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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언 

IMF 이후 우려 사회의 큰 변화 중 하나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평생직업 시대 

도래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는 국내기업이 외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디지럴혁명과 글로벌화 심화에 따른 지식기반시대의 무한 경쟁상황에서 생존 및 발전을 

위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평 

생직장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분야 

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효}는 경우 직장 및 직업을 유지하기도 어려우며 재취업의 기회도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직무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들은 기 

업의 구조조정 및 인적자원관리의 변화에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조직에 대한 무조건척 

인 충성보다는 오히려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지식기반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예상되는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고 평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력개발을 통해 평 

생직업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0J. 이와 같이 경력개발은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개인뿐 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의 일환으로 어떻게 경력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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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를 실시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하여 구성원 개인이 스스로 본인의 시장가치와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력개발 

과 구성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며 기업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일환으로써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1. 21세기 경영환경과 인적자원관리의 변화 

21세기의 경영환경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럴화와 글로벌화에 따른 지식기반사회 

의 동장이다. 철도와 전기 발명이 산업화 시대의 원천이었고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은 정보화 사회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21세기 디지럴 기술의 발전의 핵심 

인 인터넷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와 파급효과로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 걸친 사회 전 

반적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화의 심화와 함께 21세기 주요 경 

영환경으로 급부상하였으며 글로벌화란 세계가 단일화된 시장으로 사랍， 물척 차원， 자 

본， 정보 동 경영지원의 국가간 자유이동이 이루어지며 하나의 규범화 되는 특정을 보여 

주고 있다. IMF 이전의 국내 기업은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도 

미홉했고 대처능력도 부재한 실정이었다. 당시의 국내 대부분의 기업은 우수 기술 인력 

의 부족， 선도제품과 기술 부재， 해외 마케팅 능력의 취약 동으로 인한 핵심역량 부재로 

저부가 사업이 주류였다. 이에 따라 고비용 저효율로 인한 경쟁력 상실로 IMF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얻은 교훈과 시도는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바꾸어 놓았으며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국내 기업이 IMF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보여준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는 다음 

과 같다〔한국노동연구원. 2000J 

첫째， 내부노동시장에서 외부노동시장으로: 내부노동시장 중심의 인적자원관리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유출하고. 아웃소싱하는 외부노동시장 중심의 인적자원관리 변화이다. 

둘째， 집단 • 연공 중심에서 개인 · 성과 중심으로· 학력과 근속 중심 동의 연공서열주 

의에서 개인적인 성과중심과 능력중시의 인적자원관리 변화이다. 

셋째，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先사람 後직무〉에서 〈先직무 後사랍〉체제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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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 변화이다 

넷째， 인사 부서 중심에서 현장관리자 중심으로 본사 인사 스탬이 아닌 현장부문과 

현장관리자의 의견과 권한이 존중되는 인적자원관리 변화이다-

다섯째， 국내 중심에서 국제 중섬으로: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 비즈니스를 전제로 인력 

관리를 해야 하며 세계 시장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변화이다 

여섯째，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slim. simple. f1exibility 한 조직으로 현장관리 

자에게 책임위양이 되는 인적지원관리 변화이다 

일곱째， 표준형 인재 중심에서 전문형 인재 중심으로 특정 분야에서 확실한 전문 능 

력을 발휘하는 인적자원관리 변화이다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국내 기업들은 자원의 선택과 집 

중을 통한 부가가치플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새로 

운 경영환경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를 설시하게 되었다 인사제도의 변혁이 급진전되며 

역량 증시의 새로운 채용관행이 보펀화되었고 선진국 형 보상체계가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발탁승진 등 계층을 뛰어넘는 보직임용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수한 개인에 맞추어 주는 

인사제도의 적용이 이루어졌으며 우수인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보상제도가 급증하 

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게 되었다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해 인력이동이 이루어지 

게 되었다 뿐 만 아니라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력유동화도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평생직장 의식도 퇴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진통적으로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고용안정을 보징}해 주고， 종업왼들은 입사하여 퇴직까지 

한 직장을 자신의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여 조직에 볼입하는 기엽과 종업원간의 심랴적 계 

약이 해체되는 것무로 이어졌다 정리 해고된 구성원뜰은 타 조직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직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약화되었다 또한. 안정위주의 직업관으로부터 능 

력과 보수를 중시하는 실력주의 직업관으로 확산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두개의 직업을 

