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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지난 100 여 년간 학문 분야로서 인사관리의 변화틀 살펴볼 때， 기업 경영에서 인사관 

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면서 인사관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론화가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 이전의 인사관리에 대한 논의는 대량 생산체제와 거대 기업이 

등장하기 전 단계로서 주로 소규모 조직의 인력관리 수준에 머물렀다， 

20세기가 시작되며 기술 진보의 축적으로 인해 대랑 생산체제가 확립되고 프레데릭 테 

‘과학적 관리 (scientific management)’가 정착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제도가 테일러리즘(Taylorism)이 확산되면서 인력관리에 

생겨나게 되었다 테일러리즙이 일부 수정되어 더욱 정교하게 적용된 곳은 바로 포드 자 

동차 회사(Ford Motor Company)였으며 테일러와 포드의 노력으로 비로소 근대적 의 

소위 주창에 의해 일러 (F. Taylor)의 

되고 

미의 인사관리가 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노사관계 업무가 중요한 인사부서 기능으로 추가되고 인간관계론 및 조직행위 

론의 발전으로 인해 이들 학문의 이론적 영향을 받으며 인사관리 가능이 점차 강화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사관리 부서가 조직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 이 연구는 2002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및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왼된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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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함에 따라 미국 경영학계와 실무계에서 ‘인사관리’를 personnel management라고 부 

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던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personnel 

management라는 명칭하에 진행되던 인사관려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려 더욱 체계 

화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human resourcc managemcnt’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었 

다 이즈음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쇠퇴하며 새로운 경쟁환경 하에서의 경영전략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함에 따라 인사관리 연구에 전략적 요소가 가미되며 ‘전략적 인사관리 

(strategic human resourcc management)’는 새로운 영역이 인사관리라는 학문 분 

야 내에 생겨나게 되었다 

II. 전략적 인사관리 

전략적 인사관리 연구의 핵심은 잘 설계된 인사관리 제도나 인사관리 시스템 (인사관리 

제도들의 결합)이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인사관리의 핵심 

병제는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인사관리와 기업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와 실증연구는 다양하고도 심도있게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전략적 인사관리 연구의 대표적 접근법 세 가지는 보편적 접근볍 (uni versalistic 

approach) , 상황적 접근법 (contingency approach) , 형태적 접근볍 (confïgurational 

approach) 이라 할 수 있다 이틀은 전략적 인사관리의 연구볍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현실의 조직이 인사관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가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접근법 

보편적 접근볍어l 입각한 연구는 어떤 특정 인사관리 제도나 특정 인사관리 시스템이 

모든 기업에게 공히 우수한 경영성과를 가져다 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 

한다 예를 들어， 이익 분배 제도가 어떤 조직에서 사원의 업무 열의륜 고취시켜 경영성 

과 향상에 기여한다면 이익 분배 저l도의 이러한 효과는 어떤 기업에서나 나타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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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Kruse 1993 J 현실적으로는 대다수 기엄이 이바한 견해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기업의 주요 관신사는 타 기엽 혹은 경영성파가 우수한 기임에서 어 

떤 새로운 인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 

도는 ‘ best practicc'로 인정되어 많은 조직에서 이릎 연구하여 도입하려 하게 된다 

이처럼 타 기업의 인사제도플 연구하고 모방하는 Bcnchmarking이 보편적 ;셔 .::nl1 
tl C• '" 

에 입각한 인사관리를 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종요하다 

류가 있다 칫째는 경쟁사의 인사제도룹 연구하는 

bcnchmmking) 이 았고， 둘째로는 일반적인 타 기업의 

Bcnchmarking에 는 여 러 3느 。

경쟁적 벤 치 마킹 (competi ti vc 

λ} 그l ;A.:J ol 
。 O ，~ 인사세도플 연구하는 

일반적 벤치마킹 (gencric benchmarking) 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기업 내 타 부서 호으 ~ ~ 

기업 집단내에서 타 계열사의 우수한 인사제도플 연구하는 내부적 밴치 마킹 (intcrnal 

benchmarking) 이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우량기업의 얀 

사제도흘 오랜 기간 동안 벤치마킹하여 도입하였고 현재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 상황적 접근법 

