역량을 시스템 상에

서 검토하 다. 동료검토의 실시 여부는 각 국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되어 기  평가에 활용되었

으므로 각국의 직원들은 빠짐없이 1차 동료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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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전문가 중심
1차 직무분석 워크숍
(off-line)

-직무/임무/         
단위업무의 세분화
– 최종산출물: 직무역량

각 팀별
현장 직문전문가
선정

각 팀별
현장 직문전문가
선정

4

직무역량도출 및
교육체계 수립
전문가 검토

각 팀별
도출된 직무역량
On-line 동료 검토

각 팀별
도출된 직무역량
On-line 동료 검토

선정된 전문가 중심
2차 교육체계수립 워크숍
(off-line)

-도출된 직무역량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최종산출물: 교육체계와
연계를 위한 직무역량 기술서

각 팀별
On-line 동료검토에 의한
직무역량기술서의 정교화 작업

각 팀별
On-line 동료검토에 의한
직무역량기술서의 정교화 작업

최종산출물 :
도출된 직무
역량에
기반한
교육체계

선정된 전문가 중심
1차 직무분석 워크숍
(off-line)

-직무/임무/         
단위업무의 세분화
– 최종산출물: 직무역량

각 팀별
현장 직문전문가
선정

각 팀별
현장 직문전문가
선정

4

직무역량도출 및
교육체계 수립
전문가 검토

직무역량도출 및
교육체계 수립
전문가 검토

각 팀별
도출된 직무역량
On-line 동료 검토

각 팀별
도출된 직무역량
On-line 동료 검토

선정된 전문가 중심
2차 교육체계수립 워크숍
(off-line)

-도출된 직무역량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최종산출물: 교육체계와
연계를 위한 직무역량 기술서

각 팀별
On-line 동료검토에 의한
직무역량기술서의 정교화 작업

각 팀별
On-line 동료검토에 의한
직무역량기술서의 정교화 작업

최종산출물 :
도출된 직무
역량에
기반한
교육체계

[그림 2] 서울시의 교육체계 수립 과정

통하여 1차 워크  결과를 공유하고, 수정하 다.  

 1차 워크 이 끝난 지 약 3주 후에는 1차 워크  

참석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상으로 2차 워크 을 

실시하 다. 2차 워크 은 1차 워크 에서 최종 

산출물을 재차 확인하고, 각각의 직무역량을 실제 

교육으로 연결시키기 한 작업을 심으로 이루

어졌다. 를 들어, 해당 직무역량을 학습하기 

해서는 어떤 교육 목표가 필요하며, 어떤 학습내

용을 다루어야 하며, 어떤 교육 방법이 가능한지, 

어떤 자원을 통하여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문가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시스템에 기록하는 직무역량 기술서 작성을 심

으로 워크 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역량 기술서들

의 모음은 곧 서울시의 직무교육 체계가 되는 것

이다. 이 과정에서 장 직무 문가들은 자신들

이 실무를 통해 알고 있는 것을 교육체계로 엮어

내는데 다소 여러움을 느 는데, 교육체계수립 

문가들로 이루어진 워크  진자들이 교육목표 

설정 방법, 학습 자원 활용 방법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교육내용은 주로 특정 직무와 

련된 문 인 부분이라 워크 에 참석한 장 직

무 문가가 그 내용을 충실히 엮어내지 못하는 

경우 워크  진자가 지원해주기에는 부족한 부

분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2차 워크 이 끝난 후 약 3

주간은 2차 워크 에서 도출한 교육 체계를 web2.0 

기반의 시스템에서 공유하여 동료검토를 통한 수

정의 시간을 가졌다. 워크 에 참석한 직무 문

가가 도출한 교육체계를 조직원들이 빠짐없이 검

토하고 수정 보완하게 하기 하여, 서울시는 각 

직무역량기술서에 해당 실국 동료들의 논의성 댓

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그것들을 반 하여 

얼마나 많은 수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양화하여 기

 평가에 활용하 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워크

 진자가 도와주기 어려웠던 직무 련 문  

교육 내용 작성 부분에서 특히 많은 논의를 한 것

으로 확인 다. 2차 동료검토가 끝나갈 즈음 교육

체계 수립 문가가 다시 한번 최종 산출물들의 

완성도를 검토하여 하여 최종 으로 교육체계 수

립을 마무리 하 다. 

