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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ResourceManagementsystem ofHighPerformance
OrganizationPracticingPeople-CenteredManagement

Man-Kee,Lee
Advisor:Prof.JinchulJung,Ph.D.

DepartmentofBusinessAdmin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stration,ChosunUniversity

Amongincreasingrecognitionthatthebasicsourceofcompetitiveness
ofbusinessatthetimeofaugmentedglobalcompetitionisworkers,a
typeoforganizationofhigheraccomplishmentbasedontrustforpeople
hasbeeneffectivelyappliedtotheorganizationalstructureandattitude
ofwork function in western companies.Application modelhasbeen
suggested here through analysis of theory of people-centered
managementcase study,and recognition ofworkers in Korea with
regardtohow thistypeofhigheraccomplishmentorganizationcouldbe
appliedunderKoreanmanagementenvironment.
People-centered management means the management that top

managementrunsacompanybytrustingpeoplethroughtherespectfor
eachindividualmemberoftheorganization.Astheresultofreviewing
theoretical contents in this meaning,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guideline of people-centered management that can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y through trust and respect am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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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workers,and between each individualworkerscould be
presented.
Regardingimplementationsystem,systematicimplementationplanwas

searched through companies that are carrying out people-centered
managementbased onthetypeofhigheraccomplishmentorganization
suggestedbyPfeffer(1998).
Astheresultsofanalysis,thesecompanieswasutilizingvarioussystems
such as voluntary work environment, development opportunity,
compensation, and etc while these companies were implementing
strategichumanresourcesmanagementanddevelopment.
Inordertofindoutthedegreeofrecognitionofworkersaboutthetype
ofhigheraccomplishmentorganization,recognition ofKorean workers
aboutthetypeofSunetal(2007)based onthetypeofPfeffer(1998)
amongthebestpracticesbasedontheexistingfinancialaccomplishments
wasmeasured.
As the results of analysis of primary factors,selective staffing,

participation induction,educationaltraining and nurturing oftalents,
employmentsecurity,internalmobility,and etc were recognized as
primaryfactors.
Clearworkfunctionstatementreport,result-orientedevaluation,incentive
compensation that were used in the existing researches were not
recognizedaspeople-centeredmanagementmethodandtherefore,those
were confirmed to be applied differently underKorean management
environment.
Indicativestatementwasdescribedbypointingoutthelimitationofthis
studythroughthis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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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초초초록록록
인간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고성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이만기
지도교수 :정 진 철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글로벌 경쟁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우위의 원천이 근로자라는 인식이 늘
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한 고성과 조직의 양식이 서
구 기업들에게 조직성과 및 직무태도에 유효하게 적용되어 왔다.이러한 고
성과 조직양식이 한국적인 경영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한국의 인간중심경영의 이론,사례연구,근로자 인식에 대한 분석 등을 통
하여 적용모델 등을 제시 하였다.
인간중심경영은 경영자가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존중을 통하여 신뢰하는
경영을 의미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이론적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조직,근
로자,근로자간의 신뢰와 존중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간
중심경영의 통합 실행지침을 제시 할 수 있었다.실현 제도에 관하여서는
Pfeffer(1998)가 제시한 고성과 조직 양식을 중심으로 인간중심경영을 실현
하고 있는 기업을 통하여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이들 기업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인적자원관리와 개발을 추진하되 자율적 업무환경,개발
기회,보상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었다.고성과 조직의 양식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재무적 성과에 기초한 최
선의 관행들 가운데 Pfeffer(1998)의 양식을 바탕으로 Sunetal(2007)의 양
식에 대하여 한국근로자의 인식을 측정하였다.요인분석결과 신중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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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유발,교육훈련 및 인재육성,고용안정,내부이동 등이 요인으로 인식되
었다.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명백한 직무기술서,결과 지향적 평가,인센
티브 보상 등은 인간중심경영방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적 경영
환경에서는 차별적으로 적용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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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절절절 문문문제제제제제제기기기 및및및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기업의 목적에 관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회 생활향상에 기여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목적과 사회 속에서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가치나 목표,이데올로기
에 부합되는 활용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Etzioni,1988).그러나 많은 기업
들이 기업의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을 비용 수준으로 취급함 따라 근로
자들이 직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 즉,자기실현,일의 사회적 가치․의미,동료관
계,직장생활과 사회․가정생활 조화를 소홀히 하여 기업의 균형 있는 역할을 수행하
기 어렵게 되었다(Pfeffer,1998).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신산업의 출현과 기존 산업의 변화,글로벌 경쟁격화 등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가치 창출의 근본적인 원천은 바로 인재이며,앞으로의 경영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창조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중심 경영을 통한 혁신
역량의 구축에 달려 있다.다시 말해서 가치경영,오너십 경영의 핵심이 되는 인간 중
심경영을 실현하여 개인과 조직 더 나아가 기업의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의 상생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업조직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와 같은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의 경영이 필요하게 된다.
21세기 기업 간 경쟁 원리는 자금력이나 물적 자원에 기반한 경쟁으로부터 인적자
원에 기반한 경쟁이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Pfeffer,1994).고도의 전문적 지
식,기술,능력을 갖춘 잘 준비된 인적자원은 경쟁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적 경쟁우위의 원천이 된다고 자원기반 이론가들의 연구(Barney,1991)를
기반으로 인간중심의 경영이 강조되는 것은 과거의 기업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제공했
던 기술,물적 자원 및 재무 자원 등이 다른 기업들과 공유하기가 용이해졌고 또한 모
방하기 쉬워짐에 따라 토지,노동,자본을 통한 경쟁우위는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 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Pfeffer,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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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rich(1997)는 「HumanResourceChampions를 통해 기업경쟁력의 핵심은 조직역
량에 두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즉,제표,
원가 등 전통적인 형태의 경쟁력은 경쟁력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지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이와 같은 새로운 조직역량은 전략이
나 시스템 보다 사람,즉 조직구성원의 강한 몰입을 이끌어 내어 실행력을 높이는데서
나오게 된다.따라서 개인의 역량과 조직역량을 향상시키는 핵심수단으로서 인재경영
은 미래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주요 수단이 되며 경쟁력 향상의 근간이 된다.
이처럼 사람이 조직경영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과와 경쟁력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고성과 인사 관리 시스템이 강조되
는데,이들 조직의 특성은 근로자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즉,근
로자를 조직경영의 중심으로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삶의 질도 높이려는
조직경영 방식이 인간중심경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중심경영이 중시되면서 미국에서는 고성과 직무제도(highperformance
worksystem :HPWS)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humanresourcemanagement
:SHRM)등 고성과 조직의 인간중심경영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 되었다.이런 연
구들은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산업에서 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주었다.예를
들면,자동차 산업(MacDuffie,1995),철강산업(Arthuur,1994),금융업(Delery& Doty,
1996)등의 특정 산업대상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최근에는 다른 문화권으로도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Bae,& Lawler,2000:
Guthrie,2001:Lee& Johnson,1998).이들 연구들이 대부분 인간중심 관리 방식들이
미국 외의 국가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을 보여 주고 있어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
서 활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이에 본 논문은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
한국에서 고성과 조직의 양식을 적용하여 인간중심경영을 실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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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인간중심경영의 토착화를 위해 첫째,인간중심경영의 원리와 제도를 탐색한
다.한국에서 실현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간중심경영 이론을 살펴
봄으로서 한국의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이는 누구에게
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이론의 정립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원리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면 제도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서양 중심의 인간존중 양식의 제도들을
살펴본 후 대표적인 양식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제도 실현 사례를 탐색해 보는 것은
한국에서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제도 측
면의 실무적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한국적 인간중심경영의 실현을 위해서 인간중심경영양식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을 탐색해 본다.기존의 고성과조직의 연구들의 대부분은 조직산출물이나 재무적
산출물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문화적 차이에 따른 관리 양식이 서양화
되어가는 인간중심 관리 방식들에 대한 한국적 업무환경 맥락에서 종업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이는 Ramsay et al.(2000)은 고성과 작업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고몰입
(high-commitment)또는 고관여(high-involvement)의 근로자 측면의 성과로 표현되는
동기부여 효과를 통해서 작동하는 것을 가정하고,단지 경영관행의 조합과 성과지표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측정하는 것에 치우치고 있다고 규정하고,새로운 경영관행으로
부터의 성과획득은 노동 강도강화,과업통제권의 해제,증가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연
결되는 과정에 기인한다는 노동과정개념화를 대안적인 가설로 세웠던(김충호,2001)연구에
서와 같이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 결합을 시사하고 있어,근로자의 역량 발휘에
앞서 서양의 인간중심경영관리 양식에 대하여 설문을 통하여 한국근로자의 인식을 탐
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변화하는 환
경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함에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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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논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은 연구 의문점에서 비롯된다.
첫째,일반적으로 미국의 고성과 경영 시스템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으로부터 비
롯되는 효율성 위주의 경영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식 경영방식
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고성과 조직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고성과 조직을 형성하는 인적자원관리 방식은 Pfeffer 교수가 주장하는
7-bundleHR전략에서 비롯되는데 최근 이와 같은 Pfeffer교수의 고성과 조직의 특성
을 바탕으로 Sun,Aryee,& Law(2007)의 고성과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특성이 한국적
경영환경 맥락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요인분석 하여 검토하고자 한
다.
셋째,고성과 조직을 이루는 인간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
들 사례를 통하여 한국적 기업풍토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본 논문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중심경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한국에서의 인간중심경영의 원리를 살펴본다.지금까지 연구되었던 인간중심경영의 효
과성과 Pfeffer의 7가지 경영관리와 Sunetal(2007)의 이해를 통해 한국기업에서 경영
관리 양식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근로자들의 인간중심경영의 양식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한 후 한국에서의 인간중심시스템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 1장은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연구의 범위 및 구성을 제시하

고 있다.
제 2장은 인간중심경영을 설명하기 위하여 첫째,인간중심경영의 이론화에 대한 접
근법 및 한국에서의 인간중심경영의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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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원리를 확인한다.둘째,인간중심경영의 실천에 따른 조직성과와 직무태도를 검
증한 실증분석 결과를 검토한 후 성과에 대한 최선의 관행이라 할 수 있는 고성과조
직의 경영관리 양식을 살펴본다.
제 3장은 Pfeffer의 7가지 경영관리 및 Sunetal(2007)양식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에
서의 실천 사례 및 적용가능성을 확인한다.Pfeffer가 제시한 인간중심경영 양식이 어
떠한 모습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제 4장은 한국근로자의 인간중심경영 양식의 인식도를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미국을 대표로 실행되고 있는 양식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적용여부에 있어 근로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본다.구체적으로 Sunetal(2007)의 고성과 조직의 형태를 한국적
인 맥락에서 재조명하고자 이를 탐색적 요인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인간중심경영의 고성과 조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제 5장은 인간중심경영원리,한국에서 인간중심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사례분석,업무관행에 대한 근로자의 요인분석 등을 통한 모델을 제시한다.
제 6장은 결론적으로,요약 및 한계점,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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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본 장에서는 고성과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고 종업원의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고 있
는 인간중심경영의 이론적 설명과 함께 실증적으로 인간중심경영을 근거로 한 고성과
조직의 효과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제제 절절절 인인인간간간중중중심심심경경경영영영의의의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인인인간간간중중중심심심경경경영영영의의의 접접접근근근법법법

전통적인 경영관리의 원칙은 조직 구성원 간에는 업무 능력을 둘러싸고 분명한 능력
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조직 내에 명확한 위계를 설정하고 그 위계에 따라
업무의 기획과 집행을 분리하였으며 일선의 종업원은 계획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
는 소극적인 범위내로 기대역할을 한정하였다.반면,고성과 작업시스템 하에서 근로자
는 정신적,지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으로 가정되면서 그 잠재력을 최대
한 발현시키는 것이 현대 기업의 인사관리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간주 되고 있다
(Bareney,1991).
국내의 기업경영방식이 인간 소외 현상을 초래하고,책임적 통제방식을 조장하여 개
인 및 집단이기주의를 발생시키면서 건전한 인간관계를 붕괴시키고 창조적 변화에 대
한 저항을 유발 시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신유근,2007참고).신유근(2007)은 인간
존중경영의 기본정신을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존중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인간존중경
영으로 설명하고 있다.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존중경영은 종업원 개개인의 삶을 존중
하고 개인의 사고방식과 개인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인간존중경영은 기업이 영구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목표와 사
회적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
하고 육성하여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배양시키는 관리방식을 강조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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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인간중심경영은 고성과 작업 집단 관리 방식 또는 몰입형 관리 방식 (학
자에 따라 고성과 관리방식(즉 HPWP,Huselid,1995;Peffer,1998),몰입형 관리방식
(Arthur,1994)또는 고관여적 관리방식(Pil& MacDuffie,1996))등으로 정의 된다.사
실 이들 관리 방식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별적인 면이 존재한다.예를 들어,HW는
기업들이 고유의 인적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 할 수 있겠다는 인적자원
기반이론에 보다 입각한 것으로 평가되며(Huselid,1995),고관여적 관리 방식에서는
그러한 경제적인 성과가 항상 입증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Pil& MacDuffie,
1996).한편 몰입형 관리 방식은 보다 행동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종업원들의 바람
직한 행동을 유도하고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Arthur,1994).이러한 차이에
도 불구하고 이들 접근방식들은 근로자들과의 장기적이고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몰입을 꾀한다는 근본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분류 될 수 있다
(Pfeffer,1998).
개별 근로자의 추가적인 노력을 유발하고 근로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여 기업
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에 주목하는 연구의 흐름 역시 기업성
과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내용과 운영방식이 무엇인가라는 질
문에 답을 찾는 과정과 유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구성요소간
의 내적 적합성과 상황 또는 기업전략과의 외적 적합성 정도의 중요성을 둘러싼 보편
론적 접근법(universalisticapproach),상황론적 접근법(contingencyapproach),형태론
적 접근법(configurationalapproach)등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 결과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실제로 종업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증명되고 있다(Appelbaum et.al,2000;Freeman& Kleiner,2000).또한 조직내
신뢰를 향상시키기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며,개별 근로자의 만족의
결과 이직율과 결근율도 감소한다(Arthur,1992;Huselid,1995;Appelbaum etal.,
2000).
인적자원관리와 기업성과의 관계설정에 관하여 어떠한 인적자원 관리가 효과적인가
에 대한 물음에 어떤 저자들은 인적자원관리에 대해 최선의 관행들(Bestpractices)로
접근하는 보편적 접근법(universalisticapproach)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예
컨대, Delaney,Lewin& Ichniowski,1989;Huselid,1995;Osterman,1994;Pfeffer,
1994),다른 연구자들은 상황론적 접근법(contingency approach),(예컨대,Bu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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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s & Napier, 1991; Schuler & Jackson, 1987). 그리고 형태론적 접근법
(configurationalapproach)이 발전되어 왔다.(예컨대,Arthur,1992,1994;Delery&
Doty,1996;Wrigh& McMahan,1992)

