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의 인재관리 

1. 한국의 ‘대표기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영계의 큰 변화 증 

하나는 여러 기업집단이 몰락했다는 것과 상대적 

으로 삼성그룹이 견설하다는 점이다 기엽가치 면 

에서도 삼성그룹은 타 그룹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 

다 또한 삼성그룹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의 막대 

한 이익 실현과 세계적 경쟁력은 한국 경영계의 관 

심사이자 자랑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기업목표는 한마디로 ‘초일류기업의 

실현’ 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진기엽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모든 경 

영 및 생산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 

의 달성을 위해 전 세계 노동시장에서 뛰어난 인재 

를 확보하고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주가가 국내 상장사 전체 시가 

총액의 20%가 넘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기엽 

김성수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이다 삼성전자의 세계시장 점유율 l위의 제품은 4 

가지로 D램(1 9.1%) ， 박막액정표시장치 (TFT 

LCD) (20.5%) 모니터(1 5.0%) ， 휴대전화(CDMA 

방식) (30 .7%)가 있다 

삼성전자의 경영진은 전 세계적으로 사업별로 3 

강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혁명기 

를 맞아 삼성전자는 고객 일류 상생 창조라는 

4가지 가치를 실현함￡로써 , Digital Conv안gence 1 ) 

혁명을 주도하는 기엽으로 자리해 나가는 전략을 

짜고있다 

삼성은 글로별 시장개방으로 선두엽체들의 독과 

점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일 

류 사업/제품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콘， 조직운 

영 등 각종 경영기능에 있어서도 최고의 효율을 확 

보해 나가고자 노벽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이 융복 

합화 되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삼성 

전자는 사내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과감히 외 

* 본 사례는 김성수 교수의 지도하에 노석준 서영석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1 ) 디지털기술을 통해 부품과 기기융합， 기기간 융합， 네트워크 융합을 의미 

@ 부품과 기기융합 다양한 부품(반도체)이 한 개로 통합되고 한 개의 칩이 한 개 기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발전 (예 System On a Chip 등) 

@기기간융합 

- Home ;\!ultimedia 가정내 기기가 융복합화되고 유무선 N/W와 연결 

i\!obile Multimedia 이동 기기의 융복합화와 다양한 통신/방송/게임서비스 제공 

Personal i\'lulcimeJia 메모리카드를 통해 정보/가전/통신기기 공통사용 

• 유사네트워크 (Pseudo 01，끼ν) 

@ 네트워크융합 통신망에서 방송서비스 제공， 방송망에서 통신서비스 제공 등 의미 



• 32 08훈 을 이루게 된다 포루투칼， 미국 등지로 생산기지 

를 넓혀 가고 컬러 TV 생산 1 ， 000만대 돌파와 

VCR 헤드 국산화를 이루어 낸 것도 이때였다 또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 가 세워지면서 종합 

전자회사의 변모를 갖추게 되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냉소와 회의적인 시션도 있었지 

만 64KD램에서 4MD램까지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며 세계 1류의 가능성을 높여나갔다. 통신분야 

에서도 서울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 참여하고 국 

가 주도의 국산 전자 교환기 사엽을 이끌며 교환기 

개발과 한국 통신기술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 …… 
뻐
 

…… 
뻐
 

o 

x” 
Mm 

π
μ
 η
u
 
m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그림 1 매출액 추이(연결) 

4 에0 

3m。

2000 

1 ()(x) 
100 -610 

싫廢짧 0 

一10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그림 2 당기 순이익 추이 

부 기업과의 제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모방 동질성 위주의 틀을 깨고， 창조 유연 

도전 학습 중시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 

써，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도천에 대한 실패를 두 

려워하지 않는 기업으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삼성전자(l 969~200 1)의 역사 

1969년 l월 삼성전자(당시 삼성전자공업 주식회 

사)는 창업의 첫발을 내디렸다 이때부터 10년간 

삼성전자가 생산한 것은 주로 혹백 π였다 일본 

선진 기업들의 기술을 도입하여 1970년에 혹백 

TV를 처음으로 생산하였고 다음해인 1971년에는 

파나마에 처녀 수출까지 하였다 1973년 가전공장 

을 준공하면서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1974년에는 현재의 삼성반도체 사 

업의 모태라 할 수 있는 한국 반도체(주)를 인수한 

다 1976년에는 컬러 TV의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 

서 역시 파나마로 수출하기 시작한다 

창업 10년을 넘기면서 삼성전자는 커다란 도약 

2 

끌어올렸다 

1989년， 제 2의 창업을 선언하며 삼성전자와 삼 

성 반도체 통신을 통합해 가전， 정보통신， 반도체， 

컴퓨터의 4대 부문 체제로 출범하며 세계화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정보가전은 VCR , 전 