교육체계 수립과정만 보면 서울시의 역량 도출 

과정은 기존의 DACUM 방식과 유사해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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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사례에서는 교육체계 수립의 과정에서 

장 문가의 역량 도출을 한 번의 워크 을 통

하여 한 것이 아니라 역량 도출 과정을 검증하기 

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나 어 실시하고 그 사

이사이에 웹기반 동료 검증을 활용한 것을 큰 특

징으로 하고 있다([그림 2]참조). 이러한 web2.0 

환경의 활용이 어떻게 기존 DACUM 방식의 제한

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부분에서 부연하기로 한다. 

4.2 DACUM의 제한  지원을 한 web2.0 환

경의 활용

web2.0은 개방, 공유, 참여를 기본 원리로 하는 

새로운 웹의 활용 패러다임으로서 집단 지성(colle-

ctive intelligence)의 기본 이념을 추구한다. 기존

의 웹의 활용 양식이 자와 독자가 구분된 일방

향식 형태 다면, web2.0 환경에서는 구나 참여

하여,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성을 추

구한다. 이러한 web2.0의 정신이 구 된 가장 보

편 인 웹도구는 키 게시 인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로는 네티즌들의 력으로 만들어

진 인터넷백과사  키피디아가 있다. web2.0의 

표 인 산물인 키피디아의 경우는 구나 참

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 할 수 있고 인터넷 상

의 다른 사람들의 검열과 수정  개선으로  

더 나은 내용을 구 해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집

단지성의 정 인 면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본 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web2.0 환경이 

기존 DACUM이 가지고 있는 제한 을 어떻게 지

원하여 서울시의 직무 교육체계 수립에 활용되었

는지를 다루어 보도록 한다. 

서울시의 역량 도출 방법론에서 가장 특징이 되

는 은 직무분석  교육체계 수립 문가가 교

육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아닌 장의 직무 문가

가 주체가 되어 직무 교육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다. 이러한 방법은 장에서 해당 직무를 하

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체계를 도출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는 반면, 도출된 교육체계가 지나

치게 업무와 연 되어 근시안 이거나 직무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체계로서는 문성이 떨어진다

는 지 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 을 조

이라도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 직무분석과 이

를 연계한 교육체계 수립에 검증 차를 강화하고

자 서울시의 사례에서는 web2.0의 기본 이념을 구

한 시스템을 활용하 다. 

서울시가 사용한 시스템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시스템은 DACUM 워크

을 통해서 축축된 직무분석 내용을 업로드 할 수 

있고, 직무 아래에 책무, 단  업무 등이 체계 으

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본 시스템은 web2.0의 

키 형태로 만들어졌으므로, 직무분석의 내용은 

구나 수정이 가능하다. 를 들어, 직무의 하  단

인 책무  단 업무의 분류가 잘 못된 경우 변

경도 가능하고, 이름이 잘 못된 경우 명칭의 변경

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가가 아닌 경우의 수정

의 오류를 막기 하여 삭제된 내용의 되살리기, 

수정 이력 남기기 등의 기능이 있다. 한 본 시스

템은 교육 체계 수립을 한 직무역량기술서를 설

계하는 기능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키 형태로 

만들어져서 사실상 구나 내용을 작, 수정 할 

수 있게 구 되었다. 이 역시, 실수로 직무역량기

술서의 내용이 바 는 것을 막기 하여 수정 이

력 등이 시스템에 기록된다. 직무역량기술서는 실

제 교육 체계 수립의 바탕이 되는 자료이므로 그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요하여 동료검토 기

능을 담고 있다. 동료검토는 작성된 역량 기술서

를 구성원  구라도 와서 검토하고, 자신의 의

견을 덧 로 달아 놓는 형태이다.

구체 으로 서울시가 본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

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용은 1차 워크  이후

에 이루어졌다. 1차 워크 에 참석한 직무 문가

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의 직무들을 세분화해가

며 해당 직무분석을 하고 직무역량을 도출하여 이

를 시스템에 입력하 다. 그러나 참석자가 해당 

직무를 잘 아는 직무 문가라고 하여 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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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이들이 도출한 직무분석과 직부역량

을 같은 원들로부터 재차 검증을 받을 필요성은 

있었다. 한 서울시 업무의 특성상 어떤 업무는 

한 사람만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혹시라도 그 일을 한 필수 직무분석과 직

무역량이 직무 문가의 불참석으로 락되지 않

게 하기 해서 원 체의 검증은 필수 인 과

정이었다. 따라서 1차 워크 이 끝난 후 각 원들

은 워크 에 참석한 직무 문가가 도출한 내용을 

검토하라는 공지를 받았고, 정해진 기간에 원들

은 시스템 상에서 토론과 의를 통하여 도출된 

역량을 수정하 다. 