1)보편적 접근법(universalisticapproach)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중 인적자원이 조직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가
치있고(valuable),희귀하고(rare),대체될 수 없고(nonsubstitutable),모방할 수 없는
(inimitable)성격을 지닌 인적자원이 있을 경우 그 기업은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
고,이러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보다 성과 면에서 우월하다(Pfeffer,
1994).이러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기업은 이러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제도와 관행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편적 접근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나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제도
가 존재한다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즉 기업의 유형과 전략에 따른 적합성을 초월하
여 성과에 긍극적으로 기여하는 인적자원관리 제도,즉 최상의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조직의 특성과 관계없이 특정한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갖춘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항상 성과가 높다고 보는 이 관점은 고성과 창출형 인적자원관리와도 관계가 있
다(Huselid,1995).이러한 인적자원관리 기법들은 다른 기업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
기도 한다.보편적 접근법의 최대 관심사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인적
자원관리 기법을 찾는 것이다. 대표적 학자로는 Pfeffer(1994), MaxDuffie(1995),
Huselid(1995)를 들 수 있다.
최선의 관행은 연구자에 따라 고성과 업무관행(HPWP:High PerformanceWork
Practices,Atrhur,1994;Huselid,1995;MaxDuffie,1995;Snell& Dean,1992),혁신적
업무관행(IWP:Innovative Work Practices,Ichniowski,1996;Ichniowski,Shaw &
Prennushi,1997),고몰입 업무관행(HIWP:HighInvolvementWorkPractices,Pil&
MacDuffie,1996)또는 진보적 인적자원관리(ProgressiveHRM Practices:Delaney&
Huselid,1996)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진다.현재까지 기업의 성과와 연계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강조되고 있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유형은 고성과작업체계
(high-performanceworksystem)또는 고몰입지향적(high-commitmentoriented)인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기존의 테일러식의 통제 중심적 방식에서 탈
피하여 현장종업원의 몰입과 참여를 통한 조직성과의 향상에 초점을 둔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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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다.
보편적 접근법은 주어진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간의 관계가 조직의 크기와 관계없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실증연구를 할 때 모델에서의 주된 독립변수는
인적자원관리 변수들이고 (유구창,1998),연구를 위해 중요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조직의 업무수행과 인적자원관리들과의 관계가 반드시 상정
되어야 한다(Delery& Doty,1996).
거시적으로는 자원기반 관점에 입각해서 인사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
명한다(Gerhartetal,1996;Snelletal.,1996;Becker& Huselid,1998).여기에서는 전
략적 자산 개념이 중요한데,인사관리시스템은 사회적 자산으로서 비가시적이고 그 형
성에 있어서 역사성을 지니며,개별 관행들 간의 보완적 관계로 인해서 모방 장벽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서 전략적 자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Barney,1992;Pfeffer,1997;Becker& Huselid,1998).이처럼 전략적 자산의 속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적 일관성을 지닌 특정 인사관리시스템은 조직의 지속적 경쟁우
위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Delery와 Doty(1996)은 7가지 인적자원관리 관행(내부경력관리,공시적 프로그램,평
가제도,이윤분배제도,고용안정성,고충처리절차,직무설계)을 최선의 인적자원관리 관
행으로 선정하였고,Pfeffer(1998)는 7가지 인적자원관리를 도입한 회사들이 그렇지 않
은 기업보다 더 높은 조직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사람을 통한 경쟁력의 확
보(competitiveadvantagethroughpeople)를 위해 7가지 인적자원관리 관행으로 고용
보장,선별적인 고용,자율작업팀과 조직설계에 있어 분권화,성과기준 고임금,다양한
훈련,직위 차별의 완화,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등을 제시하였다.조직의
성과를 높여주는 공통된 관행들은 대체로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추구(성과분배제도,인
센티브)하고 종업원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교육훈련의 강화를 통한 종업원 능력의 다
양화,내부승진,제안제도)할 수 있게 하고 ,팀워크를 지향하는 것이다.
Youndtetal.(1996)은 신중한 선발,문제해결 팀,다기능과 숙련을 위한 훈련 및 고
용보장,성과기반 평가와 보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고성과 지향의 인적자원관리 시스
템은 필수적 요소들로 하였다.고성과 지향의 인적자원관리 하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종업원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키고,적극적인 참여 과정에서 공정혁신과 제품
혁신 등의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된다.이와 같은 기술혁신에 필요한
숙련형성,능력제고,그리고 동기부여,참여기제 뿐만 아니라(송보화,2005),혁신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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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평가와 보상이 연계되어 기술혁신은 더욱 추진력을 갖추게 된다.고성과 지향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신적 ․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내용과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설계 되었다(Barney,1991)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 관행들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전념할 동기
를 창출하고 역량을 형성하며,스스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자율을 부여하며,나
아가 높은 전념에 따라서 높은 노력을 발휘하고 역량에 근거해서 창의적으로 행동하며
자율에 따라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도록 한다.학자들마다 사용하는 구체적인 제도들
은 차이가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공통적인 점은 역량,헌신,참여와 관련된 제도들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상황적 접근 방법(contingencyapproach)
상황적 접근 방법은 보편적 관점이 어떤 기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적
자원관리가 존재한다는 것과는 달리,기업의 고유한 특성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각기 다른 형태의 인적자원관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인적자원관
리에 최선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조직전략과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적합성이
있을 때 성과가 높다고 주장한다.기초적인 전제는 조직을 조직화하는데 있어 하나의
최상의 방법이란 없다는 것이고,조직화하는 방법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은 달라지며,
조직을 둘러싼 상황변수에 따라서 조직화하는 최상의 방법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어떠한 환경에도 적합한 조직의 구조나 절차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 등
이 바뀌어야 함을 역설한다(Lawrence& Lorsh,1967).인사전략 유형이나 인적자원관
리 관행들이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나 경쟁전략에 적합할 때가 그렇지 못할 때보다 조
직의 유효성이 더 높다고 가정하는 것이다(Bird& Beechler,1994).즉 모든 조직에 공
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조직의 산업 환경과 구조
(Begin,1991),전략(Youndt,Snell,Dean& Leoak,1996;Cappelli& Hefter,1996)또
는 산업특성이나 기술 특성을 포함한 조직특성(MacDuffie,1995),경영자의 능력
(Huselid,Jackson& Schuler,1997),제품수명주기(Schuler& Jackson,1989),조직수명
주기(Randal& Schuler,1989)조직의 생산기술(Snell& Dean,1992)등의 상황변수들
과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적합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기업의 경영전략과 조직수명주기의 단계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취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ird& Beechler,1984).상황적 관점에서 많이 이용되는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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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유형은 Porter의 경쟁전략 모형과 Miles& Snow(1998)의 경영전략이다(배종석,
1999).따라서 독립변수인 인적자원관리 관행들과 종속변수인 조직의 성과간의 선형관
계를 가정하는 보편적 접근법에 비해,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상황변수에 따라
양자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박호환,2003)
상황론적 관점은 인사시스템과 조직특성간의 적합성이 높은 성과를 낳는 근거를 행
위론적 관점에 근거해서 설명하기도 한다(Delery& Doty,1996;Becker& Huselid,
1998).여기서 행위론적 관점에 근거한 설명이란 조직상황 특히 경쟁전략이 요구하는
행위를 인사시스템이 형성함으로써 양자 간의 적합성이 높은 성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예컨대 경쟁전략과 인사시스템의 적합성이 높은 성과를 낳는다는 것은
경쟁전략이 요구하는 인적자원과 행위를 인사시스템이 육성함으로써 경쟁전략을 효과
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성과를 낳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상황론점의 검증
의 한계는 조직상황의 유형화 및 조직상황 유형별로 요구되는 인적자원과 행위가 구체
화 되어야 하고,인사시스템을 유형화하고 인사시스템이 낳는 인적자원과 행위를 구체
화한 이후,유형별 적합성 정도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야 하는데 이
는 사실상 불가능한 과업이다(Dyer& Reeves,1995).이러한 난점으로 인해서 실증연
구에서는 조직상황을 대부분 경쟁전략으로 단순화시키고 있으며 경쟁전략도 대부분 포
터의 본원적 전략이나 마일즈-스노우의 경쟁전략유형을 사용하고 있다.예컨대 상황론
적 관점에 따르면 방어형 전략이나 차별화 전략은 고몰입 인사관리시스템과 결합되어
야 높은 성과를 낳게 된다.

3)형태론적 접근법(configurationalapproach)
형태론적 접근법은 기업마다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
으며,하나 이상의 인적자원관리 방법이 동등하게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equifinality),인적자원관리 정책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
는 조합은 한정되어있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인적자원관리가 일정한 형태
(configuration)를 이루게 되면 쉽게 모방되지 않고 대체가 어려우므로 경쟁우위의 요
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Arthur,1994;Delery& Doty,1996;Lado&
Wilson,1994).특히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개별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전체 인
적자원관리 관행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원리(holisticprinciple)로 보고,인
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원리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패턴을 중심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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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Dotyetal,1996).

보편적 관점과 상황적합적 관점은 전략과의 연계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입장을 취
하고 있는데,Becker& Gerhart(1996)는 고용안정과 종업원 존중,종업원 참여,고임금
등의 요소들이 조직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이루는 보편적 규범의 지침원리로서 적용이
가능하며,인적자원관리 제도간의 결합형태 및 정책대안과 같은 것은 기업 특유적인
것으로서 상황적합성이 중요하므로 동일한 조직 내에서라도 그 수준을 달리해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배종석,2003).

한한한국국국의의의 인인인간간간중중중심심심경경경영영영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의의의미미미

한국의 경영환경맥락에서 인간중심경영의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서 보편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인간중심경영의 원리들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한국적
인 상황에서 인간중심경영의 이론적 접근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데 부분
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신유근의 인간존중경영이론(2008)과 양혁승의 사람중
심경영실현 이론(2007)을 통해서 한국적 인간중심경영의 기초적 원리를 통하여 의미를
살펴본다.

1)신유근(2008)의 인간존중경영의 의의
신유근(2008)은 인간존중경영의 의미를 인간은 이성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이나 동물
과 구분되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기 때문에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하여야
하며,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에
게 그에 걸맞는 작업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조직에서 구
성원들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할 뿐만 아니라,구성원들 스스로가 이
성을 가지고 자율적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조직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경영방식 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러한 인간존중 경영은 경영인본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고 있다.경영인본주의가
지향하는 철학적 기본가치와 원리들을 기업조직의 경영에 원용하여 기업이 인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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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을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경영 패러다임으로서,조직에서의 인간에 대한 신뢰를 핵
심적인 기본지향가치로 삼는다(신유근,2008).인본주의는 인간에 대한 강한 믿음인 반
면,경영인본주의는 인간을 존중하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경영현실에 접목한 사상
(정해창,1995)으로 조직공동체의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조직에서의 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존중경영은 개발경영,자율경영,

참여경영이라고 하는 실행목표로 구체화되며 각각의 실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과제들을 제시한다.