보편적 접근법에서는 특정 인사관리 제도나 특정 인사관리 시스템이 모든 기엽에게 어 

떤 상황에서나 좋은 경영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상황적 접근법은 좋은 제도 

라 할 지라도 다른 나라의 문화， 기업의 전략이나 내부적 상황 등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좋은 경영성과를 낼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마치 좋은 약도 먹 

는 사람의 체질이나 상태에 따라 그 약효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인식과 매우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상황적 칩근법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은 적합성 (fï t)이다 적합성에는 다음과 같은 두 종 

류의 적합성이 있다 

첫째는， 6 .71 -;셔 T/---ï'..è-j 적합성 (vertical fit)으토서 기업의 전략이나 문화와 특정 인사제도 흑 

은 인사관리 시스템이 서로 잘 맞는가를 의 01 한다 예릎 들어， 어떤 기업이 차별화 

(di fferentiation)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인력 개발 정책은 우수한 인재육성 

을 위한 투자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자가에 일반적 (generic) 인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한다 

면 차별화 전략 수행을 위한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틀 확보할 수 없고 따라서 차별 



I26 했뼈폐f짧{充 제 13권 

화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외환 위기 이전의 한국 기업에서는 한국 문화에 맞는 한국식 인사관리 제도가 중요하 

다고 보고 미국식의 성과주의 인사관리 제도나 단기 계약식 인사관리 제도의 도입을 꺼 

려왔다 이는 다분히 수직적 적합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경영 관행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수평적 적합성 (horizontal fit)으로서 어떤 인사관리 제도가 변경되거나 새로 

이 도입될 때 그 제도가 기존의 여타 인사관리 제도들과 얼마나 서로 잘 맞는가 하는 문 

제이다- 예를 들어， 연공에 의존하던 급여결정 구조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려 할 때. 기존 

의 느슨하던 혹은 부정확한 평가제도 및 교육훈련 제도와 새로운 급여제도는 서로 잘 맞 

지 않아 연봉제의 도입이 어려운 경우이다 이 때는 먼저 평가제도， 교육훈련 제도 등을 

성과주의 급여제도와 잘 맞도록 정비하고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 

로 수평적 적합성을 문제로서 수평적 적합성을 이루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best 

practice 로 알려진 타 조직의 새로운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게 되 

며 새로운 제도로 인한 경쟁우위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수직적 및 수평적 적합성의 중요성과 함께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적합 

성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이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변하여 전략이 수시로 변경될 때에 

과거의 전략에 맞추어진 인사관리 제도나 인사관리 시스템이 적시에 수정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적합성이 깨어져 조직 성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관심이 한국적 기업 문화 유지보다는 수익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것이 되면서 미국식 성과주의 인사관리 제도 

가 급격히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생존을 유지하고 시장에서의 

기엽 평판을 좋게 유지시켜주기는 했으나 조직 구성왼의 정서나 가치관이 이에 따라 적 

시에 변화하지 못하여 사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조직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 

다 따라서 수직적/수평적 적합성 논의에서는 기업의 전략과 인사관리 간의 적합성 못지 

않게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과의 적합성도 중요한 문제이나 이러한 문제는 전략적 인사관 

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형태적 접근법 

형태적 접근법은 우수한 경영 성과에 이르게 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은 하나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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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가 병존할 수 있다(equifinality)고 보는 관점이다 형태적 접근법의 특정은 

개별 인사관리 제도가 아닌 인사관리 제도틀의 결합， 즉 얀사관리 시스템에 논의의 초점 

을 맞추고 있다는 것과 equifïnality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형태적 접근법의 중요성은 자원기반 관점 (resource-based view) 에 의해 잘 드러난 

다 자원기반 관점은 기업의 자원이 가치있고(valuable) . 희귀하며 (rare) . 모방하기 어 

렵고(hard to imitate). 대체하기 어려우면 (non-substi tutable) 기업에게 지속가능 

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인사관리 시스템에 적용 

할 때， 잘 개발된 인사관리 시스템은 자원기반 관점에서 중시하는 위의 조건들을 비교적 

잘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즉， 잘 개발된 선발 개발 평가-보상 승진 제도 등으로 이 

