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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ecialty of Construction Manager’s work is largely depends on the project progress stage and the type of 

management work. However, at present, career management system manages only the type and dura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disregarding specialty and competence. However, in order to select a right construction manager 

for the client’s needs or project characteristics, career management should be subdivid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project progress stages or the types of management. In addition, this career management plan is essential for 

construction managers to receive appropriate wages for their careers and competenc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integration of career, work, and competency to promote effective care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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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고용노동부는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개발하여, 

다수의 공공기관의 채용시 이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스펙’으로 획일화되었던 고용시장의 흐름이 이제는 스펙을 넘어 구직자의 실제 

업무능력(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용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질적인 직무역량

을 관리할 수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사업관리 고용시장은 종사자들의 이동 및 이직이 빈번하고, 그 업무의 특성상 사업진행 

단계 및 관리업무의 종류에 따라 그 전문성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건설인력의 경력관리 시스템은 참여 건설사업 종류와 기간 

등으로 관리내용이 국한되어 있어, 건설사업관리자의 세분화된 전문성 및 역량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

의 실질적인 직무역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직무역량기반 경력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 직무별 역량기반 경력관리 체계 구축 방안

2.1 기존 경력관리 시스템

 기존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경력관리시스템은 경력신고를 통해 기술등급, 학력, 자격, 근무이력, 기술경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

고 있다. 본 시스템은 경력신고의 절차와 경력증명서 발급의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경력·자격·학력·교육 

지수를 합산한 통합적인 역량지수를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가 사업진행 단계 및 관리업무의 종류에 따라 필요 

역량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량지수를 통해 직무별로 세분화된 역량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발주자 요구 

및 프로젝트 특성에 적합한 전문역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경력이 건설관리 단계별 및 영역별에 따라 세분화된 역량을 관리하는 

경력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2.2 직무별 역량기반 경력관리 체계 구축 방안

건설사업관리자의 세분화된 직무별 역량의 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역량기반 경력관리 시스템의 활용도는 다음 그림 1. 과 같다. 

본 시스템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직무별 역량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구축될 것이다. 첫째, 건설사업

관리자 및 기업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건설사업관리 단계별 및 영역별로 직무·경력·역량을 분류하고 이를 DB화 한다. 둘째, 경력-직무-

역량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직무별 역량을 정의한다. 셋 째, 직무별 역량점수 산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직무별 역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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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관리한다. 이러한 직무별 역량기반 경력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문분야 역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문역량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생애주기 동안의 일관성 있는 경력 계획 및 관리가 가능하여 개인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사업 

및 발주자 요구에 적합한 인적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기업은 본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기업에 최적화된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의 기본 정보를 확보하여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양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건설사업관리자의 직무별 역량기반 경력관리 시스템 활용도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경력-직무-역량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직무별 역량점수를 관리하는 경력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추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직무별 역량기반 경력관리 시스템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력관리 

시스템과 연동되는 구인/구직 양쪽 당사자 선호를 모두 고려한 역량기반 양방향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기존의 경력관리 시스템 

개발이 주로 경력신고 절차 및 경력증명서 발급의 간소화를 위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 본 연구는 고용시장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전문 인력의 직무별로 세분화된 역량을 관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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