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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인사관리가 기엽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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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인사관리 패러다임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전략 

적 인사관리의 개념을 살펴보고 전략적 인사관리가 기업 성과에 주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 

략적 인사관리에는 보편적 접근법， 상황적 접근법， 형태적 접근법이 있으며 각각의 접근법은 최적 

의 인사관리 시스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각기 다른 모델을 제시한다 한국 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미국 기업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모형으로 한 보편적 접근법의 변화를 겪어 왔 

지만 이후 한국 기업의 문화와 경영 환경에 맞는 방향으로 인사관리 시스템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 

로보인다‘ 

1. 들어가며 

인사관리 기능이 조직의 경쟁우위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하여 증대되고 있 

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인사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또한 전략적 인사 

관리 (Strategic HRM: SHRM)라는 새로운 분야를 통해 전략적 경영 (strategic 

management)의 프로세스에 인사기능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시도는 또한 

기업이 인사관리를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시각에서 인적자원 활동 

들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에 의해 더욱 활발히 행해졌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 

업 전략들과 인사관리 활동들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 실증적 연구들이 행해져 왔다 

하지만 전략적 인사관리에 대한 연구를 행함에 있어 전략적 인사관리의 영역과 정의가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교수 해외연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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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인사관리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적자원 활동을 정의 

하기 위한 명확한 이론적 모텔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 따라서 인사관리(HRM)와 전략적 

인사관리 (SHRM)의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오고 있다(Wright 

& McMahan. 1999).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불완전하나마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서 진행된 전략적 인사관리의 기존 이론들을 통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 

탕으로 한국 기업의 인사관리 방향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실증연구 결과 

전략적 인사관리 이론은 인사부서의 전략적 역할， 기업의 전략과 인사전략 간의 적합성 

문제， 전략적 인사관리론 인한 기업 성과의 규명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인사부서의 전략적 역할을 필두로 이들 이론에 대해 순차적으로 고찰 

한다 

1 인사부서의 전략적 역할 

1 )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인사부서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 기업은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며 전통적인 경영 방식에 대해 나름 

대로의 자선감을 가져왔다 인사관리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사관리는 

다른 부문과 달리 한국인의 정서， 문화， 역사가 녹아있는 부분이라 더욱이 선진 해외기업 

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왔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하게 한국 기업의 인사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 기업의 인사관리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이 한국과 유사한 문화와 맥락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략적 인사관리가 전통적 인사관리를 대체하면서， 많은 조직에서 인사부서가 

최고 경영자의 전략적 통반자(Strategic Partner)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전략적 동반자의 역할이란 기업이 추구하는 사업전략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인사부서가 해당 전략에 맞는 인사제도를 설계하고 해당 전략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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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확보/육성하는 역할을 말한다 이러한 전략적 역할을 ‘인사부서의 전략적 참여 

(Strategic HR InvoJvement)’라고 한다 

인사부서의 전략적 역할은 변화주도자의 역할， 행정전문가의 역할， 사원지원자의 역할과 

더불어 인사부서의 4대 기능으로 종종 일컬어져 왔던 역할이다 이 중에서도 전략적 동반 

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최근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전략적 역할을 통해 인사부서가 조직의 성과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이 

론적 연구는 많았으나 실제로 한국 기업에서 인사부서가 최고 경영자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얼마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사관리의 효과성이 제고되었는지에 

관한 현장 조사는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자는 인사부서의 전략 

적 참여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것이 인사부서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인사부서의 전략적 참여는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사부서의 최고 책임자 

가 이사급인가 여부이고， 또 하나는 다음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즉. (1) 인 

사부서 중역이 전략수립과정에 참여하는가 (2) 인사부서 중역이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우리 나라 상장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2000년 한국 노동 

연구원 조사)를 분석해 보면， 인사부서의 전략적 참여 (Strategic HR InvoJvement)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이사급인 경우는 상장 회사의 

12%에 불과하였다 ’인사가 만사이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한국 기업의 현실은 이와 매우 

상반된다는 것이 조사 결과 나타난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설문 문항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도 유사하다 즉， 인사부서의 전략적 참여 

지수는 5점 만점에 3.5점에 불과하여 만점 대비 약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사부서가 

아직도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인사부서를 조직의 전략적 통반자로 인식하고 인사부서의 전략적 참여를 시행하 

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인사부서가 조직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부서의 기여도는 인사부서의 효과성 (HR Effectiveness)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인사부 

서가 조직의 성과향상에 열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략/기획담당자가 평가를 지칭하 

는개념이다 

인사부서의 전략적 참여와 효과성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인사부서 

야 가 조직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역할하는 조직은 인사부서의 효과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인사담당자가 아년 전략/기획 담당자가 이러한 평가를 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 

4 

‘! 