루어진 인사관리 시스템은 쉽게 모방하거나 대체하기 힘들다 따라서 경쟁사에서 쉽게 

이러한 경쟁우위를 창출해 내기 어렵다- 인사시스템이 모망하거나 대체하기 힘든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인사시스템의 발전 및 진화 과정이 경로의존적 (path dependcnt) 이고， 

인과관계의 모호성 (causal ambiguity) 이 존재하여 쉽게 따라하거나 도입할 수 없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4 실증연구 결과 

이상에서 논의된 전략적 인사관리의 세 가지 접근법은 여러 실증연구에 의해 어느 정 

도 지지되고 있다- 먼저 보편적 관점의 연구들은 어떤 득정제도의 성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사관리 기능(선발， 교육훈련， 급여， 평가， 승진， 노사관계 등)에 따라 

여러 인사관리 제도의 효과성을 연구하고 있다[Blinder. 1990; Bradley and Estrin. 

1992J ‘ 예를 들어 어떤 성과급 제도가 우수하다고 설증연구에서 밝혀지면 이 결과는 일 

종의 base-line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해당 기업의 문화나 전략에 대잔 명시적 고 

려없이 특정 인사관리 제도의 효과만을 연구하였을 때 그 제도가 유의한 성과칠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제도와 수직적 혹은 수평적 적합성을 보이는 전략이나 제도와 재 

대로 결합되었플 때는 더 큰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편적 접근법의 입각 

한 연구와 상황적 접근법에 입각한 연구는 서효 상치되기 보다는 서로가 보완적인 결과 

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 

상황적 접근법에 입각한 연구 중 가장 많은 주목플 받은 분야는 기업 전략과 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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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수직적 적합성에 관한 분야이다 기업 전략의 구분법으로는 포터의 차별화 전략/원 

가우위 전략/집중 전략 분류과 마일즈 및 스노우의 defender/prospector/ analyzer 분 

류이다 이러한 전략과 적합한 인사관리 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양자간의 

적합성이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호텔 u]치는7에 관한 연구 중 상당수가 수직적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결과는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 이 관계는 더 나은 전략 분류법을 이용한 새로운 연구들이 펼요한 상태이다 

수평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들은 수직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보다 더 많은 빈도로 그 중 

요성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 또한 인사관리 제도들의 분류방식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관리 분류방식에 대한 더 나은 이론적 연구가 

펼요한 상태이다 

형태적 접근법에 업각한 연구들은 대체로 몰입에 기초한 인사관리 시스템 (cornmitment

based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이 타 시 스템 보다 더 기 업 성 과 향상 

에 크게 기여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미국내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한 가지 형태만。l 좋다는 보편적 접근법에 입각 

한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도 새로운 인사관리 

분류법에 입각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무한 경쟁에 직면한 많은 기업이 

한 가지 인사관리 형태가 아닌 다양한 인사관리 형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틀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 또한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등장한 이론적 논의는 바로 인적자원 아키텍쳐 

(human resource architecture)의 개념이다. 인적자원 아키텍쳐는 미국의 David 

Lepak과 Scott Snell o] 체계화하여 전략적 인사관리의 기존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제 

시한 이론인데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III. 인적자원 아키텍쳐(Human Resource Architecture) 

1 . 다앙한 고용형태와 인사관리 

전략적 인사관리 연구는 인사관리와 기업 전략 그리고 기업의 성과를 연결하는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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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론적 논의와 다양한 실증 연구 칠과갚 제공했디는 선에서 현대 인사관리 연구에 매 

우 큰 공헌을 했다고 판 수 있다 그라나 이러한 공헌에도 같구히고 진략적 인사관리 여 」

구에 사용되고 있는 이콘， 개념， 다양한 논의등이 아직도 다 tl 7J.도] 
。 E 펀요가 있고 설증 

연구늪도 더 정교한 방법돈음 사용하여 또 더 다양한 표본플 사용하여 수행되아야 한다 

는 진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새로운 연구틀이 앞으료도 게속하여 많이 수행 

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4 닫lc，，" 1 • , -, 인사관리의 이흔적 논의릎 한층 더 풍부하게 하고 있는 최근의 증요한 논점은 

