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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4차 산업 명 시  융복합시 의 자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하여 시 가 요구하는 인재의 특성을 

분석하기 한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자산업 분야의 기업에 100여 곳의 채용공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의 

인재상을 키워드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업 기업은 창의  인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력하는 인재와 도 인 인재를 선호했다. 둘째, 인재상의 핵심정의를 살펴보면, 변화, 

응, 문제해결, 성과창출, 의사소통, 도 , 문성, 열정, 발 , 극, 자발 등 4차 산업 명에서 두되는 핵심키워드

가 직 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결 심성 분석결과, 창의, 열정, 력, 도  등의 통 으로 강조

되어 온 인재상도 지속 으로 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학습형인재, 윤리 인 인재, 신뢰로운 인재 등 인간성을 강

조하는 인재상도 두되는 특성을 보 다. 연구결과를 심으로 미래 융합기술사회에 응하기 한 자분야 인력

양성의 시사 을 제시하 다.

주제어 :  자산업, 자기업, 인재상, 융합 역량, 창의 인 인재, 력하는 인재, 도 인 인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alents required in electronic compan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conducted a network analysis on the key talent of the companies presented
in over 100 job announcements to companie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lectronic companies showed the most favored creative talents, preferring collaborative talent and 
challenging talent. Second, looking at the core definitions of talent, change, response, problem solving, 
performance creation, communication, challenge, professionalism, enthusiasm, development, aggressiveness and 
spontaneity were used. In other words, key keywords emerging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re being
used continuously. Third, in the Centrality analysis, talented people who emphasize humanity also appeared.
Based on the study, it suggested that manpower train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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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 명”은 이제 화두가 되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을 통해 처음 사용된 이 용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

라  세계 으로 변화하는 사회, 경제, 기술, 문화, 일자

리 등의 다각 인 변화를 요구한다[1,2].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역량에 한 논의가 요하게 

두되고 있다[3,4]. 특히, The Future of Jobs애서는 4차 

산업 명의 시 는 산업과 기술이 융합되면서 인 자원

개발 패러다임의 구조  변화를 래할 것이라 망한다[5]. 

보다 구체 으로 미래사회 변화는 크게 ‘고용구조’, ‘기

술‧산업 구조’, ‘직무역량’ 등 3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것

으로 측됨에 따라 기업들은 미래의 변화에 응하고 

능동 으로 문제를 해결할 인재를 찾고 있다. 

인재상은 ‘조직, 사회, 혹은 국가에서 추구하는 바람직

한 인재의 모습’을 의미하며, 구체 으로 특정 조직의 바

람직한 조직구성원에 한 이미지에 한 상징  의미를 

포함한다[6,7].

이러한 인재상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당 인력이 갖

추어야 할 역량이나 조직의 핵심가치  문화가 반 되

며, 조직은 원하는 인재의 기본 인 방향이나 비 을 제

시한다. 한 이러한 인재상을 활용하여 향후 인재교육

의 구체 인 목표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조직의 인재상 

제시는 조직이 인재 리와 경력개발에 심을 가지고 있

다는 요한 지표로도 활용된다[8-10].

한 기 역량이란 상의 특이성과 직업 종류  직

무 특성에 계 없이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의

미하며, essential skills, foundation skills, competence, 

competency, key competency, core competence 등 다양

한 용어로 사용된다[11]. 이는 직종 반에 걸쳐 성공  

직무 수행을 해 핵심 으로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 

경험 등을 포함하는데, 4차 산업 명의 도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에도 변화를  것으로 기 한다[12,13].

따라서 인재상 분석은 미래융합산업 련 필요인재 

선발지표 등 핵심인력 확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융합산업의 인 자원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미래 인재상을 분석하고, 인재상에 함축

으로 담겨있는 미래기 역량에 한 내용을 탐색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자산업 기업에서 희망하는 인재상의 특성을 무엇

인가? 둘째, 자기업은 어떤 인재상을 선호하며, 인재상

의 심성은 어떻게 되는가? 셋째. 인재상은 어떤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2. 분석방법

2.1 자료수집

먼 , 인재상 분석을 해 2018년 6월 한달 동안 채용

사이트 사람인 구인 고를 활용하여 자계열( 자, 반

도체, 3D 린터, 마이크로 로세서, 디스 이 등) 기업

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조사하 다. 이 기간동안 구직등

록을 한 자산업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재상을 추

출하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총 148개 기업의 인재상을 

리스트업하 다. 

