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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er Level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

Practitioner Level
이해한 개념을 실천하는 사람

Trainer Level **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

기초개념
① 인간
② 조직
③ 마음
④ 경영

16 시간

강의 / 개인연구 / 
그룹토의 / 종합토론

16 시간

강의 / 개인연구 / 
종합토론 / 실습

16 시간

강의 / 개인연구 / 
실습 / 논문발표

성과관리
① 직무와 성과
② 비전과 목표
③ 평가와 보상
④ 전략과 권력

16 시간

강의 / 개인연구 / 
그룹토의 / 종합토론

16 시간

강의 / 개인연구 / 
종합토론 / 실습

16 시간

강의 / 개인연구 / 
실습 / 논문발표

역량관리
① 인재와 가치관
② 역량과 역량모형
③ 역량진단과 개발
④ 피드백과 코칭

16 시간

강의 / 개인연구 / 
그룹토의 / 종합토론

16 시간

강의 / 개인연구 / 
종합토론 / 실습

16 시간

강의 / 개인연구 / 
실습 / 논문발표

마인드 프로그램
① 자기인식과 성격유형
② 명상과 깨어있는 마음
③ 신경언어프로그래밍
④ 시간선 치료와 최면

16 시간

강의 / 개인연구 /
그룹토의 / 종합토론

16 시간

강의 / 개인연구 / 
종합토론 / 실습

16 시간

강의 / 개인연구 / 
실습 / 논문발표

학습영역
및 세부항목

학습수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요*

* 전체 프로그램을 이수하려면 최소한 192시간의 강의와 워크숍 참여가 필요합니다.
** 특히 Trainer Level에서는 각 학습영역별로 한편 이상의 논문를 작성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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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계획

일자 학습주제 학습내용

4.08

인간이란무엇인가

인간의실존적상황

영혼의능력

4.15
인간관의변천과정

현대학문의폐해

4.22 중 간 시 험

4.29 마음이란무엇인가
마음의세계와내부표상

혁신과치유의메커니즘

5.06

성공이란무엇인가

성공의DNA = 역량

역량진단

5.13
역량개발훈련

인간/마음/성공요약

* 이 시간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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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기본규칙(Ground Rule)

1. 필기한다.

2. 발표한다.

3.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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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계획

일자 학습주제 학습내용

4.08

인간이란무엇인가

인간의실존적상황

영혼의능력

4.15
인간관의변천과정

현대학문의폐해

4.22 중 간 시 험

4.29 마음이란무엇인가
마음의세계와내부표상

혁신과치유의메커니즘

5.06

성공이란무엇인가

성공의DNA = 역량

역량진단

5.13
역량개발훈련

인간/마음/성공요약

* 이 시간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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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인간 존재와 실존의 의미를 이해한다.

 실존적 존재인 인간을 정의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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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 사람

인간에게만 유독 존재하는 “그 무엇”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철학적 사유의 세계에서“ 실존”(Existence)
또는 “영혼”(Soul)이라고 불렀습니다.각주)

 인간이란 실존적 존재로서 영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개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이정우 교수의 “개념 -뿌리들 02”(철학아카데미, 2004) 14~68쪽을 참조하세요.

그것을 심리학과 사회과학의 세계에서 “ 마음”(Mind)
또는 “정신” (Spirit)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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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란 무엇인가

Søren Kierkegaard(181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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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란 무엇인가

Jean-Paul Sartre(1905~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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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란 무엇인가

“Existence precedes es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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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새로운 지식이나 소중한 교

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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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계획

일자 학습주제 학습내용

4.08

인간이란무엇인가

인간의실존적상황

영혼의능력

4.15
인간관의변천과정

현대학문의폐해

4.22 중 간 시 험

4.29 마음이란무엇인가
마음의세계와내부표상

혁신과치유의메커니즘

5.06

성공이란무엇인가

성공의DNA = 역량

역량진단

5.13
역량개발훈련

인간/마음/성공요약

* 이 시간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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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인간이 갖는 영혼의 능력이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한다.