인적자원 아키텍쳐에 관한 논의들이다 천략석 인사관리의 보편적 접근볍 λH"l-，，" 。 。 • 1 ""二그L 
"'~ 

법 형태적 접근법에 입각한 연구들은 모두 조직이 한 가지 형태의 인직자윈 아키텍쳐플 

가지고 있다는 암묵적 가정위에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의 현실은 역동적으로 변해 

가는 경쟁의 구조와 환경 변화에 효과작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인적 

자원 아카텍쳐를 가지고 였다 단적인 예는 한국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바 

정규직 인력이다 2002년 9윌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전처1 임급 근로자 중 임시 근로 

자는 34.3%이고 엘용 근로자는 17.7%로서 모두 52.0%의 근로자가 비정규직이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 프로젝트 혹은 자문을 세공하는 서비스 인력의 고용 등에 있어서 

는 정규직의 고용과는 다른 스타일의 인사관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얀력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략적 인사관리가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암 

묵적으로 전개해온 관리방식과 이론은 실제로는 전체 근긍-자의 48%에게만 적용되는 것 

이라 할 수 있으며 과반수플 넘게 차지하는 비정규직이나 대안적 고용인력에 대한 이론 

적 논의가 절실히 펼요하다 하겠다 기업은 효율성의 윈착에 따라 정규직에게 시행하는 

인사관리 제도와는 다른 제도를 비정규직에게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빈번히 

이의를 제기하는 근원이 되기도 하며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다 

루어져야할 주제이다 

2 인적자원 아키텍쳐의 이론적 기초 

기업이 여러 종류의 인력에 대해 다양한 인석자윈 아키텍쳐플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거래비용 경제이콘(transaction cost cconomics). 인적자본 이론 

(human capital theory). 자원기반 관점 (rcsource-basccl view of the fir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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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을수 있다 

1) 거래비용 경제이론 

먼저 거래비용 경제학의 관점은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노동시장의 거래를 통해 사들일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개발할 것인지의 문제로 규정한다 이 두 가지 

대안은 모두 나름대로의 비용과 효익을 수반하는데， 먼저 비용변에서 노동시장에서 외부 

인력을 사들일 때의 비용은 인력의 질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부정확하여 대가에 

상응하는 역량이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거래비용. transaction costs) 이 있으며， 내부 

에서 인력을 개발할 때에도 이에 수반되는 제 비용(관료제의 비용. bureaucratic costs) 

이 있다 

효익의 변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외부 인력을 사들일 때 얻는 효익으로는 그 인력을 개 

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절감한 것과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따라 필요한 역량만을 구 

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인력을 내부에서 개발할 때의 효익은 외부에 

펼요인력이나 역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필요시 빨리 조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았으나 이러 

한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인적자본 이론 

인적자본 이론은 어떤 조직이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를 할 때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을 위해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효익을 비교하여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이 때 일반 

적 인적자본은 외부 조직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사원이 교육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기 

업 특유의 인적자본은 정의상 외부로의 이전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사원과 조직이 분담하 

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3) 자원기반 관점 

자원기반 관점은 가치있고， 희귀하고， 모방과 대체가 어려운 인적자본이 기업 경쟁우위 

의 확보에 도움을 주므로 조직은 이러한 인적자원의 경우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자 

체적으로 개발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잘 개발된 인사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조 

건틀을 잘 만족시키므로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해야 한 

다는점을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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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 인적자원 아키텍쳐의 이론적 기초 

이론적 
Implication for managing cmployment 

관점 
Key constructs 

P 종업왼 관리에 있어 시장거래를 통했을 때의 비용과 조직 내 V 자산특수성 

부의 위계 원리에 따를 때의 비용쓸 비교하여 의사결정 (Asset specificity). 

(Market transaction과 internal production은 서로 대 v 불확실성 

거래비용 
체관계) (Uncertainty) . 