두 번째로 본 시스템이 활용된 시기는 2차 워크

 이후 다. 2차 워크 에서 직무 문가들은 해

당 역량을 실제로 교육 체계로 개발하는 것을 염

두에 두고 시스템에 직무역량기술서를 입력하

다. 직무역량기술서에 들어가야 하는 요소는 그 

역량이 실제로 교과로 개발되었을 때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학습 자원, 해당 문가 등 비교  

문 인 요소들로 구성되어있었다. 교육 문가가 

워크  진자로 참여하여 교육 체계로 개발할 때

의 주의  등에 한 안내를 지속 으로 하 지만, 

장 직무 문가들은 해당 역량이 하나의 교육과

정이 되었을 때 어떤 학습내용을 체계 으로 다루

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소화하기에는 많은 어려

움이 있었다. 따라서 2차 워크 에서 작성한 직무

역량기술서를 워크  후에 web2.0 시스템 상에서 

동료검토 방식으로 재검토하 다. 재검토 기간은 

직무역량기술서의 완성도에 따라 조 씩 다르기는 

했지만, 체 3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원들은 자신의  직무 문가가 기술한 직무역량

기술서를 검토하고 그 에 피드백을 달아 직무역

량기술서의 내용을 정교화 하 다. 이러한 정교화 

작업은 약 3주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일부 직무

역량기술서의 경우 수십 개 이상의 피드백의 상호

교환으로 그 완성도가 교과 문가가 개발한 이상

의 수 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서울시의 web2.0의 활용은 재에도 계

속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재 조직

개편을 하고 새로운 인사이동이 있었다. 이런 경

우 조직의 구성에 따라 업무가 변화하고 그 업무

에 따른 요구 직무역량과 교육체계가 자연히 변하

기 마련인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서울시는 web 

2.0에 기반 한 교육체계 개발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 으로 불필요한 직무역량기술서를 삭제하고 

추가 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기술서를 업데이트

하면서 역량 기반의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4.3 web2.0 환경을 활용한 서울시 교육체계 수

립의 특징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사례에서 web 

2.0 환경을 활용한 시스템이 기존의 DACUM 기법

의 제한 을 보완하면서 서울시의 요구를 어떻게 

반 하 는지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고, 그 핵

심 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4.3.1 상향식(bottom-up) 방식의 교육체계 수

립 결과물의 타당성 검증

본 에서 소개한 서울시의 교육체계 수립 방법

은 교육체계 수립 문가가 교육체계 수립의 주체

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의 직무 문가가 직무

교육 체계 수립의 주체가 된다. 이는 외부 문가

의 에서 해당 직무를 바라보고 직무분석을 하

고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

이 아니라, 실제로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장 

문가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조직의 규모가 방

하고 업무가 다양하여 수요가 다양할 때 직무교육

체계를 수립하는데 활용하면 효과 이지만, 도출

된 교육체계의 정확성이나 문성 부분에서 회의

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서울시의 사례에서는 장 직무 문가들이 도출

한 직무역량이나 교육체계를 검증하기 하여 웹

기반 동료 검증 방법을 활용했다. 이는 역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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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계 수립을 한 장 
직무 문가의 업의 공백 
최소화

워크  참석 기간 동안 직무 문가
는 업에서 떠나 있을 수 밖에 없음

∘워크  기간의 최소화
∘부득이한 경우로 워크 에 불참한 경우 

업에서 작업 직무분석과 교육체계수립이 
가능

선발된 장 직무 문가의 
직무 문성이 미진한 경우 
보완책 필요

하지 않은 장 문가가 우수 
성과자로 선정되어 워크 에 참석
한 경우 교육체계의 수립에서 오류
가 날 수 있음

∘도출된 아웃풋에 한 일정 기간 web2.0 
시스템을 통한 동료 검토 기회 제공 

교육체계 수립을 한 최소한
의 비용과 시간 요구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직무가 다양
할수록 워크  개최 횟수와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한 비용도 많이 듦

∘언제 어디서나 구나 근 가능한 web2.0 
환경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토의 조속
화를 이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 필요

 직무에 기 하여 교육체계를 수
립하므로, 변화에 빠르게 처하기 
어려움.