고려하거나 안정적인 직종을 고려하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기업문화의 변화와 

직장 내 가치관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개인 간 능력 재펑가에 따른 신분과 처우의 

격차 확대. 조직구성원간 소득 및 권한의 격차 확대， 자신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는 것과 

관련하여 조직 내 개인은 경력개발의 펼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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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경력개발의 이론적 체계 

경력개발의 이론적 체계와 관련하여 먼저 관련용어에 대한 개염을 정려하연 다음과 같 

다 Hall에 의하면 경력이란 ‘한 개인의 일생을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 활통에서 

알게 된 일련의 태도와 행위’를 의미하며 [Hall. 1986) 경력개발이란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직무관련 태도， 능력 및 성과를 향상 

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개인의 특성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킴으로써 00'쪽을 위 

한 최척의 경력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Stears는 경력을 일생을 거쳐 개개인이 행하게 되 

는 일의 총체라고 하였다[Stears. 1982). Super의 경력선택이론(Career Choice Theory) 

은 경력 선택이 인생의 한 시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 

지며 직업선택 이전의 생애과정까지 포함하는 점이 특정이다 이 이론은 자아개념과 경 

력성숙도(Career Maturity)를 경력선택에서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Super에 

의한 경력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과정으로 개인의 자아 발달이라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일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표출하기 위해서 배합하게 되는 직업과 그 밖의 역 

할과의 연속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Super. 1957). Herr & Cramer는 경력을 각 개 

인에게 독자적인 것으로써 개인이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창출되는데 경 

력은 직업뿐 아니라 일과 다른 역할 즉.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여가를 통합할 뿐 아니 

라 직업 전 그리고 직엽 이후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Herr & Cramer. 

1996). Schein에 의한 경력이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개인의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지각을 포함하고 었다. 즉. 개인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일이나 역할에 관해 

생각하는 과정도 경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고. 이를 내적 경력(Internal Career)이 

라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경력지향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외적경력 

(External Career)은 특정 직업이나 조직에서 생활해 나가는데 요구되는 특정단계를 

의미한다 Schein은 경력지향이 한번 정해지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며 8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Schein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경력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자기탐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조직 또한 이들의 자기탐색 

을 돕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경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를 통해서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Schein. 1978) 진미석과 윤형한은 선행연구-^}들의 개념 정의와 

함께 국내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력이란 사람의 삶 중 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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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준비， 형성 및 축적， 향후 전개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 정의하고 있다〔진미석 • 윤형한. 2005). 

한편， 경력관리의 개념은 Greenhaus와 공통 연구자들에 의하면 첫째， 개인이 일의 

세계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둘째， 자신의 채능， 흥미， 가치， 선호하는 라이프스타일뿐 아 

니라 직업， 직무， 조직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생각하며， 셋째.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경력목표를 정하고， 넷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럽하고 실행하며， 

다섯째， 이 전략의 효율성과 목표의 관련성에 대한 피드백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Greenhaus와 공동 연구지들은 경력관리는 조직이 아닌 개인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한편 경력개발을 개인이 각 단계가 비교적 독특한 문제， 주제 

빛 과제로 특징지어지는 여러 단계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지속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탁진국. 2002J 미국중앙직업정보조정위원회 (NOICC: N 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l에 의한 경력개발이란 사람들이 일의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을 배워나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며， 개인이 정보를 찾고 활용하고 자 

신의 삶에 있어 시의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 

정이라고 규정한다 즉， 경력개발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한 과정으로써 직업생 

활을 설계하고 환경과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직업 및 진로와 관련한 생애에 

걸친 학습과 실천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삶의 목표와 직업가치관의 명료화， 적성 

및 흥미 등 자신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 합리적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체계적인 실행이라는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지적하였다〔진미석 

윤형한. 2005J. 

