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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80년대 이후 공채문화의 출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대기업들의 인재상 변천과정과 시대별 상호간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의 인재상 트랜드가 산업환경의 전개과정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이와 밀착된 접근에 중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기업의 핵심가치인 인재상 고찰이 공채문
화에 기여한 의의와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대별 고찰기간은 80년대 공채문화의 출현시기부터 2013년 현재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다. 연구대상은 지난 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주도적인 역할수
행과 함께 공채문화를 선도해온 삼성(삼성전자)·현대(현대건설)·LG(LG전자)·SK주식
회사 등이며 연구범위는 인재상의 변천과정과 시대별·기업별 특성비교, 인재상의 형
태·키워드·특성·패턴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0년 이래 전개되어온 대기업들
의 인재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인재상은 산업환경과 기업환경, 최고경영자가 지향하는 경영이념에 기
인하여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80년대 공업화사회의 인재상은 노무형 인재로 집
약되며 인재의 특성은 대인관계 및 팀워크에 공조할 수 있는 범인형 인재의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90년대 기술정보화사회의 인재상은 창조형 인재로 정립되며 인재의 특성은
글로벌 감각으로 정보화사회를 주도하는 창조적 인재의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 2000년
대 지식창조화사회의 인재상은 전략가형 인재로 요약되며 인재의 특성은 혁신적 사고와
전문지식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역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소유한 창의
적 인재로 구체화 된다.
2000년대 기업의 핵심가치로 부상한 기업의 인재상은 지난 30년동안 인사관리의 핵
심 연구영역에서 소외되어왔으며 또한 지난 80년대까지 기업들이 지향하는 단순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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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으로 취급받아왔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근 공채문화의 핵심 요소로 부상한 인재상
에 대한 변천과정과 특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학문영역으로 유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향후 더욱 진전된 인재상을 유인하는 데 필요한 사적인 자료구축과 더불
어 인재상을 구성요소로 두고 있는 공채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도 함께 내포하
고 있다.
<주제어> 인재상, 공채문화, 경영이념, 행동규범, 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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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인재상은 기업의 핵심가치1)이자,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행동규범이며 산
업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인재상 속에는 그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이념과 사업특성, 기업문화가 집약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산업환경의 모습까지도 적절히 표출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의 인재상은 산업사회의
변천과 그 기업이 지향하는 시대적인 핵심가치와 발전단계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되
고 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국 대기업의 인재상(Right People) 또한 산업사회의 환경과 트랜드에 맞춰 지속
적인 변화과정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일반적으로 조직과 구성원들은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지향하는 공통적이고도 공유된 정신
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연유하여 정립된 인재상은 보통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과 경영
사상이 반영된 경영이념에서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인재상은 산업사
회의 특징을 함유하는 동시에 그 기업이 지향하는 시대별 인재경영방침이나 최고경
영자의 신 경영이념 및 새로운 사업내용이나 전략에 의해 끊임없이 변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업의 인재상은 산업환경과 기업환경에 의해 큰 변화를 겪었다. 최근들어
이러한 모습은 2000년대 이전에 비하여 한층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태동 때의
모습과는 달리 폭넓은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도 여러기업에서 감지되고 있다.2) 2000
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기업가 정신의 표상인 인재상이 변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의 전사적인 변화와 개혁을 전제로 완만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
만, 최근 들어 조직구조와 구성원들의 욕구가 급격히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
업내외 환경의 급속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최고경영자의 핵심가치 및 경영전략의 수
정 사이클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사가 지향하는
인재상의 변화 사이클을 짧게 가져가는 동시에 하위 인재상의 개념인 직무별, 직책
별 인재상 또한 기업 상황에 맞게 수시로 수정하면서 기업의 인적·물적 가치를 최
1) 신태균(2006)은 기업의 핵심가치를 구성원들이 지향해야할 경영이념과 기업가 정신, 행동규범
등으로 보고 있으며, 노용진(2003)은 “조직 내 바람직한 행동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규범”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핵심가치는 산업환경과 기업환경에 의해 수정·진화한다.
2)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국 대기업들의 인재상은 80년대 공채문화가 형성되면서 정형화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삼성·현대·LG·SK 등 대기업의 경우 산업환경과 기업환경
의 큰 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인재상을 재정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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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높이고자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공채문화가 출현한 시기는 80년대부터였다.3)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신인사제도의 일환으로 기존과는 차별별화된 정형적인 공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공
채문화가 본격적으로 기업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한편, 공채문화의 핵
심 요소인 인재상이 채용시스템에 중요한 평가도구로서 자리 잡은 것도 80년대부터
였다. 대규모 정기공채를 통해 지원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경영이
념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행동규범의 집약체인 인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인재상 정립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창업주나 최고경영자의
경영이념과 더불어 그 시대 산업환경과 특성, 그리고 기업이 처해있는 대내외환경과
사업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대기업들의 인재상도 이에 기반하여 구체화 되고
정형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 공채문화의 출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인재상
정립에 나선 한국 대기업들의 지난 30년간의 시대별 인재상 형태의 변천과정을 분석
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특히, 대기업들의 인재상 트랜드가 산업환경의 전개과
정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이와 밀착된 접근에 초점을 두었으며 나아가 시대별 대
기업들의 인재상 특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대기업들 간의 상호 비교분석
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30여년 동안의 한국 주요 대기업의 인재상을 시대별·기업별·형
태별·특징별로 체계화 시킨다는 의미와 향후 더욱 진전된 인재상을 유인하는 데 필
요한 사적인 자료구축과 더불어 인재상을 구성요소로 두고 있는 공채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2. 연구범위 및 체계도
본 연구는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 주요 대기업의 인재상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개
별 분석하는 동시에 상호간 특성·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재상의 시
대별 고찰기간은 1980년대 공채문화의 출현시기부터 2013년 현재까지로 범위를 제
한하고 있다. 연구대상은 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주도적인 역할수행과 함
께 공채문화를 선도해온 삼성(삼성전자)·현대(현대건설)·LG(LG전자)·SK주식회사
등이며, 이들 대기업들의 인재상의 변천과정과 형태 및 특징 등을 시대별 산업환경

3) 공채문화란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제
도와 행동규범, 가치관 등과 같은 보편적인 행동양식으로써 채용제도와 필기전형, 면접방식, 인
재상 등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이종구ㆍ김홍유 2010a,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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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시켜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탐색적
(exploratory article)인 연구방법을 통해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의 구성체계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체계도