∘지속 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web2.0 기
반 교육체계 수립 시스템 구축

수립된 교육체계의 즉각 인 
활용 필요

Off-line으로 교육체계가 수립되므
로, 이를 정리하고 운 하는데  
다른 시간이 소요됨

∘web2.0 기반 교육체계 수립 시스템에 다른 
교육 로그램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교
육 로그램 DB를 걸고, COP 등을 함께 
운 하여 즉각 인 활용이 가능하게 함

도출된 교육체계의 타당성을 
부여할 합리  검토과정 필요

도출된 결과에 한 검토는 부분 
워크  내의 상호 검토를 통하는데, 
별도의 검토를 필요로 할 경우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Web2.0 기반의 동료 검토를 활용하여 도
출된 교육체계 재검토

<표 1> 기존 DACUM 방식의 제한 과 이를 지원하기 한 web2.0의 활용 

문가가 아닌 장 실무자가 직무역량이나 직무

교육체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

를 최소화하고, 다수의 의견을 반 함으로써 장

의 직무교육에 한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한 웹기반 동

료 검증은 올바른 장 직무 문가가 선발되지 

못하여 해당 직무에 해 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에도 어느 정도 보완책으로서의 기능을 해  수도 

있다. 

4.3.2 테크놀로지 활용으로 변화에 신속히 

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

직무분석이나 직무교육체계 수립에 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앞으로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하나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방법을 지 하고 있

다[6]. 그 이유는 변하는 환경에 요구되는 직무 

변화와 직무역량의 변화,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직무교육의 체계 수립 등을 기존의 방식으로는 신

속하게 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사례

에서도 직무분석  직무역량의 검증, 수정, 보완 

등 곳곳에서 테크놀로지가 활용이 되었다. 직무교

육 체계 수립이 끝난 재에도 지속 으로 변화하

는 조직의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직무역량기술서

를 첨가하거나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직무역량기

술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직

무역량의 지속 인 수정  보완 과정은 직무 교

육체계와도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므로, 서울시의 

web2.0 활용 직무 교육체계는 지속 으로 외부의 

변화에 맞추어 진화하게 되는 것이다.  

4.3.3 HR 자원으로서의 활용

DACUM 기법의 기본 원리를 활용한 서울시의 

교육체계의 특징은 직무역량에 바탕을 두고 교육

체계를 수립하 다는 이다. 1차 워크 에서 직

무분석을 하고 이를 토 로 직무역량을 도출하

으며, 2차 워크 에서는 해당 직무역량을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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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기

술하는 직무역량기술서를 작성해나감으로써 직무 

교육체계를 수립하 다. 이 직무역량기술서는 이

후에 교육을 개발하는 곳에서 바로 참고하여 개발

할 수 있는 소 한 자원으로서, 장에서 해당 직

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과

정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에서 큰 의미

가 있다. 한 도출된 직무역량은 교육체계 수립 

이외에 인사  채용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8], 

궁극 으로는 조직의 략과 교육이 맞물려 돌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4.3.4 교육체계 수립 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변

화 리 략

직무 교육체계 수립 워크 에 참여한 서울시의 

직무 문가와 각 의 조직원으로서 동료 검토의 

과정에 참여한 수많은 일반 직원들을 상으로 인

터뷰를 해본 결과 다수의 사람들은 직무 교육체

계 수립의 과정에 참가하여 직무분석을 하고, 직

무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정교화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하나의 변화 다는 반응을 

보 다. 기존의 교육체계가 교육 문가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져 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례

의 경우는 자신들이 직  참여하여 직무분석을 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설계해 으로써 

자신들이 주체가 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조직원들은 

2008년도 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제도인 상시학습

제도를 조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직원들이 직  참여하는 역량 분

석 기법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제도로의 자연

스러운 안내를 담당함으로써 변화 리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을 지 하는 부분이다. 

5. 서울시 교육체계 수립 방법 활용
상의 주의 과 결론

이상의 특징을 가진 서울시의 교육체계 수립 방

법은 기존의 교육체계 수립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을 가진 조직에서 활용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 이 충분히 발휘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

은 활용상의 유의 을 숙지하여야 한다. 