2.2 인재상 추출 및 클렌징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은 (1단계) 조사 상 기업체 목

록작성, (2단계) 개별기업의 홈페이지 방문  정보검색, 

(3단계) 인재상 조사 등의 3단계로 진행하 다.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있는 인재상을 “○○○인재”의 형태로 

통일하는 작업을 실시하 다. 한, 인재상의 구체 인 

의미를 살펴보기 해 인재상을 설명하거나 정의한 내용

을 모두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2.3 분석도구

자산업 기업의 인재상 분석을 해 기 분석과 키

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병행하 다. 한 각 인재상 속에 

함축되어있는 역량을 악하기 해 인재상을 설명하는 

개념을 정리하고 키워드를 도출하 다. 구체 으로 빈도

분석은 엑셀을 활용하 으며, 네트워크 분석은 

NetMiner4.0을 활용하 다. 

3. 분석결과

3.1 기초분석결과

자분야 기업의 인재상 분석을 해 도출한 기업

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1> 과 같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업체(53.4%)가 소재하고 있으며 서

울, 충남,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역사를 살펴보

면, 10년~20년 미만이 체의 51.7%로 과반수 이상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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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nt N
1 Creative talent 78
2 Cooperative talent 59
3 Challenging talent 59
4 Professional talent 49
5 Passionate talent 47
6 Global talent 26
7 Ethical talent 21

8 A responsible person 21
9 Talented people to learn 19
10 Innovative Talent 17
11 Behavioral talent 15
12 Talent to communicate 15
13 Trustworthy people 12
14 People who prioritize customers 10
15 A sincere person 6
16 Performance Talent 6
17 Positive talent 5
18 Future-oriented talent 5
19 Goal-oriented talent 5
20 Talented person 4
21 Active talent 4
22 Change-oriented talent 4
23 Talent who pursues the best 4
24 Open mind 3
25 Honest talent 3
26 Competitors 3
27 Autonomy 3
28 True talent 3
29 Exemplary 3
30 Leadership Talent 3

지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는 100인 미만(31.7%), 100~300

인 미만(37.2%), 300인 이상(31.0%) 업체가 비슷한 수

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companies

구분 N %

Area

Gangwon 3 2.0 
Gyeonggi 79 53.4 

Gyeongnam 6 4.1 
Kyungbuk 8 5.4 
Gwangju 1 0.7 
Dae-gu 1 0.7 
Daejeon 4 2.7 
Busan 2 1.4 
Seoul 17 11.5 

Incheon 10 6.8 
Jeonbuk 2 1.4 

Chungnam 10 6.8 
Chungbuk 5 3.4 

total 148 100.0 

Company 
History

Less than 10 years 20 13.6 
10 ~ 20 years 76 51.7 

More than 30 years 51 34.7 
total 147 100.0 

Size
~ 99 people 46 31.7 

Less than 100 ~ 300 54 37.2 
300 or more 45 31.0 

total 145 100.0 

자산업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총 64개가 도

출되었다. 이  가장 많이 언 된 인재상은 ‘창의 인 인

재’로 체 78개 기업에서 인재상으로 제시하 다. 

추가 으로 도 인 인재, 력하는 인재(59개 기업), 

문 인 인재(49개 기업), 열정 인 인재(47개 기업)), 

로벌인재(26개 기업), 윤리 인 인재, 책임감 있는 인

재(21개 기업), 학습형인재(19개 기업), 신하는 인재(17

개 기업), 행동하는 인재(15개 기업)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기업들이 태도와 자세(도 , 력, 

열정, 책임감, 윤리성, 학습, 행동)를 강조함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외에 소통, 신뢰, 고객우선, 정, 성실, 극, 

노력, 목표지향, 미래지향 인 인재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Table 2> Frequency analysis of talent

“창의 인 인재” 변화에 응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인재

“ 력하는 인재” 상호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의사소

통하여 시 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도 인 인재” 변화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과를 