경력개발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 측연과 조직적인 양 측면에서 이해를 하여야 한다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경력개발은 1970년대 말에 미국 경영자협회에서 

주요 관심분야로 선정하면서 연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구성원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키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은 경력개발을 통해 미래 비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성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조직은 내부인적자원의 미래 핵심역량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실행할 수 있다 경력개발에 관련된 개념은 일치된 정의를 내리기가 어 

려운데 경력개발 관련 연구는 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인류학 등 학문 

분야마다 개념적 접근이 다양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경영학에서의 경력개발에 대한 

관점은 개인적 관점과 조직적 관점의 양연적 입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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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경력개발은 개인들이 경력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를 개발하며 실행 

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즉， 경력개발은 자신에 대한 평가， 목표설정， 목표달성 

을 위한 진로설계 등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Gould. 1979J. 경력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 이론은 심리학에서 시작 되어진 경우가 많으며 주요 이론은 다음과 

같다 Erickson의 성인인생발달이론(Adult Development Theory)은 인생순환기를 8 

단계로 나누어 설명되어지며 직업 및 경력선택‘ 경력결정， 경력태도 및 행동， 경력단계이 

론 등의 연구에 이론적 틀을 제고 하고 있다 그러나 Erickson의 이론은 인생발달단계를 

너무 일반화하여 개인간의 차이， 남녀간의 차이 등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Erickson. 

1963J 반면 Levinson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련된 심리적 태도 및 행동과 관련을 지 

어 일련의 정형적인 단계를 제시하며 개인이 직업을 위해 바람직한 심리적 마음가짐과 

행동을 제시히여 주고 있다(Levinson. 1986J 경력선택이론(Career Choice Theory) 

은 일정한 교육 및 훈련을 마친 후 개인이 자신의 직업생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 

틀어 의미하며 직무선댁이라는 개념과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어떻 

게 선택하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짓는가를 삼펴보는 경력의사결정이론(Career Decision 

making Theory)이론은 인간은 왜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아 그에 관련된 직업을 택하 

려 하며， 인생의 어떤 시기에 도달하면 왜 또 다른 교육을 받아 직업을 바꾸며， 인생의 

각 시기에 따라 왜 직업에 관련된 상이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가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유전적 성향， 업무적 경험 및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한편 조직차원의 경력개발에 대한 접근은 경력개발프로그램 (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으로 대표되어진다‘ 경력개발경력개발프로그램은 기업 내 인적자원관리의 일 

환으로써 조직 내에서 경력개발‘ 승진을 위한 직무연수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 

력개발에 대한 조직 차원의 주요 이폰은 다음과 같다 Sonnenfeld는 경력개발과 조직 

의 인적자원관리의 관계릎 시스템적 접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개인이 경험하는 경력단 

계 또는 주기를 중심으로 가치， 희망， 관심. 기능 그리고 가족의 요구 등과 같은 개인적 

input과 인력수급계획， 인사정책， 조직전략의 변화 등 조직적 input0 1 있으며 경력결과 

로 직무만족. 소득， 성장， 자존심 . 직무에 대한 도전감 등의 개인의 output이 있고 조직 

의 output으로는 높은 성과， 공헌， 생산성. 예측성 등이 있다고 하였다(Sonnenfeld. 

1984J. Schein의 인력개발이론도 개인의 욕구. 능력을 조직의 조건， 목표와 일치시키 

려는 내용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으며 조직은 조직 목표 달성만을 추구하지 말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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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경력 상담， 경력지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욕구， 능력， 가치관 등을 충분히 파악， 분 

석하여 실제업무와 조화를 시킴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및 경력개발을 실 

시할 수 있다(Schien. 1978). Hall & Nougaim은 관리자 경력단계이론을 실무차왼 

에서 연령별 단계를 업무기여도와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all & Nougaim. 1968J.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경력개발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력 (Career)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개인의 작업경험이 진화하는 순서를 말한다‘ 

한 개인이 일생동안 직업에 관련된 일련의 활동， 행동， 태도， 가치관 및 열망을 경험하 

는것이다 

경력목표(Career Objectives) 개인이 경력 상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직위를 의미한다. 

경력계획: (Career Planning): 개별 직원들이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확인 

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는 첫 번째 과정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경로를 구 

체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한 개인이 싹l을 파악하고. 경력기회 및 제한을 알아 경 

력 선돼 및 결과를 경험하는 과정으로서 구체적인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설정， 

직무 및 교육설계를 포함할 수 있다-

경력관리: (Career Management) 개인이 경력에 관하여 계획， 실행， 감시하는 지속 

적인 과정으로서 개인 스스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력관 

리는 조직구성원의 경력관리 및 경력개발을 위해 경력에 관련된 제도 및 프로그램을 계 

획， 실행， 감시하는 일련의 지속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직무관련 태도. 능력 및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조 

직 차원의 경력개발은 조직구성원의 경력개발을 위한 CDP(경력개발프로그램) 등을 포 

함한 일련의 제도 및 활통을 의미한다， 

lV. 지식기반시대의 경력개발 

조직이 여러 단계에서 개인의 경력관리， 개발 및 숭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울 수 