첫째,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DACUM을 활용하

여 직무역량을 분석하는 경우, 가장 요한 일은 

한 장 직무 문가의 선발이다. 비록 web2.0

이 지향하는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 도출한 내용

에 한 수정  정교화를 통하여 다소 보완한다 

하더라도  인 방법은 될 수 없다. 기본 으

로 장 직무 문가의 우수한 문성을 조직원 

체에게로  확 하고자 하는 것이 DACUM 기법

의 가장 본질이므로, 한 장 직무 문가의 

선정은 여 히 매우 요한 이슈이다. 

둘째, 한 장 직무 문가의 선발과 더불

어 요한 것은 이들의 교육체계 수립  활동을 

실 으로 지원해주는 일이다. 장 직무 문가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방법으로는 지속 인 공지 메일 

 화 안내를 통하여 이들의 참여를 고무해주는 

것과 같이 이들의 활동에 한 인식(awareness)을 

높이는 방법과 실제 그들의 활동을 다른 어떤 체

제로 보상해주는 방법 등이 있는데, 서울시의 경

우에는 지속 인 안내  메일 달 이외에 장 

직무 문가들이 2회의 워크 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  참여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해주는 등의 다양한 활동 지원 방법을 활용하 다.  

셋째, 장 직무 문가 심의 직무교육체계 

수립 워크 에서 워크  진자는 직무분석, 역량 

도출, 교육체계 수립, 그리고 해당 직무에 한 지

식을 가지고 있을 때 보다 정확한 직무분석과 교

육체계 수립이 가능하다. 기존의 많은 DACUM 기

법의 활용 경우에서 워크  진자의 훈련을 강조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직무 내용에 한 

학습이나 훈련에 한 강조는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를 보완하기 하여 

web2.0 환경에서 동료검토를 활용하 지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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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개로 워크  진자가 직무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었더라면 보다 내실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

었을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워크  진자의 

담당 직무 내용에 한 학습이나 훈련도 고려의 

상이 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넷째, 워크 에 직 으로 참여하는 장 직무 

문가 이외의 다른 조직원의 이해와 참여를 함께 

고무하여 우리를 한 일이라는 인식의 확 가 

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워크 에 참여하는 직무 

문가 이외에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각 단계의 산

출물을 함께 검토하고 정교화 하는 역할을 부여하

여 이것이 특정인만을 한 일이 아닌, 우리를 

한 일을 한다는 인식을 확 하 다. 이들의 참여

를 고무하기 하여 서울시는 안내와 공지 업무를 

지속 으로 수행하 다. 

다섯째, 교육체계 수립의 과정이 보다 성공 이

기 해서는 제도 인 장치와 함께 해야 한다. 서

울시의 교육체계 수립의 시작은 상시학습제도의 

시행이라는 큰 제도에서부터 다. 당장 시행될 제

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 제도를 통하여 조

직원이 성장하기 한 하나의 필수 인 과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교육체계 수립 과정

은 보다 성공 일 수 있었다. 이처럼 교육체계 수

립의 과정이 성공 이기 해서는 함께 가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서울시의 교육체계 수립 방법은 DACUM 

기법을 기 로 하므로, DACUM 기법이 가지는 한

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DACUM 기법은 직무분석

을 토 로 직무역량 도출에 효과 인 방법이고 교

육체계와 연계하는 데는 유리한 기법이나, 직무역

량이 아닌 역량의 분석에는 반드시 효과 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1].  굳이 직무

분석의 결과를 교육 체계와 연계를 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서울시에서 사용한 방법이 최 이 

아닐 수도 있다. 

본 에서 소개한 서울시의 교육체계 수립 방법

은 기존 DACUM 방식의 일부 제한 을 보완하는

데 을 두고 개발되었다. 그러다보니 본 에

서는 기존 DACUM 기법의 단 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DACUM 기법의 장

이 간과되는 것 같은 인상을  수도 있다. 그러

나 본 사례에서 사용한 서울시의 기법에서는 기존 

DACUM의 장 이 공존한다는 을 상기하고 특

정 조직의 교육체계 수립 방법으로 활용할 때는 

가장 우선 으로 기존 DACUM 기법의 장 을 우

선 으로 고려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에서 소개한 서울시의 교육체계 수립 방법  

web2.0 환경을 활용한 부분에 심을 가진 경우라

면, 바로 앞 에서 지 한 유의 들이 지켜지는 

가운데 활용될 때에만 실제 장에서는 많은 효과

를 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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