(1)개발경영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서 바라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자가 조직의 여건 및 기회를 제공하며,구성원 스스로도 자기계발의 노력을 기울
이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존중의 경영방식이다.사전적 의미의 개발은
사물이나 사람의 진보적인 변화를 통한 발전과 성장을 의미한다.특히 사람을 대상으
로 한 개발의 의미는 사람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자극하고 자주적인 태도와 습관을 길
러주는 활동을 의미한다.따라서 개발경영은 개인적 입장에서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나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자기 계발을 통한 자기 정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경영방식이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발은 개인과 조직사이의 적합성(person-organizationfit)을 높여 개인목표와 조직
목표가 합치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Greenberg,1996).신유근(2008)
은 조직행위론적 접근 관점에서 개발경영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사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조직원 스스로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하도록 하
며,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동기유발을 경영자가 부여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자율경영 -구성원들이 일을 하거나 조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

제들을 스스로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신유근.2008).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자율
을 좋아하며 특히 자율성을 향한 욕구가 높은 개인들은 자신이 일하는 속도를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하고 과도한 규칙이나 철차에 얽매이지 않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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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ray,1938).자율경영은 통제․강제의 경영방식들을 지양하고,조직구성원들 간에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인간관계와 태도를 형성하여 자율적인 협동을 통해 효과적으
로 목표를 달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한다(Walton.1973).이러한 의미에서 자율
경영은 단순한 자유를 넘어 집단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간존중경영의 토대를 마련한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집단수준에서 팀 활성화를 통한 자율경영의 실천과제로 커뮤니케
이션의 활성화,집단의사결정의 질 향상,효과적인 리더십의 개발,부문 간 갈등의 해
소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
(3)참여경영 -참여경영은 조직전체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유효

성을 높일 수 있는 인간존중의 경영방식이다.사전적의미의 참여란 이익의 공유와 함
께 고통의 분담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기업에서 참여란 조직구성
원들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의 손익을 공
유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참여는 서로 책임을 공유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며,참
여하는 당사자들 간의 협동과 협력을 중시한다(Ramsey& Calvert,.1994).참여경영이
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상사․부하 혹은 동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설정,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및 그 실행에 참여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운 영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
다.종업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며,누구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대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수준에서 조직변화를 위한 참여경영의 실천과
제로 참여적 조직구조의 설계,정도 지향적 기업윤리 풍토조성,자율공동체적 기업문
화의 창달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요컨대 인간존중의 경영방식은 인본주의 경영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조직구성원 개개
인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협력하고 기업경영과정과 결과에 참여
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경영방식으로서,우수 인력을 조직 내
로 유인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헌신노력과,애사심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부여시킴으로써 경영성과 향상에 공헌
할 수 있다(신유근 2008).인간존중 경영방식은 특히 미래사회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방식이다.
신유근이 제시한 인간존중경영에 대한 정의와 체계는 조직행위론적 접근을 통해 체
계화한 처음의 시도이다.그러나 인간존중경영에 대한 조직행위론적 접근방식을 취함



- 15 -

으로써 제한된 범위에서의 논의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시각과 접근을 통해 구체적인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2)양혁승(2006)사람중심경영의 의의
사람중심경영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경영방식을 전제하고 붙여진 고유명사라기보다

는 사람을 경영의 중심에 놓는 제반 인사경영방식을 포괄하는 보통명사라고 볼 수 있
다.사람중심경영의 핵심은 ‘사람’이 조직경영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데 있다.
사람이 조직경영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첫
번째 의미는 사람이 조직경영의 수단적 위치에만 머물지 않고 조직경영의 궁극적 목
적으로 대우 받아야 한다는 윤리적 명제를 내포하고 있다.두 번째 의미는 사람을 경
쟁력우위의 핵심원천으로 인식하고 조직구성원들 안에 내재되어있는 잠재력과 창의력
과 조직에 대한 헌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함으로써 치열한 국제 시장경쟁 환경을
이겨나간다는 기능적 차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상의 의미를 고려할 때 사람중심경영은 물적 자본을 중시하는 경영패러다임과 대

비되는 개념으로서 직원들을 대체 가능한 생산요소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관리하기보
다는 직원들 안에 축적되어 있는 인적자본(Humancapital),즉,업무수행에 필요한 지
식․기술․역량과 특질 등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직원과 기업 간,더 나
아가 조직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Stakeholders)간 상생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인사경
영패러다임이다.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그들의 헌신을 이끌어냄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높이

려는 고성과 인사시스템은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의 개인적 발전 사이에 상생의 순환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사람을 조직경영의 중심에 둠으로서 조
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삶의 질도 높이려는 조직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
다.이러한 사람중심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상호신뢰에 기초한 고용관계 추구
사람중심경영은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 간 상호신뢰를 핵심기반으로 고용주와 근로

자들 간 상호신뢰의 토양 위에서 결실을 맺게 된다.고용주는 조직 내 직원들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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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1차적으로 섬겨야 할 고객으로 여겨 그들을 최선을 다해 대하고,직원들은 회사
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고 회사의 고객을 정성을 다해 만족시킨다.경영진은 중장기적
인 이득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회사
에 관한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하며,회사의 이득을 직원들과 고유하겠다는 의지를 가
지고 최선을 다한다.한편,직원들은 회사가 자신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며 자신들의
운명이 회사의 운명과 함께 간다는 공존공멸의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소임을 완수 하는 자세로 일한다.
(2)자산관점의 인력운영 지향
사람중심경영은 인적 자산을 기업경영의 핵심기반으로 여기며,자산 관점에 입각하

여 인력을 운영한다.자산관점에서 운영한다는 의미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쉽게 직원들
을 감축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따라서 사람중심경영체제 하에서는
인적자본의 증대를 위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그것은 평생교육과 같은 교육
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일정 수준의 여유인력 운영 등으로 나타난다.여유인력
이 확보될 때 일과 교육훈련 혹은 일과 혁신과제수행 간 선순환이 가능해지며,개개인
의 생산성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조직구성원의 생애생산성곡선(Lifetime
productivitycurve)이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일정수준 이상
으로 유지될 수 있다.
(3)구성원의 역량,조직몰입,주인의식 극대화에 초점
사람중심경영은 직원들의 역량과 주인의식과 조직몰입 등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다.직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고,그들이 조직과 자신의 업무에 대해 헌신적 자세와
주인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이를 위해 역
량계발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고,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
의사결정권과 회사의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장기적 고용관계 지향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생애 생산성곡선(Lifetime

productivitycurve)이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일정수준 이상 유
지되도록 하는 등 장기적으로 회사와 직원 간 상생을 가능케 하는 장기고용관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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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일과 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여유
인력을 유지하는 인력운영방식을 채택한다.
(5)조직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추구
인건비 절감보다는 조직의 혁신역량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다.지속적으로 인적자본

강화를 위해 투자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와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입장
이다.사람중심경영이 인력의 규모감축이나 직원들의 임금삭감 등을 통해 단기적 생산
성이나 이윤을 극대화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유인력의 활용과 고임금 지급 등을 통해
직원들의 혁신역량과 사기를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중장기적 이윤구조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조직운영 지향
사람중심경영은 고용관계 속에 경제적 계약관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계약관계 측면

이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그 뿐만 아니라,구성원 개개인간 제로-섬 경쟁의 장(場)이
라는 점을 중시한다.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뿌리를 내릴 때 시너지 효과
가 창출되고,구성원들 간 서로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조직의 성장과 구성
원 개개인의 성장이 상승궤도를 그리는 S나선형 선순화(Virtuousspiral)를 이룰 수 있
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한한국국국적적적 인인인간간간중중중심심심경경경영영영의의의 종종종합합합적적적 견견견해해해

전통적 통제 지향적 조직관리 시스템 하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있지만,고몰입 인사시스템1)은 조직 구성원들의 높은 작업동기와 헌신에 기초
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려는 인사시스템으로서 직무충실화(JobEnrichment:업무와 관

1) 고몰입 인사시스템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구성 모델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모델들
이 발전적으로 결합하면서 형성되어 온 것이라 볼 수 있다(Garvin& Klein,1993).그
큰 흐름의 중심에서 고헌신 인사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이론 혹은 모델로
는 Y이론(McGregor, 1957), 내재적 동기이론(Herzberg, 1968: Hackman &
Oldham,1976:Deci,1975),일본식 인사경영시스템(JapaneseHR system),사회․기술
통합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s model), 총체적품질관리 시스템(TQM: Total
QualityManagrmentsystem)등이 있다.관심의 초점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불러져
왔다. 고성과 인사시스템(Hihg-Performance HR System), 고몰입 인사시스템
(High-InvolvementHRSystem),자율경영 인사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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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재량권의 폭을 넓힘.)권한위임,의사결정 공유,팀을 기초로 한 조직구조,열린
의사소통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신유근(2008)과 양혁승(2006)의 인
간중심경영은 근로자들의 역량을 주도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의사소
통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의 참여 및 결정에 대한 의미는 고몰입 인사시스템에 기초
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중심경영은 기업의 구성원이 경영의 핵심 원천이며,조직의 최우선의 가치에

서 찾을 수 있다.아무리 훌륭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
벽하게 구축한다 할지라도 환경변화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창의력과 문제 해
결능력을 갖춘 인재가 있는가에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전자는 지식경제 시대에 있어
가치창출의 근본원천이 인재이며 핵심인재가 역량을 발휘하면서 변화되는 사회에 지
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역량 발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후자의 의미는 기업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에 대한 조직의 최우선 가치로 인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과거의 기업경영은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단일
목표의 수단으로 취급함으로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직장생활에서 심각한 소외를 경험
하게 한다.조직 내에서 단순화․표준화․전문화,즉 3S(Simplification,Standardization,
Specialization)의 추진은 조직구성원들을 거대한 기업조직의 미미한 부품과 같은 존재
로 만듦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극심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하고,직장생
활에서 무력한 모습으로서 있는 자신이 더 이상 주체적 자아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한다(정해창,1995).이러한 과거의 기업의 조직경영의 수단을 넘
어 인간중심경영은 기업발전의 궁극적 목적중 하나로 인간의 가치 중심적인 의미를
중시함으로써 조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가 포함 되어있다.
인간중심경영은 조직에서의 근로자 신뢰로부터 시작한다.장기적 고용관계 지향,조

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추구,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조직운영 지향으로
근로자가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이러한 근로자간의 협력을 통
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성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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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인인인간간간중중중심심심경경경영영영의의의 효효효과과과성성성

앞선 내용들은 조직의 성공요인으로 경영전략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전략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로부터 비
롯되는 조직의 문화나 역량이 중요한 장기적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인인인간간간중중중심심심경경경영영영의의의 효효효과과과성성성

기업의 성공원천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업의 규모,세계적인 기술력,시장점유율면
의 우위 글로벌 기업화,다운사이징(downsizing)의 요인은 단기적 경쟁 우위의 요건은
될 수 있으나 기업의 지속적인 성공원천에 관한 확고한 원천이 되지는 못한다(Pfeffer,
1998).사람을 최우선시하는 경영관리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 강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해 주는 다양한 산업에 속한 대규모 표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익성과
주가에 관한 연구,그리고 자동차,섬유,반도체,철강,정유 및 서비스 산업 각각에 대
한 상세한 연구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들은 “고성과를 산출하는 경영관리 양식(high
performancemanagementpractices)”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얻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다.기업의 이윤과,품질,그리고 생산성면에서의 그러한 실질적인 이득은 구성원들의
고참여와 고헌신을 유도하는 경영관리 방식들이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원
천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Pfeffer,2001).
일본 제조업체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탁월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는 일본 기업의 경

영자들은 전략적인 계획수립과 같은 활동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은 대신에 제품과 서
비스의 질,소비자 만족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 확보 등과 같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헌신을 도출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Richard,1991).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어떻게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은 크게 시스템
의 구조적인 효과와 개인 근로자를 통한 효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고,구조적인 효
과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조직적 측면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효과로서 개인의 동기부
여를 통한 노력에 의한 성과향상이라는 독립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들 수 있다(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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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배,2001).또 하나는 개인 근로자의 태도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효과이다.
사람을 존중하며 사람중심의 경영관리와 조직 성공에 관한 조직 구성원들에 의한 참여
관리를 강조하는 소위 고성과,고헌신,혹은 고몰입을 산출하기 위한 관리 양식(high
performance,highinvolvement,orhighcommitmentmanagementpractices)등 다양
한 이름으로 불리는 경영관리 방법들을 통하여 엄청난 경제적 성과가 산출되었음이 입
증 되어왔다.

인인인간간간중중중심심심경경경영영영의의의 실실실천천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조조조직직직성성성과과과

조직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과 주가 및 이직률,종업원
일인당 판매량,회사의 장부가 대비 주식 시가 비율 등의 여러 조직성과 지표들에 미
치는 회사의 경영관리 방식의 효과성 연구한 Huselid의 분석결과 조직이 고성과를 산
출시킬 수 있는 경영관리 방식(highperformancemanagementpractices)을 도입․적용
함으로써 생긴 이익은 의외로 컸다.그러한 경영관리 방식을 적용하는 정도 면에서 표
준편차 한 단위의 증가에 따라 이직률에서는 7.05%감소,종업원 일인당 판매량에서는
27,044달러 증가,그리고 주식의 시장가치 및 이윤 면에서는 각각 18,641달러와 3,814달
러씩 증가 하였다(Huselid,1995).
이러한 비슷한 결과는 10여개의 산업부문에 속한 총100개 이상의 독일기업에 대한

연구에서도 회사의 경영전략에 있어서 사원들을 전략의 핵심에 위치시키고 고려해 나
간 기업들은 산업 내의 다른 경쟁기업들보다 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장기적으로 제
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주 공모 시행 뒤 5년 후의 조직 생존율을 조사한 연구로부터 조직 규모와 산업

그리고 회사의 수익성 정도 등을 통계적으로 일정하게 통제했을 때,회사가 기업의 전
략과 창업이념이 강조 되고 있는지,교육훈련 프로그램,경영자들의 인적자원 책임성
등 자사의 인적자원에 두고 있는 가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보다 표준편차 이
상의 차이를 보이는 기업들(상위 16%)과 전체 평균보다 표준편차 이하의 차이를 보이
는 기업 집단들(하위16%)간의 생존가능성에서의 차이는 거의 20%나 되었다.또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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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변수(스톡옵션,이윤분배,인센티브제 시행 등)에서는 상위 16%와 하위16% 기업집
단들 간에는 신주 공모를 시행한지 5년 후 생존가능성이 무려 42%나 차이가 났다.
62개 자동차 공장에 있어서의 생산성,품질에 있어 테일러주의의 통제 중심적인 접

근을 취하는 전통적인 대량 생산방식으로서,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해두
는 검사와 통제를 강조하는 시스템과 팀 작업과 사원들의 참여를 강조하고,재고를 최
소화함으로써 오히려 생산 상의 문제를 최단기간에 이를 시정해 나가는 린(Lean),혹
은 유연(Flexible)생산방식의 비교 연구에 관하여 대량 생산방식보다는 유연 생산방식
에서 품질과 생산성에서 각 47%,42%씩 월등히 높았다는 것과,신입사원들에 대한 교
육훈련 정도와 기존사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정도 등에서도 유연생산방식이 140%,133%
이상 높았으며,팀제의 활용도,성과에 연동된 보상제도의 활용 정도 등과 같은 인적자
원관리 방식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았다(MacDuffie,1995).
미국에 존재하는 소규모 제철공장 중 30개 공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관련 비용을 줄

이거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통제적인 인적자원 관리시스템과 조직(controlapproach)
과 사원들 사이의 심리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조직구성원들의 몰입을 유도하는 접근 방
식(commitmentapproach)의 상이한 경영관리 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구성원의 몰입을
유도하는 경영관리 시스템에서는 보다 높은 임금과 보다 많은 팀제의 활용,보다 많은
숙련 노동력,보다 많은 교육훈련 실시,더 많은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을 실행하고 있
다는 고성과를 산출시키는 경영관리 방식의 핵심요소들을 실행 하고 있으며,또한 고
몰입을 유도하는 경영관리를 시행하는 소규모 철강공장들은 1톤을 생산하는데 투입되
는 노동시간 면에서 34%정도 적게 소요되었고 스크랩율면에서도 6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Arthur,1994)
이외에도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은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방식이 기업의 성과를 향

상시킨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고몰입과 고헌신을 유도하는 경영관리 방식
을 적용했을 때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
직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작업환경에 대하여 작업자가 통제권한을 더 많이 가지게 됨
으로써 생기는 높은 참여와 몰입,또 조직성과가 향상됨에 따라 이익이 더 많이 배분
되게 되는 조직성과에 근거한 보수지급방식,그리고 자율관리팀(self-managing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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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성화되는 동료들 간의 무언의 압력 등과 같은 요소들이 갖추어짐으로써 사람들
의 직무 노력은 증가하게 된다(Peffer,1998).