 실존적 존재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설명한다.



14

인간의 영혼과 실존

 앞에서 이미 “인간은 영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존적 존재”라고 정의했

습니다.

• 영혼의 능력 :

 자기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

• 실존적 존재 :

 환경과 경험의 의미를 인식하는 존재

 자유, 선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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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새로운 지식이나 소중한 교

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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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계획

일자 학습주제 학습내용

4.08

인간이란무엇인가

인간의실존적상황

영혼의능력

4.15
인간관의변천과정

현대학문의폐해

4.22 중 간 시 험

4.29 마음이란무엇인가
마음의세계와내부표상

혁신과치유의메커니즘

5.06

성공이란무엇인가

성공의DNA = 역량

역량진단

5.13
역량개발훈련

인간/마음/성공요약

* 이 시간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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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인간관의 변천과정을 이해한다.

 요소환원주의적 인간관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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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무엇으로볼것인가

AD 400 AD 1200 AD 1600 AD 2000

아우구스티누스
(354~430)

펠라기우스논쟁

토마스 아퀴나스
(1225~1274)

두종류의진리

르네 데카르트
(1594~1650)

인식의확실한근거

신앙, 거룩함, 숭고함 > 이성

신앙 = 이성, 합리성

신앙 < 이성, 효율성, 생산성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1473~1543)

찰스 로버트 다윈
(1809~1882)

지그문트 프로이트
(1856~1939)아이작 뉴턴

(164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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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무엇으로볼것인가

AD 400 AD 1200 AD 1600 AD 2000

아우구스티누스
(354~430)

펠라기우스논쟁

토마스 아퀴나스
(1225~1274)

두종류의진리

르네 데카르트
(1594~1650)

인식의확실한근거

신앙, 거룩함, 숭고함 > 이성

신앙 = 이성, 합리성

신앙 < 이성, 효율성, 생산성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1473~1543)

찰스 로버트 다윈
(1809~1882)

지그문트 프로이트
(1856~1939)아이작 뉴턴

(1642~1727)

요소환원주의
(Elemental Reduc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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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새로운 지식이나 소중한 교

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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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계획

일자 학습주제 학습내용

4.08

인간이란무엇인가

인간의실존적상황

영혼의능력

4.15
인간관의변천과정

현대학문의폐해

4.22 중 간 시 험

4.29 마음이란무엇인가
마음의세계와내부표상

혁신과치유의메커니즘

5.06

성공이란무엇인가

성공의DNA = 역량

역량진단

5.13
역량개발훈련

인간/마음/성공요약

* 이 시간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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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현대학문의 인간관을 이해하고. 그 폐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올바른 인간관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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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학문은인간을무엇으로보는가

 요소환원주의(Elemental Reductionism)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드러냈으

며, 그것이 인간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 의학/심리학 : 환자(患者)/행동하는 기계

• 정치학/사회학 : 권력욕/지배욕의 화신

• 경제학 : 상품(商品) Product/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기계

• 경영학 : 자원(資源) Human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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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인간관이남겨놓은것은무엇인가

 실증주의/실용주의의 확산 :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진실이다.”

 가치판단의 유일한 기준 : 이성적 합리성/효율성/생산성

 생산성 향상 : 당근과 채찍에 의한 통제

• 당근 : 돈(자본)을 위한 인간의 수단화

• 채찍 : 돈(자본)을 위한 조직의 이데올로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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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다시올바른인간관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영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실존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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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새로운 지식이나 소중한 교

훈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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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계획

일자 학습주제 학습내용

4.08

인간이란무엇인가

인간의실존적상황

영혼의능력

4.15
인간관의변천과정

현대학문의폐해

4.22 중 간 시 험

4.29 마음이란무엇인가
마음의세계와내부표상

혁신과치유의메커니즘

5.06

성공이란무엇인가

성공의DNA = 역량

역량진단

5.13
역량개발훈련

인간/마음/성공요약

* 이 시간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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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마음의 작용원리를 이해한다.