186 勞使뼈係쩌究， 제 18권 

우크다할수있다-

인사부서의 전략적 참여 (Strategic HR lnvolvement)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고 한국 

기업의 일부 만이 시행하고 있지만 인사부서가 진정한 천략적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 

사부서의 전략적 참여가 크게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 이론의 주요 함의라 

할수있다-

2) 인사부서의 전략적 참여 

인사부서의 전략적 ~K겨에 관하여 또 다른 각도에서 중요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 전통적 인사관리 철학은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중점을 두고 동기부여 

(motivation)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노동비용의 최소화(cost minimization)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전략적 목표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 

여할 수 있는 전략적 인사관리 (SHRM: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사관리의 목적은 기업의 가치창출(value creationL로 이동하였 

다‘ 비용절감이 수세적인 인사관리 였다면 가치창출은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인사관리라 할 

수있다‘ 

인사부문이 전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인사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외에 전략형성 단계에 참여하여 기업의 인적 자원 역량을 

증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 (input)를 해야 한다- 즉， 인사부문의 역할로서 과거에는 전 

략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적 역할(reactive role)을 강조한 반면 최근에는 전략형성과 

정에 직접 참여하는 인사부문의 적극적 역할(proactive role) 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인 

사부서의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제 

시하는 이론 중의 하나이다 

인사부서의 전략적 침여가 중요하다면 이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미국 케이스 웨 

스턴 려저브 대학의 Ramanujam 교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활 통해， 인사 

부문이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통합되었는가에 따라 다음의 네 단계가 있다는 것 

을제시하고 있다‘ 

(1) 관리적 연계 (administrative linkage) 단계 

인사부문의 전략적 참여가 가장 미약한 단계로서， 인사부문은 일상적인 관리활동에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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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며 인사부서 담당자는 기업의 전략에 신경을 쓸 시간이나 기회가 없다 이 단계 

에서 인사관리는 종업원들을 비용과 통세의 대상으로 보는 전통적인 인사관리의 수준에 해 

당된다 

(2) 일방향 연계 (one-way linkage) 단계 

이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진일보하여 기업전략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부문의 역할 

이 강조되며， 전략과 인사관리의 관계는 전략이 인사관리에 앞서며 전략수행을 위해 인사 

부문이 지원하는 순차적인 관계 (sequential relationship)에 놓여 았다 

(3) 쌍방향 연계 (two-way linkagel 단계 

이 단계에서는 전략의 실행에 관한 인사부문의 지원적 역할뿐만 아니라 전략 수럽과정에 

있어서 인사부문의 적극적 (proactive) 인 역할도 강조한다， 이 단계에서 인사관리와 전략 

은 서로 상호의존적 (reciprocal & interdepcndent) 인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 

을주는단계이다 

(4) 통합적 연계 (intcgrative linkage)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인사부문과 전략 간의 강력한 통합이 이뤄지는데， 두 부문 사이에서는 역 

동적 (dynamicl. 상호의존적 (interactivel. 다차원적 (multifacetedl 인 관계가 강조된 

다 이 단계에서 얀사담당임원은 최고 경영자팀 (top managcment team)에 속하여 중역 

회의에 참여하며 사업전략의 결정에도 참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간주된다 

인사관리의 효과성은 l단계보다 4단계에 근접할수록 커진다 미국의 경우， 약 80%의 

기업이 3. 4단계에 진입하여 있으나 한국의 경우. 대다수의 기업이 1. 2 단계에 머물고 있 

어 크게 대조되며 인사관리의 효과성도 저조한 편이다 

인사부문의 전략적 참여 정도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은 인사부문이 전략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기가 얼마나 빠른가 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Buyens 교수는 기업 인사 

담당 이사오} 최고경영자， 라인부서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면접조사를 통해 인사 

담당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가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도 커지며， 따라서 참여의 단계 (stage of involvementl는 인사부문과 전략의 통합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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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Buyens 교수는 참여시기에 따라 인사부문의 의 

사결정 참여를 다음의 4단계로 나누었다 

(1) 가치 선도적 단계 (value-driven HRM) 

이 단계에서는 인사부문이 기업의 의사결정의 가장 첫 단계부터 참여하여 실제 현실과 

바람직한 상황간의 차이를 인식 (gap analysis)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라는 단계이다 

(2) 적시 효뼈 단계 (timely involvement of HRM) 

이 단계에서는 인사부서가 의사결정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업의 전략을 실행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창출하고 라인관리자들을 지원한다. 

