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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전직 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전직 역량에 

대한 규명과 정의 및 체계화를 통해 특정직 경호공무원들이 전직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

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하 다.
선행 문헌 연구와 전문가 협의회 검토와 전문가 델파이조사 등 3단계의 역량도출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 다. 우선먼저 연구자가 선행 문헌고찰을 통해 구조화한 잠정 전직관련 

역량 6개 역량 군 124개의 하위역량들을 관련분야 전문가 협의회(9명) 3회에 걸쳐 검토보

완을 통해 4개 역량 군 84개의 하위역량으로 조정하 다. 
4개 역량군 84개 하위역량에 대한 전직분야 전문가 38명과 전직 성공자 38명 등 총 78명

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반 구조화된 제한응답형의 질문지를 통해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고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사용하 으며 전직역량의 타당도 검증을 one-sample-test를 

활용하 다. 분석한 결과 1차 4개 역량 군 42개의 하위역량으로, 2차 4개 역량 군 23개의 

하위역량으로, 3차 4개 역량 군 22개의 하위역량이 최종적으로 분석, 개발되었다. 연구과정

에 직접 참여한 경호공무원 전직성공자들의 의견이 반 된 연구결과는 특정직 경호공무원

들의 전직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전직지원 교육과정 및 교육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특정직 경호공무원, 전직, 역량, 델파이조사, 전직역량 개발

 * 이 연구는 김범석의 인적자원개발정책학 박사 학위논문(2012) 내용 중 주요 연구내용을 재구성하여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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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 사회의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고 노인 인구비율은 점차 높아지

고 있는데 반해 경제상황의 악화와 과학기술 발전이 급속화 되어 감에 따라 오히려 

정년은 단축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에 따른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경호공무원의 경우를 보면 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연령정

년(5급 이상 55세, 6급 이하 50세)과 직급별 정년(1급 5년, 2급 6년, 3급 8년, 4급 10년, 

5급 14년) 복수의 정년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관계로 50세 전후에 퇴직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에 비해 5~10년 정도 조기퇴직하고 있다(김범석, 2012b). 

예컨 , 변시민(1990)은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자신의 평생을 바쳐온 직장을 

떠나게 되면 퇴직충격(retirement shock)을 받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주장

하 듯이 경호공무원의 경우도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사회 활동의 근원을 

제공해 주는 소속기관으로부터 갑자기 소외되는 퇴직충격 때문에 건강을 상하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최병권(2005)이 ‘최근 인재경  열풍과 함께 ‘사람’을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경

활동을 펼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노동 및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역시 각 분야별 필요로 하는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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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맞춤형 핵심인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에 있어서도 전직에 요구되는 

역량의 중요성은 날로 증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무한 경쟁과 변화라는 특징을 가진 경 환경(D’Aveni, 1994; 

Hamel & Prahalad, 1994) 속에서 특정직 경호공무원들이 성공적으로 전직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전직 

역량에 한 규명과 정의 및 체계화를 통해 특정직 경호공무원들이 전직하는데 필요

한 역량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상 적

으로 민간 기관에 비해 전직지원이 미흡한 특정직 경호공무원들에게 전직 기회를 

증 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에 따른 이직 비 및 전문 인력 재활

용 등 전직 관리의 중요성이 현실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수행해 오지 않았

던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전직에 필요한 핵심 역량 개발에 한 연구가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경호공무원의 현황 및 특성

김범석(2012b) 연구에 의하면, 국가가 임용하는 공무원에는 정무직, 일반직, 특정

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

가 임용하는 공무원 종류에는 임용자격, 담당직무의 성격 및 신분보장, 보수 등에 

따라 구분하며, 특정직공무원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 업무와 달리 국가 안전이나 

공안 기능의 특수한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경호공무원, 법관, 검찰, 

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특정 경호직공무원에

는 국내외 주요 요인에 한 경호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인, 경찰, 

경호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정보공무원 등이 있다.

통령실 경호처의 주요기능은 통령 및 주요 요인에 한 경호라 할 수 있다. 

통령등경호에관한법률(제8872호) 제2조에 의하면 경호의 의의를 호위와 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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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어 규정하고 있는데 호위는 신체에 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

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경비는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행위를 뜻한다. 호위 상은 통령과 그 가족, 

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 전직 통령과 그 가족, 경호처장이 특히 

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 포함된다.

경호업무의 주요목표는 납치, 암살 등 신체적 위해로부터 경호 상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주요 요인을 각종 사건, 음모 등 모든 위험과 곤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자의 실질적이고 주도면 한 범행의 성공기회를 최소화하거나 무력화하는데 있

다(박문선, 2009). 따라서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테러 수법의 첨단화, 지능화 등에 

따른 고도의 경호 응능력이 요구되고 있어 경호경비 업무의 전문화와 과학적 관리

를 위해 경호제도 및 교리, 조직체계 발전 등 경호업무의 전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경호요원에게는 합리적, 과학적인 사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자세, 강인한 정신

력과 체력, 폭넓은 교양과 식견, 전문 경호능력 등 다방면에서 필요로 하는 경호역량

이 요구된다.

2. 전직역량의 개념

사전적 의미의 전직의 개념은 ‘새 직장에 취직시키다’라는 뜻의 outplace에서 파생

된 단어로 ‘전직알선’, ‘재취직 알선‘( 한사전, 민중서림 전자사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임안나(2006)는 조직 내부인을 조직 외부인으로 자리 잡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히 듯이, 전직은 기존 직장에서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을 통해 사회 

적응 및 활동을 의미한다(김범석, 2012b).

최종태(2006)의 연구에 의하면, 아웃플레이스먼트(전직지원제도 또는 프로그램)는 

1967년에 미국의 DBM(Drake Beam Morin Inc.)사가 처음 고안하여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1980 년 에 다운사이징의 물결속에 해고 문제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

화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응방안으로 기업은 해고된 자들이 새

로운 직무를 찾도록 도와주고, 잔류자들에게는 기업 내에서 더 나은 경력개발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Harvey(1994)는 아웃플레이스먼트는 

1960년  처음 실시한 미국 육군의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은 매우 선진적이고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아웃플레이스먼트가 확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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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 다(김범석, 2012b). 

1980년  레이건 정부 출범 뒤 기업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아웃플레이스먼

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중간관리직과 일반 사무직,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까

지 확 되어 제공되고 있고(김 재, 김성국, 김강식, 2009; 김범석, 2012b: 57에서 재

인용), 포춘(Fortune) 500  기업의 70%이상이 전직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태원유, 이정일, 2001; 윤종만, 2002: 김범석, 2012b: 57:에서 재인용). 유럽에서는 

1980년 , 일본에서는 1990년 에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0년  초

에 이에 한 개념이 소개되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IMF 경제 위기를 맞은 1997년 

말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도입 초기단계에 있다(김범석, 2012b).