 내부표상과 실재의 관계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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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잠재의식)의 총체입니다.

 마음의 작용에 의해 행동이 일어납니다.

 의식적인 마음의 명령을 무의식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에는 항상 긍정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란무엇인가



30

마음의세계

능력(Capabilities)

영성(Spirituality)Sense of Truth/

Sense of Integrity

가치(Values)와 신념(Beliefs)

정체성(Identity)Sense of Self

Sense of Accountability

Sense of Capability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행동(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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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세계

능력(Capabilities)

영성(Spirituality)Sense of Truth/

Sense of Integrity

가치(Values)와 신념(Beliefs)

정체성(Identity)Sense of Self

Sense of Accountability

Sense of Capability

무의식
(잠재의식)

의식

행동(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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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상태와 내부표상

Filters

(Delete,

Distort,

Generalize)

내부표상(Internal 

Representation : IR)

2,000~134 비트/초
7±2 Chunk

생리적 반응
(Physiology)

행동
(Behavior)

사건
사태
현상

마음의 상태
(Mind State)

V,A,K,O,G

4천만~2백만 비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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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상태와 내부표상

Filters

(Delete,

Distort,

Generalize)

내부표상(Internal 

Representation : IR)

2,000~134 비트/초
7±2 Chunk

생리적 반응
(Physiology)

행동
(Behavior)

사건
사태
현상

원하는 상태
(Desired State)

V,A,K,O,G

4천만~2백만 비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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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실재(reality)를 만들어낸다

 실재(Reality)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 공간(Space)

• 시간(Time)

• 정보(Information)

• 에너지(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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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실재(reality)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실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 사물이나 현상을 지각/관찰하여

• 측정/판단하고

• 언어의 형태로 뇌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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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실재(reality)를 만들어낸다

지각/관찰

측정/

판단언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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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실재(reality)를 만들어낸다

지각/관찰

측정/

판단언어

마음

인지력

판단력

집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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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새로운 지식이나 소중한 교

훈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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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계획

일자 학습주제 학습내용

4.08

인간이란무엇인가

인간의실존적상황

영혼의능력

4.15
인간관의변천과정

현대학문의폐해

4.22 중 간 시 험

4.29 마음이란무엇인가
마음의세계와내부표상

혁신과치유의메커니즘

5.06

성공이란무엇인가

성공의DNA = 역량

역량진단

5.13
역량개발훈련

인간/마음/성공요약

* 이 시간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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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마음 = 자원의 관계를 이해한다.

 변화/혁신/치유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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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

현재상태 원하는 상태

갭(gap)



42

원하는 상태와 자원 활용

현재상태 자원 원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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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상태와 자원 활용

 어째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말인가?

• 마음은 뇌의 작동원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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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상태와 자원 활용

 어째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말인가?

• 마음은 뇌의 작동원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전자(DNA) = 약 3만 개

 뉴런(neuron) = 약 2 x 1011 (약 200억 개)

 1mm3당 시냅스(synapse) = 약 109 개

 우주 전체에서 양전하를 띤 입자 = 1080 개

 두뇌의 연결망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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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자원은 삼겹살로 되어 있다

현재상태

표층구조 : 시스템

원하는 상태맥락구조 : 의식

심층구조 :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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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혁신/치유의 피라미드

신뢰

영향

변화

이완

Quantum 

Change

Mind 

Programming

Meditation

Hypnosis

Connectedness

Mind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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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실존적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질

병, 불안과 분노, 슬픔과 죄책감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술학(technology)

• 인간학(anthropology, humanology)

변화/혁신/치유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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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

• 실존적 치료/치유

변화/혁신/치유의 메커니즘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en/a/ac/KarlJaspers.jpg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a/Jaspers,_Karl_19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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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게오르크 가다머(Hans-Georg Gadamer, 1900~2002)