자 렌지， 모니터 등에서 세계 정상에 서게 되었다， 

정보통신은 전전자식 교환기 TDX-1O을 폴란 

드， 러시아， 콜롬비아 등에 수출하고 휴대폰， 팩시 

밀리 사업 둥에 진출한다 선진 기업과의 격차를 

줄여 오던 반도체사업은 세계 최초의 16MD램 양 

산과 64MD램을 개발하며 세계 정상의 메모리 반 

도체 업체로서게 된다 

1993년에는 새로운 CI와 경영이념의 도입， 단일 

사장체제의 출범， 질 위주 경영과 현장경영을 선언 

한 신경영의 실천 그리고 기업문화 Sman & Soft의 
선포하며 삼성전자는 초일류 기업으로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TV와 VCR, 세탁기 , 팩시밀리 휴대폰의 제품 

생산에서 업계를 선도하며， 세계 최초로 CDMA 

이동통신을 상용화하였다 

또한 영국과 멕시코에 복합화 단지를 건설하고 

차세대 수종사업인 TFT• LCD 사업에 진출했으며 

단일기업 최초의 100억불 수출 탑 수상과 반도체 

사업에서 2조 5000억 원 순이익 기록을 달성했다 

1997년， 한국이 IMF 금융구제 시기를 맞으며 삼 

성전자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한국의 다른 

재벌 그룹과 달리 견실한 경영으로 위기를 극복하 

였다 이런 시기 속에서도 디지털 TV와 VCR을 개 

발하는 등 디지렬 시대를 열었으며 21세기 통신시 



표 1 과거 30년간 삼성전자의 생산 제품들 

1970년대 l 흑백π，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전 
자렌지 

19RO년대 l 흑백TV， 컬러T\7， 냉장고 세닥기， 전 
자렌지， 에어컨， 퍼스널 컴퓨터 1 반도체 

1990년대 1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PC , 모니터， 

질 위주의 경영 

1980년대까지의 한국경제의 성장은 양적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 한국이 급성장하고 삼성이 

급성장하던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했고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양산조립 

첨단기술 두뇌집약 시대에는 양의 의미와 개념을 

노트북， 프린터， 반도체， 휴대폰， 산엽 다시 조명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용 로봇， 디지털 \7CR 디지털 T \7, 

l'FI ‘ -LCD 

장을 겨 냥한 I.MT-2000과 GMPCS 등을 개 발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 유지는 물론， 

세계 최고속 CPU인 알파칩을 생산하여 비메모리 

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TFT-LCD 

도 일본 기업들의 오랜 아성을 깨고 세계 정상에 

올라서게 되었다 

3. 삼성의 ‘신경영’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년 프랑크푸르트 선 

언을 하여 삼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 

로 삼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류가 되기까지 경 

쟁력을 높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 ‘질 위주의 경 

영’ , ‘정보화’ , 국제화’ , ‘복합화1 를 추진해야 한 

다는 것이 선언의 골자다 그로부터 8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틀이지만 삼 

성그룹 회장이 선언한 것들이고， 그에 따라 인사정 

책을 포함한 각종 정책틀이 수립 결정되는 만큼 

삼성의 ‘신경영’ 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류 

신경영의 최종목표는 삼성이 세계 초일류 기업 

이 되는 것이다 살아남고 발전하려면 국민과 정 

부， 기업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기업이 일류가 되 

고 정부도 일류， 국민도 일류가 되지 않으연 안 된 

다 이전희 회장은 일류가 되기 위한 경쟁력을 갖 

추는 길로 질 위주의 경영， 정보화， 국제화‘ 복합 

화를제시한다 

불량을 내연 그 자체의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2 

년 3년 4년 계속해서 고쳐줘야 한다 고쳐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제품을 고칠 때마다 주인 