낼 때까지 끊임없이 도 하는 인재

“ 문 인 인재” 재 담당 분야에서 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 으로 더욱 문성을 발달시키기 해 노력 하는 인재

“열정 인 인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인재

“ 로벌 인재” 로벌 경 환경을 이해하고, 어학능력과 다문화 감

수성  국제  소양을 갖추어, 세계 시장에 도 할 수 있는 인재

“책임감 있는 인재” 회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 맡은 바 직

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과업을 완료하는 인재

“윤리 인 인재” 일과 삶에 한 올바른 인식과 품성을 갖추

고, 청렴함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업무 과정과 시장 경쟁에

서도 윤리 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재

“학습형 인재” 개인과 조직이 모두 발 할 수 있도록 자기계

발하는 인재

“행동하는 인재” 맡은 바 직무를 자발 , 극 으로 수행하

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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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nt
Degree 
Centrality

1 Creative talent 0.714
2 Passionate talent 0.619
3 Cooperative talent 0.587
4 Challenging talent 0.571
5 Talented people to learn 0.492
6 Professional talent 0.444
7 A responsible person 0.428
8 Talent to communicate 0.349
9 Ethical talent 0.333
10 Global talent 0.317
11 Innovative Talent 0.301
12 People who prioritize customers 0.269
13 Behavioral talent 0.269
14 Trustworthy people 0.253

15 Performance-oriented talent 0.238
16 Talents seeking change 0.174
17 A sincere person 0.174
18 Talent who pursues the best 0.158
19 Positive talent 0.158
20 Leadership Talent 0.142
21 Talent with a clear target 0.142
22 A talented person 0.142
23 Patience talent 0.126

각 인재상이 나타내는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기 해 

인재상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기업체의 

인재상으로 가장 많이 언 되고 있는 창의 인 인재는 

변화에 응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문제해결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로 

기술할 수 있으며, 력하는 인재는 상호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의사소통하여 시 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각 인재상이 의미

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3.2 인재상의 중심성 분석

자산업 기업의 인재상을 상으로 심성 분석을 

해 기업-인재상 키워드 구조를 인재상-인재상 매트릭

스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특히, 어떤 키워드가 

체 네트워크 구조의 심에 치하는지 살펴보기 하

여, 연결 심성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네트워크

의 도(density)는 평균 0.162, 표 편차 0.16으로 나타

났다. 순 별 상  23개 키워드를 기 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결 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창

의 인 인재(0.714)’이었으며, ‘열정 인 인재(0.619)’, ‘

력하는 인재(0.587)’, ‘도 인 인재(0.571)’, ‘학습형 인재

(0.492)’, ‘ 문 인 인재(0.444)’, ‘책임감있는 인재(0.428)’, 

‘소통하는 인재(0.349)’, ‘윤리 인 인재(0.333)’, ‘ 로벌인

재, 신 인 인재, 고객을 우선하는 인재, 행동하는 인

재, 신뢰로운 인재, 성과를 내는 인재, 변화를 지향하는 

인재, 성실한 인재‘ 순이었다. 한, 최고를 추구하는 인

재, 정 인 인재, 목표가 있는 인재, 노력하는 인재, 인

내심 있는 인재 역시 연결 심성에서 높은 값을 보 다. 

<Table 3> Degree Centrality of Talents

자산업 기업의 핵심 인재상 심성 분석을 시각화

한 그림은 아래의 그림1과 같다. 동그라미의 크기가 클수

록 연결 심성이 큰 값을 지니며, 동그라미 간 치가 가

까울수록, 인재상의 동시 출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결 심성의 심에 치한 결과를 분석하면, 창의 인 

인재, 열정 인 인재, 력하는 인재, 도 인 인재, 학

습형 인재가 심을 이룬다.