• 해석학적 변화/치료/치유

• 놀이(Spiel)

변화/혁신/치유의 메커니즘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3/35/Gadamer-tablic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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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 1906~1995)

• 대화에 의한 변화와 치유

• 얼굴

변화/혁신/치유의 메커니즘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7/71/Emmanuel_Levina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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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새로운 지식이나 소중한 교

훈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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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계획

일자 학습주제 학습내용

4.08

인간이란무엇인가

인간의실존적상황

영혼의능력

4.15
인간관의변천과정

현대학문의폐해

4.22 중 간 시 험

4.29 마음이란무엇인가
마음의세계와내부표상

혁신과치유의메커니즘

5.06

성공이란무엇인가

성공의DNA = 역량

역량진단

5.13
역량개발훈련

인간/마음/성공요약

* 이 시간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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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성공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성공의 Mental DNA인 역량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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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Success)의 정의

 성공(Success)의 지표

 성공(Success)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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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사람들의 DNA

 성공한 사람들의 DNA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 

• Mental DNA = 역량(competency)

• 역량(competency)은 노력여하에 따라 이식할 수 있다.

 David C. McClelland(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 pp. 1~14.

 Lyle M. Spencer and Sign M. Spencer(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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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사람들의 Mental DNA를 이식하라

 성공한 사람들의 Mental DNA = 역량(Competency) = 마음의 프로그램

 물 : 젖소와 뱀 : 생물학적 프로그램

 상황 : 다른 해석 : 마음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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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사람들의 Mental DNA를 이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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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Performer

High

Performer

Performance

이러한 추가적인 성과를 창출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요인을 찾아내어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것이 역량입니다.

왜 역량(competency)인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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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nalytical Thinking)

-문제나 상황을 계통적으로 분석하고 부
분으로 분할하여 보는 능력

분석적 사고

정보

지향 INF(Information Seeking)

-사물, 사람, 문제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은
갈망과 근본적인 호기심으로 정보를 수집
하려는 성향, 판단의 근거로 정보를 활용
하고자 하는 능력

개념적/

전략적

사고

기획력

똑똑하다?! 또는 기획력이 좋다?!Q

CT (Conceptual Thinking)

-개개의 문제, 현상에서 공통되는 패턴과
관계를 추출하여 새로운 개념, 모델을 구
축하는 능력

능력
(Ability)

역량
(Competency)

왜 역량(competency)인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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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요소로능력을 평가함으로써

1. 동일한 시각에서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의 편향(bias)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개별 코칭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장기적인 성과(성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서 자질이 있다?!Q

왜 역량(competency)인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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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에 따라 우수한 성과창출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속성”

underlying characteristics

causally related

effective and/or superior 

performance

criterion-referenced

Spencer, L.M., & Spencer, S.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역량(competency)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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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새로운 지식이나 소중한 교

훈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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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계획

일자 학습주제 학습내용

4.08

인간이란무엇인가

인간의실존적상황

영혼의능력

4.15
인간관의변천과정

현대학문의폐해

4.22 중 간 시 험

4.29 마음이란무엇인가
마음의세계와내부표상

혁신과치유의메커니즘

5.06

성공이란무엇인가

성공의DNA = 역량

역량진단

5.13
역량개발훈련

인간/마음/성공요약

* 이 시간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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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역량의 진단메커니즘을 이해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역량모형을 이해한다.