<표 1>고성과 작업시스템에 대한 연구의 성과지표와 결과 정리

연연연 구구구 자자자 산산산 업업업 별별별 성성성 과과과

1
Ichniowski(1990) 제조업 시스템지수가 높은 생산성

(근로자당 매출액)과 관련
Ichniowskietal(1995) 36개 철강공장 노동생산성 높음

2 Arthur(1994) 29개 철강공장 노동생산성 높음

3 Delery&Doty(1996) 114개
은행 여신부 ROA,ROE높음

4 Cooke(1994)
미시간의
제조업

성과급관련 근로자당
부가가치 5%~25% 증가

5
MacDuffie(1994)

자동차 산업
작업시스템은 생산성증가(표준화된
생산시간)와 유의하게 연관

MacDuffie(1995) 노동생산성 높고,불량률 낮음

6
Huselid(1994) 전산업 시스템지수가 16%의 생산성

(근로자당 매출액)증가와 연관
Huselid(1995) 968개 기업 이직률 낮음,노동생산성과

재무적 성과 높음

7 Easton& Jarrell(1994) 전산업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후 6년
이후 이레 의해 약20%주가 상승

8 Black& Lynch(1997) 1994~NES
자료

숙련된 노동력에 의해
노동생산성 높음.

인인인간간간중중중심심심경경경영영영의의의 실실실천천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무무무태태태도도도

개별 노동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하여 직무만족,조직몰입,신뢰 등의 변수도
많은 연구에서 검토되어 왔다.그 결과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실제로 종업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ppelbaum etal.,2000;Freeman& Kle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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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또한 조직 내 신뢰를 향상시키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며,개별 근로
자의 만족 결과 이직율과 결근율도 감소한다(Arthur,1992;Huselid,1995;Appelbaum et
al.,2000).고성과 작업시스템은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숙련의 향상 기회
를 제공하며,기업성과의 향상으로 인한 소득의 향상가능성을 높여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낳는다는 것이다.
Cappelli&Rogovsky(1998)는 1992년 미국의 8개 기업 감독자 91명과 이와 매칭된 작업자
342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근로자 참여는 작업조직과 인사관리로 구분하였다.작업
조직참여는 근로자가 작업수행 방식,품질관리,작업집단 내 과업할당,작업 시작 및 종료시
간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측정하였고,인사관리에 대한 근로자 참여는 충원 요건,동료
의 승진,채용,훈련방법,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근로자의 영향력 정도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작업조직참여와 인사관리 참여 중 전자만 조직시민행동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
었고,직무특성을 매개로 한 모형에서도 작업조직 참가가 직무특성에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반면,인사관리 참가는 부분적으로만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직무특성은 조직시민행
동에 부분적으로만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Berg(1999)는 미국의 18개 철강산업 1,355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고성과 작
업시스템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종속변수는 전반만족이며,고성과 작업시
스템은 자율작업팀원 여부,오프라인 참가,커뮤니케이션,공식 및 비공식훈련 여부로 측정
하였다.분석 결과,자율작업팀,오프라인 참가,비공식 훈련은 직무만족을 유의하게 증가시
키고,이와 함께 가정생활에 대한 배려와 협력적 노사관계 분위기 등도 역시 근로자 직무만
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Appelbaum etal.(2000)은 미국의 철강,섬유,의료기기 산업에 속한 40개 공장 4,374명의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근로자의 심리적 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는데,이는 이 분야에서의 최고의 포괄적인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이들은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참여기회(opportunitytoparticipate)를 핵심으로 하고 나머지 2개의 구
성요소로서 숙련과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참여기회는 자율성,
지율작업팀 소속여부,오프라인(Off-Line)팀 소속여부,의사소통 기회로 특정하였고,숙련은
(비)공식적 훈련 수혜여부,근속년수,교육수준으로 측정하였으며,동기부여/인센티브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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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정도,기업의 경쟁력 정도,경영정보 공유정도,승진기회 유무,임금수준 및 공정성으로
측정하였다.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자에 대한 신뢰,내재적 보
상,조직몰입,직무만족,직무스트레스의 5가지로 측정하였고,신뢰와 내재적 보상이 나머지
작업시스템과 나머지 3개 변수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았다.분석 결과,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신뢰와 내재적 만족 그리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는 반면,직무스트레스
를 증가시키지 않았고,신뢰와 내재적 만족의 매개효과도 지지되었다.

<그림 1>인간중심경영성과 흐름

출처 :Appelbaum etal.(2000);김동원 외(2000a)의 개념을 수정함.

절절절 고고고성성성과과과 조조조직직직의의의 인인인적적적자자자원원원관관관리리리 양양양식식식

의의의

사람중심 경영은 근로자가 일의 주인이 되는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로 요약할 수
있다.사람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조직의 경제적 성과를 상당히 증대시킬 수 있다는 사
실을 입증해 준 여러 관련 증거들을 확인한 JeffreyPfeffer는 사람을 통해 경쟁력과 이윤

생산성(Productivity)
품질(Quality)
소비자만족

(Consumer Satisfaction)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조직몰입(Org. Commitment)
낮은 스트레스(Low Stress)

인간중심경영 관행
HPWS practice

(Bundle)
근로자 노력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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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경영관리 시스템 7가지 주요 요인2)들을 규정하였다.이는 인
는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법에 의한 최선의 관행들이다.Peffer교수가 주장
한 고성과 조직의 7가지 번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고용보장
고용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이유는,직원들이 사내 혁신이나 노사 간
협력구축,생산성 향상 등을 꾀하는 것이 스스로의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재촉하
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아무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고용보
장정책을 취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외에 다음과 같은 부가적 이익도 있다.

첫째,경기 침체기에도 사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이 직원들
의 선발과 교육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지킬 수 있다.둘째,신중하고 소수정예 위주의
인력선발이 가능하도록 해주고,셋째,노사 간의 신뢰감을 형성함으로써 우호적인 분위
기를 조성할 수 있다.넷째,직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조직성과에 대해 긴 안목을 지니
도록 고취시켜준다.

고용보장은 자신이 스스로의 통제로 개개인을 보호한다는 의미보다 조직의 총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이는 고성과 경영 방식들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고용보장 없이는 신중한 선발,교육훈련,정보공유들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고용을 보장해 주면 근로자들은 안정감을 갖게 되어 조직에 대한 몰
입이 높아지고 이직의사는 줄어들 것이다.

2)신중한 선발관리
선별적 고용(Delaney& Huselid,1996;MacDuffie,Youndtetal.,1996),장기적으로
신중하고도 세심한 선발관리(Pfeffer,1998)등이 제시 되고 있는데,Pfeffer는 사람을 통

2)Peffer(1998)의 7가지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Pfeffer(1994)16가지 인적자원관리 관행들
로부터 도출된 것임.팀/직무설계,참여/임파워먼트,정보공유,인센티브 임금,고임금,
조직구성원 오너십,임금단순화,훈련/스킬개발,전사적 활용/훈련,고용안정성,내부승
진,상징적 평등주의 등 이상 16가지 인적자원관리 관행들로부터 도출됨.



- 26 -

한 기업이윤확보를 고민하는 조직들은 무엇보다 적절한 인재를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채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
요하다.

첫째,가능한 한 많은 지원자 풀을 확보해야 한다.그래야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좋
은 인재를 찾아낼 수 있다.

둘째,사람을 선발하기 전에 '조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
떤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선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기술과 능력이 있는 직원을 고용할 때는,그 기술과 능력이 특정한 직무요건과
일치하는지,그리고 시장과 고객에 대한 해당 조직의 접근 방식과 일치하는지 깊이 고
려해 보아야 한다.

넷째,입사 후 교육훈련을 통해서는 쉽사리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을 선발해야 하며,지원자들 가운데서 보다 쉽게 변별력을 발휘해 주는 그
러한 특질들을 강조해서 채용해야 한다.예를 들어 기술보다는 기본적인 능력이나 태
도에 근간을 두어 조직과의 조화로울 수 있는 채용이어야 한다.

다섯째,여러 차례의 면접과 엄격한 선발절차를 적용하여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이
러한 엄격하고 긴 선발과정은 보다 신중하고도 세심하게 사람을 선발하게 해주며 이러
한 기간을 거쳐 채용된 사람들로 하여금 회사와 자신의 직무에 대한 큰 몰입과 애착심
을 가져다주며 결국 스스로를 상당한 엘리트 집단의 한사람으로 느끼게끔 만들어,높
은 수준의 동기와 각오를 가지고 조직에 참여하게 해준다.또한 지위가 높은 최고 경
영진이 참여할 수 록 선발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여섯째,선발과정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들을 이용하여,과연 회사가 지원자들을 제대
로 변별해내고 있는지와 관련된 사후분석과 피드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지원자
의 특성,테스트 성적,인터뷰평가 결과 등의 자료들을 토대로 입사자의 성과를 연결시
켜 보는 "선발과정의 타당도 분석"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3)자율관리팀과 의사결정의 분권화
의사결정을 분권화 시키고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자율관리팀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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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첫째,팀조직은 전통적인 위계적 작업통제 방식을 '동료에 의한 통제방식'으로 대체
할 수 있다.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회사의 운영과 성공에 일정한 책임감을 느
끼도록 만들어 회사 내의 모든 사람들을 보다 솔선하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되는 것이
다.

둘째,팀조직에서는 사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보다 창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팀조직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이점으로서,팀제는 전통적인 위계적 통제방식을
동료에 의한 통제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조직 내 불필요한 계층을 줄이고,이전에 별
도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던 관리업무들을 자체 내에 흡수할 수 있다.

고객만족 프로그램이나 혹은 회사 인력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함께,회사 내 모든 계
층에서 조직구성원들이 관련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
는 것이 중요하다.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계적인 조직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조
직구성원들 간의 강한 신뢰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4)조직성과에 연계된 높은 보상지급
기업이 지불하는 보상의 수준과 그 회사에 유인되는 인력의 수준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사의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수준은,그 회
사가 자신의 인력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매세지 역
할을 하게 된다.조직성과와 연계되고 보상제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회사의 주식보유(종업원지주제,스톡옵션 등):사원들이 회사의 주주가 되면 그
들은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행동하게 된다.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정
보공유,책임위임 등의 장치는 사용하지 않고 단지 종업원 지주제만 사용하는 것은 별
다른 영향이 없을 수 있다.스톡옵션은 그 소유자로 하여금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게
하고,또 사람들로 하여금 스톡옵션의 취득의 위해 수시로 이직을 하게하는 단점이 있
기 때문에,종업원 지주제가 오히려 더 낫다.종업원지주제는 스톡옵션보다 훨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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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사람을 조직에 결속시키는 효과 면에서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주식하락에 의한 손실가능성이 마찬가지로 존재하지만,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인의 한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공유될 수 있다.

② 이윤분배제도 :사내 모든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면,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자 하는 사회적 압력이 조직 내에 강력하게 확산될 수 있다.

③ 기술취득에 따른 보수지급제도 :조직 내 다른 직무와 관련 기술을 배우도록 유
도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④ 집단 성과급제도 :특정 조직의 점진적인 성과개선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윤분배
제도 보다는 소규모 조직성과와 연계된 보상제도가 중요하다.노력에 의해 좋은 성과
를 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구성원들의 업무태도가 냉소적으로 변할 것
이다.고용보장 정책이 나태함을 조장할 있다고 걱정한다면,집단인센티브제와 병행실
시하면 보완할 수 있다.

5)교육훈련
교육훈련은 고성과 산출을 위한 시스템의 필수요소이다.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며,작업방식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품질에 대해 기꺼
이 책임을 지려하는 생산현장 작업자들의 기술과 솔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고
성과 시스템은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숙련되고 동기 부여
된 인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교육훈련은 조직구성원에 대한 투자이며,투자에 따른
손익계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결코 쉽지
않다.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교육훈련을 강조해 왔던 성공기업들도 그러한 엄밀한 계
산보다는 사람과 기업이윤 간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련성에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교육
훈련에 투자해 왔다.

6)조직구성원들 간 신분격차의 감소
신분격차 감소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첫째,상징적으로는 회사 내에서 사용
하는 언어와 호칭,공간배치,복장 등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둘째,보다 실질적으로



- 29 -

는 조직 내 계층 간의 보수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보수의 비형평성을 최대한 줄임으로서 신분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인센
티브 활용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인센티브가 효
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성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
이다.