김범석(2012b) 연구에 의하면, 조 연과 김재현(2007)은 오늘날 기업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훈련, 학교교육분야 등 사회 전 역에서 ‘역량강화’ 또는 ‘역

량중심’이라는 문구를 흔히 볼 수 있으며, 역량운동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역량이란 

용어가 중화되었다고 주장하 고, Raelin & Cooledge(1996)는 역량의 개념에 한 

논의는 Frederick Taylor가 업무를 세부적인 구성요소로 나눈 것을 제안하면서 1920

년에 ‘역량’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하 으며, Spencer와 Spencer(1993)는 특정한 상

황이나 직무 중에서 준거에 따르는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내적인 

특성이라고 하고, Mirabile(1997)은 우수성과자와 평균 성과자를 구분해주는 지식, 기

술, 특성이라고 하 다. 그리고, Lucia와 Lepsinger(1999)는 업무에서 효과적이거나 우

수한 성과를 산출하는 개인의 잠재적 특성이라고 하고, 김진모(2001)는 조직의 미션 

및 전략을 달성하고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창출하는데 요구되는 지식(knowledge), 기

술(skill), 태도(attitude)의 총체라고 정의하 다.

따라서 역량에 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역량에 한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발생하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 사회적 ․ 행동적 요소들이 통합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기업이나 기관, 조직에서 역량에 한 중요성에 한 인식과 함께 이러

한 역량들이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 달성과 성과를 고양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고 있는 점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김범석, 2012b). 

전직역량에 한 개념 정의에 있어서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나 국방부 전직

지원센터, 민간 컨설팅업체 등의 전직교육프로그램에서 전직 시에 필요한 역량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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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직에 필요한 관련 역량

일

반

기

업

고재성외 3명(2009) 이만표(1990) 박길성(2006) 상공회의소(2008),

경제인연합회(2003)

컴퓨터 활용, 외국어, 커

뮤니케이션, 연구개발, 

추진력, 문제해결능력, 

예측력, 협조성, 창조성, 

윤리 ․ 도덕성, 전문성, 

자기계발(학습능력)

자기계발, 적극성, 책임

감, 표현력, 업무지식, 

목표달성도, 자기계발, 

적극성, 고객친절도, 계

획성, 변화관리능력, 정

보관리능력 컴퓨터능력 

선견력

열정, 도전정신, 윤리의

식, 솔선수범, 적극성, 

책임감, 의사표현력, 팀

워크, 기업윤리의식, 신

뢰성, 대인관계를, 목표

의식, 성취의식, 세계화, 

영어구사능력

창의성, 전문성, 도전정

신, 도덕성, 팀워크, 글

로벌 역량, 열정

시하여 교육한 바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 근거는 없다(김범석, 2012b). 

다만, 구직역량은 구직이라는 상황이나 맥락에서 발생하는 요구에 성공적으로 응

해 충족시킬 수 있는 총체적 능력(고재성, 이건남, 김성남, 변정현, 2009)이라고 정의

하 듯이, 전직역량의 개념은 전직역량에 있어서 기존 직장에서 새로운 분야로의 전

환 시에 성공적인 사회 적응 및 활동을 위해서는 탁월한 우수 역량이 요구되는데, 

이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지식, 기술, 태도, 감정, 가치 및 윤리, 동기 등 인간의 가시

적, 잠재적 역량 모두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역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범석, 

2012b).

3. 전직관련 역량 탐색 및 분류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산업인력은 어떠한 인력인가에 한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을 보면 ｢21세기형 산업인력｣은 기본적 지식과 기능을 더

하여 지식흡수력과 창의력을 갖추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조해나가는 인력이 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될 것이다(한국산업인력

공단, 2001). 이렇듯 각 기업이나, 조직, 사회,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선호

하는 인력, 요구하는 능력들이 앞으로 전직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역량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들 역량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기업 및 

정부기관, 경호기관, 군, 경찰, 전직교육프로그램, 기타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직

관련 역량에 한 선행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역량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표 1>

과 같다.

<표 1> 전직에 필요한 관련 역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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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직에 필요한 관련 역량

정

부

기

관

최관섭(2004), 중앙인사위원회(2004) 권용수, 서성아 (2001)

의사소통, 고객지향, 비전제시, 조정 ․ 통합, 결과

지향, 전문가의식, 혁신주도, 문제인식 ․ 이해 및 

전략적 사고

영향력), 성취지향성, 팀워크와 협력, 분석적 사

고, 타인 육성, 자기 확신, 지시 ․ 주장, 정보 탐색, 

팀 리더십, 개념적 사고, 기술적 전문성 ․ 지식

경

호

기

관

최극림(2010)

글로벌 국제 감각, 어학능력, 경호 전문성, 지식, 경호기량 스킬, 분석력, 경험, 노하우, 충성심, 

도덕성, 인성, 유연성, 민첩성, 창의력, 전략적 통찰력, 추진력

군

국가보훈처(2004),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2002), DBM Korea(2003), 박효종(2004),

한국국방과학연구원(2003), 김상규외 4명(2004), DBM코리아(2005)

책임감, 리더십, 체계적인 조직관리 능력, 원칙 및 법규준수, 정직, 성실성, 책임성, 대인관계,

상황대응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타인협동, 창의적 사고, 자원관리, 적응력, 친화력, 업무수행

능력, 자기계발 의지 및 노력, 정신력, 성취욕구, 충성심, 조직관리능력, 낮은 이직률

경

찰

경찰청 인력관리계획(2007) 송혜진(2011)

조직헌신도, 전문가 의식, 공무원 윤리의식, 

고객 ․ 수혜자 지향, 자기 통제력

공무원 윤리의식, 자원과 조직관리, 조직헌신도, 

고객 ․ 수혜자 지향, 문제인식 ․ 이해, 목표방향 제

시, 정책집행관리, 조정 ․ 통합력, 부하직원 지도

육성, 의사소통

전

직

프

로

그

램

노사정 공동 재취업지원센타(2011) Spencer &

Spencer(1993)

Lucia &

Lepsinger(1999)

리더십역량(비전 제시 및 실천, 전략적사고, 지

도와 육성, 동기부여, 결단력, 통솔력, 갈등관리, 

팀워크), 계획과 조직화역량(기획력, 판단력, 종

합력, 업무개선, 업무관리, 이해력, 비용관리 및 

계수관리), 성취와 행동역량(변화적응력, 정보수

집 및 통합, 변화관리, 유연성, 팀 협력 및 빌딩), 

커뮤니케이션역량(경청, 스피킹, 문서화, 협상 

및 설득력), 고객중심역량(고객지향성, 고객만족 

및 이해), 문제해결역량(문제인식 및 해결, 분석

력, 의사결정력, 창의력, 혁신성, 적극성), 개인

관리역량(타인 존중 및 영향력, 대인관계 형성, 

자기조절 및 학습, 성실성, 도덕성, 친화력), 전

문지식역량(전문성, 탐구성, 기술력)

영향력, 성취지향성, 팀

워크와 협력, 분석적 사

고, 주도성, 타인 육성, 

자기 확신, 지시 및 주

장, 정보 탐색, 팀 리더

십, 개념적 사고, 조직인

식과 관계형성, 기술적 

전문성 

정보제공, 명확화, 모니

터링, 계획화, 문제해

결, 컨설팅, 위임화, 영

향력, 인정, 보상, 지지, 

멘토링, 인맥형성, 팀 

빌딩

기

타

이흥민(2005), 박신윤(2011)