(3) 수행적 단계 (executive HRM) 

이 단계에서는 인사부서가 주어진 전략에 맞는 인사관리 활동들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4) 반응적 단계 (reactive HRM) 

이 단계에서는 인사부문이 인사활동의 설행을 통제하는 역할만을 할뿐이다 

이러한 단계구분에 따라 인사부서의 역할을 점검해 볼 때， 인사부서가 가치창출의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인사부문이 기업의 의사결정의 가장 첫 단계부터 참여하여 실제 현 

실과 바람직한 상황간의 차이를 인식 (gap analysis)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라는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경우 대다수가 수행적 단계나 반응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 

인사부서의 가치창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사부 

서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의 초기부터 가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경영성과 제고 

에 기여해야한다 

현재 한국 기업은 조직의 변화를 위해선 전체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도 

록 유도할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이 중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다양한 혁신적 인사제도들 

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인사제도가 조직의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수행될 때 가능하며 따라서 인사부서와 인사담당자의 전략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펼 

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이의 실행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그러므로， 위의 4단계 모형에 

γ 

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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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고 경영자는 인사부서와 전략수립 과정 간에 통합적 연계 

(jntegrative linkage)를 추구하고 가치 선도적 (val ue~dri ven) 인사관리를 추구하여 조 

직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2. 전략적 인사관리의 접근법 

위에서 살펴본 인사부서의 전략적 역할과 다른 각도에서 전략적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정 

리한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론적 접근법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1) 보편적 접근볍 

보편적 접근법은 단지 경영학 뿐 아니라 인류생활에서 널리 발견되는 사고제계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접근법에 입각한 연구는 어떤 특정 인사관리 제도나 특정 인사관리 시스 

템이 모든 기업에게 공히 우수한 경영성과를 가져다 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 

발한다 (Arthur. 1994) 많은 경우 우량한 글로벌 기업의 인사관리 제도가 연구의 대상 

이 되고 모방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제도가 어떤 조직에서 사원의 업무 열의 

를 고취시켜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면 스톡옵션 제도의 이러한 효과는 어떤 기업에서나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예를 들어， Bell and Hanson , 1984; Bhargava , 

1990; Blinder , 1990; Kruse 1993) ‘ 현실적으로는 대다수 기업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기업의 주요 관심사는 타 기업 혹은 경영성과가 우수 

한 기업에서 어떤 새로운 인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도는 ‘ best practice'로 인정되어 많은 조직에서 이를 연구하여 도입하려 하게 

된다 

이처럼 타 기업의 인사제도를 연구하고 모방하는 Benchmarking이 보편적 접근법에 입 

각한 인사관리를 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Benchmarking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첫째는 경쟁사의 인사제도를 연구하는 경쟁적 벤치마킹 (competitive benchmarking) 이 

있고， 둘째로는 일반적인 타 기업의 성공적인 인사제도를 연구하는 일반적 벤치마킹 

(generic benchmarking) 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기업 내 타 부서 혹은 기업 집단 내에서 

타 계열사의 우수한 인사제도를 연구하는 내부적 벤치마킹(jnternal benchmarking)이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우량기업의 인사제도를 오랜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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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벤치마킹하여 도입하였고 현재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 상황적 접근법 

상황적 접근법은 좋은 제도라 할 지라도 다른 나라의 문화， 기업의 전략이나 내부적 상황 

등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좋은 경영성과를 낼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보면적 

접근법에서는 특정 인사관리 제도나 특정 인사관리 시스템이 모든 기업에게 어떤 상황에서 

나 좋은 경영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관점과 대비된다‘ 이러한 관점은 마치 좋은 약도 먹 

는 사람의 채질이나 상태에 따라 그 약효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인식과 매우 유사하 

다고할수있다， 

상황적 접근볍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은 적합성 (fit) 이다- 적합성에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 

의 적합성이 있다 

첫째는， 수직적 적합성 (vertical fi t)으로서 기업의 전략이나 문화와 특정 인사제도 혹은 인 

사관리 시스템이 서로 잘 맞는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차별화(differentiation)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인력 개발 정책은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저가에 일반적 (generic) 인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한다면 차별화 전략 수행을 

위한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없고 따라서 차별화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 

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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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고 미국식의 성과주의 인사관리 제도나 단기 계약식 인사관리 제도의 도입을 꺼려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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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수평적 적합성 (horizontal fit)으로서 어떤 인사관리 제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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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를 들어 , 연공에 의존하던 급여결정 구조에서 연홍제로 전환하려 할 때， 기존의 느슨 

하던 혹은 부정확한 평가제도 및 교육훈련 제도와 새로운 급여제도는 서로 잘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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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도와 잘 맞도록 정비하고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 

적합성을 문제로서 수평적 적합성을 이루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best practice 로 알 

려진 타 조직의 새로운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게 되며 새로운 제도로 

인한 경쟁우위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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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및 수평적 적합성의 중요성과 함께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적합성 

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이다 기엽의 경영환경이 급변하여 전략이 수시로 변경될 때에 파 