[Fig. 1] Degree Centrality of Talents(Visu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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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nt competence

1 Creative talent Creativity, Innovation, 
Challenge

2 Cooperative talent Cooperation, care, respect
3 Challenging talent Challenge, Patience, 

Passion
4 Professional talent Self-development, 

expertise
5 Passionate talent Passion, challenge
6 Global talent Multicultural sensitivity, 

insight
7 Ethical talent Honesty, morality, ethical 

consciousness

8 A responsible 
person Responsibility, Ownership

9 Talented people to 
learn Self-development, effort

다음으로 매개 심성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매개

심성은 인재상과 인재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어떤 단어가 

하는지 확인하는데 활용된다. 매개 심성 분석결과, 열정

인 인재가 가장 높은 매개 심성을 보 다. 즉,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창의, 도 , 력, 문성을 연

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Table 4> Betweenness Centrality of Talents

Talent Betweenness 
Centrality

1 Passionate talent 0.220
2 Creative talent 0.191
3 Challenging talent 0.120
4 Cooperative talent 0.109
5 Professional talent 0.104
6 Talented people to learn 0.064
7 A responsible person 0.036
8 Ethical talent 0.025
9 Global talent 0.023
10 Behavioral talent 0.017
11 Talent to communicate 0.016
12 Innovative Talent 0.013
13 People who prioritize customers 0.011
14 Performance-oriented talent 0.007
15 Positive talent 0.006
16 Self-realization talent 0.005
17 Talented people 0.005
18 A sincere person 0.004
19 Trustworthy people 0.003
20 A talented person with a goal 0.003
21 Change-oriented talent 0.003
22 Open-minded talent 0.003

[Fig. 2] Betweenness Centrality of Talents(Visualize)

3.3 인재상과 역량의 관계

마지막으로 인재상과 역량의 계에 한 사항을 정

리한 결과는 다름과 같다. 각 인재상을 기술하고 있는 개

념  특징을 기 으로 핵심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역량

을 제시하 다. 분석결과, 창의 인 인재는 창의성, 신, 

도 역량과 연결되며, 력하는 인재는 력, 배려, 존 , 

도 인 인재는 도 , 인내심, 열정이라는 역량과 연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인 인재를 나타내는 특성

은 스스로 자기계발을 함으로서 문성을 지닌 인재라는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듯 인재상은 다수의 역량

과 연결되며, 여러 개의 역량이 모여 하나의 인재상의 모

습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다.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talent and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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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novative Talent Innovation, Challenge
11 Behavioral talent Vigor and performance

12 Talent to 
communicate Communication

13 Trustworthy people Trust, care

14 People who 
prioritize customers

Customer First, Customer 
Impression

15 A sincere person 성실, 책임감, 자기계발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용 정이 있는 자

산업 기업의 인재상의 특성과 동향을 살펴보고, 인재트

드의 방향을 분석함으로서 이들이 생각하는 인재상을 

통해 미래변화를 비하는 과정에서의 자산업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 자산업 기업은 창의 인 인재를 가장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 인 인재란 변화에 응

할 수 있는 문제의식과 문제해결에 한 아이디어를 바

탕으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이다. 이는 향후 기

업 간 산업과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사회에서 

기업의 성과창출을 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 으로 

개발함으로서 기업이 원하는 사항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둘째, 기업 인재상에 한 심성분석 결과 창의 인 

인재, 열정 인 인재, 력하는 인재, 도 인 인재, 

문 인 인재, 학습형 인재는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

재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의 비 과 방향성

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

업들은 열정 이고 도 이면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과 

력하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재상과 역량의 계를 살펴보면, 하나의 

인재상은 여러 개의 역량을 종합하여 나타내는 특성이란 

을 알 수 있다. 인재상을 설명하는 개념에 내포되어 있

는 역량을 도출해보면, 2～3개의 역량특성을 나타나고 

있어, 복합 인 의미에서의 인재의 모습을 표 하는 방

법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사회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창의, 

신, 력, 도 , 열정을 지닌 인재로 미래 융합기술사회에 

변화하는 시 흐름을 능동 으로 이끌어 가는데 극

인 인재 다. 따라서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양성을 한 

교육시스템과 교육방법을 통해 기업에서 원하는 비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 문화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많은 학과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NCS직업

기 역량과 본 연구결과를 비교한 결과, 산업  기업환

경의 변화에 따라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내용과 수

이 변화하고 있었다. 를 들어 창의성과 같은 하 역

량이 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자기개발에서 학습형 

인재 등 보다 구체화된 역량이 요하게 강조되고 있기

도 하 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 를 반 한 NCS직업기

역량에 한 세 한 검토와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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