성과지향, 변화주도력, 고객지향, 팀워크 구축, 리더십, 비전 공유, 전략적 사고, 신뢰 창출, 의사 

결정, 정직 및 성실, 의사소통, 업무추진력, 공정성, 전략기획, 기획력, 경쟁역량주도, 네트워킹, 

사고능력, 유연성, 개인적 동기부여, 세계적 관점, 자신감, 원칙 및 가치관, 전문지식, 협상 및 

조정력, 자기관리, 자율성, 문제분석, 위험평가, 조직력, 관찰력, 구성원 이해, 대인관계, 업무수행

의 안전성, 경영감각, 문화적 감각, IT & e-Biz, 지속적인 학습, 문제 해결

*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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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굴하여 정리된 전직관련 역량들에 한 군별 분류 및 해당 하위역량 배

치 및 정의에 있어서 행정안전부(2008)에서는 역량군은 기업에서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을 중심으로 역량을 분류한 것으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역

량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데 사용되는 유용한 도구이며, 역량 군을 구성하는 하

위 역량들은 자신의 사업성격에 따라 범위나 성격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고 추구하

는 사업목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박신윤(2011)의 연구에 의하면 

역량군은 역량의 종류로 역을 분류하는 역량 역과는 다르게 역량이 가진 성격 

또는 유사성을 기준으로 역량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체계화된 역량모델

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과정을 통해 Boyatiz(1982)는 역량을 성격에 따라 행위관리군, 

리더십군, 인적자원관리군, 부하들에 한 지휘군, 전문지식군 등 5가지 역량 군으로 

분류하 고, Mitton(1986)은 역량을 직무의 성격에 따라 전문화된 지식, 기회인식, 전

략적 관찰능력, 관리통제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5가지 역량 군으로 분류하 다. 

McClellend(1987)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그 성격 또는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기회인식, 통제기술, 네트워크 기술, 계획기술 등 5가지 역량 군으로 분류하 다. 또

한 고재성, 이건남, 김성남, 변정현(2009)은 청년층 구직역량 실태조사에서 청년층 

구직역량으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 유지발전 등 4가지 역량 군으로 구분하 으

며, 박신윤, 이찬(2011)은 중소기업 최고경 자 역량모델 연구에서 역량 군을 구조화

된 역량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역량을 업무의 성격 또는 유사성에 따라 5개에서 7개 

정도의 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틀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역량군은 4개 내지 7개

의 역량 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역량군 및 하위역량에 한 정의에 있어서도 박신윤(2011)은 중소기업 최고경 자

의 기본역량 역으로 조직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성, 태도, 자질 뿐 

아니라 리더로서 변화를 기회로 인식하는데 요구되는 역량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

다. 상기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한 역량 분류 및 정의한 내용에

서 볼 수 있듯이 통일된 개념이나 관점을 가지고 역량 군을 분류하고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전직 역량 군 및 하위역량에 한 분류 및 정의에 

한 조작적 정의를 위해서 기존 역량사전 자료들을 함께 활용하고, 일반적인 역량

모델을 토 로 역에 관련된 능력을 배치하는 방법과 하위역량과 관련된 모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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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종합한 후 재배열하여 다시 유목화(분류화)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유사한 

연구 중 유사한 분류체계를 선택하여 차용해서 수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분류기

준을 적용하 다. 역량 군의 분류기준은 DeSeCo 프로젝트(OECD, 2001)의 일반역량

의 내적구조 모형에서 제시한 지식, 기술, 태도, 감정, 가치 및 윤리, 동기 요소를 

적용하여 전직에 필요한 여섯 가지 역량 군으로 분류 정리하 다.

지식, 기술, 태도, 감정, 가치 및 윤리, 동기 여섯 가지 역량 군에 한 정의에 해 

조작적 정의를 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를 참고해서 연구자가 사전적 의미와 

관련성, 맥락성 등을 고려하여 전직 역량이란 전직이라는 상황이나 맥락에서 발생하

는 요구에 성공적으로 응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조작적 정의를 하 다. 이에 따른 역량군은 역량들의 집합체로 명명하고, 각 역량 

군에 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 다. 지식역량 군이란 전직에 필요한 제반 전문지

식 관련 역량들의 집합이며, 기술역량군은 전직에 필요한 제반 직무기술, 정보 관련 

역량들의 집합이고, 태도 및 감정역량군은 전직에 필요한 제반 의식, 마음가짐, 자세 

등과 관련된 역량들의 집합이다. 또한 가치 및 윤리역량군은 전직에 있어서 요구되

는 제반 양심, 도덕, 규범관련 역량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 다.

하위역량에 한 조작적 정의는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된 일반 역량모델 정

의를 그 로 사용했으며 다만, 정의가 나와 있지 않은 역량에 해서는 역량의 특성 

및 유사성, 관련성, 맥락성 등을 고려해 사전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작성하 다. 역량

의 사전적 의미와 특성 및 유사성, 관련성, 맥락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한 6개의 전직

관련 역량 군과 124개의 하위역량과 정의에 하여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전직에 요

구되는 역량과 역량별 하위 요소의 예비적 설정을 위하여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전

직지원 실무수행자, 전직관련 경험을 가진 전공교수, 연구원, 컨설턴트, 특정직 경호

공무원 출신 전직 성공자 등 9명을 선정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2차례의 협

의회를 실시하 다.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결과, 4개 역량 군과 84개 하위역량으로 재조정되었으며, 

<표 2>에 요약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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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역량군

(16)

자기 이해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직업선택을 위해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

의 특성과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이해하는 능력 

취업 이해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 및 산업에 대한 정보, 변화 동향 등

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능력

창업 이해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분야 및 사업에 대한 정보, 변화 동향 등

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능력

전문지식
경호경비와 관련된 자신의 학과/전공/경험 과정을 통해 쌓은 관련 전

문지식

자기관리/개발
자신의 다양한 여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

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조직이해
타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문화, 특성, 여건 등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문화이해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동참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변화관리
퇴직이나 은퇴 등 기타 사정으로 현재의 위치가 변경되어 신상 변화에 

따른 적응 및 대처하는 관리능력

경력개발관리
보다 더 보람된 업무수행 및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신에 맞는 경력 

개발 및 지속적인 관리

취업목표전략
취업분야에 대한 탐색을 통해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취업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추진 방안

구직탐색활동 취업하고자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탐색, 자문 등 활동 

창업목표전략
창업분야에 대한 탐색을 통해 창업목표를 설정하고 창업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추진 방안

창업탐색활동 창업하고자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탐색, 자문 등 활동 

가정관리
퇴직 등 변화에 따른 가정 내에서 부부간 대화 및 생활유지, 갈등 유발 

등에 대한 관리 

재무관리
개인 생활 및 조직 운영에 기본이 되는 회계 및 금융, 부동산, 연금, 

펀드 등 자산 배분 및 재무 설계

은퇴 후 여가활동 은퇴 후 생활 및 남은 시간을 보람되고 계획성 있게 보내는 여가 활동

기술

역량군

(32)

의사결정력
구직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들을 탐색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전직

목표에 적합한 대안을 결정하는 능력

구직정보 탐색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직업정보 및 구인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여 활

용할 수 있는 능력

인적네트워크 활용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표 2> 전직에 필요한 역량 군 및 하위역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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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서류 작성 구직에 필요한 서류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인터뷰/면접
취업을 위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

할 수 있는 능력 

외국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 및 직업에서 요구되는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구직관련 현장경험
구직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경험을 수행하고 이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구직관련 자격
구직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 및 이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문서화
문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과 의사