 자신의 역량수준을 스스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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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 Then

행동사례인터뷰
Here & Now

시뮬레이션

Assessment Center

Competency Dictionary

Competency Model Internal Assessor

DevelopmentSelection

Individual Report

역량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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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roup

A GroupB Group

D Group

예측타당도

0

0.2

0.4

0.6

0.8

단순(비 행동적) 면접
(Non-behavioral Interview)

인지능력검사
(Cognitive Ability Test)

Assessment

Center

작업 표본 검사
(Work-sample Test)인성검사

(Personality Test)

생애 자료(Bio-data)

평판조회(References)

비용과시간

Spencer, L.M., & Spencer, S.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Wiley, p.242. 수정·인용

역량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2/3)

행동사건인터뷰
(B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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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Tools 내 용 시간

Here & 

Now

Group 

Discussion

• 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제

1 h

Analysis 

Presentation

• 요약된 문제 내용을 받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안하는 과제

1.5 h

In-Tray
•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의 과업을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과제
3h

Role playing

• 고객, 동료 또는 부하의 역할을 하는 role 

player와 대화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

1 h

There & Then
• 행동사건인터뷰(BEI: Behavioral Event 

Interview)
2-3 h

역량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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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표방하는 이론(espoused theories)과 실제 행동에 옮길 때
사용하는 이론(theories in use)이 다르기 때문

 실제 사용했던 이론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더 타당함

 이는 개인의 의견이나 정책을 묻는 전통적인 면접을 통해서는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인재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임

 역량진단의 기본원칙 :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여 나타낸 행동만이 믿을
수 있음

 자신의 동기, 신념, 가치관 등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음

 “자기소개서” 같은 것에서는 정작 역량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

왜 Behavioral Events Interview(BEI)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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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ehavioral 행동(행한 것, 말한 것, 생각한 것, 느낀 것)

E Event 사건(실제 행동을 일으켰던 것)

I Interview 면접

BEI는 과거 1~2년 동안 실제로 추진했던 어떠한 일(Event) 중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행동(행한 것, 말한 것)을 취했거나 또는 어떤 마음의 상태(생각한 것, 느낀 것)에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뷰

Behavioral Events Interview(BEI)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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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1

0.2

0.3

0.4

0.5

0.6

0.7 .65
.48-.61

.54 .53

.39 .38

.23
.05-.19

Assessment

Center

BEI Work-

Sample

Tests

Ability

Tests

Personality

Tests

Bio

Data

Refer-

ences

Traditional

Interviews

예측
타당도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y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p 242.

 인간의 행동패턴(behavioral pattern)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
속성(underlying characteristics)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잘 변하지 않으며, 

유사한 상황에서 재현되는 특성이 있음

Behavioral Events Interview(BEI)의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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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IRS에 관한 질문

• Situation

• Task

• Action

• Intention

• Result

• New Situation

 대상자의 경험담을 듣고, 면담자가 모르는 부분은 추가적인 보충질문

 어떤 사건에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해 내도록 유도하는 인터뷰

 대상자의 이야기(경험)을 듣는 것에만 집중하는 인터뷰

Behavioral Events Interview(BEI)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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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 일부 역량요소(예, 성취지향성, 고객지향성, 지시명령 등)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역량간 Balancing 되어 있어

공직사회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career path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량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됩니다.

• 서로 다른 상황이나 복잡한 사안을 적절히 파악하여 새로운 개념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능력(ST)

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러한 강점이 높은 자신감(SCF)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관의 명시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관철했던 자신감은 돋보입니다.

• 문제의 원인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사태를 예견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준비함(FL)으로써 조

직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TL)이 있습니다. 

• 자신이 추가적인 노력을 더 투입하더라도 부하들을 육성(DEV)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배분을 합리적으

로 하려는 의도(TL)가 강한 편입니다. 특히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도 전략적 사고력(ST) 발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 첨예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상충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업계의 사람들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만나는 등

자신감(SCF)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이해할 때까지 정보를 수집(INF)하여 결론을 내려

업계사람들에게 영향력(IMP)을 끼쳤습니다. 