거의 전략에 맞추어진 인사관리 제도나 인사관리 시스템이 적시에 수정되지 옷할 경우 오 

히려 적합성이 깨어져 조직 성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관심이 한국적 기업 문화 유지보다는 수익성과 유연성윤 강 

조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것이 되면서 미국삭 성과주의 인사관리 제도가 

급격히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생존윤 유지하고 시장에서의 기엽 

평판을 좋게 유지시켜주기는 했으나 조직 구성윈의 정서나 가치관이 이에 따라 적시에 변 

화하지 못하여 사윈의 사기룹 저하시키거나 조직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 따라서 

수직적/수평적 적합성 논의에서는 기업의 전략과 인사관리 간의 적합성 못지 않게 조직 구 

성윈의 가치관과의 적합성도 중요한 문제이나 이러한 문제는 진략적 인사관리에서 잔 다루 

어지지 않고 있다 

3) 형태적 접근볍 

형태적 접근법은 우수한 경영 성과에 이르게 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은 하나가 아니과 여 

러 까지가 병존할 수 았다(equifinality)고 보는 관짐이다 형태적 접근법의 득정은 개별 

인사관리 제도가 아닌 인사관리 지1도들의 견합 즉 인사관라 사스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 

고 있다는 것과 equifinality에 았다고 할 수 있디 

형태적 접근법의 중요성은 자윈기반 관선 (resource-based view) 에 의해 잘 드라난다 

자윈기반 관선은 기업의 자원이 가치있고(val uable) , 희귀하띠 (rare) ， 모땅하기 어렵고 

(harcl to imitate) , 대체하기 어려우면(non -substitutable) 기업에게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룹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판점을 인사관리 시스템에 적용할 때， 살 개 

발된 인사관리 시스템은 자원기반 판정에서 중시하는 위의 조건틀을 비교적 잘 만족시킨다 

고볼수있다 x -, , 잘 개발된 션딴←개만←평가-보상→승진 제도 등으토 이루어진 인사관리 

시스템은 쉽게 모방하거나 대체하기 힘뜰다 따라서 경쟁사에서 쉽게 이러한 경쟁우위를 

창출해 내기 어렵다 인사시스템이 모방하거나 대체하기 힘든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인사 

시스템의 발진 및 진화 과정이 경로의존적 (path dependent)이고 인과관계의 모호성 

(causal ambiguity)이 존재하여 쉽게 따라하거나 도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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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증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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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되고 있다 먼저 보편적 관점의 연구들은 어떤 특정제도의 성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 

며 다양한 인사관리 기능(선발， 교육훈련， 급여， 평가‘ 승진， 노사관계 등)에 따라 여러 인 

사관리 제도의 효과성을 연구하고 았다(Bae and Lawler. 2000: Bl inder 1990: 

Bradley and Estrin. 1992). 예를 들어 어떤 성과급 제도가 우수하다고 설증연구에서 

밝혀지면 이 결과는 일종의 base-line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해당 기업의 문화나 전 

략에 대한 명시적 고려없이 특정 인사관리 제도의 효과만을 연구하였을 때 그 제도가 유의 

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제도와 수직적 혹은 수평적 적합성을 보이는 전 

략이나 제도와 제대로 결합되었을 때는 더 큰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았다 따라서 보편적 

접근법의 입각한 연구와 상황적 접근법에 입각한 연구는 서로 상치되가 보다는 서로가 보 

완적인 결과를 가절 가능성이 많다 

상황적 접근법에 입각한 연구 증 가장 많은 주복을 받은 분야는 기업 전략과 인사제도 간 

의 수직적 적합성에 관한 분야이다 기업 전략의 구분법으로는 포터의 차별화 진략/원가우 

전략/집증 전략 분류과 마일즈 및 스노우의 defendcr /prospector / analyzer 분류이 

다 이러한 전략과 적합한 인사관리 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릎 바탕으로 양자간의 적합성 

이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음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 중 상당수가 수직적 적합성이 중요하 

다는 겹파는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이 관게는 더 나은 전략 분류볍을 이용한 새보운 연구들이 필요한 상태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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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 또한 인사관리 제도들의 분류방식에 따라 연 

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관리 분류방식에 대한 더 나은 이론적 연구가 펼요 

한상태이다 

형태적 전근법에 입각한 연구들은 대체로 몰입에 기초한 인사관리 시스템 (commitment 

bascd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cm) 이 타 시스템 보다 더 기업생과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미국 내 조작을 대상으로 하고 

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한 가지 형태딴이 좋다는 보편적 접근법에 입각한 연구 

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았다 이 분야의 연구도 새로운 인사관리 분류법에 

입각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무한 경쟁에 직면한 많은 기업이 한 가지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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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리 형태가 아닌 다양한 인사관리 형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다양성 