를 기술하는 능력

프리젠테이션

자신의 의사나 업무적 보고를 의도한 대로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

달하고 논리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

현하는 능력

협상/ 설득력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적 또는 외부적 교섭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설득력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시키는 능력

문제인식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제시함

문제해결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함

자원 활용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선택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대안제시/기획/

기술개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 제시와 기술 개발 등에 대한 

구체화,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

실행력 구체적 계획 및 방안을 실천 및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
과거의 습관과 행동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새롭고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혁신성
업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능력

전문성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적극 활용

탐구성
일상의 업무과정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

기업실무
기업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지식 및 기

술, 지침, 규정, 노하우

경력/진로 상담, 

진단

개인의 니즈분석 및 경력 진단을 통한 경력 개발 유지차원에서 상담을 

통한 진로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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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획수립시행 취업에 필요한 제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시행

창업계획수립시행 창업에 필요한 제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시행

성공사례 성공한 사람 초청 설명 및 사례분석, 상담 제공

이미지 메이킹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좋은 느낌과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 인상, 스

타일, 매력

지도와 육성
부하 직원에게 조직에서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동기부여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많은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잘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칭찬을 하고 더 나은 업무 성과를 이끌어 내도

록 하는 능력

팀워크 및 리더십

개인/부서/조직의 비전이 연계되도록 하여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를 위

해 조직원의 몰입을 유도하고 형성하여 권한의 공정한 사용으로 팀의 

효과를 높임

갈등관리
개인상호간, 단체상호간, 의견충돌 시 화해 및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

여 문제를 해결 

위기관리
개인이나 조직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통해 

침착하게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관리능력 

태도

및

감정

역량군

(29)

긍정적 태도
주어진 상황이나 직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직무를 자신감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 

성실성/책임감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

도전정신
주어진 직무나 문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도전하고자 하는 태도

국제 감각
자신의 직업 및 직무와 관련된 국제적인 흐름이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협동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상호 협력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능력

성취력 주어진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려는 노력과 의지

태도

및

감정

역량군

(29)

프로의식
주어진 일에 있어서 전문성과 프로근성을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해내

는 업무자세 

예의범절
비즈니스 업무수행 및 사업추진, 타인과 관계 시에 요구되는 규범, 에

티켓

헌신성
손해를 보더라도 조직 및 타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봉사하

는 자세

고객친절도 “고객은 왕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행위

분석력
주어지는 정보의 의미 또는 처해지는 상황들에 관련된 요소의 변화를 

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해석해 내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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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능력 개인 및 부서, 조직 내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및 협동, 관계유지 능력

문제인식 및 해결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함

적극성
문제 해결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며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열정과 열의

를 다함

친화력
조직 구성원들에게 거부감 없이 효과적으로 상호협조를 이끌어 내는 

능력

조직이해/몰입
자신의 조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조직에

헌신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

성과지향성 일에 대한 높은 실적과 이익을 창출시키는 성향

결단력
일의 결과를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 하에서 소신 있게 행동방안을 결정

하는 능력

통솔력

관리자로서 부하직원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켜 조직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하직원에 대해 신뢰 받고 하나의 단위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자기 조절
변화의 위기 및 역경의 시기에 평상심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직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유연성

자신의 행동이나 방법을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규정이나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반대되는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함

적극적 경청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충분히 이해하며 대화를 원활히 이어나

갈 수 있도록 감정을 표현

타인 존중/ 배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의견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마음

스트레스 관리 신상변화 및 업무수행, 인간관계 등에서 오는 각종 심적 부담 및 중압감

자기 성찰력 자기 자신에 대한 회고와 반성을 통한 깨우침

심리적 안정 개인의 신상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변화와 갈등에 대한 안정

감정통제
개인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이성적 자제와 관리를 통한 

주변 환경과 조화 및 적응

서비스 마인드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상대방을 위해 편의 제공 및 지원을 아끼지 않

으려는 마음

유머감각
인간관계 및 직무수행 간에 재미있고 즐겁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과 

행동, 몸짓 등을 통해 웃음 유발 

가치

및

윤리

역량군

도덕성 조직의 가치 및 원칙에 입각하여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을 함

올바른 가치관
개인 및 조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생각과 기준, 

행동양식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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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전직관련 전문가 전직성공자

소계 교수
인사

교육

인력

운영
연구

전직

지원
컨설팅 소계 공기업

민간

기업

계 76명 38명 3명 10명 13명 4명 3명 5명 38명 19명 19명

성별
남 70 32 3 10 13 1 1 4 38 19 19

여 6 6 3 2 1

나이

35-40 11 11 5 4 2

41-50 34 26 3 5 9 2 3 4 8 3 5

51-60 31 1 1 30 17 13

역량 군 하위 역량 역량 정의

(7)

윤리의식
개인 및 단체 생활에 있어서 타인이나 사회에 반하지 않는 표준이 되

는 행동기준 및 양심, 의식

협력윤리
서로 비방하지 않고 공공의 선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양심적 행동기준 

및 도리

직업윤리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가치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리

봉사정신 및 활동

어려운 타인이나 단체를 위해 도와주고 배려하고 지원해주는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 국가를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활동

하는 행위

공동체의식 및 

생활

민주시민사회에서의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민의식을 갖고 봉사, 질서

유지, 법 준수, 신뢰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직장 및 사회 활동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직분야 전문가와 특정직 경호공무원 중 전직성공자(타 분야로 전직

을 성공적으로 이룬 자로서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자)를 상으로 델파

이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지를 배포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 76명 모두 100% 

회수, 사용되었으며, 조사 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델파이 조사대상 일반적 배경



Delphi를 활용한 전직 핵심역량 개발에 관한 연구 111

구분 계

전직관련 전문가 전직성공자

소계 교수
인사
교육

인력
운영

연구
전직
지원

컨설팅 소계 공기업
민간
기업

근무

경력

10년이하 42 14 3 2 4 4 1 28 14 14

11-20년 26 18 6 8 3 1 8 4 4

21년이상 8 6 2 2 2 2 2

학력

박사 27 20 3 4 5 4 4 7 6 1

석사 43 12 6 2 3 1 31 17 14

학사 6  6 6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델파이 설문도구는 응답 형태에 따라서 기술형 또는 구조화된 제한 응

답형, 개방형 등이 있는데 반구조화된 제한응답형으로 정하 으며, 이종성(2006)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에서 작성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반 구조화

된 제한 응답형으로 작성하 다.

델파이조사 내용에 한 안내와 전직 핵심역량과 하위역량에 한 역량 군 분류 

및 하위역량 정의문 현황을 작성 제시하고 전직 핵심역량 개념과 하위역량 군 분류

에 한 의견으로서 5점 리커트 척도(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와 개념 및 분류에 한 검토 의견란으로 구성하 다. 그

리고 역량 군별 하위역량에 한 의견으로서 5점 리커트 척도(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와 하위역량에 한 추가, 통합, 

명칭 수정 등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란을 구성하 다. 

하위역량별 역량정의의 타당성에 한 의견으로서 5점 리커트 척도(전혀 타당하

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와 역량정의 중 수정해

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란을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분석

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차원에서 조사 상자의 인적사항에 한 연령, 성별, 학력, 근

무경력, 기타 참고사항 등 포함한 인적사항 기재 란을 구성하여 사용하 다. 