II. 선행연구 및 취업환경 고찰
1. 선행연구
박원우ㆍ권석균(1996)은 인재상에 대해 “기업의 인재상이란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의 모습”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인재상 정립을 위한 과정에서
먼저 문헌자료의 검색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이념과 사업전략, 인사관리방침과 인재
육성방침을 고려한 데 이어 조직과 구성원들이 원하는 인재의 요건을 각각 추출한
후 조직과 구성원간의 합의를 거쳐 인재상을 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 기업
의 인재상은 그 조직과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이자 신념이라
고 볼 수 있으며, 최고경영자가 지향하는 경영이념과 조직의 특성, 구성원들의 니즈
(needs), 기업의 대내외환경 등까지 고려해서 정립된다고 볼 수 있다.
장현아(2006)는 기업의 모습을 형상화 시킨 것을 인재상으로 보면서 ‘경영이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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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기업문화 등의 특성이 조합되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인
재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속에는 조직과 구성원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이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나 특성에
따라서 인재상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대기업들의 인재상 트랜드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업의 인재상이 그 시대 산업환경의 특징을 수용하면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이 창의적 IT 인재육성을 위해 상반기 공채에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
웨어 아카데미(SCSA)’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통섭형 인재채용과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의 현상이다.4)
사실 신입사원 선발에서 만큼 인재상이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 곳도 찾아보기 드
물다. 한국 대기업의 대부분이 공채전형에서 치르고 있는 인성검사는 기업의 인재상
과 지원자간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종면접으로 임원들이 보는 인성면접에서도 자사 인재상과의 부합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 상당수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들은 공채전형의
최종 관문에서 행해지는 인성면접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자기 소개서 내
성격의 장단점 기재분야, 정직·신뢰성 체크분야, 봉사활동 유무 기재란 등은 기업
과 지원자 간 인재상의 적합 정도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반증은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 11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기업
인재채용 트랜드 조사’에서도 최근 대기업들이 스펙보다는 인성을 더욱 중요시 여
기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상공회의소 2012, 4-6).
특히, 경영이념을 채용전형에 반영하여 기업 가치에 맞게 인재상으로 정립한
Slater(1999)의 연구나 Ryans & Barber(1990)의 연구처럼, 조직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조직의 내외노동시장 대상으로 인력선발을 위한 선발도구의 개발과
선발인력들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재상 연구는 경영전략과 인재상 간의 관계를 조
명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O'Reilly et al.(1991)은 기업문화와 인재상간의
관계에 있어 구성원과 조직문화가 추구하는 가치적합 여부에 따라 조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였다(장현아 2006, 11-18 재인용).
한편, 대기업들의 경영이념에 기초하여 인재상을 유추해볼 수 있는 연구도 있다.
김성수(2008)는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삼성·현대·LG 등 대기업 최고경영
4) 삼성은 2013년 상반기 채용부터 SCSA 프로그램을 도입, 창의적인 IT 인재육성을 위해 통섭형
인재찾기에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통섭형 인재’ 속에는 기업의 사업내용과 경영전략,
기업문화 등이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산업 트랜드도 적절히 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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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경영이념의 특징을 분석한 바 있는 데, 이것이 이들 기업의 인재상 전개과정
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다. 이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이념과 인재상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인재상은 산업환경과 트랜드, 그리고 기업환경의 변화에 의해 진화되고 발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인재상의 변천과정을 보면 그 시대의 산업사회 특성과 전개과정
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기도 한 이 영역은
이신철(2009)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인재상의 전개과정을 다루고 있다. 기업의 인재상은 최고경영자의 인재경영
철학과 기업의 핵심가치, 발전과정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라서 양상을 달리한다. 즉,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등에 따라 기업들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와 최고경영
자의 인재경영방침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이다(인앤잡 2009a, 53).
공채문화가 가시화 되지 않은 80년대 이전 사회는 창업주의 경영이념이나 인재관
이 기업의 인재상을 대신하고 있었다. 이는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인재관
이나 현대·LG·SK 등의 경영이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진입을
위한 산업사회 초기단계에서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경영이념은 한결같이 협동성·성
실성·적극성·책임감 등과 같은 노무형 인재에 가까운 성격을 담고 있다(김병구
2001, 91-92). 정부·기업·산업환경 등의 모든 영역에서 개발과 성장에 대한 획일
적인 기대와 목표가 바로 행동규범이자, 가치관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조은상
(2007)의 연구에서도 산업 트랜드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87년
에 경제민주화 선언 이후 기업사회에 세계화·정보화 그리고 지식경제가 도래하는
가운데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기존의 인재상인 협력과 조화뿐만 아니라 창
의성, 혁신, 도전정신’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사회 전체에서 나타나는 시대별 인재상은 전개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키
워드가 통일성을 탈피하는 양상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외부영역에서
불어오는 산업환경적 측면과 기업 내부환경이 추구하는 핵심가치가 혼합되면서 나타
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기업을 독립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기업
의 인재상은 명확한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고 있다. 이는 각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이
념과 사업전략, 구성원들의 니즈 등이 타사와는 차별되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 일어난 큰 사건들을 기점으로 기업들의 인
재상이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 또한 재론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이는
기업의 인재상이 경제환경의 변화와 산업 트랜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인재상의 키워드를 자사 주력사업의 특성이 요구하는 인재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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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부합되게 만드는 현상도 주목해볼 대목이다. 이는 삼성·현대·LG·SK 등의
그룹사 주력계열사들의 핵심사업이 요구하는 인재특성을 보면. 그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의 모습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핵심사업은 그 시대의 산업환경의 특
성과 트랜드에 맞게 손을 대고 전개되는 만큼 양자는 인재상을 정립하는 데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삼성맨’, ‘현대맨’ 이라는 용어
는 자사의 주력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주체인 구성원들의 특성
과 캐릭터(character)에서 우러나온 기업의 사풍과 풍토 그리고 기업문화의 산물인
만큼 그 기업의 인재상을 직·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인재상은 그 시대의 산업환경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사업특성, 최고경영자의 경영
이념, 인재관 등 총체적인 기업문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2. 기업 및 취업환경 고찰
산업환경의 양상에 따라 노동환경과 직업환경, 취업환경은 복잡한 변화과정을 거
친다. 80년대는 제5, 6차 경제사회발전기(1982-1991)에 해당되는 기간으로서 기업환
경에 있어 큰 전환기를 맞는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 선진국형 공업화시기로 볼 수
있는 80년대는 공업화사회로서 ‘6.29 민주화 선언’이 노동환경을 변화시키는 직접
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산업구조가 조정단계국면에 직면해있던 80년대 직업환경의
모습은 대기업 선호일변도 현상이 직업세계를 확고히 점유하여 대졸 구직자들이 하
나같이 그룹사 진입을 위한 취업편중사태가 심각하게 일어났던 시대였다.
취업환경 또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대학졸업정원제 실시로 고학력
노동시장의 모형이 완전히 공급과잉형태로 전환된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대규모 정기
공채로 취업난 해결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넘쳐 나오는 고학력 구직자들을 소화하기
에는 역부족 상태였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환점에서 맞이한 경제민주화운동은 극
심한 노사분규사태를 유발하여 이전까지의 한국기업들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노동경
쟁력을 한순간에 상실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대외개방과 경제민주화라는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기업들이 재도약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분야는 첨
단산업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이었다. 한국 대기업들의 80년대 인재상은 이러한 기업
내외의 산업환경과 노동환경을 안고 태동되었던 것이다. 특히, 80년대 실시한 대학
졸업정원제는 한국 대기업들의 공채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학의
졸업정원제실시는 고학력 인력들의 대량양산을 초래하였으며 대기업들은 과잉 공급
된 대졸 인력들을 선발하기 위해 기존의 채용형태와는 다른 대규모 정기공채라는 새
로운 선발시스템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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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의 6.29 민주화선언은 기업의 인재상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5)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성장과 분배를 동시
에 일깨운 사건이었다. 특히, 노사분규사태 등 노동의 민주화 현상은 지속적인 성장
세를 지속해야 하는 대기업들의 공채전형에서도 적절히 반영되어 나타났다. 80년대
대기업들의 인재상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형상화 되었다. 즉, 개인의 특성
보다는 조직에 순응하여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협조
적인 인재상이 보편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90년대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단계에 진입하는 시기로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
는 가운데 아날로그시대가 사실상 종료되고 정보통신기술이 전 산업의 인프라 역할
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디지털사회가 전개된 시대로 기록된다(덕성여자대학교
2007, 53-55). 이러한 시대적인 산업환경을 배경삼아 대기업의 인재상 형태에도 상
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90년대 산업환경에 맞물려 기업이 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인재의 모습은 개인주의 특성이 강조된 창조형·정보형·디지털형·개방형 등으로
집약된다(명지대학교 2001, 21-24). 이는 취업환경에서도 대기업 일변도의 선호추세
가 깨지는 가운데 IT 및 공기업을 향한 구직자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
기업의 인기가 가파르게 추락하였다.
이러한 IT 혁명은 대기업들이 창조적이고 정보 마인드를 갖춘 디지털형의 인재상
을 정립하고 선호하는 직접적인 원인과 배경이 되었다(동국대학교 2002, 10-12; 인앤
잡 2009b, 14-16). 특히, 90년대 선진국 간의 치열하게 전개된 신소재, 정보통신, 생
명공학 등의 첨단 산업경쟁은 이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들의 인재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0년대 산업환경은 완전한 디지털 경제화사회이다. 지식기반산업에 손을 댄 대
기업들은 전문성과 기술혁신, 국제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동시에 갖춘 글로벌형 인
재상 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국경제 2013.2.20, B1; 원광대학교 2001, 45-46).
이는 90년대 디지털 개막시대에 비하여 진화된 산업화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2000
년대 인재상은 치열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지식집약산업을 떠올리면 쉽게 형상
화 시킬 수 있다. 2000년대 한국의 대기업들은 혁신적 사고와 글로벌 마인드를 인재
상의 공통적인 키워드로 삼고 있다.
취업환경과 직업환경도 이에 부응하여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평생직업이 도래하게
되었다. 지식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지 못하면 진입장벽이 높고 또한 퇴출현상이 자