이론 
P 기엽은 종업왼의 생과를 momtonng하고 그들의 기술을 사 P 거래비용 Vs 

용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고용 형태를 취하려고 함 내부조정비용 

P 기엽 특유적 투자는 momtonng비용을 줄이며， 종업왼들의 (transaction cost 

협력을 유도함 vs bureaucratic 

P 기엽은 고용관리와 관계된 사전/사후적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함 cost) 

V 기업은 종업원의 기술개발과 지식축적을 위해 인적자분에 투 
p 일반 기술 Vs 

자한 비용과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 (ex. 미래 
기업특유기슴 

의 생산성)을 비교함 

인적자본 V 종업원은 저마다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가지고 있음 
(genelic vs spccial 

이론 V 기업은 인적;<.\4욕에 대한 투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는 것 
izcd) 

v 기술의 이전가능성 
을 막으려고 함 

(transferability of 
~ generic skill에 대한 투자는 종업원 스스로에 의해. firm 

specific skill에 대한 투자는 기업에 의해 이뤄져야 함 
skills) 

P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칭출하기 위한 지식기반 역량(knowledge 

based competencies) 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 ~ value 

자원준거 V 핵심역량은 내부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것은 아웃 Þ rareness 

관정 소싱해야함 ~ imitability 

V 핵심역량이란 가치 있고， 희귀하고， 모방 불가능하고， 이전할 ~ nontransferability 

수 없는 것이어야 함 

출처 D. P. Lepak and S. Snell “ Human Resource Architect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1): 31-48. 1999 

3. 인적자원의 내부화와 외부화 

한국과 해외의 기업은 모두 국제와 및 세계적 경쟁의 압력에 직면하여 다양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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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방식 (emp!oyment mode)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 

사용의 증가와 같은 현상은 인적자본 관리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이 자본투자 결정의 의사 

결정 문제와 같이 “make-or-buy" 문제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내에서 

인재를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사외에서 인재를 조달할 것인지는 아래와 같은 장단점 분 

석을 통해 고려하게 된다((표 2)참조) 

〈표 2> 내부고용과 외부인력사용의 장 · 단점 

Interna! emp!oyment Extcrna!ization 

V 간접tJ]용(overheadl과 관리비용(admin-

P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Skill과 Capability istrative cost)의 감소 

에 대한 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큼 V 민력 수요(workforce requi rementsl 

Benefits 
V 조정 {coordinationl과 통제 (control)가 의 균형을 잡기가 쉬움 

수월 V 조직의 유연성 증대 

V 조직 내 사회화(socializationl 증가 P 종입원의 수와 유형에 대한 재량권 증대 

V 거래비용(transaction costl 감소 P 중요 지왼을 핵심역량의 개발에만 사용 

할수있음 

P 고용관계 (emp!oyment re!ationshipl 를 
p 인력의 outsourcing은 외부 기술과 역 

관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bureaucratic 
량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 

Cost costs 
로 회사의 성과에 중요한 해심역량과 

V 환경의 변화(특히 노동력의 수요를 요구 

하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짐 
기술의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음 

대부분의 조직에선 위의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make and buy 

human capita l)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이러한 고용 방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에 대해선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전략적 인사관리의 시각에 입각하여 다양한 

고용방식의 결합이 어떻게 기업의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또 각 고용방식에 따라 적합한 인적자본의 채용， 훈련， 평가， 보상 관행들에 대해 

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최신 연구흐름은 조직 내 모든 종업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single “ optimaJ" 

인적자원 아키텍쳐， 즉 유일한 최적의 인적자원 아키텍쳐(예를 들어 , high com

mitment work system)가 있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시각을 부정하고， 인적자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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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다는 관점， 즉 하나의 조직 내에서도 다양한 패턴의 인사 

관리 제도블(즉. HR configuration) 이 있을 수 있다는 관선을 취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릎 바탕으로 각기 다른 유형의 고용 망식 ·고용 관계에 

일치하는 인적자원 아키텍쳐룹 환용하는 갓。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마치는 가룹 

분석하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정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인적자원의 가치와 특유성 

전략적 인사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적자윈 아키텍쳐 model에서 고용방식의 선택 

은진략적 고려와 비용/편익 고려 둘 모두에 의해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득히 종업원이 

가진 다양한 기술의 잠재적얀 가치 창출( value • creating) 적 측면과， 특정 회사에 대한 

그 기술의 특유적 측면( uniqucncss)을 고려하여 이려한 선택이 이뤄진다 이들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 다읍과 갇다 