을 고려한 연구 또한 필요한 상태이다 

3. 한국기업의 문화와 전략적 인사관리 

한국 기업은 나름대로의 특유한 문화적 특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없 

이는 한국 기업의 전략적 인사관리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 

기업의 문화는 그 기업의 역사， 성장과정 구성원의 의식과 제도， 사회의 문화 등이 어우 

러져 이루어진 추상적인 가치체계이다 그러나 기업 문화는 기업의 비전，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사원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틀 갖게 된다 일례로， 협 

동적이고 생산적인 노사협력의 문화를 가진 기업은 적대석 노사문화를 가진 기업에 비해 

경영환경의 변화에 훨씬 빨리 적응해왔고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았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러한 문화의 차이가 기업의 존앙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요음의 

r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를 석권하딘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적대적이고 경직적인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비의 증가를 가져왔고 생산현장에서의 기민함이 떨어져 경쟁사에 밀 

1. 

라고 있다 지난 70여년 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던 GM의 경우 파산의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이 모두 노사문화 때문은 아니지만.GM의 

기존 문화(새로운 제품 개발이 느라고 의사결정이 느린 문화)는 현재 GM의 상태를 초래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Ford의 경우 GM 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계속 하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그 걸과‘ Ford는 

2006년 1월 사원 3만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하는 등 경쟁력 저하로 인한 고통을 처절히 겪 

고있다 

반면， 토요다의 경우 새 차종 개발의 신속성， 협력적 노사관계와 숙련된 사원으로 인한 

고품짐을 이용하여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되는데 성공하였으며 미국의 거대 자동차 회사들 

이 고전하는 것과 정반대로 시장에서 큰 성공을 구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과 실패 스토 

리의 이변에는 이들 기업의 상반된 기업 문화가 숨어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은 이해는 새로 

운 경영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줍 것이다 

문화에 대한 중요한 연구는 호프스테드(Hofstede) 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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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같다 

1) 문화의 다섯 가지 측변 

호프스테드(Hofstede)는 조직관행의 문화적 상대성 이론(theory of the cul tural 

relativity of organizational practices)을 통하여 문화가 과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 

명하였다(Hofstede ， 1983) 이 이론은 조직의 표면적인 과업관련 규범과 가치는 변화하 

지만 국가간 문화적 차이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문화는 다 

양한 사업관행의 효과성에 강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이다 

호프스테드는 다양한 문화가 분류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측면을 파악하였는데 (Hofstede ， 

1980 , 1983 , 1993) , 각각의 측면은 어떤 문화에서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 

의를 가진다 각각의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주의-집단주의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강도를 말한다- 즉， 사람들이 집단 

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으로써 행동하는 정도이다 개인주의적 문화는 개인의 목표， 자율 

성， 사생활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사람틀은 자신과 가족의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집 

단에 의해서 보호 받기보다 자립성이 강조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 

주 등이 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에 대한 충성심， 집단규범에 대한 몰입， 집단활동 

에의 초k져， 사회적 응집력， 강력한 사회화 등의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러한 문화에 

서 사람들은 보다 큰 공동체의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문제가 발 

생하였을 때 그들을 보호하게 된다 집단주의 문화로 대표적인 국가는 콜롬비아， 파키스 

탄， 대만， 페루 등이 었다-

@ 권력의 격차(power distance) 

두 번째 측면은 문화가 위계적인 (hierarchical) 권력관계， 특히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다루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부하와 상사 사이의 지위차이와 같은 

위계적인 구조를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르다 예를 들어 큰 사무설이나 직함 등과 

같이 권력 권한의 상징은 일반적으로 권력격차가 큰 문화(예 인도， 펼리핀)에서 발견된 

다 반면에 권력격차가 작은 문화(예 덴마크， 이스라엘)에서는 권력과 부의 불평등을 가 

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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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독일 기업의 경우， 종업원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 

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경영참가(codetermination) . 근로자 회의 (worker 

council) 등과 같은 조직관행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 불확실성의 회피 (uncertainty avoidancel 

불확실성의 회피는 어떤 사회가 위험과 불안정성의 감소에 높은 가치를 두는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특정 문화가 대처하는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은 문화는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고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는 구조화된 상황과 안정 

을 비구조화된 상황과 모험보다 선호하며， 기술이나 법률 혹은 종교를 통하여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규직을 제공한다 높은 불확실성 회피의 국가로는 그리스， 포 

르투갚， 일본 등이 있다 한편， 싱가포르나 자메이카와 같이 불확실성 회피의 성향이 약한 

문화도 있다 그들은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인플을 사회화하며， 매일매일의 사건 

을 발생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처리한다 이 문화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너그럽고 유연한 경향이 있다-