5) 80년대 대기업들의 정기공채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기업의 인재상은 개인의 특성을 중시하는 특
이형 인재의 모습보다는 기업과 조직에 기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팀워크 정신과 성실성, 책임
성 등을 소유한 평범한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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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환경에 편승하여 대기업 또한
양적 채용보다는 질적 채용으로 돌아선 가운데 조직 내 구성원이든 신입사원이든 간
에 창의적 발상과 학습적 사고를 갖지 못하면 도퇴가 불가피한 시대이다. 또한 최고
경영자들은 계속기업을 위한 지식경영과 가치경영에 전력을 쏟고 있다. 최근 들어
창조경제6)는 모든 기업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이 창의적 IT 인재육성을
위해 올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도입한 SCSA의 통섭형 인재육성과정과 포스코의
통섭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또한 최근 신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의 개념과 유사
한 의미를 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시대별 산업(기업)/노동 ⁃ 직업 ⁃ 취업환경 고찰(1980-2000년대)
분류
산업(기업)환경 및 노동환경

직업환경

취업환경

- 선진국형 공업화지향 시대
- '82-'91 자본/기술집약형산
업시대
- 기술/정보/지식집약산업개
발시대
- 부동산인플레이션시대,대외
개방의 적극화기,유통시장
개방추진
- 경제민주화시대(노사분규,
임 금인상가속화, 노동경쟁
력약화)
- 대학졸업정원제실시(고학력
화, 대졸노동인력 과잉공급
시대)
- 서울올림픽고용창출미흡(외
국사 국내 투자유치 저조)

- 산업구조 조정단계, 대
기업 중심의 취업선호
- 첨단산업 및 기술집약
적 산업시대개막(전통적
직업탈피,이공분야 관련
직업 부상)
- 노동집약적
직업에서
지식집약적
직업으로
이행
- 직업의 다양화시대 돌
입
- 성장직업, 신생직업 다
수출현시대
- 성장업종 직업군선호(금
융권/서비스직/증권/여
가산업직업 등)

- 대규모 정기 공채시대,
그물형 채용방식, 그룹일
괄 공채, 대졸 실업사태
사회문제로 비화
- 국내외경기침체, 대졸취
업환경악화
- 공채시 학교성적 및 필기
성적 의존(적성위주의 기
본지식 및 기본소양 평
가)
- 80년대 대졸 과잉공급인
력 평가 위한 필기시험
보편화 추세
- 84년 럭키금성(현 LG)
국내 최초 인턴사원제도
도입

년대

1
9
8
0
년
대

- 산업구조 고도화 단계
- IMF체제, 취업시장 및 -- 94년 주요기업 상시채용
- 본격적 개방화/디지털화 통 직업문화대변혁(노동시 제 도입
6)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기조로써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창의성을 우리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
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조선일보 2013,
A6; 한국경제 2013, B1-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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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진국사회진입( 96년
OECD 가입)
- 정보통신기술 전산업 인프
라 역할
-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화
화사회로 진입
- 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전기업구조조정 착수, 대규
모 실업사태
- 95년 블루라운드출범, 노동
환경대변화(고임금사회, 국
제경쟁력약화)
- 저성장, 고비용, 저효율시
대 돌입
- 디지털경제화시대, 지식기
반 서비스업 성장, GNI 2
만달러시대 개막
- 고령화, 고학력화, 고임금
화,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고
용창출저하), 비정규직 대
량양산 시대로 고용불안정
심화
- 노동시장유연화정책('06 비
정규직보호법 시행)

장 및 직업세계 재편,
전문직종시대 개막)
- IMF사태로 대졸자 대기
업 일변도 선호현상 퇴
조
- IT혁명,
정보통신관련
직군 급부상, 컴퓨터 관
련 전문직업 출
현,
90년말 공기업직장 부상
- 선진국간 첨단(신소재,
정보,생명공학산업 등)
기술경쟁본격화
- 평생직장 붕괴, 평생직
업개념정립/ 직업전문화
(전문직부상)현상,안정
직장 및 안정직업 선호
- 전통직군의 전문직보다
는 신서비스분야 전문
직부상, 공기업 및 공무
원 등 고용안정직업도
급부상
- 세계화/정보화/기술혁신
따른 직업구조 변화(전
문기술직수요증가)
- 일과 삶(개인생활) 동시
만족시키는 직업 및 직
장개념 확산

- 95년 삼성열린채용 선언,
대기업직무능력검사도입
- 97년 IMF사태로 신채용
기법도입(99년), 대기업1
차구조조정착수, 대졸실
업 사회문제로 부상<99
년 채용대변화>
- 소수, 수시채용
- 낚시형 채용방식
- 계열사별 채용

- 대기업 계열사별 공채(인
턴/공채 병행 채용)
- 2002년 삼성 신면접도입
- 2006년이후 대기업 인적
성검사 다양화 및 직무역
량면접 강화
- 2008년 대기업 인턴채용
활성화 및 영어구사능력
(면접) 강화
- 직무위주의 역량면접 보
편화, 인성면접 강화, 글
로벌 마인드 및 비즈니스
스킬 평가 주력

주) (이종구ㆍ김호원 2008a, 60-62; 이종구ㆍ조은상ㆍ김홍유 2009, 93-96; 이종구ㆍ김홍유 2010b,
221-239; 류동희ㆍ이종구ㆍ김홍유 2012a, 40-41) 표 참고, 연구자가 재구성.