있는 주요 경영제도는 다음과 같다〔진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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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차원의 경력관리 제도 및 江로그램 유형 

l 인턴십과 도제제도를 통한 선행사회화 
6 멘토령과지원활동 

2. 현실적 모집 
7 이중숭진 사다리 

3 오리엔테이션 
8. 경력정체에 대한 대처 

4. 개인학습 및 개발 
9. 경력정체에 대한 대처 

5 직무도전 및 현장경험 
10 경력 말기 활동 

6 수행 피드백과코칭 
11 재배치와 전직지원 프로그램 

12 퇴직 전 프로그램 

인터십은 대학 예비 사회인이 조직에 들어가 업무와 관련해 사회화되는 과정이며 도제 

훈련은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러한 선행 사회 

화 활동을 통해서 풀타임 고용을 고려하고 있는 준비된 후보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선 

행사회화 프로그램은 새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예비 직업인에게 자신의 자아， 선택한 

경력분야， 업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초기 경력을 지원한다 현실적 모 

집은 기업의 웅시자에게 미래의 직무와 조직에 대해 균형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이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충격， 불만족 및 이직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성공적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신입사원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정보， 기술， 지원을 파악하여 실 

시하여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핵심가치와 운영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조직은 

종업원들이 능력개발과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켜 지식 창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경력 초기에는 직무도전과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기회를 통해 경력개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직무도전과 순환으로써 기초적인 경험을 쌓고 나중의 경력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게 한다. 피드백 과정은 종업원에게 기업의 핵심역량 

과 기술을 파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 개인의 강점과 단점 파악， 필요한 능력을 개 

발하고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멘토링을 통해 경력 

초기의 종업원들에게는 회사 내 고참선배로부터 지속적인 충고， 지원， 후원을 받게 하고 

벤토와 벤티 간에 이루어지는 경력기능과 심리사회척 기능을 통해 벤티의 경력몰입， 경력 

개발， 이직의도 감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직 내 승진이 제한되는 경우 

숭진대신 다른 경력경로를 가놓하게 하는 이중 또는 다중 경력숭진 사다리를 제공하여 구 

성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경력정체에 처한 구성원들을 위해 수평적 직무순환 

제도 등을 통해 심리적인 성공의 달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경력말기에 이른 조직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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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해 재배치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변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다 

즉， 종업원들의 경력 초기 정착을 위해 선행사회화， 인턴십， 도제제도， 현실적 선발， 

오리엔테이션， 직무순환과 같은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으며 성취단계에 있는 종업원들 

을 돕기 위해서 학습 및 개발활동， 벤토링， 수행 피드백， 코칭과 같은 다양한 경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경력 중기단계에는 경력정체에 도달한 구성원을 위해 수평 

이동을 장려하고 이중승진 사다리를 활용하며 심리적인 성공을 중시하는 문화로 대체하 

기도 한다. 경력말기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퇴직에 잘 대처하도록 재 

배치 및 전직지원， 퇴직 전 프로그램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탁진국， 2002) 이 

와 같이 조직차원의 경력개발 및 관리제도는 종업원 개인의 장기경력계획과 조직 목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지식기반시대를 맞아 구성왼의 경력개발을 위한 내실 있는 경력개 

발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은 우수 인재확보와 유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새로운 지식기반시대의 경력개발은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 

되어야 한다. 첫째 개인에게는 딴l의 부가가치를 후냉시켜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는 직 

무에 투신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작업의 의미를 가지며， 둘째 조 

직에게는 예기치 못한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손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 

한 예방책으로서의 인적자원관리의 의미를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불 

확실한 경영환경 하에서 가치창조 기업으로 거듭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고유목표와 가치 속에 구성원들에 대한 경력개발을 통하여 구성원들을 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0). 조직 차원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 

는 개인의 경력개발 활동을 참고해서 기업이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 조 

직적으로 조화를 유도하여야 하며 구성왼의 경력개발을 경력단계별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식기반시대의 개인은 자신의 직업비전과 장기경력계획에 따라 경력개발과 경력관리 

를 실시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직업세계와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개인으로 하여금 전 생 

애에 걸쳐 자신의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준비하는 경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 

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사는 개인은 단기적인 대응으로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력을 

관리해 나가야 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경력단계에 따라 달리하여야 할 펼요성이 있다 

먼저 경력초기 처음 직업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 

다. 직업적 적성. 홍미， 가치관에 기초한 선택이 아닌 취업난 속에서 조건에 의한 선돼 

은 취업 이후의 적웅과 경력개발의 장애가 된다‘ 우리나라 대졸 신입 사원 중에서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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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에 전직 또는 전업을 고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초기경력을 위한 개 

인적 경력설계의 방호t설정이 잘못 이루어진 결과이며 개인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설계. 