@ 남성성-여성성 (masculinity versus fcmininity l 

네 번째 측면은 어떤 사회에서의 성에 따른 역할구분을 가리킨다 남성적 문화의 사회에 

는 성역할에 대한 엄격한 고정관념이 었으며， 남성적 가치(예 과시， 성취. 돈벌이)가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사회는 성과， 성공， 경쟁， 단호함 등을 강조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독 

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적 문화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이라 

고 간주되어온 가치(예 돈보다 관계를 우선시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환경을 보호 

하는 것)를 중요시 한다 따라서 여성적 문화는 봉사， 약자의 보호， 단결 등을 강조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있다 

@ 장기一단기 지 향성 (long-term versus short-term orientationl 

마지막 측면은 어떤 문화의 가치가 과거나 현재(전통에 대한 존중， 사회적 의무의 이행) 

에 대하여 미래(절약， 지속성) 지향적인 정도를 딛조한다 장기 지향성이 높은 문화는 미래 

에 초점을 두며， 즉각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현재의 가치를 절약과 인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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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유지한다-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동양의 많은 국가들이 장기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 

다 반면에， 단기 지향성은 미국과 러시아， 서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문 

화는 과거와 현재를 중요시하며， 전통 및 사회적 의무의 。l 행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2) 국가문화와 조직특성 및 국제인사관리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측면은 서로 다른 문화의 종업원들을 관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각각의 문화적 측면은 다양한 인사 

관행의 수용성과 실용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인사관리 전략이 특정한 문화적 가치 

에 가장 조화될 수 있는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는 기업의 선발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주의 문 

화에서의 선발시스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반면에， 집 

단주의 문화에서 기업은 개인이 과업집단의 구성원으로써 얼마나 적합할 것인가를 평가하 

는데 초점을 둔다 유사한 방법으로， 보상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주의적 문화 

는 한 조직 내에서 높은 임금과 낮은 임금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만， 집단주의 문화 

는 보다 평등한 임금구조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회피나 권력의 격차에 

서의 문화적 차이는 선발관행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한국기업의 인사관리 관리모댈 

호프스테드의 문화구분은 일반적인 문화구분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게 문화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한국의 인사관리 관리모델을 크게 3단계로 구분 

할수있다 

1단계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한국적 “가족주의 기업문화”를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하는 인사관리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사원의 충성심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연공서열 주의가 주는 인력조정의 경직성과 계속되는 임금상승의 구조로 

인해 90년대에 들어와 “고비용”모델로 인식되게 되었다 

2단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형 모델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되고 글로별 스탠더드 

라는 이름 하에 소위 미국식 모댈이 대거 도입된 시기이다 과거의 가족주의 기업문화는 

“시장중심의 기업문화‘’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성과주의”가 인사관리 관리의 키워드 

(keyword)로 등장하였고 기업 현장에 정리해고 제도의 도입， 연봉제 및 성과급의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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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확산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시장중심과 성과주의는 국제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명제이지만 이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위 미국식 

인사관리 제도가 한국적 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너무 급히 도입되었고 일부 기업에서는 오히 

려 성과주의라는 목표달성에 저해요인까지 나타나게 되어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3단계는 2003년을 기점으로 2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국 기업의 국제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인사관리 모델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단 

계에서 미국식 제도의 급속한 도입 위주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좀 더 체계적인 인사관리 관 

리모텔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설을 거둔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m. 인사관리의 국제화 

인사관리의 전략적 측면음 논의할 때， 국제적 측면에서 인사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성공적인 기업은 세계 시장을 상대로 기업활동을 하게 되며， 이미 한국의 많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다양한 성공을 거두며 국제적 수준의 인사관리 문제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 

이다， 

국제적 인사관리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IHRM)는 다국적 

기업 (multinational corporation)에서 인적자원을 획득하고， 배치하며， 효과적으로 활 

용하는 프로세스이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은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 

성해야 한다 첫째， 다국적 기업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다양한 자회사들(s ubsidiary) 

사이의 인적자원 정책 및 관행을 통합하여 기업의 전체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서로 다른 사업환경과 문화적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유형의 인사관 

리 정책 및 관행 사이에 상당한 차별성을 허락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기업본부의 통제와 조정)과 차별화(지역 자회사 수준에서 정책 및 관행의 유연성)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는 다국적 기엽에서의 인사관리자와 기타 기능관리자들이 직변하는 공 

통된 딜레마로 인식되어 왔다(Barlett and Ghoshal. 198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제적 인사관리가 국내의 인사관리와 동일한 기능을 포함하기 

는 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인사관리와 비교하여 국제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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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CD 보다 많은 기능을 달성하며.(2) 보다 이질적인 기능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변화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4) 종업원의 개인적 생활에 대한 보다 많은 개입이 요구되며， 