은 삼성， 삼성하고 욕을 한다 지금은 삼성 서비스 

를 부르지만 이 다음에 살 때는 다른 회사 제품을 

사겠다고 마음먹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질로 

가자‘고하는것이다 

질로 가려면 양을 포기해야 하느냐고 하는데 칠 

이든 양이든 자꾸 깊이 분석해 보면 결국 일류가 

되자는 얘기지‘ 양을 없애면 질이 높아지고 질을 

높이려연 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 150불이연 \7TR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질을 높이겠다고 l년에 40대만 만든다고 해보자 

아마 백만 불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도 양을 무 

시하고 질만 찾는다면 기엽 경영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당연히 어느 수준의 경제 단위까지 

가기 위한 양을 전제로 해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 

들자는것이다 

그리고는 칠을 상품의 질， 사람의 질， 경영의 질 

로구분한다 

상품의 질은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객을 두려워하는데서 출 

발한다고말한다 

정치인은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 

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 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 

판을 받는다 한 번 등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객만족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하면 망하는것이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삼성 특유의 철학과 문 

3 



화가 담긴 상품을 만를어야 하며 이것은 삼성의 독 

자적인 디자인， 우수한 기술력으로 가능하다고 빌 

한다 결국 Slarket Driven Compan)화를 하자는 것 

이며 개발/제조 중선에서 고객지향 프로세스와 

R&D연계력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로 사람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건희 회 

장은 이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다 

천재가 모여셔 서로 경쟁해야만 발명이 나온다 

이것이 미국이 전화기로부터 반도제까지 소프트/ 

하드를 다 점령한 원동력이다 내가 사람에 대한 

욕섬은 세계에서 제일 많을 것이다 천재를 전 세 

계에서 불러 모으자 사람 머리를 합하자 한 사람 

머리도 무궁무진한디1 천 명 만 명‘ 십만 병을 모 

으면 무한한 힘이 나온다 

삼성은 일류의 기업이 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며 그에 알맞는 보상을 해 주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또 여성의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우수한 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행 

용훈평(7;띠]벼페|따)을 할 줄 아는 경영자， 즉 잘 

알고 행동하며 시킬 줄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 

며 사람과 일을 평가할 줄도 아는 경영자 육성에도 

힘쓰고있다 

마지막으로 경영의 질에 대해서는 업의 개념을 

강조한다 

사엽이라는 것은 저마다 독특한 본젤과 득생 

을 갖고 있다 엽의 본질이 다르니 핵섬 성공요 

인도 달라진다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얄고 핵삼 

성공요인을 찾아 관리 역량음 집중하는 것이 전 

략경영의 요체다 경영자가 자기 엽의 개념을 모 

르면 전략/전술이 나올 수 없으며 제대로 관리 

할수도없다 

업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된 상태에서 l석 5조 

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경영，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스피드 경영 미래가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재구축해 

나가는 경영， 큰관리， )를 잘하는 경영， 구매의 

예숭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제화 

국제화 물결에서 뒤처지면 자멸한다 20세기 

중반까지 승승장구하던 소련이 볼락한 것도 국 

제화 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이다 소련이 안 먹고 

안 쓰고 갖은 노력을 다하여 세계 최강의 꾼사력 

을 갖추었을 때는 이미 폭력지배 시대가 끝나고 

국제화 시대가 열린 다음이었다 시대에 뒤떨어 

지연 자멸한다는 좋은 예를 보여주는 역사의 교 

훈이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국제환경의 변화는 외 

면한 채 오직 국내의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이 우 

리의 현섣이다 그동안 보호의 그늘에서 성장해 

온 금융， 보험 등 서비스 시장에도 개방의 파도 

가 밀어닥치고 있다 UR에 이어 GR. TR 등의 
후속타가 밀려오고 있다 한마디로 개방혁명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제 개방화， 국제화는 

더 이상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되 

었다 

이런 상황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세계 일류 

가 되면 평소 노력으로도 이익이 3배 5배로 커 

진다 바로 반도제 메모리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 

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결국은 업종별로 한두 

품목에서 세계 1등이 되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 

대로 하면서 이익은 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지그。 
10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국제화된 경영 

환경을 매우 강조하였다 삼성전자는 해외 

Operation에 북미총괄1 구주총괄1 동남아총팔 중 

남미총괄 CIS총괄， 중아총팔， 중국전자총괄을 두 

고있다 

2)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닌 투자와 구애를 적시에 과감히 하는 경영관리 

J) 부품업체와 협역을 긴밀히 하여 재고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구매를 석시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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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국제화 전략은 현지화， 일류화‘ 복합화， 