• 대인영향력(IMP), 미래지향성(FL), 전략적 사고력(ST), 팀 리더십(TL), 지도훈련(DEV), 자신감(SCF), 대인이

해력(IU), 성실성(ING)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고위공직자로서의 역량모형에 충분히 적합한 수준

으로 판단되며, 단위조직의 리더로서 미션 또는 성과책임에 근거한 성과관리 또는 역량관리의 기본 개념체계

와 그 실행방안들을 충분히 익힌다면 고위공직자로서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ehavioral Events Interview(BEI)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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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2

1

N/A
성취
지향

(ACH)

고객
지향

(CSO)

미래
지향
(FL)

대인
영향

(IMP)

전략적
사고력

(ST)

지시력
(DIR)

팀
리더십
(TL)

육성력
(DEV)

대인
이해
(IU)

자신감
(SCF)

성실성
(ING)

정보
수집
(INF)

N/AN/A N/A

Behavioral Events Interview(BEI) 결과



74

성취지향 ACH(Achievement Orientation)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변의 기대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끈기 있게 추진하여
높은 성과를 창출하려는 성향

분석적 사고 AT (Analytical Thinking)
어떤 상황이나 사건, 문제 등을 세분하여 이해하
거나, 상황이나 사건, 문제 등이 함축하고 있는 의
미를 단계적, 인과론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사고력

수행점검 CO (Concern for Order)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일의 내용, 기준, 수행과정, 
진척상황, 수행결과 등을 확인하는 성향

창의성 CRE (Creativity)

새롭고 유용한 산출물이나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는 능력

미래지향 FL (Forward Looking)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인식하여 현 시점에
서 생각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미래의 기
회를 위해 능동적으로 준비하려는 성향

유연성 FLX (Flexibility)
다양한 상황 변화에 원활히 대처하며, 사고 및 학
습 방법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과 다른 접근을 시도하려는 성향

대인영향 IMP (Impact and Influence)
자신이 의도하는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
해 상대를 설득하거나 납득시키고, 영향력을 행
사하려는 성향

정보 수집 INF (Information Seeking)
사람과 사물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은 욕구와 강한
호기심으로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능력

역량사전(Competency Dictionary)_정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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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 ING (Integrity)
어떤 상황에서도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행
동하려는 성향

대인이해 IU (Interpersonal Understanding)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의 생각, 감정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성향

조직인지 OA (Organizational Awareness)  
조직의 공식적·비공식적 구조와 문화 등을 이해하
고, 이를 수행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성향

관계형성 RB(Relationship Building) 
다른 사람과 우호적이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인간
관계를 형성하려는 성향

자신감 SCF (Self-Confidence)
자신의 생각과 결정으로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신념

개념적 사고 CT (Conceptual Thinking)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전체 상황을 이해한
후, 일정한 패턴이나 핵심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사고력

리더십 LS (Leadership)
집단 내에서 리더 역할을 맡으려 하고, 구성원을
이끌고자 하는 성향

전문성 EXP (Expertise)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지식
(Knowledge)과 기술(Skill)

역량사전(Competency Dictionary)_정의(2/2)



76

성공한 사람들만이 지니는 자질(traits) 또는 내적 속성(underlying 

characteristics)은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들의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1/2)

• 끈기

• 몰입

• 열정

• 오기

• 성실성

• 경쟁적

• 불굴의 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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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업인 또는 직장인들의 장기적인 조사 결과
를 토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역량모형 (generic model) 은 어떤가?.

• 성취지향

• 성실성 / 윤리성

• 대인영향

• 자신감

• 개념적 사고

• 미래지향

• 팀 리더십

성공한 사람들의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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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사고인식
(Creative Perception)

행동의원천
(Behavioral Engine)

학습능력
(Learning Capability)

리더십
(Interpersonal Influence)

…

…

…

…

…

…

…

…

…

…

…

…

성공한사람들을위한인지모형(Cognit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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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CRE)

성취
지향

(ACH)

대인
영향

(IMP)

전문성
(EXP)

성실성
(ING)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
고 주변의 기대보다 높은 목표를 설
정해서 끈기 있게 추진하려는 성향

어떤 상황에서도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며, 특히 이를 지키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키
고 따르려는 성향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
해 갖춰야 할 지식
(Knowledge)과 기술(Skill)

자신이 의도하는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거나 납득시
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는 성향