2 ․ 3차 델파이조사 설문지는 1차 조사 설문지 형식과 동일하며 다만, 1 ․ 2차 조사

결과 반 내용으로서 조정 및 수정된 결과 내용과 평균값, 사분범위 등을 포함한 

내용을 작성 제시하여 조사 상자들이 이를 토 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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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했으며, 이후 설문항목 구성은 조정된 항목을 상으로 1차 설문지 구성 

형식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사용하 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전직에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그

림 1>에서와 같이 2단계의 연구절차에 따라 1단계에서는 문헌에 한 선행연구를 

통한 전직관련 역량을 발굴하여 조작적 분류 및 정의를 하 다. 2단계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분류된 역량 군과 하위역량에 해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전직에 요구되

는 역량의 예비적 설정을 위하여 9명의 전직관련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를 통해 타당

성 검증 및 신뢰성을 제고시켰다. 

3단계에서는 전직관련 분야별 전문가 38명과 전직 성공자 38명 등 총 76명을 선정

하여 3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전직 역량을 최종적으로 검증

하여 확정하 다.

연구 절차 및 내용 연구 방법 및 분석

자
료
수
집

및
 
발
굴
단
계

퇴직, 역량 탐구
전직제도, 프로그램

분석

문헌 연구

 퇴직, 역량, 전직제도 및 이론,

전직관련 역량 선행연구 

분석정리전직에 요구되는 역량 발굴

전직 역량 군 분류 및 하위 역량 정의 전문가 협의회

역량분류 기준, 정의, 

범위 설정

역량 군 및

하위역량 정의, 분류 

전직에 필요한 역량 군 분류 및 

하위역량 정의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조정(9명)

검
증
/
확
정
단
계

전직 역량 선정 델파이 조사

조사도구

초안
→

조사타당성

검토
→

조사도구

확정

전직에 필요한 역량 최종 선정 및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및 분석

(76명/3회)

<그림 1>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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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연구과정 및 분석방법은 전직에 필요한 역량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최근 문헌들을 분석하 다. 이와 같은 문헌의 종류로는 퇴직과 아웃플레이스

먼트, 이에 필요한 역량 요소와 역량 군 분류 위한 접근방법을 제공하는 문헌, 연구

논문, 연구보고서, 관련 책자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 으며, 분석 정리된 

역량 군과 하위역량의 조작적 분류 및 정의에 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들에게 사전에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검토케 한 후에 별도 회의를 통해 역량 

군 분류 및 명칭, 정의에 한 명료성, 타 역량과의 포함관계 여부, 역량과 역량 요소 

간 관계, 타 역량 요소 간 중복관계 여부 등에 하여 검증하기 위해 2011년 8월7일

부터 8월10일까지 2차에 걸쳐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4개의 역량군과 84개의 하위역

량으로 재조정되었다.

델파이조사는 전직분야 전문가 38명과 특정직 경호공무원 중 전직성공자 38명 등 

총 76명을 상으로 2011년 8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특정

직 경호공무원의 전직에 요구되는 역량 군과 하위역량별 정의에 한 타당도를 확보

하기 위해 전직 역량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델파이조사와 전직역량의 변별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한 정성적 및 정량조사가 이루어졌고, 델파이 조사 및 정량조사 결과

에 한 양적인 분석은 모두 PASW statistics SPSS 18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구체적

으로, 델파이 조사의 경우 전직 역량의 타당도 및 역량정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기준값을 근거로 각 타당도 측정치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one-sample t-test를 활용하 다. 

Ⅳ. 연구 결과

1. 전직 역량 군 및 하위역량 분류

전직 역량의 개념정의에 관한 타당도 조사결과, 총 76명의 전문가와 성공자 응답

자의 타당도 평균이 4.73이었고, 전문가(40명)의 평균이 4.78, 전직 성공자(36명)의 평

균이 4.69인 것으로 나타나 전직 역량에 관한 개념정의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전직 역량을 4개의 하위 역량 군, 즉 지식역량 군, 기술역량 군, 태도 및 감정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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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그리고 가치 및 윤리 역량 군으로 분류한 것에 관한 타당도 조사결과, 전체 응답

자 76명의 타당도 평균이 4.67이었고,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평균은 4.68, 성공자 집

단의 타당도 평균은 4,67으로 확인되어 전직 역량을 4개의 하위 역량 군으로 분류에 

한 타당도 조사결과 역시, 매우 높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

적으로 나타난 전직 역량 개념 타당도 및 하위역량 분류 타당도 관련 기술 통계치는 

<표 4>와 같다.

<표 4> 전직역량 개념 및 하위역량 분류 타당도※ 관련 기술 통계치

구분

전   체 전 문 가 성 공 자

N
백분위수

평균 편차 N 평균 편차 N 평균 편차
25 50 75

개념타당도 76 5 5 5 4.74 .50 40 4.78 .48 36 4.69 .52

분류타당도 76 4 5 5 4.67 .53 40 4.68 .53 36 4.67 .53

※ 타당성 정도 : ①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별로 타당하지 않음 ③보통 ④약간 타당함 ⑤매우 타당함

2. 전직 역량 군별 하위역량 및 정의

하위역량에 관한 본 질문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전직의 

4가지 역량 군(지식, 기술, 태도 및 감정, 가치 및 윤리)에 관한 각 하위역량의 타당도

를 검사하 고, 둘째, 각 하위역량 정의에 관한 타당도를 별도의 질문지로 측정하

다. 모든 측정치는 타당도에 관한 5점 리커트 척도(단일문항)를 기준으로, 총 76명의 

전문가 및 전직 성공자들이 평정한 결과 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위역량 군의 타

당도 및 역량정의 타당도의 최고점은 평균 5점(매우 타당함)이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하위역량과 그 역량에 한 정의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각 측정치의 평균과 편차 등에 의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 다. 

타당도가 높다 낮다 기준은 one sample t-test 결과 각 핵심역량군의 전체 타당도 

평균값(1차 델파이조사) 혹은 전체 핵심역량의 타당도 평균값(2차와 3차 델파이조사)

을 기준값으로 하여, 전체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은 타당도를 보이는 하위 역량(또는 

역량 정의)과 전체 평균 보다 유의하게 낮은 타당도를 보이는 하위 역량(또는 역량 

정의)으로 정하 다.

전직의 4가지 역량 군(지식, 기술, 태도 및 감정, 가치 및 윤리)에 관한 84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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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역량과 하위역량 정의에 관한 타당도 조사결과, 1차 조사에서는 각 역량군별 하

위역량에 관한 타당도 평균들의 평균값(지식 4.13, 기술 4.10, 태도 및 감정 4.28, 가치 

및 윤리 4.37)과 각 하위역량에 한 정의의 타당도 평균들의 평균값(지식 3.85, 기술 

4.29, 태도 및 감정 4.42, 가치 및 윤리 4.48)을 기준으로 지식역량 군은 최초 16개 

하위역량 중 12개가, 기술역량군은 최초 32개 하위역량 중 14개가, 태도 및 감정역량

군은 최초 29개 하위역량 중 13개가, 가치 및 윤리역량군은 최초 7개 하위역량 중 

3개가 타당도가 낮아 기각되거나 타 하위역량에 통합 내지 수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총 42개 하위역량이 타당도가 양호하거나 높아 채택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전체 하위역량 타당도 평균치인 4.45와 전체 하위역량 정의 타당

도 평균치인 4.32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도 검증 결과, 총 42개 하위역량 중 23개가 

타당도가 높거나 양호하여 채택되었고, 나머지 19개는 타당도가 낮아 기각되거나 타 

하위역량에 통합 내지 수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하위역량 타당도 평균치인 

4.67과 전체 하위역량 정의 타당도 평균치인 4.67을 기준으로 one sample t-test한 결

과, 총 23개 하위역량 중 22개가 타당도가 높거나 양호하여 채택되었고, 1개는 타당

도는 높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라 유사한 하위역량에 통합되어 채택되지 못하 으며, 

<표 5>, <표 6>에 요약하여 정리하 다.