7)정보공유
정보공유가 중요한 이유는 회사의 재무 성과와 전략,각종 운영정보 등을 함께 공유
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조직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조직이 성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또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해석
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비록 동기부여가 잘되었고
교육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고 조직성과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하기 어렵다.

이상의 7가지 방식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행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뿐만 아니라 Peffer교수는 이와 같은 7가지 인적
자원관리 방식이 개별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묶음(bundle)으로 동시적으로
작동할 때 그 효과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의의 고고고성성성과과과 조조조직직직 형형형태태태

일반적으로 고성과 조직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자원기준(resource-based)
혹은 통제기준(control-based)접근법으로 구별 할 수 있다.자원기준 접근법은 인재육
성이나 광범위한 경력개발과 같은 내부육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반면,통제기준 접근법
은 종업원의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감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Snell,1992).
Bamberser& Meshoulam (2000)은 이와 같이 자원기준 접근법과 통제기준 접근법에
기초한 인적자원 관리 방침들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그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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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Bamberser& Meshoulam의 인적자원관리 방식

H R
차 원

자원과 통제기준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활동

인적 흐름

충 원 선택적 충원
훈 련 심화되며 일반적인 스킬훈련
이 동 광범위한 경력 경로 및 내부 승진
직무안정 직무안정보장

평가와 보상
평 가 장기적이며 결과 지향적인 평가
보 상 심화되고 개방된 보상

종업원 관련
직무설계 광범위한 직무기술서 및 유연성 있는 직무할당
참 여 참여의 조장

출처 :Bamberser& Meshoulam(2000)

Sunetal(2007)은 이와 같이 자원기준과 통제기준 접근법에 기초하여 고성과 조직
을 이루고 인간존중경영을 실천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방식으로서 8가지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선택적 충원 ② 심화된 교육 훈련 ③ 내부이동
및 승진 ④ 고용 안정 ⑤ 명백한 직무기술 ⑥ 결과 지향적 평가 ⑦ 인센티브 보상 ⑧
참여 등이다.결국 Sunetal(2000)이 제시하고 있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방식은 인
간중심경영의 인적자원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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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한한한국국국기기기업업업의의의 인인인간간간존존존중중중 경경경영영영실실실천천천 사사사례례례 연연연구구구

제제제 절절절 사사사례례례연연연구구구 개개개요요요

사사사례례례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Pfeffer교수의 성공한 조직의 관리 방식에 관한 연구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문화적으로 상이한 경영 양식이 한국기업에서 서양화되어 가는
인적자원 관리 방식들이 어떻게 적용해 가는지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문화라는 것은 집단내 공유하는,그리고 다른 집단과 분류되는 생각하는 구조화 과

정으로 정의되는데(Hofstede,1983),이러한 구조화 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종업원들의
태도와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이러한 문화적인 시각에서 Pfeffer교수의 경영 관리
양식이 문화적 특성에 따라 각 제도들의 효과가 동일한 인적자원관리 방식에도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며,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게 해주기 때문이다.
인간중심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의 적용사례를 찾아보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 샘
플로 국내 선행 연구문헌들에서 성공적인 인간존중 경영사례나 경제잡지에서 성공한
인적 자원 개발 사례로 기사화 되었던 기업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교과서에 소개되어
상호 중첩되어 소개된 기업을 사회적으로 상이한 Pfeffer(1998)가 제시한 7가지 인적자
원 관리 관행을 중심으로 한국 근로자의 인식을 탐색 하고자 한다.

한한한국국국에에에서서서의의의 인인인간간간중중중심심심경경경영영영 실실실현현현 기기기업업업 사사사례례례 분분분석석석

1)고용보장(유한킴벌리)
인간중심경영이 인력의 규모감축이나 직원들의 임금삭감 등을 통해 단기적 생산성

이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유인력의 활용과 고임금 지급 등을 통해 직
원들의 혁신역량과 사기를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중장기적 이윤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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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추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장을 통하여 단기적 이득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견실한 조직성장의 토대위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이득의 극대화를 기대함으로써 근로자 개개인의 단기생
산성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시점에 이르면 퇴직을 유도하는 단기고용관계
보다는 근로자 개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생애생산성곡선(Life
ProductivityCurve)이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일정수준 이상 유
지되도록 하는 등 장기적으로 회사와 직원 간 상생을 가능케 하는 장기고용관계를 추
구한다.이를 위해 회사는 고용안정성 보장의 기초위에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평
생학습체계를 구축지원하고,일과 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
록 일정 수준의 여유인력을 유지하는 인력운영방식을 채택한다(양혁승,2006).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분모에 해당하는 인력의 투입을 줄
이거나,분자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 중에서 인간중심경영은 생
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한다.
<그림2>은 인력을 줄이는 방식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 사이에 존재하는 비용구성 및
효과 면에서 차이를 유한킴벌리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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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유한킴벌리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효과

출처 :유한 킴벌리

생산라인 운영체제로서 3조 3교대제 대신 4조 3교대제 혹은 4조 2교대제를 택한다
든지,여유인력을 퇴직으로 유도하여 정리하기보다는 혁신과제 수행팀이나 학습팀 등
을 활성화함으로써 일과 학습 간 유기적 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고용을 보장하며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유럽에서 시행되는 산업민주주의 관련 법적제도들을 긍정

적으로 검토 볼 수 있으나,제도적 안정장치를 도입하기 이전에 조직차원에서 고용안
정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든지,예를 들어 회생불능 기업이었던 한국전기초자
의 인원감축 없는 고용보장 선언 및 도요타와 GM이 합작하여 설립한 NUMMI등에
서 경영진의 자기희생을 포함한 자구 노력을 인력구조조정의 선행조건화한 것처럼 인
력 구조조정을 통한 손쉬운 문제해결 방안의 가능성을 경영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성 보장은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와 조직성과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갖게 하며,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조직 몰입을 쉽게 하도록 만든다.또한
이 원칙은 고성과 인사시스템과 직원들의 역량극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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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권한 위임과 정보 공유 등 직원 참여를 위한 인사제도들,내재적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제도들,공동체 의식을 촉진하는 인사제도들의 선행 조건이 되기도 한다.
고용보장은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 고용불안정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최근의 우리나

라 상황에서 경영진에 대한 신뢰와 조직에 대한 헌신강화 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기대
되며,가족의 연장선상에서 정이 흐르는 인간관계 차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한 한국 근
로자들에게는 고용보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2)신중한 선발관리(이랜드)
적임자들(RightPeople)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 조직운영의 첫걸음이다.라고

Collins(2002)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설명하고 있다.이는 조직구
성원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큰 성과 차이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조직의 경쟁력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부적격자 선발로 인해 조직이 감당해야 하는 손실은 장기
간 고용관계를 지향하는 인간중심 경영의 조직에서는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성과
지향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는 기업에서는 조직체를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
할 것인가는 경영전략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따라서 현대 조직에서 특히 신입사원
을 결정하는 선발과정에는 경영이념과 전략이 직접 반영되고,조직문화가 강하고 성과
가 높은 우수기업일수록 경영이념과 전략이 선발과정에 반영되는 정도는 더욱 크다.
인재 확보와 관련하여 이랜드는 ‘대기업과의 인재쟁탈전에서 어떻게 핵심인재를 선

발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우리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어떻게 시장에서 구별해 내고,
그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가치를 심어줄 것인가?’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이에 이랜
드는 범용적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보다는 이랜드에 적합한 차별적 우수 인재를 선발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즉,기업의 정체성(identity)을 분명히 하고,그러한 정체성의 유전
인자를 가진 인재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랜드의 채용 시스템이 지향하는 바는 적격자를 적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격자란 회사가 지향하는 비전과 경영전략,가치와 문화 등을 감안하여 설
정한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고,입사 후 담당할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이는 이랜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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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발 기준에 반영되어 있는데,포괄적 기준은 ① 이랜드 가치 및 문화와의 적합성,
② 지식자본가(knowledgeentrepreneur)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③ 글로벌 역량,④
열정 등이다.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적격자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이랜드는 채용채

널을 다원화하여 가동하고 있는데,일반 공개채용,내부자 추천 수시채용,캠퍼스 리크
루팅,인턴십 연계채용 등이 그것이며,2004년부터는 학년파괴 채용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또한 만족한 핵심인력이 핵심인력을 모은다.”라는 취지에서 실무자가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내 추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이
랜드-매경 지식경영 공모전이나 산학 인턴십 등도 우수인재 확보방안으로 활용하고 있
다.무형자산의 핵심은 바로 인적자산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적합한 차별적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이랜드 고유의 채용 방식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신중한 선발은 학습능력과 자신의 경력계발에 대한 의지가 높은 사람을 선발함으로

써 향후 교육훈련이나 경력계발 기능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자신의 직무에 대한
몰입과 애착,그리고 높은 수준의 동기와 각오를 갖게 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또한 어려운 채용일수록 자신이 경영진들로부터 조직에 적합한 사람으로 인
정을 받아 엄선되었다는 자부심으로 인해 조직구성원이 된 것을 더 값지게 생각 할 것
이며 조직 구성원 간에 더욱 거 큰 일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Cialdini(2001)는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은 아주 쉽게 최소한도의 노력으로 성취
한 사람보다 그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점을 시사 해준다.

3)자율관리팀과 의사결정의 분권화(유한킴벌리)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조직구성원들 간에 개방적인 상호작용
을 조성하고 그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증진시키어 환경변화에 신속히 그리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데 적합한 조직구조는 수평적,매트리스,그리고 팀조직이다.수평적,매트릭
스,팀조직 구조는 많은 조직체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집권화와 기능화 그
리고 관료화에서 탈피하고 조직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Pincho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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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PinchotE.,1993).따라서 전통적인 피라미드형의 수직적,계층적 조직구조로부터
수평적,매트리스,그리고 팀조직의 조직주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현대조직의 일반적인
경향이다.자율관리팀은 조직을 팀으로 구성하고 팀에게 공동목표의 설정과 성과달성
에 대한 전전인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관리업무의 필요성을 최소화 시킨다(Ostroff
1999).

유한킴벌리가 추진한 조직구조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표 3>와 같다.

<표 3>유한킴벌리의 조직구조 개편 내용

출처 :유한킴벌리

새롭게 도입된 유한킴벌리 조직구조의 첫 번째 특징은 사업본부제이다.종전의 수직
적,계층적 조직구조에서는 기업본부가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하였으나,현행
사업본부제하에서는 가정용품,유아위생용품,여성성인용품 등 각 제품 라인별로 사업
부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운영상의 책임도 지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수평적이고 슬림화되어 있는 조직구조이다.이는 위계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단위부서들로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종전의 보고체계를 간결화 함과 동시에
조직하부 구성원들의 의견개진을 활성화하였다.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매트릭스 조직
구조이다.<표 4>에서 보듯이 유한킴벌리의 매트릭스 조직구조는 제품 또는 프로젝트

구구구 분분분 종종종 전전전 새새새 모모모 델델델

전체조직

• 수직적 계층조직
• 관료주의적 계획과 통제
• 경직된 규정,관행,절차
• 수직적 명령과 지시

• 수평적,슬림화된 조직
• 권한위임,임파워먼트,자율
•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
• 수직적,횡적 의사소통
• 매트릭스 조직구조

생산조직

• 3조 3교대
• 교육/자기개발 시간 없음
• 수직적 조직과 감시
• 사후적 품질검사

• 4조 2교대
• 평생학습조직 구축
• 자율관리팀
• 팀의 역할과 책임범위의 명확화
-현장에서의 사전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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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축으로 만들고,여기에 조직 활동을 기능별로 그룹화하여 다른 한축으로 만들어
종과 횡으로 결합한 형태이다.즉,유아/위생용품,여성/성인용품,가정/wetwipes용
품 등의 제품사업부 축과 제품개발,마케팅,재무,생산 등 기능단위의 축을 결합하여
구성한 것이다.

