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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산업구조가 바뀌면 인재상도 바뀌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현명하게 맞이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과 정보로 인하여 지식의 수명은 점차 단축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습득하느냐보다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법, 즉 학습능력이 중요

하다고 할 것입니다. 

종래의 맞춤형 지식공급으로는 한계가 왔으며 유효기간도 그리 길지 않는 시대가 되었

습니다. 오히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통찰력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교육방법도 전통적인 티칭형(Teaching)에서 벗어나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생각을 발

현할 수 있는 참여 및 토론형(Flipped Learning), 문제해결형(PBL:Problem Based 

Learning),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 체험형, 도전형 등의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으

며, 또 이러한 방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산재해 있는 콘텐츠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

가는 학습능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내다봅니다.

AI, Big Data, Cloud 등의 기술혁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은 곧 사람이고, 인재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명제는 우리기업 활동의 가장 

근본바탕을 이룰 것이고, 그 중심에는 ‘인재육성’이 자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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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간되는 「인재육성(人材育成)」- ‘국내 30개 기업의 인재육성 사례집’은 「월간 인

사관리」 2014년 1월호부터 2017년 5월호까지 기재된 국내외 우수기업의 다양한 ‘인재육

성 현장을 찾아서’ 취재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사례기업은 국내외 기업을 비롯하여 제조

업·전자·IT·반도체·화학·통신·금융 등의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

는 그룹 계열사 등 대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인재육성’ 관련 취재에 협조해주신 관계회사 HRD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사례집이 발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은 「월간 

인사관리」 편집팀 이호연 차장, 구본희 편집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표지디

자인에서부터 편집을 맡아 준 파피루스 이옥경 실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사례집이 각 개별 기업의 HRD 담당 실무자를 비롯하여 해당 부서장 및 팀

장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8년 1월

 한국인사관리협회 
대표이사·부회장  심 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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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한솔 Creator, 독서경영’을 통한 상시 학습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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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플랫폼 적용한 ‘스마트 H’ 구축

➍ 전문가 육성 3단계 Incubating-Advanced-Premier 

현대모비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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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재육성(人材育成)

• 회사명 : (주)대우건설

• 홈페이지 : www.daewooenc.com

• 설립년도 : 2000년 12월 27일

• 업종: 건설업

•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 인재상 : 도전·열정·자율·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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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인사관리협회

대우건설은 ① 핵심가치와 비전의 공유 및 실행력 강화 

② 성과지향적 리더육성 ③ 직무전문가 및 글로벌 육성 

④ 현장중심의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의 네 가지 인재육성을 근간으로 

‘직무전문가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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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재육성(人材育成)

신입사원부터 

글로벌 인재로 육성

대우건설은 1973년 창사 이래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건설시장을 넘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확고히 자리매김 하기 

위해 한 단계 도약하며 변화의 영역을 세계로 넓혀가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의 

비전인 ‘기술과 인재로 최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E&C(Engineering & 

Construction) 리더’를 위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중견 건설업체에는 대우건설 출신 CEO가 여러 명 배출될 정도로 

‘대우건설인’에 대한 믿음은 업계에 정평이 나 있다. 지난 외환위기(IMF)로 인

하여 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창사 이래 큰 시련을 겪기도 하였

다. 하지만 불과 4년만인 2003년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이는 30년 역사 속

에서 차근차근 쌓아온 탄탄한 조직 및 구성원의 결속이 원동력이라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외환위기 및 워크아웃을 겪는 중에도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어 닥친 건설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대우건설의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01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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