<표 5> 하위역량 및 역량정의 타당도※ 평균들의 평균값

구분 N 평균 편차
백분위수

구분 N 평균 편차
백분위수

25 50 75 25 50 75

지식

역량군
76 4.67 .40 4.31 4.88 5.00

지식

역량정의
76 4.67 .41 4.31 4.88 5.00

기술

역량군
76 4.61 .44 4.40 4.80 5.00

기술

역량정의
76 4.63 .43 4.43 4.80 5.00

태도

역량군
76 4.64 .40 4.29 4.86 5.00

태도

역량정의
76 4.64 .42 4.29 4.86 5.00

가치

역량군
76 4.74 .39 4.50 5.00 5.00

가치

역량정의
76 4.75 .39 4.50 5.00 5.00

전체 76 4.67 .35 4.43 4.80 5.00 전체 76 4.67 .38 4.40 4.88 5.00

※ 타당성 정도 : ①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별로 타당하지 않음 ③보통 ④약간 타당함 ⑤매우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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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전   체 전문가 성공자 타당도

N 평균 편차 N 평균 편차 N 평균 편차 t 검증

지식

(4)

1-1.  전문지식 76 4.76 .43 40 4.88 .33 36 4.64 .49  1.91 양호

경호경비와 관련된 자신의 

학과/전공/경험 과정을 통해 

쌓은 관련 전문지식

76 4.76 .43 40 4.88 .33 36 4.64 .49  1.81 양호

1-2. 전직관련지식 76 4.63 .54 40 4.80 .52 36 4.44 .50 - .61 양호

자신이 전직하고자 하는 직

업분야 및 산업에 대한 정보, 

변화 동향 등을 탐색하고 이

해할 수 있는 지식 

76 4.62 .52 40 4.80 .41 36 4.42 .55 - .95 양호

1-3. 자기이해 76 4.68 .47 40 4.78 .42 36 4.58 .50 .28 양호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직

업선택을 위해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을 객

관적으로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 

76 4.70 .49 40 4.83 .38 36 4.56 .56   .41 양호

1-4. 조직이해 76 4.62 .52 40 4.70 .46 36 4.53 .56 - .86 양호

타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문

화, 특성, 여건 등을 파악하

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식

76 4.62 .54 40 4.75 .44 36 4.47 .61 - .90 양호

기술

(10)

2-1. 직무기술역량 76 4.57 .62 40 4.60 .63 36 4.53 .61 -1.46 양호

기업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지식 및 기술, 지침, 규

정, 노하우

76 4.57 .57 40 4.60 .59 36 4.53 .56 -1.65 양호

2-2. 직무수행기술 76 4.59 .55 40 4.65 .53 36 4.53 .56 -1.23 양호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적

절하게 선택 및 활용 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의 구체적 

계획 및 방안을 실천 및 추

천할 수 있는 기술 

76 4.61 .54 40 4.70 .52 36 4.50 .56 -1.11 양호

2-3. 문제해결기술 76 4.61 .57 40 4.65 .58 36 4.56 .56 - .98 양호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를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의 
76 4.64 .51 40 4.70 .46 36 4.58 .55 - .51 양호

<표 6> 하위역량 및 역량정의 타당도※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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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전   체 전문가 성공자 타당도

N 평균 편차 N 평균 편차 N 평균 편차 t 검증

원인에 대해 논리적인 방법

으로 접근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나 기

술을 개발하고 구체화, 현실

화할 수 있는 기술 

2-4. 혁신기술 76 4.58 .59 40 4.60 .63 36 4.56 .56 -1.32 양호

과거의 습관과 행동에 집착

하지 않고 항상 새롭고 보다 

나은 방법을 찾으려 하며, 

업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기술

76 4.55 .57 40 4.68 .53 36 4.42 .60 -1.85 양호

2-5. 실행기술 76 4.51 .58 40 4.63 .54 36 4.39 .60
-2.3

6


기각

타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문

화, 특성, 여건 등을 파악하

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식

76 4.62 .54 40 4.75 .44 36 4.47 .61 -1.40 양호

기술

(10)

2-6. 커뮤니케이션기술 76 4.71 .48 40 4.78 .42 36 4.64 .54   .74 양호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소

통 및 이해, 공감할 수 있으

며, 자신이 의도한 바를 상

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술

76 4.72 .48 40 4.75 .44 36 4.69 .52   .90 양호

2-7. 리더십 76 4.70 .54 40 4.73 .55 36 4.67 .53   .45 양호

개인/부서/조직의 비전을 연

계시켜 조직원의 몰입을 유

도하고, 부하 직원에게 적절

한 보상과 칭찬을 함으로서, 

더 나은 업무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

76 4.68 .57 40 4.73 .55 36 4.64 .59   .15 양호

2-8. 위기관리기술 76 4.59 .57 40 4.70 .52 36 4.47 .61 -1.18 양호

개인이나 조직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통해 침착하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관리기술 

76 4.62 .59 40 4.78 .48 36 4.44 .65 - .83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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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전   체 전문가 성공자 타당도

N 평균 편차 N 평균 편차 N 평균 편차 t 검증

2-9. 경력개발관리기술 76 4.61 .57 40 4.65 .48 36 4.56 .65 - .98 양호

변화가 필요한 상황(퇴직, 은

퇴, 전직 등)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자신의 다양한 

여건과 경력들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술

76 4.63 .51 40 4.68 .47 36 4.58 .55 - .73 양호

2-10. 인적네트워크 활용기술 76 4.68 .55 40 4.70 .52 36 4.67 .59   .24 양호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

76 4.74 .47 40 4.80 .41 36 4.67 .53  1.15 양호

태도 

및 

감정

(7)

3-1. 긍정적 태도 76 4.68 .50 40 4.73 .45 36 4.64 .54   .26 양호

주어진 상황이나 직무에 대

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직무를 자신감 있게 수행하

고자하는 태도

76 4.71 .48 40 4.78 .42 36 4.64 .54   .65 양호

3-2. 적극적 태도 76 4.70 .49 40 4.75 .44 36 4.64 .54   .50 양호

주어진 직무나 문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

전하고자 하는 태도

76 4.70 .49 40 4.75 .44 36 4.64 .54   .41 양호

3-3. 책임감 76 4.70 .46 40 4.70 .46 36 4.69 .47   .53 양호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실하

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

76 4.68 .50 40 4.70 .46 36 4.67 .53   .17 양호

3-4. 프로의식 76 4.64 .51 40 4.65 .48 36 4.64 .54 - .42 양호

주어진 과업목표를 달성하

려는 의지, 맡은바 일을 완

벽하게 처리하려는 전문가

적인 업무자세

76 4.54 .58 40 4.70 .52 36 4.36 .59
-2.0

4


기각

태도 

및 

감정

(7)