<표 4>유함킴벌리의 매트릭스 조직구조

출처 :유한킴벌리 지속가능 보고서 수정

유한킴벌리는 전체적인 조직구조 뿐만 아니라,생산현장조직도 개편하였다.유한킴벌
리가 도입한 새로운 생산조직은 4조 2교대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유한킴벌리는
1993년 대전 공장에서 4조 3교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래 1998년 4월에는 김천공
장에 4조 2교대제를 도입하였고,그 해 12월부터는 군포공장에 4조 2교대제를 도입하
였다.현재는 4조 2교대제로 통합되었는데,4조 2교대제는 2개조가 12시간씩 하루 24시
간을 근무하는 동안 나머지 2개조는 휴무 또는 교육을 받는 형태이다.종전 3조 3교대
제하 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여가시간은 물론 교육과 자기계발에 투자할 여유시간을
갖지 못하였다.그러나 4조 2교대제를 도입한 이후 근로자들은 여기시간 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습을 위한 여유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4조 2교대제는 평생학습조직 구축의 기
반이 되었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생산조직의 수직적 관리방식을 자율관리방식으로 바꾸었다.각
생산라인의 교대조 단위에게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주고 사안에 따라

사업축
유아/위생용품 사업부 여성/성인용품 사업부

가정용품/WetWipes
사업부기능축

제품개발 유아/위생용품 개발 유아/위생용품 개발
가정용품/WetWipes

개발
마케팅 유아/위생용품 마케팅 유아/위생용품 마케팅

가정용품/WetWipes
마케팅

재무 유아/위생용품 재무 유아/위생용품 재무
가정용품/WetWipes

재무
생산 대전공장 안양 공장 김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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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율관리팀의 성격을 부여하였다.의사결정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 팀원들의 의견수렴 후
팀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다.팀별 의사결정은 ① 회사와 사업에 유익한 결정인가 ?②
사원 개인에게도 유익한 결정인가 ?③ 고객에게 가치(품질,서비스 등)를 증가시키는
결정인가 ?④ 회사의 기업이념과 경영방침에 일치하는 결정인가 ?⑤ 법적,사회적,
환경적,윤리적으로 타당하고 건전한 결정인가 ?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
로 행하도록 하되,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채택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림 3>유한킴벌리 교대근무 형태

휴무
+

교육 1일

휴무 4일

주간 4일 근무
(12시간)

야간 4일 근무
(12시간)

휴무
+

교육 1일

휴무 4일

주간 4일 근무
(12시간)

야간 4일 근무
(12시간)

출처 :유한킴벌리 지속가능 보고서 참조

4)조직성과에 연계된 높은 보상지급(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보상제도는 크게 보면 창립 이래 두 번의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의 제도
적 틀을 갖게 되었다.첫 번째 변화는 당초 연공 능력주의 기조를 능력주의 기조로
바꾼 1995년의 신인사제도의 도입이며,두 번째 변화는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에 이루어진 성과주의 보상제도의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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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삼성전자 보상제도의 변천내용

출처 :삼성전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성과주의 연봉제도는 G3직급 이상 전 사원에게 적
용되고 있다(G1과 G2직급에는 월급제 적용).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급여는 크게 개인
별 고정연봉과 전년도 고과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개인별 변동연봉,생산성 격려금
(PI:ProductivityIncentive)과 이익배분제(PS:ProfitSharing)등의 조직 인센티브,그
리고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핵심인력들에게 지급되는 핵심인력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구구구 분분분 연연연공공공 능능능력력력주주주의의의 능능능력력력주주주의의의 성성성과과과주주주의의의

시기 창립 ~1995 1995년 ~IMF IMF~현재

환경특징 고성장,안정적 저성장,안정적 불확실한 환경

보상전략
연공중심 급여제도
승격중심 능력주의

월급여 중심
능력주의

초우량 복지정책

성과중심 급여제도
부가급여 축소

임금체계 연공급 직능급 성과급

고정급 구성 기본,근속,직급,상여 기본,고정상여 능력가감급

개인 성과급 개인업적 가감 고과승급 능력가감급

집단 성과급
상여금에 집단업적
회사평가 가감률

적용
생산성격려금(PI)

생산성격려금(PI)
이익 배분제(PS)

특징

호봉승급과
보너스위주의 연공,
능력주의그룹 공통

급여체계

월 급여 승급관리
중심의 능력주의
계열사별 급여체계

단기성과 인센티브
중심의 성과주의
평생직장 이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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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삼성전자 성과주의 보상제도의 세부 구성내역

기본급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고,능력급은 직급별 동일 금
액으로 책정되는 항목으로서 지급수당에 해당하며,귀성 여비는 연 2회 설날과 추석에
200%씩 지급되는데,이상이 개인별 고정연보에 해당한다.한편,능력가감급은 전년도
개인별 업적고과와 역량고과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 비누적식 변동연봉으로서 총 5
단계(가,나,다,라,마)고과등급에 따라 ‘가’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능력급의 최고
13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마’등급의 경우에는 15%까지 삭감할 수 있다.따
라서 이론적으로는 ‘가’등급을 받은 사람과 ‘마’등급을 받은 사람 사이에는 능력급의
145% 까지 연봉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이러한 고과 등급별 큰 연봉의 차이가 삼성
전자 보상제도의 성과주의를 특징짓는 1차적 요소이다.개인별 기준연봉 총액은 이상
의 고정연봉과 변종연봉의 합계액에 의하여 결정된다.

삼성전자 보상제도의 성과주의 특성은 조직 인센티브에서도 드러난다.생산성 격려
금(PI)은 총괄 및 사업부의 2단계 업적평가(A,B,C)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
쳐 지급되는데,총괄단위 평가에서는 종합재무성과(EVA와 부채비율)와 주가(주가상승
률,시가총액)를 기준으로,사업부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70%,최고경영자의 특별 미션
달성 정도 30%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보너스 규모 측면에서는 A등급을 받은 총 보너
스로 지급 받으며,A 등급을 받은 사업부 소속 직원의 경우 기본급의 200%,B등급을
받은 사업부 소속 직원의 경우 기본급의 100%를 보너스로 지급받는다.그러나 평가등
급 C를 받은 사업부는 생산성 격려금을 받지 못하며,평가시점에 적자를 내고 있는 사
업부 또한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생산성 격려금 지급이 보류된다.

2000년에 도입된 이익배분제(PS)는 각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년 1회 지급을 하는데,이익 배분제를 통해 지급되는 개인별 지급한도는 개인 기
준연봉의 50% 이내로 정해져 있다.또한,해당 기간 중에 이익을 냈더라도 누적결손으

핵심인력인
센티브

이익배분제생산성

격려금

능력가금급귀성여비

(설,추석))

기 준

능력급

기본급 핵심인력인
센티브

이익배분제생산성

격려금

능력가금급귀성여비

(설,추석))

기 준

능력급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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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적자인 사업부는 전년대비 이익 개선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PS를 지급한다.

한편,핵심인력 인센티브는 직무수행성과가 뛰어나고 사업 추진 상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보유한 핵심인재들에게 지급되도록 고안된 특별
인센티브로서 500만원에서 3억 까지 지급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이는 국제적인
인력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인재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핵심 인재급 인
력들을 확보,유지하는데 필요한 임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삼성전자의 성과주의 보상제도는 회사에 대한 기여를 그때마다 연봉과 성과상여금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와 함께 변동급의 비중을 키우고 개인과 조직 간 차이에 따
라 보상에 있어서 차등 폭을 크게 함으로써 성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5)엄격한 교육훈련(SK텔레콤,POSCO)

(1)SK텔레콤의 인력육성 체계

SKMS(SunKyongManagementSystem)의 경영이념은 인간위주의 경영으로 대표 될
수 있으며,경영관리요소는 경영기법 중심의 정적요소와 의욕관리,조정관리,커뮤니케
이션 관리 등과 같은 동적 요소로 나누어진다.SKMS는 전반에 걸쳐서 인적자원 및 인
력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SK텔레콤 또한 구성원들의 수준이 바로 사업경쟁력
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기업경영의 주체인 구성원들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SK텔레콤은 2000년부터 역량중심의 인력육성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SK 텔레콤의 인력육성 전략은 첫째,미래 리더로서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육성,둘째 멀티 비즈니스 환경에서 미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연계된
차별화된 육성,셋째,리더 인력풀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발굴과 더불어 경험과 교육이
통합된 인력육성의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SK텔레콤은 우
선 기업의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파악하고,필요 핵심
역량에 비추어 개인별 역량을 측정한 후 그로부터 확인된 결과를 기초로 개인별 육성
필요를 도출하게 된다.그리고 일단 개인별 육성필요가 도출되면 그 필요에 맞는 육성
개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고,이어 각자의 직무에서 역량을 활용하고 발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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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고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을 순환과정을 거친다.<그림 4>참고

<그림 4>SK인재육성전략

종전의 인사제도 하에서는 전무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 및 자질을 파
악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었고,직무 및 구성원 필요에 맞는 교육제공
도 곤란 하였다.그러나 SK텔레콤이 조직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체계와 이에 비추
어 개인이 보유한 역량을 입체적으로 측정,파악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갖춤에 따라
육성대상 분야의 필요역량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역량중심의 교육프로그
램 개발이 가능해 졌으며,역량별 요구수준 대비 현 수준의 격차분석을 통하여 파악한
개인별 개발 필요와 교육훈련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하여 직원들의 역량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SK텔레콤의 인력 육성경로는 당초 일반경영자,세부영역 전공자,전문가의 세 경로
로 나뉘어 있었으나,새로운 육성제도 하에서는 세부 영역 전공자 경료(경력분야 내
직무이동으로 관련 직무전문역량활용 및 성과 창출)와 리더 경로(경력분야 간 이동으
로 직무경험 및 경영자 역량 향상)로 이원화 되었다.모든 직원들은 특정 직무와 관련
된 전문역량을 습득해 가는 세부영역 전공자 경로를 밟는 과정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보유한 자로 판명이 나면 과장 직급을 전후하여 일반경영자로 육성되
는 리더 경로로 옮기게 된다.리더 경로가 세부영역 전공자 경로와 가장 크게 다른 점
은 다양한 직무군을 수평적으로 이동하면서 일반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이 이와 같이 이원화된 육성경로를 채택하게 된 것은 IMF외환위기 이후

필요
핵심역량

파악

개인별
역량

측정,분석

개인별
육성필요

도출

개인중심의
육성,개발

역량의
활용,발휘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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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개념이 일반화되고 직무에서 전문성의 확보가 회사와 사원 모두에게 크게 중
요시되면서 일반경영 분야의 사원들을 특정 직무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
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결국 모든 구성원을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고
그 중 조직관리능력이나 인력관리능력,과업관리능력 등 리더십이 뛰어난 사원은 향후
유능한 경영자로 선발,육성한다는 개념이 정립된 것이다.

(2)POSCO의 그린라이프 서비스 제도

포스코의 그린 라이프 서비스 제도는 한 개인이 입사하여 퇴직 할 때까지 경력경로
및 인생설계를 개인과 회사가 함께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해 나가기 위한 제
도이다.

경력설계 과정은 만 30세에 자신의 경력경로를 설계하고 삶과 일에 대한 확실한 목
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과정이며,경력검토과정은 만35세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기가
치 증대를 위한 실천계획과 5년 전 자신이 설계했던 경력 설계 및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과정이다.제 2의 경력 과정은 만 45세에 인생과 직장생활의 전환점에
서 지금까지의 자기 삶에 대한 성찰과 미래의 균형 있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직장
생활면에서 새롭게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과정이다.그린 라이프 서비스과정은
정년을 1년 앞둔 만 55세가 되면 새로운 인생설계를 준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이러한 라이프 플랜 서비스 제도는 개인에게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는
직원의 도전적인 경력욕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경영성가를 이루
려는 제도이다.그리고 더 나아가 직원의 퇴직 이후까지 배려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도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중 그린 라이프 서비스 프로그램은 정년퇴직을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회사업
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미리 퇴직 후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회사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퇴직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정년퇴직예정자들이 제
2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용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퇴
직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완화와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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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이제도는 퇴직 이후의 삶에서 가족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부
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통하여 삶의 질과 폭을 넓히고 은
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풍요로운 은퇴 후 생활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
다.따라서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평생을 직장생활에만 전념했던 자신
의 과거를 떠나 삶의 또 다른 의미와 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현대 조직에서 인적자원이 경쟁적 비교우위요소로 작용하려면 조직구성원들이 항상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행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현대 조직이 세
계화,정보화,기술고도화의 환경 하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면 교육훈련과
인력개발을 통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성과향상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 그리고 행
동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6)조직구성원들 간 신분격차의 감소(이랜드)

이랜드는 기업은 이익을 내야하고,그 이익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며,기업은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정직해야 하고,직장은 인생의 학교여야 하며,기업은 고객을 위하여 운
영되어야 한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식경영전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
러한 경영이념과 인재상에 맞는 올바른 인재를 발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학력이나 성
별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여기에서 발휘되는 역량
과 성과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며,그에 걸맞는 보상을 제공하는 인사시스템 운영을 추
구하고 있다.즉,기존의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적 관행을 지양하는 열린 조직문화 구축
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선 이랜드는 여러 가지 차별을 지양하는 열린 채용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창사
초기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앴고,2000년부터는 나이제한을 없앴으며,지방대 차별
또한 없앴다.이러한 차별을 타파하기 위하여 지원서 양식에서 학력,성별,연령,출신
지역 등에 관한 정보를 담는 항목을 없앤 대신 지원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드러내 보이도록 하고 있다.더 나아가 심사과정에서 여성 지원
자에 대한 면접은 여성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다.그 결과 2003년 신입사원
일반 공개채용에서는 120명의 선발 인원 중 65명이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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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의 차별지양 정책은 입사 후 육성과정에도 반영된다.이랜드는 젊고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를 많이 가질 수 있다.즉,일반기업의 대리,과장급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많은 프로젝
트를 수행할 수 있고,여러 가지 책임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도전
적인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보다 큰일에 도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그 외에도 이랜드는 여성의 직장생활을 제약하고 있는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
의 일환으로 여성 휴게실,모유 수유실 등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운용하고 있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 자유
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와 해당 휴직기간이 끝난 후 복직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이랜드의 여성인력 비율이 전체 인원의 40%이상을 차지하고,임직원의 경우에
타사보다 월등히 높은 30% 수준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이 차별을 지양하는 조
직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비차별적 제도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성차별이
없는 기업,여성이 선호하는 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강하게 구축하고 있다.

조직의 장기성과와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능력과 이의 효율적인 활용에 달렸다.현대
조직은 인적자원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이들 기업
은 조직성과를 목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지식과 기술,동기와 태도,그리고 행동이 변화
를 지향 했다.그리하여 교육훈련 타당도와 성과 타당도가 높은 교육훈련 내용을 설계
하고,구성원의 자기 개발과 경력계획 그리고 종합평가에 인적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
평생직장의 나와 직장 밖의 나의 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정보공유(한국전기초자)

에리히 프롬은 합리적인 권위는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지만,비합리적인 권위는 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에 종속
된 사람을 착취하는데 봉사한다고 했다.독점적인 정보가 개인의 권위를 만들어 비합
리적인 권위의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얻어진 정보는 조직
의 힘을 창출하여 경쟁력이 된다.특히 구성원들에게 많은 자율권과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인간중심경영의 특징에서는 분권화된 조직에서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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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그들에게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가 원
활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그러한 의미에서 정보공유는 자율경영의 추진력이라 볼 수
있다.