1) 인적자원의 가치 (The Value of Human Capita l) 

인적자본의 내부화는 기업의 핵심역량을 기르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론 관리 · 조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채용， 훈련， 보상 등 인사관리 관련 제반 관행 

들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했응 때， 인적자본의 가치는 단순히 인 

적자본이 가져다 주는 생산성 증가나 새효운 지식이 아니라 인적자본플 개발 유지하기 

위한 비용 디1비 종업원틀이 가진 기술로부터 발생된 전략적 효익으토 정의될 수 있다 

만약 종업원들이 기업의 비용절감에 도움을 준다거나. 고객들의 

여할 수 있다면， 가치를 증대시킨다고(add values) 할 수 있다‘ 

효익을 증가시키는데 기 

2) 인적자본의 특유성 (The Uniqueness of Human Capital) 

인적자본의 특유성 (uniqucness or firm-specificity)은 어떤 인적자본이 타 기업에는 

없고 어떤 기업에만 존재할 때 즉 기업 특정성 (fi rm-specificity) 이 높을 때 발생한다 

인적자본의 

증대된다 

파업환경 

특유성 정도가 클수록 거래비용이 커지며， 따라서 고용을 내부화할 필요성이 

예외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거나 텀에 기초한 작업과 같이 상호의존성이 즈l 。 
=τ二r

득유의 업무수행 방식 등이 있는 경우처럼 사회적 복잡성 (socia!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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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모호성 (casual ambiguity).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의 개발이 증 

대되면 종업원 기숨의 특유성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기업 특유적 기술은 또한 특유의 

(idiosyncratic) 학습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외부 노동시장에서 쉽게 얻을 수가 없고 

기업 내부에서 투자할 필요성이 생긴다 거래비용 이론뿐만 아니라 자원기반 관점에 근 

거할 때도 기업 특유의 자산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본의 특유 

성 정도가 높을수록 고용을 내부화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방식에 대한 또 하나의 선택기 

준이 될 수 있다 

인적자본의 가치와 기업 특유성을 고용방식의 선택기준으로 했을 때， 각 개념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4사분연으로 구성된 architecture가 만들어칠 수 있으며， 각 사분변 

의 내용이 되는 인적자본의 전략적 특성 (value. uniqueness의 정도)은， 각기 다른 고 

용 방식과 고용관계， 그리고 인사관리 관행들의 결합형태 (configuration) 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IV. 인적자원 。l-7]텍쳐의 구조 

인적자원의 가치와 특유성을 축으로 하여 인적자원 아키텍쳐를 구분하여 보면 〈표 3) 

과 같은 네 가지 형태가 도출된다 

전략적 인사관리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보면 1) 모든 종업왼들이 앞에서 제시된 모 

텔의 Quadrant1에 해당하는 관리를 받아야 한다거나 2) Quadrant1에 속하는 종업원 

들(high uniqueness & high value of human capital) 만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 내에는 각기 다른 인사제도의 적용 받는 그룹들이 

엄연히 존재하며 , 따라서 한가지 유형의 고용관계나 인사관리 관행들이 모든 종업원들에 

게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인사관리 시스템이 모든 조건/상황들에 적합한 것이 아니며 인 

적자본의 특유성이나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인적자본의 고용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들은 고용방식에 맞게 인적자본의 사용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각기 다 

른 인사관리 제도뜰의 결합형태 (practices configuration)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인적 

자원 아키텍쳐의 복잡성은 다른 기업이 모망할 수 없는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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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적자원 아키텍쳐의 형태 

Quadrant 4 Quadrant 1 
고 

의 Quadrant 3 

고용형태 내부고용형 (cf ， Becker , 
1964; Reed & DeFi 11 ippi , 1990; 
R i 0 r dan & W i 1 1 i amson , 1985; 
Stewart , 1997) 

고용관계 조직중심적 (cf ， Lawl er 
e t a 1 ., 1995; Rousseau , 1995 ; 
Tsui et al. , 1995) 
인 사시 스텔 올 입 형 (cf , Arthur , 

1994; Husel id , 1995; Lawler et 
a1. , 1995; Youndt et al. , 1996) 