3-5. 헌신적 태도 76 4.57 .57 40 4.73 .51 36 4.39 .60 -1.57 양호

손해를 보더라도 조직 및 타

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

수하고 봉사하는 자세

76 4.64 .56 40 4.68 .53 36 4.61 .60 - .46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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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전   체 전문가 성공자 타당도

N 평균 편차 N 평균 편차 N 평균 편차 t 검증

3-6. 친화력 76 4.58 .55 40 4.65 .48 36 4.50 .61 -1.44 양호

조직 구성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고자 하며, 타인

을 배려하고 상호

협력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 

76 4.62 .54 40 4.75 .44 36 4.47 .61 - .90 양호

3-7. 자기조절 76 4.64 .48 40 4.83 .38 36 4.44 .50 - .44 양호

변화의 위기 및 역경의 시기

에 평상심을 유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직

변화에 적응하려는 태도

76 4.58 .55 40 4.78 .48 36 4.36 .54 -1.52 양호

가치 

및 

윤리

(2)

4-1. 윤리의식 76 4.75 .44 40 4.80 .41 36 4.69 .47  1.62 양호

개인 및 단체 생활에 있어서 

타인이나 사회에 반하지 않

는 표준이 되는 행동기준 및 

양심, 의식, 직업인으로서 갖

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리에 

대한 의식

76 4.75 .44 40 4.80 .41 36 4.69 .47  1.51 양호

4-2. 도덕성 76 4.74 .44 40 4.78 .42 36 4.69 .47  1.33 양호

개인 및 조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바람직

한 생각과 기준, 행동양식에 

입각하여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려는 의지

76 4.75 0.44 40 4.80 0.41 36 4.69 0.47  1.51 양호

※ 타당성 정도 : ①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별로 타당하지 않음 ③보통 ④약간 타당함 ⑤매우 타당함
*p<.05

각 역량 군별 하위역량 및 정의에 해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식역량 

군의 4개 하위역량, 기술역량 군의 10개 하위역량, 태도 및 감정역량군의 7개 하위역

량, 그리고 가치 및 윤리역량 군의 2개 하위역량의 전체 타당도 평균 4.67을 기준으

로 하 을 때, 전체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하위역량은 없었다. 부

분의 하위역량 타당도에 관하여 전문가의 타당도 평정치가 전직 성공자의 타당도 

평정치보다 높았다는 점으로 볼 때, 총 23개 하위역량의 타당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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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군 하위 역량 역량 정의 반영 내용

지식

(4)

전문지식
경호경비와 관련된 자신의 학과/전공/경험 과정을 통해 쌓은 

관련 전문지식

전직관련지식
자신이 전직하고자하는 직업분야 및 산업에 대한정보, 변화 

동향 등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자기이해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직업선택을 위해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등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조직이해
타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문화, 특성, 여건 등을 파악하여 긍

정적인 방향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식

기술

(10)
직무기술역량

기업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지

식 및 기술, 지침, 규정, 노하우

유의하지 않은 하위역량의 통합 및 재설정에 있어서 기술역량 군의 경우 실행기

술의 타당도가 전체평균 4.6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

문가들의 코멘트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실행기술은 직무수행기술과 유사

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에 직무수행기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전

문가 4, 21, 30, 31, 32)에 따라 실행기술은 직무수행기술로 통합하여 재정리되었다. 

태도 및 감정역량 군의 프로의식에 관한 역량정의가 전체 역량정의 타당도 평균 4.67

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의 코멘트 내용을 질적

으로 분석해본 결과, ‘프로의식’이라는 용어가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직

업정신’과 같은 용어로 하위역량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

다(전문가, 21).

프로의식 역량정의 내용이 최고지향, 완벽추구 등과 유사한 개념이라면, 완벽하게 

처리하는 자세는 ‘책임감’의 역과 일부 중첩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high quality & 

performance)에 한 기준점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감성역량 

측면에 한 설명도 포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 감정 등의 상태를 인

지하고 적절히 유지 조절 응할 수 있는 태도의 의미를 추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전문가 23)에 따라 프로의식을 직업정신으로 재 정의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주어진 과업에 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양질의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

의 심리 및 감정 상태를 적절히 유지 및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적 태도’로 폭 수정

하 다. 최종적으로 반 한 전문가 검토의견은 <표 7>과 같다.

<표 7> 최종 전문가 의견 반영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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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기술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선택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의 구체적 계획 및 방안

을 실천 및 추천할 수 있는 기술 

문제해결기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

에 대해 논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나 기술을 개발하고 구체화, 현실화 할 수 있는 

기술 

혁신기술

과거의 습관과 행동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새롭고 보다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며, 업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기술

실행기술

-> 직무수행기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계획 및 방안을 실

천 및 추진할 수 있는 기술

->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적절

하게 선택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의 구체적 계획 및 

방안을 실천 및 추천할 수 있는 기술 

직무수행기술

로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 및 이해, 공감할 수 있으며, 자

신이 의도한 바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 조직관리 

기술

개인/부서/조직의 비전을 연계시켜 조직원의 몰입을 유도하

고, 부하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과 칭찬을 함으로서, 더 나은 

업무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

명칭변경

위기관리기술

개인이나 조직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한 대응

을 통해 침착하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해소 할 수 있는 관

리 기술 

경력개발관리

기술

->경력개발기술

변화가 필요한 상황(퇴직, 은퇴, 전직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자신의 다양한 여건과 경력들을 효과적으로 개발

하고 관리하는 기술 

명칭변경

인적네트워크 

활용기술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적절

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태도

 및

감정

(7)

긍정적 태도
주어진 상황이나 직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직무

를 자신감 있게 수행하고자하는 태도

적극적 태도
주어진 직무나 문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패

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자 하는 태도

책임감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

프로의식

-> 직업정신

주어진 과업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 맡은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전문가적인 업무자세

-> 주어진 과업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양질

명칭 및 

역량정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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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의 심리 및 감정 상태를 적절히 유

지 및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적 태도

헌신적 태도
손해를 보더라도 조직 및 타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

고 봉사하는 자세

친화력
조직 구성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고자 하며, 타인을 배

려하고 상호 협력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 

자기조절

-> 자기조절능력

변화의 위기 및 역경의 시기에 평상심을 유지하고, 이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여 조직변화에 적응하려는 태도
명칭 변경

가치

 및

윤리

(2)

윤리의식

개인 및 단체 생활에 있어서 타인이나 사회에 반하지 않는 

표준이 되는 행동기준 및 양심, 의식,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리에 대한 의식

도덕성

개인 및 조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생각

과 기준, 행동양식에 입각하여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려

는 의지

3. 전직 핵심역량 개발

최종 도출된 전직의 4개 역량 군 및 22개 하위역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량

군은 지식역량 군, 기술역량 군, 태도 및 감정역량 군, 그리고 가치 및 윤리역량 군 

등 4개 역량 군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지식역량 군에 속하는 하위역량으로서 전문지

식, 전직관련지식, 자기이해, 조직이해 등 4개 하위역량이 포함되었으며, 기술역량 

군에 속하는 하위역량으로는 직무기술역량, 직무수행기술, 문제해결기술, 혁신기술, 

커뮤니케이션기술, 조직관리 기술, 위기관리기술, 경력개발기술, 인적네트워크 활용

기술 등 9개 하위역량이 포함되었다. 