열린 경영으로 위기를 극복한 한국전기초자의 1997년 12월 당시 상황은 납입자본금
의 200%규모의 적자와 부채비율 1,114%,77일간의 파업 장단기 전략의 부재,저부가가
치 상품에 치중된 제품생산,과도한 기술 로열티로 채산성 악화 등 회생이 불가능한
경영진단을 받았다.당시 대표이사였던 서두칠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쉽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한 열린경영을 실현하여1999년초 1년만에 매출액 2,37억원에서 4,842억원으로,
600억 적자에서 307억 원 흑자로 바꾸었으며,2000년 차입금 제로,전체 상장사 중 평
가기업 542개 기업중 경영평가 1위(중형사)를 마크 했다.

그 당시 고용안정 보장에 따른 77일간의 장기 파업의 상황에 근로자들에 회사의 정
보를 공개함으로서 위기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회사의 모든 정보와 경영
상태를 임직원에게 공개 하며,자연스럽게 조직원들이 일의 한복판에서 함께하게 되고
사장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하여 근로자들에게 경영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그림 5>한국전기초자의 열린 경영 과정

경영혁신은 조직의 모든 인원이 조직정보를 비밀 없이 공유하는데서 시작하여 자기
희생과 헌신,창의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했다.스스로 동기 부여하는 분위기가 만든
경영혁신은 조직원 모두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혁신 98“은 입을 거 못입고,쓸거
안쓰고 온전히 피보자.”도약 99“는 경쟁사를 따라 잡고 시장점유율을 높이자.”성공
2000“은 빚을 다 갚자.(무차입경영)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장래 조직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목표를 이뤄 업계 세계 1위를 위엄을 달성했다..

정보공개는 임직원 모두의 참다운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직의 모든 정보를 공
개해야한다.경영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만이 임직원 모두가 진정으로 함

위기실상에 대한
정보 낱낱이 공개

구체적인 극복방안
단계별 제시

위기극복 후
맞게될 성과

설명

구성원 각자의
동참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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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고민하여 대처방안을 생각하게 하고 기업경영의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
야 성공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전기초자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여 공
개된 수치를 이해하는 경영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직접적인 통제를
줄이고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직원 스스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자율권을 부
여하여 경영실적이 개선되면 보상 받고,고용을 안전 받으며 반대로 경영상황이 악화
되면 위기를 분담하는 동기 부여 제도가 경영비전을 이루게 되는 초석이 되었다.

사사사례례례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Pfeffer교수의 7가지 경영양식을 중심으로 실현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이들 기업들을 하나같이 기업구성원 간 기업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존중을 경영 이념으로 고성과 조직을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성과 몰입을
이루게 했고 이들의 몰입을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고성과 조직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첫째,교육훈련의 실행률을 높여 사람관리가 전략의 핵심임을

실행하였다.인재와 리더십 개발을 회사 차원에서 실행하여 기업의 목표와 비전에 맞
는 인적자원 개발에 힘썼다.둘째,모든 계층이 도전적인 목표설정 성과에 대한 높은
보상을 받는 성과 조직을 구축 했다.셋째,인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했다.이러한
결과 직원들의 회사 성공과 경쟁력유지에 매우 중요한 직원들의 높은 성과 몰입을 이
끌었다.또한 뛰어난 재무 성과로 높은 매출을 이루게 했다.사례를 탐색한 결과 인간
중심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① 사람-근로자(인간존중
의 가치),② 회사경영방침(공정한 성과평가,차별 완화 정책 등의 제도),③ 자율적 업
무환경(정보 공유 등 비전 제시,의사결정의 분권화,자율적 의사소통),④ 자기계발 기
회제공(경력개발,교육훈련 등),⑤ 적정한 보상(급여 복리후생,성과급 등)을 들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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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제제제 절절절 자자자 료료료

본 연구의 표본은 국내의 중소기업 건설(3개소),공공서비스(3개소),은행․보험(3개
소),제조(3개소)등 업종별 조직을 대상으로 하였다.이들 기업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
고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로 한정 하였다.12개 조직에 총 30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222부가 수거되어 74%의 회수율을 보였다.또한 이
들 수거된 설문지들 가운데 14부는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상태로서
이들을 최종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따라서 최종 설문분석을 위한 자료는 208부이
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구 통계적 특성
에 대한 빈도분석과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타당하지 못한
자료는 제거하고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자료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업종별 구성 비율
은 건설업54명(11.8%),공공서비스업 65명(14.2%),은행․보험업 50(10.9%),제조업 39명
(8.5%)이다.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140명(67.3%),여성은 69명(32.7%)이며,
기혼은 123명(59.1%),미혼은 85명(40.9%)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가 58명
(27.9%)30대는 109명(52.4%),40대 36명(17.4%),50대는 5명(2.4%)을 차지하였으며 이외
에도 사원급 111명(24.3%)이며 대리급이 45명(9.8%)을 차지하였다.



- 49 -

.<표 7>표본의 특성

구구구 분분분 빈빈빈 도도도 비비비 율율율

업종

건설업 54 11.8

공공서비스업 65 14.2

은행․보험업 50 10.9

제조업 39 8.5

성별
남자 140 67.3

여자 68 32.7

연령

25세 이하 7 3.4

26～30세 이하 51 24.5

31～35세 이하 59 28.4

36～40세 이하 50 24

41～45세 이하 23 11.1

46～50세 이하 13 6.3

50세 이상 5 2.4

결혼여부
기혼 123 59.1

미혼 85 40.9

근무년수

6개월 미만 18 8.7

6개월～2년 50 24.

2년～5년 66 31.7

5년～10년 29 13.9

10년～15년 29 13.9

15년 이상 16 7.7

직급

사원(평직원) 111 24.3

대리(중간관리자) 45 9.8

과장(상급관리자) 29 6.3

차장부장(팀장급) 20 4.4

실장급 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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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표 8>기술 통계량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분석수
신중선발1 3.04 0.86 208
신중선발2 3.18 0.97 208
신중선발3 3.32 0.91 208
신중선발4 3.28 0.91 208
내부이동3 3.15 0.94 208
내부이동4 3.12 0.84 208
고용안정1 3.26 0.99 208
고용안정2 3.13 1.06 208
참여1 3.10 0.86 208
참여2 2.88 0.94 208
참여3 3.06 0.92 208
참여4 3.14 0.93 208

교육훈련1 3.19 0.98 208
교육훈련2 2.88 0.88 208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이전 각 설문 항목들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또한 이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는 다음과 같다.요인분석은 유사
한 변수들을 서로 묶어야 하므로 변수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공통요인
을 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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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Matrix(a) 상관행렬
구 분 신중

선발2
신중
선발3

신중
선발4

내부
이동3

내부
이동4

고용
안정1

고용
안정2 참여2 참여3 참여4 신중

선발1
교육
훈련1

교육
훈련2 참여1

Correlation
(상관계수)

신중선발2 1 0.575 0.488 0.018 0.253 0.215 0.074 0.245 0.432 0.312 0.592 0.229 0.256 0.302
신중선발3 0.575 1.000 0.698 0.023 0.301 0.147 0.105 0.224 0.266 0.198 0.521 0.346 0.287 0.268
신중선발4 0.488 0.698 1.000 0.047 0.306 0.121 0.056 0.415 0.332 0.323 0.540 0.326 0.431 0.260
내부이동3 0.018 0.023 0.047 1.000 -0.181 -0.011 -0.208 -0.013 0.006 0.108 0.076 0.032 0.056 0.035
내부이동4 0.253 0.301 0.306 -0.181 1.000 0.114 0.194 0.219 0.248 0.109 0.208 0.198 0.162 0.064
고용안정1 0.215 0.147 0.121 -0.011 0.114 1.000 0.455 0.100 0.231 0.178 0.236 0.182 0.129 0.229
고용안정2 0.074 0.105 0.056 -0.208 0.194 0.455 1.000 0.045 0.046 -0.009 0.015 -0.006 -0.076 0.022
참여2 0.245 0.224 0.415 -0.013 0.219 0.100 0.045 1.000 0.518 0.447 0.274 0.176 0.444 0.277
참여3 0.432 0.266 0.332 0.006 0.248 0.231 0.046 0.518 1.000 0.519 0.431 0.256 0.361 0.433
참여4 0.312 0.198 0.323 0.108 0.109 0.178 -0.009 0.447 0.519 1.000 0.341 0.257 0.306 0.421

신중선발1 0.592 0.521 0.540 0.076 0.208 0.236 0.015 0.274 0.431 0.341 1.000 0.261 0.285 0.269
교육훈련1 0.229 0.346 0.326 0.032 0.198 0.182 -0.006 0.176 0.256 0.257 0.261 1.000 0.428 0.133
교육훈련2 0.256 0.287 0.431 0.056 0.162 0.129 -0.076 0.444 0.361 0.306 0.285 0.428 1.000 0.219
참여1 0.302 0.268 0.260 0.035 0.064 0.229 0.022 0.277 0.433 0.421 0.269 0.133 0.219 1.000

Sig.(1-tailed)
유의확률
(한쪽)

신중선발2 0.000 0.000 0.400 0.000 0.001 0.14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신중선발3 0.000 0.000 0.368 0.000 0.017 0.065 0.001 0.000 0.002 0.000 0.000 0.000 0.000
신중선발4 0.000 0.000 0.250 0.000 0.041 0.21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내부이동3 0.400 0.368 0.250 0.004 0.436 0.001 0.425 0.466 0.061 0.137 0.321 0.213 0.308
내부이동4 0.000 0.000 0.000 0.004 0.050 0.003 0.001 0.000 0.059 0.001 0.002 0.010 0.178
고용안정1 0.001 0.017 0.041 0.436 0.050 0.000 0.075 0.000 0.005 0.000 0.004 0.032 0.000
고용안정2 0.143 0.065 0.212 0.001 0.003 0.000 0.261 0.256 0.447 0.413 0.467 0.138 0.376
참여2 0.000 0.001 0.000 0.425 0.001 0.075 0.261 0.000 0.000 0.000 0.005 0.000 0.000
참여3 0.000 0.000 0.000 0.466 0.000 0.000 0.25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참여4 0.000 0.002 0.000 0.061 0.059 0.005 0.447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신중선발1 0.000 0.000 0.000 0.137 0.001 0.000 0.41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교육훈련1 0.000 0.000 0.000 0.321 0.002 0.004 0.467 0.005 0.000 0.000 0.000 0.000 0.028
교육훈련2 0.000 0.000 0.000 0.213 0.010 0.032 0.13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참여1 0.000 0.000 0.000 0.308 0.178 0.000 0.376 0.000 0.000 0.000 0.000 0.028 0.001

aDeterminant(행렬식)=.012

<표 9>상관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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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 간의 상관행렬이다.예를 들면 신중선발 4와 신중선발3의 상관관계는 .698로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반면에 내부이동 4와 고용안정1의 상관관계는 .046
로서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요인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이
모두 상관관계가 높거나 모두 낮은 경우에는 요인분석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이는
일부 변수들 간에 적절히 높고 낮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몇 개의 공통요인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위 결과 중 아래 부분은 제시된 변수간의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확률을 적어 놓
은 것이다.보통 5%를 기준으로 하지만 10%를 사용하기도 한다.5%를 사용하는 경우
는 유의확률이 .05보다 크면 상관계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상관관계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예를 들면 결과에
서 참여3과 고용안정2의 상관계수는 .046이다.이 표에서는 유의 확률이 .256이므로
5%나 10%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될 수 없다.즉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다.

<표 10>KMO와 Bartlett의 검정 (KMO andBartlett'sTest)

KMO andBartlett'sTest(KMO와 Bartlett의 검정)
Kaiser-Meyer-OlkinMeasureofSamplingAdequacy.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측도) 0.809

Bartlett'sTestofSphericity(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Chi-Square
(근사 카이제곱)

896.974

df(자유도) 91

Sig.(유의확률) 0.000

KMO 측도는 변수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 이 측도의 값이 적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
타낸다.
KMO의 값이.90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며,.80이상이면 꽤 좋은 것이며,.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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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적당한 것이고 .60이상이면 평범한 것이며 .50이상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는 KMO값이 .809이므로 꽤 좋은 것이다.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 검정치는 '상관행렬이 단위
행렬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면 요인
분석 모델을 사용 할 수 없다.위 14개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의 검정치가 896.974이고
이 값의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따라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
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11>공통성 (Communalities)

Communalities(공통성)

Initial(초기) Extraction(추출)
신중선발1 1.000 0.657
신중선발2 1.000 0.691
신중선발3 1.000 0.773
신중선발4 1.000 0.707
내부이동3 1.000 0.661
내부이동4 1.000 0.556
고용안정1 1.000 0.807
고용안정2 1.000 0.745
참여1 1.000 0.549
참여2 1.000 0.649
참여3 1.000 0.683
참여4 1.000 0.635

교육훈련1 1.000 0.704
교육훈련2 1.000 0.694

ExtractionMethod:PrincipalComponentAnalysis.(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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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성에 관한 내용으로 각 변수의 초기 값과 주성분 분석에 의한 각 변수의 추출
값이 제시되어 있다.한편,각 변수의 공통성은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낸다.예를 들면 신중선발1의 공통성이 .657이므로 이들 5요인으로 65%가 설명
되고 나머지 35%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통성이 낮은 변수는 요인분석에서 제외함이 좋다.분석 수에 따라 다르
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통성이 .4이하이면 낮다고 판정한다.