@ 보다 외부적인 원천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인 국내 인사관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8chuler et al.. 1991: Morgan. 1986: Dowling and 

Welch. 1991: Paauwe and Dewe. 1995) 

1. 국제인사관리의 접근법 

다국적 기업은 국제인사관리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표 1)에 대표적인 

네 가지 접근법이 나타나 있다 

본국중심적 접근볍 (ethnocentric approach)에서 다국적 기업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인 

사관행과 정책을 단순히 해외지역의 자회사로 수출한다 다국적 기업의 본국에서 보내진 

파견 종업왼은 해외 자회사를 관리하며， 기업본부(headquarter)는 이들을 통하여 자회사 

의 정책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유지한다‘ 

현지중심적 접근법 (polycentric approach)에서 자회사는 기본적으로 본부로부터 독립 

적이다 인사정책은 각 해외지역의 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정된다. 해외지역의 인사 

관리는 현지 출신의 관리자에 의해서 수행된다‘ 

지역중심적 접근법 (regiocentric approach)은 자회사들을 지리적 영역에 따라 집단화 

한다. 인사관리는 가능한 넓은 범위의 지역 내에서 통합된다 자회사들은 해당 지역 내의 

어떤 국가로부터도 관리자를 모집할 수 있다 협동과 의사소통의 수준은 지역 내 자회사들 

사이에는 높게 나타나지만， 지역과 기업본부 사이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세계중심적 접근볍 (geocentric approach)에서 인사정책은 본국과 해외 자회사들 사이 

의 글로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개발된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필요에 맞는 정책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회사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지만， 효과적인 관행은 자회사들 사이에서 공유함으 

로써 기업 전체의 목표와 각 자회사들의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다(Bird et a l.. 

1998) .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모든 활통은 종업원들의 국적과 관계 없이， 그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에 의해서 관리된다(Heenan and Perlmutter. 1979: Kamoche. 1996: 

Tayloer et a 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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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국제인사관리의 네 가지 접근방법 

접큰방법 

기업의 특성 본국중섬적 현지중심적 지역중심적 세계중섬적 

인사전략 사업단위 간 사업단위 간 전략의 지역적 기업 핵심문제 

동일한전략 다양한전략 통합， 에 대한 

지역간 차별화 글로벌 전략 

지역문제에 

대한차별된 

정책 

성과평가와 본부에 의해 지역 자회사의 똥일한 지역의 지역 벚 

통제 경영층에 의해 국가들간 글로별 

협력 기준과통제 

정보와자원의 주호 본부에서 자회사들사이， 지역 내 자회사들 사이， 

동름 지역 자회사로 자회사와본부 자회사뜰 자회사와 본부 

사이의 흐름이 사이의 흐름은 사이의 활발한 

거의 없음 3 :(가 니~노 II으<J. 유입과유출 

자회사와 본부 

사이의 흐름은 

거의 없음 

종업원 구성 본국관리자 대상국 관리자 지역 내 국가 적절한 인물을 

출신자 적합한곳에 

경력개말 어디서든지 자회사내 지역적 어디서든지 

t1:-디「차:츠 • /「- 경력경로와 경력경로와 근무할수 

있도록 개발된 개발 개발 있는 관리자콸 

본국관려자 모든곳에서 

개발 

사회화과정의 본부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지역에 대한 기업 전체와 

S「La「1 충성심과 볼입 충성섬과 볼입 충성심과 불입 다양한사업 

및 이해 획득 획득 획득 단위에 대한 

충성심과 볼입 

빛 이해 획득 

자료출처 Heenan. D. A. and Permutter. H. V. 1979. Multinational Organization Development 
Addison-Wesley: Kamoche. K. 1996. The Integration-Differentiation Puzzle: A 
Resource• Capability Perspective in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 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 l.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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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사용되는 국제인사관리의 접근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의 외부 영향요소로는 문화， 교육인적자본， 정치적 법적 시스템， 경제적 시 

스템 등이 았으며 (Peiper. 1990). 내부 영향요소로는 기업의 국제적 경험 수준， 제품의 

기술과 특성， 기업문화， 조직의 수명주기 등이 있다(Aycan et al .. 2000; Milliman 

and Von Glinow. 1990; Rosenzweig and Nohria. 1994; Schuler et al .. 1993; 

Taylor et al .. 1996) 이러한 요소들은 각국의 직접해외투자 매력도에 영향을 주며， 해 

외 지역에서의 사업성공을 결정한다 〈그림 1)은 세계시장에서의 인사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내 외부요소를 보여준다 

국가문화 

조직수명주지 
(국제쩍 참여의수훈) 