III. 시대별 인재상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1. 80년대 인재상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인재상의 출범은 공채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공채문화가 80년대부
터 본격적으로 출현하면서 대기업들의 인재상 정립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8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의 대기업들은 양적 성장에만 주력해온 나머지 인재상 정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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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대부분 기업들의 관심사 밖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80년대 이전의 한국
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인재상을 따로 형상화시켜 두기 보다는 창업주나 최고경영자
의 경영이념에 부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주력했으며 조직 내 구성원들 또한 기업
가 정신과 사풍·강령 등에 기초하여 구체화된 행동규범을 기업의 인재상으로 여겨
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인재상의 양태는 80년대를 기점으로 그동안 체계화·
구체화 되어있지 않았던 기존 체제에서 크게 탈피하여 기업들이 신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업문화의 본격적인 출현과 더불어 기업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의 정신적인 표상으로서 전격적으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러
한 배경을 안고 태동한 기업의 인재상이 가장 표면적으로 잘 표출된 분야는 80년대
부터 한국의 대기업들이 선보인 공채전형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80년대는 한국사
회가 경제사회발전기를 맞이하면서 산업환경이 선진국형 공업화의 모습으로 전환되
는 가운데 노동시장 관점에서는 대학졸업정원제실시로 과잉공급 되는 대졸자들을 그
룹사들이 대규모 정기공채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채용시스템을 출범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기업들의 채용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변화를
가져온 전환기적 시점이었다.
대기업들의 인재상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의 인재관이나 경영이념 및 인재 경영
철학이 구체화 되어 표출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7) 기업의 사풍이나 행동규범 그리
고 기업문화가 집적되어 있는 인재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공채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8) 창업주의 경영이념과 더불어 기업의 인재상
정립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그 시대 기업이 처해있는 내외환경
을 들 수 있다. 이는 80년대 기업의 인재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산업환경 아래에서 기업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환경이 매우
유사했다는 점도 상관관계를 입증시켜주는 중요한 반증이 되었다.
80년대 한국경제를 주도한 삼성·현대·LG·SK 등의 인재상은 한결같이 성실, 책
임, 협동, 도전, 적극성, 진취성, 긍정적 등으로 표출되는 것은 시대적인 산업환경에
맞춰 기업들이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인재의 모습이 매우 유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80년대는 경제민주화선언으로 인해 모든 기업들이 노사분규사태

7) 삼성의 경우 호암 이병철의 사업보국을 위한 인재제일정신에 입각한 인본주의 기업관이 경영이
념으로 승화되었으며 이것이 삼성 76년사의 인재상 변천과정에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의 상당수는 이처럼 창업주의 경영이념이 시대를 초월하여 기업의 인재상에 반영되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8) 기업의 경영이념이 형상화 되어 나타나는 인재상은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공채전형과
정에서 자기 소개서 내 성격의 장단점, 필기시험의 인성검사, 임원면접의 인성평가 등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며 최종 합격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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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휘말려 노사 양자 간에 공존과 상생을 위해 협동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
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기업의 인재상과 신규인력 공채에도 적절히 반영되어
‘튀는 인재’ 보다는 기업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소유한 무난
하고 성실한 인재가 선호되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인재상은 전형적인 아날로그형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창의적 사고를 하기
보다는 기본지식과 상식을 갖춘 채 책임감과 성실성을 소유하며 기업의 발전에 묵묵
히 협조하는 인재가 바로 80년대 아날로그형 인재의 표상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
러한 인재상은 조직 내 구성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등장하고 있다.
80년대 삼성의 공채에서는 학식보다는 인격과 기본소양을 중시하는 데 역점을 두
었으며, 현대의 경우 건설사업의 특성에 기인하여 창업주의 경영철학이 반영돼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현대맨’을 원했다. 또한 LG는 조직 내 원만한 인간관
계 형성을 위해 협동성과 성실성을 중시하는 인재상에 비중을 두었으며, SK의 경우
는 다른 기업과 비슷하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성적 판단과 사고, 행
동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소유한 무난한 인재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처럼 80년대는 산업환경 또한 아날로그형 인재가 한층 더 적합한 시대였던 것으로
보여졌다(<표 2> 참조).
<표 2> 1980년대 삼성 ⁃ 현대 ⁃ LG ⁃ SK 인재상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9)
분류
인재상

공개채용시 인재(인성) 포인트

년대

삼성

- 학식보다 인격과 기본적인 소양을
- 84년 삼성정신표방(인재제일주의: 삼성공
중시
채제도에 반영됨), 88년 제2창업정신(인간
- 현재의 지식보다 기초능력 소유정도
존중정신: 사람 주체인 경영환경 구축)
에 역점 둠
- 적극적, 실천적, 도전적/ 책임의식, 합리
- 면접방식: 1차 집단면접과 2차 집단
적 사고/책임감, 협조적 인재
토론

9) 현대, LG, SK의 80년대 인재상은 창업자나 최고경영자의 경영이념과 기업가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표출되었으며 이것이 <표 2>와 같은 인재상으로 정립되고 있다. 현대는 도전과 개척
정신, 근검절약정신, 인간존중정신, 사업보국정신(정주영 회장의 기업가정신), LG는 고객가치창
조정신, 인간존중정신, 도전과 혁신정신, 노사화합주의(구자경회장의 기업가정신), SK는 인간위
주의 경영, 인간제일주의, 능력제일주의, 사업보국주의(최종현 회장의 경영이념) 등에 근거한
경영이념이 기업의 인재상을 형성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김성수 2002,
20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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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 적극성과 의욕, 긍정적 사고
방식, 책임감과 협동심 창의력 등 주
안점 둠
- 현대그룹의 사업과 문화에 부합하는 인재 - 미래지향적/ 해외지향적인 경영방침
상으로 패기, 진취성, 적극성으로 함축, 에 의거, 진취성과 창의성 적극성에
집약됨
높은 평점을 부여함
현대 -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이 가능한 지식 - 면접은 최종선발인원의 1.5배수 대
과 능력을 동시에 갖춘 건강한 인재
상, 전공별로 나눠 개별실시
-의지와 패기, 긍정적 사고관, 성실-도전적 - 면접관 4-5명이 신상과 전공분야에
인재
대해 질문
- 인화단결정신 중시, 인재등용 기준 3가지 - 사장/ 임원진 4-5명 배석한 가운데
제시
지원자 희망회
사별로 단체면접
- 성실, 건강, 능력의 조화로 원만한 인간관 실시(영어회화테스트 병행)
LG
계형성, 이를 토대로 모든 업무에 적극적/ - 조직내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위해
진취적 적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협동력/ 성실성 중시, 첨단사업에 주
- 인재선발이 목표가 아닌 인재육성에 중점 력하는 관계로 창의력/ 적 극성/ 연
을 둠
구심을 갖춘 인재 선호
- 일과 싸워 이기는 패기적 기질 소유자 선 - 신입사원 채용시 필기시험보다는 적
호,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진취적으로 행 성테스트와 면접 결과를 중시함
SK
동하는 인재
- 면접에서 원만한 인간관계, 이성적
- 적극성/ 자발성 그리고 업무를 꼼꼼히 수 판단, 사고 및 행동의 유연성 등을
행하는데 필요한 세심함을 소유한 인재
중시함
⁃ 87년 경제민주화선언, 기업 노사분규사태로 공존-상생 위한 협력과 집단덕목 강
조하는 인재상 중시, 전기업 공채 시에도 ‘특이형 인재’보다 ‘범인형 인재’
공채환
선호
경 및
⁃ 인성-적성 위주의 기본소양 평가에 주력, 학교성적과 필기시험성적 의존한 시대
⁃ 전형적 아날로그형 인재상 선호(용모단정, 기본지식평가, 책임감 및 성실성 중
취업환
시)
경
⁃ 대인관계 원활하고 협동, 팀워크, 적극성 중시하는 관리자형 인재상 요구
주) (이신철 2009, 51-52; 이종구ㆍ김호원 2012, 105; 류동희ㆍ이종구ㆍ김홍유 2012b, 43) 표 참고,
연구자가 재구성.