태도 및 감정역량 군에 속하는 하위역량으로는 긍정적 태도, 적극적 태도, 책임감, 

직업정신, 헌신적 태도, 친화력, 자기조절능력 등 7개 하위역량이 포함되었다. 마지

막으로 가치 및 윤리역량 군에는 윤리의식과 도덕성 등 2개 하위역량이 포함되었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전직 역량에 관한 세부내용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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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4)

전문지식 경호경비와 관련된 자신의 학과/전공/경험 과정을 통해 쌓은 관련 전문지식

전직관련지식
자신이 전직하고자하는 직업분야 및 산업에 대한정보, 변화 동향 등을 탐

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자기이해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직업선택을 위해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조직이해
타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문화, 특성, 여건 등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방향으

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식

기술

(9)

직무기술역량
기업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지식 및 기술, 

지침, 규정, 노하우

직무수행기술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선택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의 구체적 계획 및 방안을 실천 및 추천할 수 있는 기술 

문제해결기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 논리적

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나 기술을 개발

하고 구체화, 현실화 할 수 있는 기술 

혁신기술

과거의 습관과 행동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새롭고 보다 나은 방법을 찾으

려고 하며, 업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기술

커뮤니케이션기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 및 이해,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의도한 

바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술

조직관리 기술

개인/부서/조직의 비전을 연계시켜 조직원의 몰입을 유도하고, 부하 직원

에게 적절한 보상과 칭찬을 함으로서, 더 나은 업무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

위기관리기술
개인이나 조직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통해 침착

하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해소 할 수 있는 관리 기술 

경력개발기술
변화가 필요한 상황(퇴직, 은퇴, 전직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

신의 다양한 여건과 경력들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술 

인적네트워크

활용 기술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태도

및

감정

(7)

긍정적 태도
주어진 상황이나 직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직무를 자신감 있게 

수행하고자하는 태도

적극적 태도
주어진 직무나 문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자 하는 태도

책임감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

직업정신
주어진 과업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양질의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의 심리 및 감정 상태를 적절히 유지 및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적 태도

<표 8> 최종 도출된 전직 역량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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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적 태도
손해를 보더라도 조직 및 타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봉사하는 

자세

친화력
조직 구성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고자 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상호 

협력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 

자기조절능력
변화의 위기 및 역경의 시기에 평상심을 유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여 조직변화에 적응하려는 태도

가치 

및 

윤리

(2)

윤리의식
개인 및 단체 생활에 있어서 타인이나 사회에 반하지 않는 표준이 되는 행동

기준 및 양심, 의식,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리에 대한 의식

도덕성
개인 및 조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생각과 기준, 행동

양식에 입각하여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려는 의지

출처: 김범석a(2011: 112-113: 김범석b, 2012: 59에서 재인용)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역량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 문헌 연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검토를 하 고, 특정직 경호

공무원의 전직에 필요한 핵심역량 선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실시결과를 분석하여 앞

으로 특정직 경호공무원들이 타 분야로 전직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을 제

시하고자 하 다. 지금까지 제시한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전직 핵심역량 개발 연구결

과를 토 로 밝혀진 내용에 한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경호조직은 전직에 한 지원체제가 잘 갖추어 있지 않은 현재의 

인사 및 교육훈련체제로는 급속한 전직환경 변화에 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직 상 기관들의 인재요구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전직 역량이 개발되었다. 

둘째,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전직관련 역량 발굴에 있어서 기존의 다양한 역량모델 

방법론과 달리 선행 문헌에 나와 있는 유사 직종들의 역량들을 광범위하게 발굴 정

리하는 역량 풀 제(competency poll system) 모델방법에 의한 폭넓은 역량 도출을 통

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직 핵심역량을 개발하려는 본래의 연구의 목적에 

부응하면서,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고유 특성에 맞는 전직 핵심역량이 개발되었다. 

셋째, 지금까지 학문적인 연구가 전혀 이루지지 않았던 특정직 경호공무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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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전직 역량들을 개발하여 지식

역량 군, 기술역량 군, 태도 및 감정역량 군, 가치 및 윤리역량 군 등 4개 역량 군 

분류와 각 역량 군별 22개의 하위 역량의 배치 및 정의를 최초로 완성하 다는 점과 

전직이라는 특수한 역과 연계한 역량을 개발하여 연구의 역을 넓힘으로써 연구

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넷째,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향후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성공적인 전직을 위한 역량

개발과 인적자원 개발 및 전직지원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전직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성공적으로 전직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앞서 연구결

과에서 나타난 4개 역량 군 22개 하위역량들은 앞으로 전직하는데 있어서 개인차원

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인식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구의 한계점을 토 로 차후 연구방향 및 후속연

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전직 역량 도출을 위해 조사도구로서 델파이 조사를 

위한 질문지로 개방형 질문지가 아닌, 반 구조화된 제한된 응답형 질문지를 사용함

에 따라 조사 상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거나 심층 깊은 의사 표현과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서는 반 구조화된 제한된 응답형 질문지 보다는 과감하게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특정직 경호공무원들의 전직 역량을 명확히 구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상을 

전직관련 일반 전문가와 특정직 경호공무원 중 전직 성공자로 일정범위를 제한한 

관계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 연구 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모집단 규모 등을 고려한 연구가 수

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연구조사 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편향성으로 인해 일관성

이 있는 의견 수렴 및 통일된 의견 도출과 향후 연구결과에 한 일반화 적용에 문제

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자 선정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더 심층적인 질적 접근을 통해 특정직 경호공무원들의 전직 역량을 

더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특정직 경호공무원들의 전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 문헌 연구와 전문가 협의회, 델파이 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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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법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 으나, BEI(behavior event 

interview) 행동관찰 심층면접, SME(subject matter expert) 직무전문가 워크숍, 평가센

터(assessment center) 방식 등 다양한 질적 접근방법을 결합할 경우 특정직 경호공무

원의 전직 역량을 좀 더 구체화하여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특정직 경호공무원들의 개인관점에서의 전직에 필요한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기 때문에 사회, 조직, 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전직 

역량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있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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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Core Competency of 
Outplacement with Delphi: Focusing on Special 

Security Government Officials

Kim, Beom-S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the outplacement competency of special 
security government official for which precedent reference research, expert review, and expert 
Delphi analysis used according to three steps of study process.

The final Delphi examination analysis resulted in outplacement competency into four 
groups of competency and twenty-two subcategories. Thus, it is very worthy to develop 
outplacement’s competencies necessary for outplacement of special security government 
official through expert’s Delphi examination in the first time, which have not being 
researched until now, and to present them theoretically through clarification and verification 
process accomplished by experts and staffs related to outplacement. 

Individual effort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based on accurate self 
evaluation, for which the awareness and concept need to be redefined to help them face 
up to the reality by readjusting career goal to a realistic level. Also, active career development 
plan to improve shortcoming in terms of outplacement competency is required. 

The result of this study ,which ouplacement successors of special security government 
officials participated studying process, will be used as the basic data to establish an 
outplacement curriculum and an educational system for strengthening competency necessary 
for outplacement of special security government official.

Key words：Special security government officier, Outplacement, 

Competency, Outplacement competency, Delphi exam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