정치적-법적 
시스템 

교육-인적닙 

조직문화 

내적요소 

외적 요소 

〈그림 1 > 세계시장에서의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국제인사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업의 설비가 위치한 국가의 문화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문화는 세계시장에서 인사관리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마 

치는 나머지 세 가지 요소플 결정한다 문화는 어떤 국가의 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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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러한 법은 문화에 의해서 정의되는 옳고 그름을 성문화 한 것이다 문화는 한 사회의 

인적자본에도 영향을 졸 수 있는다 예를 틀어， 어떤 문화에서 교육의 가치가 매우 높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마지막으 

로， 문화는 경제적 시스템과도 긴밀하게 얽혀있다(Harrison ， 1992) 예를 들어， 개인주 

의가 높은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의 국가보다 더 부유한 것으로 나타난다(Hofstede ， 

1983) 

하지만 문화가 인사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문화가 다양한 인사관행의 유 

효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에서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 관행은 서로 다른 신념 

과 가치체계를 가진 다른 문화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Adler ， 1991) 따라서 다 

양한 국가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문제릎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조 

건에 적용될 수 있는 복잡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본국의 사회적 

문화적 기준에 기반을 둔 인사관리 관행을 단순히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행을 특정 시설이 위치한 문화적 환경에 적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Burg et 

a1., 2000; Bhagat et a1., 2002) 

IV. 맺으며 

전략적 인사관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기업의 인사 

관리 관리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기업이 소위 미국식 성과주의틀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과거 한국기업이 지나친 연공서열주의를 따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동 

으로 소위 미국식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기업의 경쟁 

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제대로 된” 미국식 성과주의는 현재 한국 기업의 성 

과주의 방식과 배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기업의 성과주의가 주로 “시장중심의 기업문화”에 기초한 것인데 반하여 미국 기업의 

성과주의는 시장중심의 기업문화이외의 다양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문화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문화의 구분기준 

으로 1 ) 유연성과 자율 추구 vs 관리 및 안정성 추구， 그리고 2) 내부시스템 유지/통합의 

강조 vs 시장에서의 전략적위치 및 차별화 강조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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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공동체 문화(Clan) . 벤쳐 문화(Adhocracy) . 관료 문화(Bureaucracy) . 시장 문화 

(Market)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식이라고 이해하는 시장 문화(Market)를 구축하여 높은 성과를 내는 대 

표적인 기업은 GE나 Proctor & Gamble 등이 있다 시장에서 1. 2등을 하지 못하는 제 

품이나 사업부를 과감히 퇴출시키고， 인사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는 사원에 대해 이직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한국에 많이 도입되어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나아갈 바인 것 처럼 자리잡고 있다 물론 시장중심의 기업문화는 매우 장점이 많 

은 문화이며 , 이를 이용하여 한국이나 미국기업 중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도 많다 

그러나 바람직한 기업 문화는 시장중심의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미국 기업 중에서 시장 문화와 가장 반대되는 공동체 문화( Clan)를 구축하 

여 업계의 최강자가 된 기업도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Southwest 항공사이다 이 

회사는사원과회사간의 깊은신뢰와몰입을강조하며 이를위해 정리해고를하지 않으며， 

급여도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승진을 하는 “재래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신 사원의 헌 

신을 요구하며 급여수준도 업계의 중간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그러나 Southwest 항공사 

의 공동체 문화는 사원의 헌신과 열정을 유도하여 미국 항공업계 최고의 생산성， 이익률， 

고객서비스 지수를 달성하고 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도 공동체 문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예이다 토요타 자동차는 회사와 사원간의 강한 유대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 종신고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원 개인간 성과급 차등지급도 객관적인 

성과차별화가 가능한 경우에만 시행하며， 급여 수준도 경쟁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한 공동체적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경영개선 아이디어 

를 내도록 유도하고 차이젠 (Kaisen. 改善)활통을 통해 끊임없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 

시켜 세계적인 생산성과 경영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진기업의 교훈은 한국 기업이 자사의 상황과 경영환경에 맞는 기업문화를 신중 

히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려한 기업문화는 시장중심의 문화일 수도 있고 공동체 중심 

의 문화일 수도 있으며 어떤 기업문화 유형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 인사관리 관리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회사와 문화에 맞는 인사관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한국 기업 

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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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on firm performance 

Seongsu Kim*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 how stratcgic human rcsourcc management has 

changed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in Korcan companies. There 

are three approaches in stratc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univcrsalistic. 

contingency. and confïgurational approaches. Each approach suggest a 

different human resource managcmcnt system as an ideal system. In the 

casc of Korea. most companies adopted the universalistic approach and 

followed many components of U.S. human resourcc managcment practice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universalistic approach and the U.S. model are 

not the appropriate ones all the time and suggest that Korean fïrms need to 

develop their own systems to increase cffcctiveness 0 1'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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