2. 90년대 인재상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디지털사회로 진입한 90년대 대기업의 인재상은 개방화 시대를 반영한 모습으로
형상화 된 것이 특징이다. 90년대는 아날로그시대가 종료되고 정보통신산업이 전산
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디지털 산업환경이 경제기반을 움
직이는 가운데 80년대부터 추진한 금융 및 유통시장의 개방이 일정궤도에 오르면서

- 62 -

이종구·천만봉

한국 대기업의 인재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개방화시대를 맞게 되었다. 90년대 한국사회의 키워드는 개방
화·민주화·국제화 등으로 집약된다. 대기업들의 막대한 투자와 역동적인 기업경영
으로 가파른 외형성장을 보이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시대였다.10) 하지만 이러한 양적성장 위주의 모방투자는 90년대 말에 발발한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초유의 구조조정사태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98
년과 99년 연이어 진행된 1, 2차 구조조정은 전 기업들이 감량경영체제에 착수한 직
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고학력 취업난과 대량실업사태를 불러일으켜
한국사회를 역경의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였다(정구현 외 2008a, 24-25).
90년대 산업환경은 대기업들의 인재상과 취업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삼성이
‘인간미와 도덕성이 충만한 사람(열린사람)’,‘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
척하는 창조적인 사람(열린머리)’, ‘열린시민으로서 국제감각과 능력을 갖춘사람
(열린행동)’ 등으로 집약되는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했다. 이는 최고경영자가 지향
하는 인재 경영철학이자, 사업전략에 부합하는 창조인·학습인·세계인의 의미를 모
두 담고 있다. 실제로 삼성은 94년“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초일류기업을 실현 한
다.”는‘신경영이념’을 발표했으며 93년에는‘인재중시 사상’을 재확립한다는 취
지에서‘삼성인의 정신’을 발표 하였다.11) 따라서 90년대 삼성의 인재상은 신 경
영이념과 삼성인의 정신, 국내외 기업환경 및 산업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상
태에서 표출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인재상에도 시대배경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젊은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젊은이, 스스로 판단하
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젊은이, 정직하고 예의바른 젊은이’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
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해외지향적인 인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현대의 인재
상은 주력 계열사였던 현대건설의 사업전략과도 같은 맥락으로 전개되고 있다.
80·90년대의 현대건설은 열사의 땅인 중동에서부터 동토의 땅인 시베리아에 이르
기까지 해외시장개척의 명실상부한 선두주자였다(월간리크루트 1989a, 86-87; 월간
리크루트 1989b, 112; 월간리크루트 1991, 86).
90년대 현대의 경영이념, 현대정신, 기업문화, 인재상 등은 매우 유사한 모양새로
10) 한국사회는 87년 6.29 민주화선언 이후 90년 한국, 소련 수교, 92년 한국, 중국 수교, 주식시
장개방, 94년 해외주식투자 자유화,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2001년 WTO 가입 등 민주화,
국제화, 개방화라는 역동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11) 삼성은 제2창업시대(1988-1992)에 해당하는 1994년에 삼성인의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에 원칙이
되는‘신경영이념’을 발표했다. 이는 개방화와 국제화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삼성인
이 지향해야할 인재의 모습이자, 최고경영자의 기업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93년에 발표된 ‘삼성인의 정신’ 속에는 90년대 급변하는 산업환경하에서 기업생존을
위한 삼성인의 자세와 행동기준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신경영이념이 구체화 되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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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영이념은 ‘미래지향, 해외지향, 인재존중’ 이었으며 기업문
화와 현대정신은 창조적 지혜와 적극적인 의지, 강인한 추진력과 근검정신으로 나타
났다. 현대의 인재상이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를 주도하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인
재’로 구체화 된 이유 또한 90년대 현대그룹의 주력사업(건설, 자동차) 특성과 창
업주의 경영이념, 기업문화 등이 접목되어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LG의 인재상도 산업환경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창의력을 갖고 세계최고에 도
전하는 젊은이’의 속에는 90년대 럭키금성(현 LG)의 주력사업(전자) 내용과 개방
화·국제화에 대응하는 경영전략 및 이에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구성원들의 행동강
령이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LG의 인재상은 최고경영자의 기업이념과도 연결되고
있다. 90년대 LG의 경영이념에는‘진취적이고도 부단한 기술개발, 테크노피아 실현,
기술과 혁신주의, 세계화주의’등 첨단산업분야에 도전하고자 하는 LG인들의 염원
이 함축되어 있다. 90년대 SK의 인재상은 기술집약적·자본집약적 산업에 도전하기
위한 인재상 정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선경(현 SK)인의 자세
(SK-MANSHIP)로 ‘패기, 경영지식,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것이 90년대 SK의 인재상으로 구체화 되었다. 90년대 SK는 초정밀산업과 정밀화
학 분야, 종합에너지 및 종합화학 등의 첨단산업에 착수하면서‘적극적·진취적’
행동으로 일과 싸워 이기는 ‘패기’를 선경인이 갖추어야 할 제1덕목으로 삼았으며
이것이 인재상 형태로 고착화 되었다(<표 3> 참조).
<표 3> 1990년대 삼성 ⁃ 현대 ⁃ LG ⁃ SK 인재상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분류
인재상

공개채용시 인재(인성) 포인트

년대
- 인간미와 도덕성이 충만한 사람(열린사 ⁃ 91-96 대기업 채용박람회 활성화 통
람)
한 기업설명회 및 신규인력 현장 채
- 창의와 협력을 바탕, 미래 개척하는 창조 용
적인 사람(열린머리)
⁃ 94년 대기업 상시채용제 도입
삼성
- 열린 세계시민으로서 국제감각과 능력 ⁃ 95년 삼성 프리젠테이션면접 도입(수
갖춘 사람(열린행동)
동면접에서 능동면접 전환, 90년대
- 창조인, 학습인, 세계인, 사회인 상이 결 후반 주요대기업 PT면접 도입 시발점
합된 인재형
역할)
⁃
1995년
주요기업 필기시험폐지, 신인
-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젊은
재평가 위한 종합 직무능력검사 도입
이
현대
⁃
98-99
정부주도형인턴사원제 등장
-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
⁃
99년
주요기업(삼성, 현대, SK, LG,
는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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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젊
은이
- 정직하고 예의바른 젊은이
- 기본에 충실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젊은
이
-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
- 세계 최고를 목표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대우) 신채용기법 I(우수인재소수,수
젊은이
시형태, 선별채용) 도입
※ 집단면접에서 창의력, 가치관 도전성에
⁃ 주요 대기업 집단면접(실무면접)/ 임
중점
원진 면접 등 복수면접으로 인재평가
- 선경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는 자질을
강화
두루 갖춘 사람
- 사고는 적극적으로 하고 행동은 진취적
으로 하는 사람
- 패기, 경영지식, 가정 및 건강관리, 사교
자세 중시
※ 임원진 면접에서 패기, 적극적사고, 진
취적 행동에 중점
- 94년 주요 대기업 상시채용제도 도입, 삼성, 현대, LG, SK 등 면접 다양화, 기업
국제화에 맞춰 인재상, 기업문화 재정립, 시대맞는 신면접 도입, 단일면접 주류지
만 복수면접 등장(삼성, 현대, SK 등)
- 95년 삼성 열린채용 선언, 대기업 직무능력검사도입, 97년 IMF 사태 발발, 99년
신채용기법 도입
- 98년 이후 IMF 체제, 대졸 취업난 심화, 정부주도형 인턴사원제도 도입

주) (유동현 1998, 70; 이종구ㆍ김호원 2008b, 60-61; 이종구ㆍ김홍유 2009, 81; 이종구ㆍ김홍유
2010c, 229) 표 참고, 연구자가 재구성.