새롭고 유용한 산출물
이나 아이디어를 생산
해 내는 능력

성공한 사람들을 위한 역량모형(Competenc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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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성취지향 ACH(Achievement Orientation) 자가진단

정의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변의 기대보다 높은 목
표를 설정해서 끈기 있게 추진하여 높은 성과를 창출하려는 성
향

1 성취기준이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한다

2 더 높은 성취를 위해 수행방법이나 과정을 개선한다

3
주변의 기대보다 더 높은 도전적인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여 끈
기 있게 노력한다

4
성취와 노력하는 정도를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한
다

5 면밀한 전략을 세워 불확실한 목표에 도전한다

역량사전(Competency Dictionary)(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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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대인영향 IMP (Impact and Influence) 자가진단

정의
자신이 의도하는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대를 설득
하거나 납득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성향

1
토론이나 프레젠테이션 등 한 가지 활동을 통해 상대를 설득한
다

2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활동을 통해 상대를 설득한다

3
상대방의 수준이나 관심사항에 맞추는 등 언행의 파급영향을
예측하여 행동한다

4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보다 영향력이
큰 전문가나 제3자를 동원하는 등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5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이끌기 위해 복합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한다

역량사전(Competency Dictionary)(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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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전문성 EXP (Expertise) 자가진단

정의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지식(Knowledge)과 기
술(Skill)

1 자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2 상위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3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영층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하는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4
(직무수행성과가 국내 업계의 벤치마킹을 대상이 되는 등) 해당
분야에서 국내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5
(새로운 지식, 기술, 연구결과 등을 전문잡지에 발표하는 등) 해
당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역량사전(Competency Dictionary)(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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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성실성 ING (Integrity) 자가진단

정의
어떤 상황에서도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며, 특히
이를 지키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키고 따르려는
성향

1
평소 직무수행과정에서 배려, 정직, 개방성 등과 같은 보편적 가
치에 따라 행동한다

2
타인에 대한 정직과 신뢰 등과 같은 핵심 가치에 근거하여 일관
성 있게 행동한다

3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핵
심가치를 지킨다

4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자신에게 신분상의 위험이 있더라도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5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조성한다.

역량사전(Competency Dictionary)(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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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창의성 CRE (Creativity) 자가진단

정의
새롭고 유용한 산출물이나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는 능력
하려는 성향

1 주변환경에 예민한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탐색을 시도한다

2 익숙한 상황을 낯설게 보아 새로운 문제나 탐색대상을 발견한다

3
이미 형성된 개념이나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새롭고도 유용한 대안을 제시한다.

4
항상 새로운 문제점을 탐색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적인 방법이나 해결책을 찾아낸다

5
새롭고 유용한 산출물이나 아이디어가 실용화되어 산업을 혁신
할 수 있게 되었다

역량사전(Competency Dictionary)(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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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프로파일(Competency Profile)

5

4

3

2

1

수준
성취지향성

(ACH)
대인영향력

(IMP)
전문성
(EXP)

성실성
(ING)

창의성
(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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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프로파일(Competency Profile)

5

4

3

2

1

수준
성취지향성

(ACH)
대인영향력

(IMP)
전문성
(EXP)

성실성
(ING)

창의성
(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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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새로운 지식이나 소중한 교

훈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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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계획

일자 학습주제 학습내용

4.08

인간이란무엇인가

인간의실존적상황

영혼의능력

4.15
인간관의변천과정

현대학문의폐해

4.22 중 간 시 험

4.29 마음이란무엇인가
마음의세계와내부표상

혁신과치유의메커니즘

5.06

성공이란무엇인가

성공의DNA = 역량

역량진단

5.13
역량개발훈련

인간/마음/성공요약

* 이 시간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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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역량개발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마음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테크닉을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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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훈련하는 방법

지각/관찰

측정/

판단언어

마음

 실재(Reality)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 공간(Space), 시간(Time), 정보(Information), 에너지(Energy)

 Significant Emotional Experience(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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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훈련하는 방법

반복

리듬
집중

마음

 실재(Reality)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 공간(Space), 시간(Time), 정보(Information), 에너지(Energy)

 S. E. E.

 반복

 오감(V.A.K.O.G.)