<표 12>설명된 총분산 (TotalVarianceExplained)

추출된 5성분(요인)의 고유치는 각각 4.475 1.559 1.339 1.136 1.001로써 이것은 요
인추출 기준으로 지정한 고유치 1이상인 요인만 추출된 것을 알 수 있다.고유치는
그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나타내므로 이 값이 큰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5개요인은 은 요인1이 31.9요인2는 11.1요인3이 9.5요인48.1요인 5가 7.1로 전

TotalVarianceExplained(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전체 %분산 % 누적 전체 %분산 % 누적 전체 %분산 %누적
1 4.475 31.967 31.967 4.475 31.967 31.967 2.737 19.547 19.547
2 1.559 11.139 43.106 1.559 11.139 43.106 2.424 17.311 36.859
3 1.339 9.566 52.672 1.339 9.566 52.672 1.600 11.426 48.285
4 1.136 8.112 60.785 1.136 8.112 60.785 1.469 10.490 58.775
5 1.001 7.149 67.933 1.001 7.149 67.933 1.282 9.159 67.933
6 0.767 5.477 73.411
7 0.702 5.016 78.427
8 0.647 4.624 83.051
9 0.555 3.961 87.011
10 0.451 3.221 90.232
11 0.419 2.996 93.228
12 0.374 2.670 95.898
13 0.333 2.381 98.278
14 0.241 1.722 100.000

ExtractionMethod:PrincipalComponent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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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누적)67.9%를 설명하고 있다.물론 요인 1이 가장 높은 설명을 하고 있다.요인을
더 많이 추출하였다면 그 설명력은 67.9%보다 높아질 것이지만 요인의 수가 많아진다
는 단점이 있다.요인은 가능한 한 적으면서 설명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림 6>Scree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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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성분행렬 ComponentMatrix(a)

지정한 요인추출 방법으로 5요인이 선정되었다.결과에 의하면 신중선발1의 적재치
는 요인 1,2,3,4,5의 각각에 대하여 .713-.003-.225.279-.143만큼 영향을 미친다.즉 신
중선발1은 성분1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분행렬 ComponentMatrix(a)
성분(Component)

1 2 3 4 5
신중선발1 0.713 -0.003 -0.225 0.279 -0.143
신중선발2 0.704 0.092 -0.238 0.264 -0.245
신중선발3 0.696 0.126 -0.500 0.144 -0.048
신중선발4 0.756 -0.016 -0.367 -0.027 -0.022
참여1 0.525 -0.104 0.402 0.227 -0.223
참여2 0.604 -0.170 0.319 -0.380 -0.097
참여3 0.701 -0.098 0.380 -0.081 -0.175
참여4 0.610 -0.256 0.438 0.024 -0.068

교육훈련1 0.502 -0.061 -0.149 -0.189 0.625
교육훈련2 0.590 -0.258 0.023 -0.337 0.405
고용안정1 0.355 0.536 0.367 0.352 0.368
고용안정2 0.123 0.808 0.226 0.090 0.134
내부이동3 0.041 -0.511 -0.031 0.543 0.319
내부이동4 0.410 0.386 -0.195 -0.432 -0.120
ExtractionMethod:PrincipalComponentAnalysis.(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5componentsextracted.(추출된 5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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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회전된 성분행렬 (RotatedComponentMatrix(a))

베리맥스에 의한 6차례의 반복계산 후에 얻어진 회전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이 방
법에 의해 14개의 변수는 5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음을 알 수 있다.한국적 환경맥락에

회전된 성분행렬 (RotatedComponentMatrix(a))
성분 (Component)

1 2 3 4 5
신중선발1 0.745 0.292 0.082 0.074 -0.070
신중선발2 0.776 0.281 -0.011 0.098 0.028
신중선발3 0.845 0.034 0.216 0.056 0.089
신중선발4 0.727 0.204 0.343 -0.048 0.128
참여1 0.230 0.671 -0.092 0.148 -0.127
참여2 0.094 0.677 0.318 -0.095 0.267
참여3 0.248 0.762 0.147 0.077 0.113
참여4 0.147 0.756 0.174 0.041 -0.103

교육훈련1 0.215 0.040 0.798 0.135 -0.041
교육훈련2 0.152 0.339 0.741 -0.074 0.036
고용안정1 0.107 0.186 0.131 0.857 -0.095
고용안정2 0.028 -0.042 -0.067 0.798 0.318
내부이동3 0.104 0.022 0.136 -0.081 -0.790
내부이동4 0.316 0.059 0.204 0.086 0.636
ExtractionMethod:PrincipalComponentAnalysis.
RotationMethod:VarimaxwithKaiserNormalization.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베리맥스
aRotationconvergedin6iterations.(6회전에 의해 요인회전이 수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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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된 인간중심경영의 고성과 조직의 특징은 신중한 선발,참여,교육훈련,고용안
정,그리고 내부이동으로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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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인인인간간간중중중심심심경경경영영영 모모모델델델

인간중심경영은 경영자가 조직구성원 개개인을 존중을 통하여 신뢰하는 경영을 의
미한다.이에 대하여 신유근(2007)은 조직에서의 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
간존중경영은 개발경영,자율경영,참여경영이라고 하는 실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부 실천 과제들을 제시하였고,양혁승(2007)은 인간중심경영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특
징으로 고용관계 추구,자산관점의 인력운영 지향,구성원의 주인의식 극대화에 초점,
장기적 고용관계 지향,조직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추구 등 6가지를 들
고 있다.신유근(2008)의 인재육성을 위한 개발 경영과 팀 간의 자율경영,조직과 구성
원간의 참여 경영의 구조 속에 양혁승(2007)의 인간중심경영의 특징을 정리 하면 <그
림 7>과 같다.

<그림 7>인간중심경영 원리

<그림 7>과 같이 개인과 조직,더나가 사회의 상생발전을 가능 하게 하는 인간중심
경영을 통하여 조직 안에서 통합적 실행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인간중심경영
은 근로자가 조직운영의 핵심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직과 사람 사이에
상생의 순환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중장기적 이득의 극대화를 기대
할 수 있다.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자기 계발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직은 근로자에게 장기적 고용관계를 지향하며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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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을 통해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조직운영 지향해야한
다.또한 근로자간,팀 간,이해관계자 간 등이 자율적 의사 결정을 하며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는 인간중심경영의 실현위한 통
합원리를 도출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원리가 한국의 인간중심경영의 실현을 위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고

성과 조직의 지침을 제공했다면 3장에서의 Pfeffer의 7가지 양식을 통한 사례 분석은
한국에서의 인간중심경영의 모습으로 실현 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도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림 8>사례로 살펴본 인간중심경영 기업의 특징

사례로 살펴본 인간중심 경영 제도들은 인크루트가 2007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
은 기업과 많은 부분 일치 하고 있었다.4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조직
성과에 따른 만족스러운 급여와 공정한 보상 제도를 이류로 꼽았고 6위인 SK는 동종
업계와 지역사회의 선도 기업 이미지라고 했으며,9위인 유한킴벌리는 우수한 복리 후
생이라고 꼽았다.이처럼 Pfeffer의 7가지 양식을 바탕으로 살펴본 기업들은 조직의 성
과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간중심경영의 원리를 바탕으로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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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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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Pfeffer교수의 양식을 바탕으로 Sunetal(2000)의 양식에 대하여 한국근로자의
인식도를 측정 하였다.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근로자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재무적 성과중심으로 측정되어있어 이에 대한 근로자 관점의 인식도
를 알아봄으로써 인간중심양식의 도입에 따른 조직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설문을 통하여 요인분석 결과 신중한 선발,참여유발,교육훈련 및 인재
육성,고용안정,내부이동 등이 요인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다.본 논문을 통하여 한
국 근로자의 인간중심경영의 인식을 통한 모델을 제시하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한국근로자의 인식을 통한 인간중심경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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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한한한계계계

IMF경제위기 이후 10년의 세월동안 서구의 경영방식은 우리나라의 경영방식을 결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하지만 미국식 경영방식은 가치관과 경영방식이
다른 한국적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제기 되어 왔다.
최근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고성과 조직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인 인간중심경영의 기본적 틀이 서구기업들에게는 유효성 있게 적용되어 왔으나 한국
적인 경영환경 맥락에는 차별적으로 적용됨을 실증분석 결과 인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Pfeffer교수의 7-HR이론을 부분적으로 적용시킨 사례분석의 결과는 일
치성을 가져올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지만,이와 같은 7-HR 방식에 기초한
Sunetal(2000)의 고성과 조직의 인적자원관리방식을 설문 분석한 결과는 신중한 선
발,참여유발,교육훈련 및 인재육성,고용안정,내부이동 등이 요인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명백한 직무기술서,결과
지향적 평가,인센티브 보상 등은 인간존중경영의 방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실은 한국적 경
영환경 맥락에서 인간존중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중한 선발,참여를 조장하는 활
동,인재양성 프로그램의 강화,고용안정,내부승진 등의 내부이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
어 질 때 인간존중경영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고 하더라도 광주지역의 한
정된 지역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한국적 경영환경 맥락으로 확
대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또한 Sunetal(2000)의 설문내용을 번역하고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한계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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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시시시사사사점점점

한국적 경영환경 맥락에서 인간존중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중한 선발,참여유발,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강화,고용안정,내부승진 등의 내부이동 등이 원활하게 실현되어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이 시사되고 있다.
인간중심경영을 위해 선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인간중심의 가치와
공동체성,팀워크,신뢰문화 등 조직문화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이러한 인
재는 기술과 지식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보다 사고방식,성격,적성,태도 등 기업문화
및 역할에 맞는 적임자를 채용하는 것이다.이러한 원칙을 통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는 사람을 선발할 때 훈련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자질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
고,대신 지원자의 태도와 팀워크능력 등과 같이 쉽게 바뀌지 않으면서도 업무수행성
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자질에 중요한 비중을 두어 선발해 왔다.인간중심경영을 위
해서는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데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에 대한 의욕과 주인의식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구성원들의 참여다.
구성원들의 이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거나,조합이나 노사
협의회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참여를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참여는 지식을 교환하고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본질
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다양한 관점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기술 환경의 변화나 사업구조변동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인력 구조조정의 압력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다.유한킴벌리의 4조 2교대제 지원의
경우 인력감원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통하여 알 수 있
듯이 미래인재를 만드는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존중 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이 뒷받침 되어
야 한다.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잠재역량을 계발하고 그 역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
서 고용안정은 직무와 조직성과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갖게 하며,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조직의 헌신여건을 만들어 준다.구성원들의 노력에 기업이 해고
를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제반 정책이나 제도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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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이동은 구성원들의 역량 개발과 만족감과 동기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내
부이동에 대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구성원들의 자아실현관점과 조직의 목적
달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서구의 경영방식이 한국경영환경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적절하게 조직
의 환경 및 사회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변형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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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회사의 인사제도 관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적절한 의견에 √표하여 주십시오.

인인인간간간존존존중중중경경경영영영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안안안녕녕녕하하하십십십니니니까까까 최최최근근근 높높높은은은 성성성과과과를를를 달달달성성성하하하면면면서서서 조조조직직직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인인인간간간적적적인인인 측측측면면면을을을 중중중시시시하하하는는는

인인인간간간존존존중중중경경경영영영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중중중요요요성성성이이이 강강강조조조되되되고고고 있있있습습습니니니다다다 이이이와와와 관관관련련련하하하여여여 본본본 설설설문문문은은은 인인인간간간존존존중중중의의의
한한한국국국적적적 모모모델델델을을을 설설설정정정하하하는는는데데데 기기기초초초 자자자료료료로로로서서서 필필필요요요하하하며며며 응응응답답답 결결결과과과는는는 익익익명명명으으으로로로 컴컴컴퓨퓨퓨터터터 통통통계계계처처처
리리리 되되되오오오니니니 여여여러러러분분분들들들의의의 성성성실실실한한한 답답답변변변 부부부탁탁탁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바바바쁘쁘쁘신신신 와와와중중중에에에도도도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에에에 응응응답답답해해해주주주
셔셔셔서서서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 연구 진행자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정진철 교수 ☏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이만기 ☏

문 항 전혀 그렇지 보통 매우
그렇지않다 않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우리 회사는 고직급자를 외부에서 충원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승진
시키는 입장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인력을 새로운 직무에 효과적으로
재배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적소에 잘 배치
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는 업무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나에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는 직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에서 인사 평가는 객관적인 지표를 주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의 제안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의 고충처리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의 임금 인상절차는 일관되고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조직문화와 풍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선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
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새로 직원을 선발할 때 미래를 생각해서 개인의 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한
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는 직원의 선발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는 직원 선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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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보통 매우
그렇지않다 않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는 사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업스킬 강화 교육을 많이 제
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은 승진 기회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는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는 기회 잡기가 어려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회사 직원들은 이 회사에서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는 연공서열 기준으로 승진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 직원들의 경력경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이 회사를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는 한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이 회사에서 직원들의 정년은 보장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직원들의 업무 역할은 직무명세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최근 새롭게 규정한 업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의 직무명세서는 직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직원들의 성과평가는 객관적인 정량 지표에 의해 측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직원들의 성과 평가는 근속과 부서팀 성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회사 이익에 근거하여 직원들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① ② ③ ④ ⑤

급여는 개인과 집단팀 성과에 연동되어 지급된다 ① ② ③ ④ ⑤

직원들은 가끔 상사로부터 업무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요청받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도록 허용하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기회를 허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상사는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열린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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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의 인적 통계적 사항에 관한 것들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하여 주
십시오

1)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귀하의 최종 학력(재학도 포함)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3)귀하의 연령은?
① 25세 이하 ② 26～30세 이하 ③ 31～35세 이하
④ 36～40세 이하 ⑤ 41～45세 이하 ⑥ 46～50세 이하 ⑦ 50세 이상

4)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결혼 ② 미혼

5)귀하의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년수?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2년 ③ 2～5년 ④ 5～10년 ⑤ 10년～15년

⑥ 15년 이상

6)귀하의 직위는?
① 평직원(사원급) ② 중간관리자(계장급) ③ 상급관리자(과장급) ④ 팀장급
⑤ 실장급

♠♠ 오랜 시간동안 성심성의껏 답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 자료
들은 학문적인 연구 자료로서만 이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귀하의 견해를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연구결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구자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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