3. 2000년대 인재상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최근 한국경제가 선진국 국면에 진입하면서 대기업들의 인재상이 새로이 정립되
고 있다.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특징12)들이 우리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표
출되고는 있지만 디지털 경제화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은 2만 달러 선을 넘나들고 있다. 산업환경이 선진국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식기반산
12) 한국은 2013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GDP)이 2만2,707달러에 달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은 세
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1인당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5000만명 국가)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여러 곳에
서 보이고 있다. 저출산, 저성장, 저효율, 고비용, 고임금, 고학력화, 고실업, 고령화 등은 앞으
로 한국사회가 극복해야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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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향한 대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 80년대부터 대기업들이 착수한 반
도체, 정보통신 등의 지식기반산업은 30년이 지난 현재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핵심산
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대기업들의 인재상도 산업환경과 기업환경에 부응하여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삼성의 인재상은 최고경영자의 창조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의
사장들은 2002년부터 월별 핵심인재확보실적이 업적평가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창
조경영의 본체가 바로 핵심인재를 영입하는데서 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삼성
의 인재상은 ‘창의·열정·소통의 가치창조인(We are Value with Creativity,
Passion, Collaboration)’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3년 현재 삼성이 지향하는 ‘가치 창조인’의 개념은 ‘도전·변화·협업하는
인재’로 구체화 된다. 이들 인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열정과 몰입,
학습과 창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열정과 몰
입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란 “업무열정과 공동체의식,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일에 대한 책임감과 프로의식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인재”를 의미하고
있다. 이는 최고경영자의 인재경영방침과도 접목되는 부분이다. ‘학습과 창의로 세
상을 변화시키는 인재’속에는“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창의
적·독창적 발상과 영감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주력사
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전문성, 창의성, 독창성에 기인한 바 크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인재’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열린 마음으
로 지역, 세대, 계층의 벽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인류에 공헌하는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93년의 신경영이념(인재, 기술, 최고
제품으로 인류사회 공헌), 93년의 삼성인의 정신(미래창조, 세계도전, 고객과 함께),
2002년 천재경영론(21C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수 만명 부양하는 지적창조력의 시
대), 2004년 삼성인의 핵심가치(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
그리고 2006년의 창조경영(창조적 경영시스템과 창의적 인재 발굴·육성으로 기회선
점) 등은 최고경영자가 시대별로 지향하는 인재관과 경영전략이 집약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13)
2000년대 현대의 인재상은‘Innovative Challenger’로 형상화 시켰다. 현대는 창
업주시대부터‘도전’에 경영이념을 둔 기업이었다. 이는 2000년대에도 기업문화이
자, 인재상으로 한층 더 심화, 확대되었다.‘혁신적 도전인’을 지향하기 위한 현대
의 인재상은“불가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로
함축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대는“가치를 창출하는 인재(Value Creator)와
13) http://www.samsungcareers.com/main.html, 2013년4월11일.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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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역량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사고를 가진 인재(Global Developer), 상생
의 시너지를 구현하는 인재(Synergy Builder)”로 구성원의 행동규범을 정립시켜놓
고 있다.14) LG의 인재상도 ‘글로벌 지향적인 창의적인 혁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G는 주력사업이 지향하는 치열한 경쟁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인재상을
구체화 시켰다. 이를 위해“열정을 가지고 세계최고에 도전하는 인재, 실력배양으로
경쟁하는 인재, 자율적·창의적으로 일하는 인재, 고객위주로 끊임없이 혁신하는 인
재”를 행동규범으로 표면화 시켜놓고 있다.15)
SK의 인재상은‘SK 가치(SK VALUES=Love, Passion, Challenge, Innovation,
Integrity, Accountability)에 부합하고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Success Potential)을
갖춘 인재’로 함축시켜놓고 있다.‘기업가치’와‘인재의 잠재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SK가 지향하는 인재상의 핵심키워드는“창의적 문제해결, 과감한 실행,
상호성장추구, 최고전문성추구”로 나타나고 있다.16)
2000년대 대기업의 인재상은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생존경쟁을 위한 치열한 몸부
림을 선명히 반영하고 있다.‘도전, 혁신, 창의, 글로벌’ 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무한경쟁시대를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직업환경과 취업환경도 공통적인 특징아래
‘전문인, 정보인, 지식인, 혁신인’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모습으로 큰 줄기를 형성
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2000년대 삼성 ⁃ 현대 ⁃ LG ⁃ SK 인재상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분류
인재상

기업 및 공채환경

년대
- 창의적인재: 기존형식 탈피적 발상과 인 ⁃ 대기업 종합직무능력검사 일반화(직무
능력검사/인성검사: SSAT 등)
식전환 주도하는 인재
⁃
삼성 - 도전적인재: 개척정신과 변화 ⁃ 개혁선도 대기업 서류전형시, 실용 외국어능력
시험 보편화(T/S, Opic, HSK, JPT 등)
하는 모험정신 소유자
⁃
대기업
역량(직무)면접 및 프리젠테이
- Global 인재: 뛰어난 외국어실력과 다양
14) https://www.hdec.kr:1443/recruit/tp_wewant.asp, 2013년4월11일. download.
15) http://www.lge.co.kr/lgekr/company/careers/support_guide/affairs.jsp, 2013년4월11일.
download.
16) http://www.sk.co.kr/Career/recruit_01.aspx?kits=oms=XLiL5JJi24PVsopenWejiZ0ktvb2uwpY
spgeTLwYgizdeZpX1OAlPhKcPmIWRdS2, 2013년4월11일.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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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면접 보편화(다차원면접 도입, 실
한 문화 적응가능자
무면접 강화)
- 전문인재: 다분야 지식창출 가능한 비즈 ⁃ 인터넷채용보편화, 대기업직종별/직군
니스지향적인 전문인
별 모집 및 채용방식 일반화
⁃ 대기업 60% 공채 및 인턴채용병행(채
<Innovative Challenger>
용시기 다양화, 우수인재 유치전략)
⁃ 새로움에 대한 도전, 불가능에 대한 도전, ⁃ 수요자중심 채용시대(캠퍼스리크루팅
최고를 향한 도전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 우수인재 선발 주력)
현대 치를 창출하는 인재
⁃ 2002 삼성신입사원면접대변화 선언
-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글로벌 역량과 다 ⁃ 공채문화 다양화시대:채용, 필기,면접,
양성을 존중하는 열린사고를 가진인재/ 인재상 등
상생의 시너지를 구현하는 인재

LG

-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
는 사람
-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혁
신하는 사람
- 틱워크를 이루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
- 꾸준히 실력을 배양하여 정정당당하게 경
쟁하는 사람

SK

<Values 부합, Success Potential 갖춘 인
재>
- 창의적 문제해결/ 과감한 실행/ 상호성장
추구/ 최고전문성추구
- SK VALUES=Love, Passion, Challenge,
Innovation, Integrity, Accountability

취
업
환
경

- 선진국사회 진입: 저성장, 저출산, 저효율, 고실업, 고비용, 고임금, 고학력화, 고령
화 현상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비정규직 대량양산, 비정규직 노동법 출범, 고용불안정시대
돌입
- 디지털 경제화 현상: 반도체,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산업 한국경제 주도, 지식기반
직업 부상
-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 장기화, 노동환경 경직화, 고학력 대졸 취업난 심화
지속
- 국내대학 취업진로기구 확대개편, 정부차원 직업 ⁃ 취업 ⁃ 진로교육강화, 취업문화
발전

주) 삼성전자, 현대건설, LG전자, SK주식회사 홈페이지 참고, 연구자 구성(2013.4.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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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대별 인재상 특성 비교분석