인식능력 관리능력

개인

자기인식능력

•감정적 자기인식능력

•정직한 자기평가능력

•자신감(SCF)

•성실성(ING)

자기관리능력

•감정자제력(SCT)

•투명성, 적응력

•진취성, 낙관주의

•성취지향성(ACH)

사회

(타인)

타인인식능력

•감정이입능력

•대인이해력(IU)

•조직인식능력(OA)

•봉사능력

관계관리능력

•대인영향력(IMP)

•타인계발능력(DEV)

•변화의 기폭제, 갈등조정능력,

•결속을 다지는 능력, 팀워크

92

역량을 훈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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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훈련하는 방법

 자기인식(Self-Awareness)

•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관찰하는 자기(detached Self, observing Self)

• 자기와의 대화(Self-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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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훈련하는 방법

 자기관리(Self-Management)

• 활력을 주는 신념(empowering belief) :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게끔 한다.

• 제한적 신념(limiting belief) :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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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두 차원

 분리(dissociation)와 연합(association)

• 분리 (dissociation) : 부정적 경험을 극복한다.

 객관적 관조

 제 3자의 입장(the 3th position)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이 함으로써, 뇌에서 평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연합 (association) : 긍정적 경험을 강화한다.

 주관적 몰입

 당사자의 입장(the 1st position)

 오감을 최대한 자극하여 강렬한 정서를 느끼고 몰입함으로써, 뇌를 더욱

실제처럼 인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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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 앵커링(Anch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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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훈련하는 방법

 타인이해(Interpersonal Understanding)

• 인간의 실존적 평등

• 현실의 기능적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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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훈련하는 방법

 관계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 자신의 변화를 통해 타인을 변화시킨다.

• 신뢰 쌓기

 Mindfulness/Connec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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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훈련하는 방법

신뢰

영향

변화

이완

Quantum 

Change

Mind 

Programming

Meditation

Hypnosis

Connectedness

Mind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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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Program

 마음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맞닥뜨리면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을 나타냅

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

음 속에 형성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는 프

로그램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그 질적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산출해

냅니다. 

 이것은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을 마셔도 뱀

은 독소를 분비하지만, 젖소는 젖을 분비합니다. 뱀의 생물학적 프로그램

이 젖소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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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이란 명령어들의 조합(Set of Instructions)을 의미합니다. 명령어들 중

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신념(Beliefs)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신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Causality)

• 복문등식(Complex Equivalence)

 "성공이란 운이 좌우하거든..."

 "성공은 노력의 결과야."

Min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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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태 자원 원하는 상태

Mind Programming

(Resourcefulness)

 먼저 바람직한 상태(desired state)를 설정한다.

 다음에 현재상태(present state)를 점검한다.

 그리고 나서 그 갭(gap)을 채울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한다.

Min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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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태

원하는 상태원하는 상태

Gap

(차이)

t0 t1

전략

잠재력과 역량의 발굴

변화실천계획 수립

장애물 확인

Min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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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새로운 지식이나 소중한 교

훈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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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계획

일자 학습주제 학습내용

4.08

인간이란무엇인가

인간의실존적상황

영혼의능력

4.15
인간관의변천과정

현대학문의폐해

4.22 중 간 시 험

4.29 마음이란무엇인가
마음의세계와내부표상

혁신과치유의메커니즘

5.06

성공이란무엇인가

성공의DNA = 역량

역량진단

5.13
역량개발훈련

인간/마음/성공요약

* 이 시간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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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근육에 스며들지 않은 지식은 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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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소중한 교훈은?

소속대학/학부/학과 학번 이름

주제 새로운 지식 또는 소중한 교훈

인간

마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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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mindprogr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