Quadrant 2 

고 용 형 태 저j 휴 형 ( cf , Borys & 
Jem i son , 1989; Par khe , 1993) 
고용관계 파트너쉽 (cf ， Parkhe , 
1993; Ring & Van de Ven , 1992) 
민사시스팅 혈동형 (cf ， Dyer , 1996; 
Nonaka & Takeuchi , 1995) 

이
」
 저「
 자 

본 

트트 
「
ζ그 

TT 고용형태 계약형 {cf ， Becker , 1964;1 고용형태. 획득형 (cf ， Becker , 1964; 
Leonard-Barton , 1995; Pfeffer & 1 Jones & Hi 11 , 1988; Quinn , 1992; 
Baron , 1988; von Hippel et al. , I Stewart , 1997; Wi 11 iamson , 1975) 
1997; Wi 11 iamson , 1975) I 고 용 관 계 공 샘 적 { c f , Rousseau , 
고 용 관 계 거 래 적 (cf , Rousseau , 1 1995; Rousseau & Wade-Benzoni , 
1995; Tsui et al. , 1995) 11994) 
인사시스템 계약이행형 {cf ， Becker , 1 민사시스템 시장중심형 (cf ， Koch & 
1964; Eisenhardt , 1988; Gomex- I McGrath , 1996; Snell & Dean , 1994; 
Mej ia & Balkin , 1992) I Youndt st al. 1996) 

서 
o 

저 

저 인적자본의 가치 고 

출처 D. P. Lepak and S. Snell “ Human Rcsource Architect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1): 31-48 , 1999 

만약 기업의 환경， 경쟁적인 상황이 바뀐다변 인적자본의 가치와 특유성도 변화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업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은 죄퇴하게 되 

는데， 이는 경쟁자들이 다른 기업의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기술과 지식플 똑같이 모방 

하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체적인 것윤 개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력 

은 높은 가치와 특유성을 가진 기존 기엽의 인적자본을 일반적이고 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게 된다‘ 불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역량에 대해 계속적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함 

으로써 그것을 더 가치 있고 특유적인 것으로 만든다면 인적자본의 쇠퇴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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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경쟁의 양상 속에서 인적자본의 가치와 특유성을 이처럼 변화하게 되는데 이 

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인적자원 아키텍쳐의 역동적 변화 

전략적 투자 

-커 스토마이즈(customize) 

Ouadrant 1 Ouadrant 4 

자
 

투
 

지
 

펙
 장
 뻐
 

저
」
 
촉
「
 
냄
 

고 

인
 적
 
자
 본
 의
 
트
「
 
〔
뉴
 
서
-

Ouadrant 2 Ouadrant 3 저 

저 

of 

고 

Academy Architecture 

인적자몬의 가치 

Resource “ Human Lepak and S. Snell 

Management Review 24 (1) 

P D 출처 

31-48. 1999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쟁의 양상 속에서 인적자본의 가치와 특유성을 유지하 이처럼 

등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지키 기 위해 각 조직은 인적자원의 교육개발이나 새로운 구입 

려고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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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 기업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성과주의 인사 제도에 따라 

변화하는 인적자원 관리방식에 대해 개념적 정랴뜰 시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인적자원 

아카텍쳐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인적자원 아키텍쳐 이폰은 미국의 학자들이 최근 연구하 

고 있는 주제이지만 한국의 인사관리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진 

다 현 단계에서는 각 기업의 인적자원 아카텍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현상 기술적 

인 연구가 먼저 펼요하다 즉， 기업이 인적자원 아카텍쳐 이콘에서 구분한 대로 네 가지 

종류의 인사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며 그렇다면 인력의 몇 퍼샌트가 

각 사분면의 관리방식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기업별로 다른 인적자원 아키텍쳐 구성올 보이는 지 연구가 필요 

하며 각기 다른 구성의 인적자원 아키텍쳐를 가진 기업이 이에 따라 다른 기업 성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연구자가 우리 나라 기업의 인사관 

리 제도 빚 그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나 변화하는 인적자원 아키텍쳐를 고려한 연구 

는 아직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서 새로운 학숨적 진보의 가능성이 크다 

고 보여진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연구주제들은 향후 전략적 인사관리의 이론을 확고히 

하고 현실의 인사관리 실무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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