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양적성장과 질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62년 이
래 시작했던 경제개발계획은 82년부터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수정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시대적인 범위 속에는 5-7차 발전계획이 전개된 시기였다.17) 이 기간에는
한국경제가 중진국체제에서 탈피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해 본격적으로 역량을 모으던
시대였다. 80-90년대는 산업구조, 업종구조, 경제 인프라 등 기업생태계를 변화시키
는 요인에 대한 체질개선 작업이 국가적·기업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
대였다.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대기업들의 인재상도 산업환경과 기업환경에 맞물려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
공업화 사회(1980-1989)의 인재상 형태는 관리자형(노무형: Physical Power) 인재
가 중심이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중심에 서있던 시대인 만큼 업무에 충실하고 조직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관리자형 인재상이 보편적인 형태였다. 관리자형 인재는 대인
관계 및 팀워크를 중시하는 리더형 인재로써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원만한 사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날로그시대에 적합한 아날로그형 인재가 보편적인 인재의 모
습이었다. 80년대 인재상의 특징은 범인형·보통형·일반형에 해당하는 평균적 인재
를 선호했다.
인재상의 패턴도 80년대 산업환경을 투명하게 담고 있다. 중진국의 상황에서 질적
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외형성장에 주력했으며 젊음의 패기, 진취적 기상, 성실·책
임·근면·협동·인화 등을 강조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노무형 인재상은 개인의 특
성보다는 책임감과 성실성에 기초하는 희생적 행동과 사고를 요구했으며 이것이 미
래지향적인 진취적 사고로 비춰지던 시대였다.
대기업들의 인재상에도 유사한 특성을 지닌 키워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성
실·책임·협동·인화 등은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조직중심에 무게를 둔 인재특성으
로 해석할 수 있다. 80년대 대기업들의 인재상을 비교해보면 삼성의 도전적 인재,
현대의 도전적 자세, LG의 도전적 인재, SK의 적극성, 자발성 등은 매우 유사한 속
성을 지닌 용어이다. 80년대 한국의 대기업들이 육체적 노동중시의 노무형 인재상을
선호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1999, 143-145).

17)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80년대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진행되었다. 시대
적인 구분은 제5차(1982~1986), 제6차(1987~1991), 제7차(1992~1996) 5개년 계획으로 나눠지
며 내용과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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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한국사회는 기술·정보화시대(1990-1999)로 진입하게 된다. 인재상의 형태
도 기술·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 인재(두뇌형: Brain Power)형으로 모습을
달리했다. 인재상 키워드도 창조와 학습, 글로벌 마인드와 국제 감각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선진국 간 첨단기술경쟁이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지능형 인재가 선호 받던
시대였다. 인재상의 특성도 확연히 달라졌다. 80년대의 보통형 인재상이 밀려나고
특이형·디지털형·글로벌형·창조형 인재상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인재상의 패
턴에도 큰 변화를 겪었다. 조직구조에 충실했던 80년대 인재상과는 다른 개성을 중
시하는 창조적 인간형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개성과 끼를 갖춘 인재, 창조적, 도전
적, 적극적 인재, 국제 감각과 능력을 갖춘 인재’등은 변화를 주도하는 90년대의
산업환경과 맞아떨어지는 인재의 모습이었다. 대기업들의 인재상에서 공통적인 속성
이 보이고 있었다. ‘열린사고, 변화주도, 창의, 경영지식소유자’등은 글로벌 경쟁
사회를 주도하는 창조적 인재들이 갖춰야 할 역량으로 꼽을 수 있다.
2000년대 산업형태는 지식·창조화 사회(2000-2013년 현재)로 분류된다. 인재상의
형태도 ‘창의형 인재’인 전략가적 인재형(Concept Power)의 모습을 띄고 있다.
인재상의 키워드는‘전략적·혁신적 지식인’ 등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용
어들로 나타나고 있다. 인재상의 특성도 유사한 의미로 전개되고 있다.‘전문인, 전
략인, 혁신인, 기업가 정신소유자’등 혁신적 사고와 전문지식을 소유한 비즈니스
지향적인 기업가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대의 인재상의 특징은‘전문지식을 소
유한 혁신인’으로 집약된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요구하는 전략적·혁신적 사
고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창의형 인재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들의 인재
상에도 공통적인 키워드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의‘창의적 인재, 전문 인재’, 현대
의 ‘가치창출 인재’, LG의‘혁신 인재, 창의 인재’, SK의‘창의적 문제해결, 최
고 전문성 추구’는 지식·창조화시대가 요구하는 공통적인 인재의 모습이다.
시대별 대기업들의 인재상 변화패턴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산업환경에 따
라 전개되는 기업생태계의 변화 트랜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책임감·
도전·창조·전문인재로 인재코드가 변했으며, 현대는 성실·도전·변화·가치창출
로 패턴 전개가 이루어졌다. LG는 적극·도전·창의·혁신인재로 흘러가고 있으며,
SK는 적극·패기·진취적 사고, 최고전문성 추구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 시대별 기
업들이 지향하는 인재상의 키워드는 조금씩 다르지만 용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특
징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대별 산업환경과 기업환경이 비슷한
상황에서 최고경영자가 지향하는 경영이념, 경영전략, 기업문화 등에 따라 인재상의
특성이 정해진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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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대별`재상 특성비교분석(1980 - 2013)18)
분류
1980-1989
년대
산업(구조)
공업화사회
형태
관리자형(노무형) 인재
인재상 형태
-Physical Power
책임감
인재상 키워드 협동성
성실성
범인형 인재
보통형 인재
인재상 특성
일반형 인재
관리자형 인재

인재상
변화패턴

주
요
기
업
인
재
상

-젊음의 패기와
진취적 기상
-미래지향적사고/인간
존중 정신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사고
-성실/책임/근면/협동/
인화

-도전적 인재, 탐구형
삼성
인재
(삼성전자) -책임감 지닌 합리적
인재
패기와 의지 소유자,
적극적⁃긍정적
현대
사고방식,
(현대건설)
성실 및 도전적 자세

1990-1999

2000-2013년 현재

기술정보화사회

지식창조화사회

창조적(두뇌형) 인재
-Brain Power
창조적
국제감각/ 글로벌마인드
학습인
특이형 인재
디지털형 인재
글로벌형 인재
창조형 인재

전략가적 인재
-Concept Power
전략적
지식인
혁신적
전문인
전략인
혁신인
기업가정신 소유자

-전문지식보유, 창의적
전문가
-개성과 끼를 갖춘 인재
-분석적/ 전략적/ 혁신적
-창조적/ 도전적/ 적극적
사고
-국제감각과 능력갖춘
-마켓지향적/ 고객지향적
인재
인재
-인간미/ 도덕성/ 신용인
-글로벌사고/비즈니스마인
드소유자
창조인,학습인,세계인,사회
창의적인재, 도전적인재,
인(열린마음,열린머리,열린
글로벌인재, 전문인재
행동)
변화주도,
가치창출인재, 열린사고
긍정적사고⁃적극적
소유인재, 상생 시너지
실천, 책임 ⁃ 정직 ⁃ 예의 구현인재

기본에 충실한
창의력소유자,
바른 가치관, 도전적 인재
SK
패기(일과 싸워 이기는 적극적 사고, 진취적
(SK주식 기질),
행동,
회사) 적극성, 자발성, 세심함 경영지식소유자, 사교자세

LG
적극적⁃능동적⁃도전적
(LG전자) 인재

도전인재, 혁신인재,
창의인재, 정당히
경쟁하는 인재
창의적 문제해결, 과감한
실행, 상호성장추구,
최고전문성추구

18) 시대상황에 따른 산업형태의 구분은 선행연구에 따름(경남대학교 2001, 29-39; 조은상ㆍ이상우 2004, 9-11; 김
성수 2008, 58-63; 정구현 외 2008b,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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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 대인관계 및 팀워크 중시하는 리더형 인재, 다기능인재상 요구
(관리자형 인재)
▶ 90년초반: 기술, 정보화사회 주도하는 두뇌형 인재 선호, 국제감각 중시
하는 창조적인 인재상
▶ 90년후반: 변화주도 하는 개방형 인재상 선호, 국제화마인드 강조하는
글로벌형 인재상
▶ 2000년이후: 혁신적 사고, 전문지식 소유자, 비즈니스 지향적인 기업가
정신 요구