자아정체성의 미성숙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력초기의 경력개발 

과 직업세계 진입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 종교， 홍미， 성격 등을 바탕으로 한 

자아성찰과 함께 직엽적성， 직업선호도 및 인성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기탐 

색과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자신의 직업적 성향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이후 직업세 

계의 현실파악 및 해당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직업비전과 장기 

경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기반시대의 기업과 사회는 창조적 지식활 

용이 가능한 전문가적 역량， 글로별 환경에 적합한 어학능력과 다양성 수용， 조직역량을 

겸비한 전문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업비전과 장기경력계획을 수립 한 후 

에는 직업과 경력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 쌓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자아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자기 가능성 개발의지 

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 하며， 직업 대변혁의 시대에 부응하는 주 전공지식의 직 

업분야와 부 전공지식을 활용한 직업분야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일의 세계에서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인의 경력개발은 개인이 경력을 스스로 갈고 닦으면서 자신의 경력경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경력의 확장시기와 범위의 결정의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지식기반시대를 맞아 구조조정기의 조직 내 개인의 경력관리와 경력개발은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처할 것이 요구되어지는데 과거와 같이 숭급， 승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시장가치 및 고용가능성 증대를 향한 성장과 경력개발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업의 경력개발제도는 현 직무와 향후 전개할 핵심 업무를 수행하 

는데 펼요한 인재요건을 계층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력개발제도의 도입 자체만이 아닌 경력개발에 관한 효과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 

의 요구와 경력개발프로그램의 목적이 일치하는 정도를 검증하고 불일치 영역을 확인하 

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구성원의 경 

력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경력상담자로서의 상사의 역할을 강화해서 부하직원의 경력개발을 성의있게 지원하여 

조직의 인적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책임감과 열의를 고무할 방안 수 

립을 하여야 하며 멘토링을 구성원의 경력개발과 적극 연계하는 것이 고려된다. 결국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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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지식기반시대 기업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핵섬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경력개발프로 

그램을 설계하고 설행해야 함이 요구되어진다〔양인숙 · 이소연， 2003J 

V. 결언 

종신고용관행의 퇴조와 핵심인재 중심의 유연한 고용정책， 임시직 및 계약직 등 비정규 

직 비중 증가. 상시 구조조정의 본격화에 따른 전통적 고용관계의 파괴 가속， 외국자본의 

진출 증가 등은 국내 기업의 고용관계 변혁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고 

용 불안감은 확산되고 근로자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는 등 기업과 개인의 신고용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성과와 공헌에 의 

한 보상을 하며 개인은 자기계발과 참여로 건전한 파트너십 관계가 되어 기업의 기대에 

상응하는 성과와 공헌을 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경력개발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기업은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시대의 기업은 전문성에 기 

초하여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전문가를 원한다 따라서 개인은 전문 

가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므로 개인의 경력개발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지식기반시대의 근로자을은 미래의 유망직종 및 전문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가치를 향 

상시키는 방향으로 경력개발을 전개해 나갈 것이 요구되며 지식기반시대의 기업의 경력 

개발 및 경력관리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의 인적자원관리에서 탈피하여 구성 

원들의 전문가척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업경쟁력 

도 강화시킬 수 있고 개인의 가치 향상을 동반하는 경력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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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πle 21st century , which is known as the digitalized and globalized age , puts 

more emphasis on the career development. This emphasis on career development 

is due to trends changing from HRM of the industrial age to that of a 

knowledge-based age. πle individuals of this age , who do not live with a lifelong 

job but with a lifelong career , have to engage in more intensive career 

development to enhance the market value of his or her resources. Now that 

individual competency and pay are thought more important than organizational 

loyalty , the organizations provide employees with career development programs 

considering their needs for career development. Moreover , organizations must 

actualize the career development through which they can develop their core 

competency. With these backgrounds , this article is intended to look into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areer development fit for the knowledge-based age 

from the theoretical basis of HRM and care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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