주) (이종구ㆍ김홍유 2010d, 230; 류동희ㆍ이종구ㆍ김홍유 2012c, 49-50) 표 참고, 연구자가 재구성.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인재상은 산업환경과 기업환경 그리고 최고경영자 지향하는 경영이념에 기인하여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선진국형 공업화사회를 지향했던 80년대 이래로 한국
사회는 90년대 기술정보화사회를 거치며 오늘날에 선진국 반열에 탑승하는 지식 창
조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80년대 기업사회를 중심으로 공채문화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업의
인재상도 동시에 정립되고 발전하는 전개과정을 거쳐 왔다. 물론 80년대 이전 사회
에도 기업의 인재상이 완전히 부재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채문화가 출현되기
전까지는 창업주나 최고경영자의 인재관이나 인재사상 혹은 경영이념이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행동규범으로 인재상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기업의 인재상은 산업구조와 기업사회의 발전과정과 맞물려 전개되는 양상을 보
여준다. 따라서 사회가 선진화 되고 기업이 발전할수록 복잡한 모습으로 형상화 되
고 구체화 되었다. 8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들의 인재상 키워드
와 특징, 패턴 등도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치며 전개되어왔다. 주목되는 현상은 시대
별로 변천해온 그룹사들의 인재상 형태가 공업화사회 때에는 노무형 인재에 근접하
였고 기술정보화사회는 창조형 인재 그리고 지식 창조화 사회는 전략가형 인재상으
로 유사하게 발전했다는 점이다. 특히, 아날로그사회와 디지털사회가 추구하는 인재
상의 모습은 매우 차별화되고 대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90년대를 기점으로
80년대 사회는 협동·성실·도전으로 압축되는 보통형 인재시대였다면, 2000년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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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반사회는 창의·지식·전략 등으로 집약되는 혁신적인 인재로 정립된다. 80년대
이후 한국 기업사회에 본격적으로 구체화 되어 나타난 대기업들의 인재상 변천과정
과 시대별 특성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인재상은 산업환경과 기업환경, 최고경영자 지향하는 경영이념에 기
인하여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대별 인재상의 형태, 키워드, 특성,
패턴 또한 기업생태계의 변화와 산업구조에 탑승하여 점진적인 변화와 진화를 거듭
하고 있다.
80년대 공업화사회의 인재상은 노무형 인재로 집약된다. 인재상의 키워드는 책
임·협동·성실로 요약되며 인재의 특성은 대인관계 및 팀워크에 공조할 수 있는 범
인형 인재의 모습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다.
90년대 기술정보화사회의 인재상은 창조형 인재로 정립할 수 있다. 인재상의 키워
드는 창조, 적극성, 국제 감각으로 압축되며 인재의 특성은 글로벌 감각으로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 인재의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
2000년대 지식 창조화 사회의 인재상은 전략가형 인재로 요약된다. 인재상의 키워
드는 지식·혁신·전문성으로 함축되며, 인재의 특성은 혁신적 사고와 전문지식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역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소유한 창의적 인재로
구체화 된다.
한편, 80년 이후 산업환경과 기업환경을 변화시킨 시대별 주요 사건도 인재상의
변천과정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80년대의 ‘6.29 민주화선언’과 90년대의 본격
적인‘개방화’ 및 ‘IMF 외환위기’, 2000년대의 지식기반산업이 만들어낸 ‘디지
털 경제화사회’는 대기업들의 인재상 진화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큰 사
건으로 기록된다. 이처럼 인재상은 산업환경과 기업환경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지향
하는 핵심가치에 의해 상호간 유기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끊임없
이 형성시키는 유기체라고 볼 수 있다.

2.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는 80년대 이후 지난 30년간 국내 대기업들의 시대별 인재상의 변천과정
과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내 기업사회에 인재상이 핵심가치로
부상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 이전의 기업의 인재상은 구성원
들이 공유하고 지향하는 행동규범이자, 가치관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2000년대 기
업의 인재상이 핵심가치로 떠오른 직접적인 이유는 조직의 의사결정과 전략수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치들의 중심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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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재상이 이렇듯 조직과 구성원들의 핵심가치의 정점에 있는 데도 불구하
고 지금까지 기업의 인재상은 인사관리의 핵심 연구영역에서 소외된 채 변방에 머물
렀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최근 기업의 핵심가치로 부상하고
있는 인재상의 시대별 변천과정과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동시에 공채문화의 주요 구
성요소인 인재상의 시대별 전개과정을 체계화시켜 학문영역으로 유입했다는 점에 의
의를 두고자 한다. 물론, 인재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인재상의 도출과 정립을 위한
방법적인 연구는 기존에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인재상 개발을 위한 방법적인 연구가 아닌 지난 30여년동안의 우리 대기업들의 인재
상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고찰했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이 아닌 탐색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접근한 만큼 탐색적인 연구기
법이 수반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또한 본 연구는 8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발전과정과 맥을 같이하여 전개되는 기업의 인재상을 통해 최근 공채문
화의 핵심요소로 부상한 인재상의 중요성과 역할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재차 의
미를 남기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를 기반으로 후행 연구자들에게 시대별로 전개되
는 기업들의 직책별·직무별 인재상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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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loratory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n Right People and
Characteristics by the Period of Korea Major Enterprise
- Focus on Samsung ⁃ Hyundai ⁃ LG ⁃ SK after the 1980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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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mpare and analyze evolution and traits of big
companies' right people by periodical division, which were revealed after the emergence
of recruiting culture in 1980s. Since big companies' right people trend changes follow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industrial environment, emphasis has been put to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al approach. Also, right people researche's contribution to
recruiting culture, which can be said as company's core value, were presented with
its implication accordingly. Target period of this research starts from 1980's beginning
of recruiting culture, and lasts until current days of year 2013. Big companies that are
targeted for this research are Samsung (Samsung Electronics), Hyundai (Hyundai
Construction), LG (LG Electronics), SK Corporation, which led recruiting culture as a
major leader in Korean economy from 1980s at the same time. Subjects for this research
are changing trends of right people, and its trait comparison among those big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changing era focused on configuration-key words-traits-pattern
analysis.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changes of big company's right people definition
and their traits since 1980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mpany's right
people definition is attributable to industrial environment, corporate environment, and
management ideology which CEO aspires. Right people in 80's manufacturing society
can be described as 'laboring people'. Its trait is a person who can contribute to team
work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who can be concretely said as a 'person of ordinary
talent'. In 90's information technological society, right people can be defined as creative
people, and its trait can be contretely described as a 'person who leads information
and technological society with global sensitivity'. Right people in 2000's knowledge

* Associate Professor, Humanitas College, KyungHee University.
** Lecturer, College of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yungHee University.

- 77 -

｢경영사학｣ 제28집 제2호(통권 66호)

2013. 6. 30, pp. 49~78

creative society can be summarized as 'strategical talent'. Its trait can be concretely said
as a 'person who has entrepreneurship that creates global business performance
dynamically through innovative thinking and professional knowledge'.
Definition of company's right people which emerged as core value in 2000s, has been
neglected as human resource key research area for last 30 years, and treated as a mere
code of behavior that company aims until 1980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right people's changing process and traits synthetically and systematically, which
currently has risen as a core element of recruiting culture. This research also implies
opinions not only accumulating company-wide material that are necessary for inducing
further developed right people, but also contributing to growth of recruiting culture which
has right people as a component.
<Key Words> Right People, Recruiting Culture, Management Ideology, Code of
Behaviour, Corporat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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