국내의 국제화로 구분된다 현지화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삼성이 진출한 국가에 적응을 잘 하자는 것 

이다 또 현지의 두뇌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지에 통화될 수 있는 국제 관리자나 경영자 

를 조기에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역전문가 

양성에 더욱 힘써야 하고 해외에서 채용한 사원 

을 본사에 순환 근무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해외 주재원을 파견할 때는 되도콕 현지 사 

정을 잘 아는 지역전문가 출신으로 선발하고， 파 

견 전에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야 한 

다 

일례로 일본의 소니는 현지 법인 사장의 

90% 이상이 외국인이고 전제 종엽원의 60% 이 

상이 외국인이라고 한다 이 사실을 보면 삼성의 

현지화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삼성이 해외 현 

지에서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한국인 이사 일본 

인 부장 미국인 과장이 조직을 이루어 일할 수 

있는수준이 되어야한다 

또 현지완결형 체제를 구축하여 지사의 이익으 

로 투자를 하는 독립 채산 개념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관이 말레이시아나 멕시코 등에 진출하고 

있는데， 서울본사에서 대대로 기술료를 내면서 

이익도 낼 수 있는 독립 채산 개념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본 지사 간에 실적을 주고받는 행 

위는 이제 용납되지 않는다 현지에서 신용을 쌓 

아 현지 자금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신용이 

없고 적자가 난다고 무한정 국내에서 자금음 가 

져갈수는없다 

이건희 회장이 말하는 국제화의 복합화는 국외 

로 진출하는 데 있어 한 엽종만이 하는 것이 아니 

라 여려 삼성 계열사가 한꺼번에 진출함으로써 시 

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본사를 

복합화하고 집중화해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 예 

를 늘어 구주본사는 유럽지역에서 운송업， 마케 

팅업， 수퍼업 1 보험업 은행업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업종을 전부 하나로 묶고 1 복합화해서 유럽 

의 일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륜연구해야한다 

삼성은 복합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해외 복합단 

지를 조성하였다 일례로 말레이시아 세렘반에 건 

설한 전자 복합단지가 있다 또 북미 생산기지가 

티후아나에 있다 

이처럼 해외 생산기지는 복합단지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입지를 

선정할 때는 인프라가 가장 증요하다 항만， 비 

행장， 전기， 용수 등은 물론 대도시와의 거리， 

근로자의 질， 정부의 지원， 공장이 틀어섰을 때 

예상되는 지역사회의 반응까지도 입체적으로 분 

석해서 가장 경쟁랙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국제화란 국내 임직원들도 

의식/제도/경영에 있어서 국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국제화는 수출 물량을 

늘리거나 해외에 생산 공장을 짓는 등 외형적인 

확대에만 주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 

는 국제화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술， 품질‘ 마 

케팅 등 모든 경영 수준이 선진 기업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외 업무와 관련된 사람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 

전체의 의식 수준이 국제화 되어야 한다 

복합화 

복합화의 개념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인프라， 시 

설， 기능 기술이나 소프트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유기적인 상승 효과른 내도록 해서 경쟁력과 효용 

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 여러 정보플 공유한 다양한 사람들이 자주 만 

나서 정보의 교환을 통해 기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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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복합화의 일종이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양한 기술 

과 소프트를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한 두 

뇌를 자주 모이게 해서 창조적 발상과 개발이 가 

능하도록 하는 두뇌의 복합화가 절대 필요하다 

이건희 회장은 복합화의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한 

다 〔상품복합화(상품에 여러 기능을 조합하는 

것)， 판매복합화(백화점처럼 여러 종류의 제품을 

집중된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 사업복합화(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나로 묶는 것)， 공장복합화(생산 

라인， 설계， 영엽， 연구실， A/5 등을 하나의 단지 

안에 모으고， 부품 공장도 단지 내나 그 근처에 배 

치할 뿐 아니라‘ 주택이나 일상의 생활 관련 부대 

시설까지 모두 모으는 것)， 빌영복합화(한 빌멍 안 

에 사무실， 연구소， 아파트， 쇼핑 센터， 의료시설， 

교육시설， 스포츠 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 병원복합화(병왼， 병원연구소， 의료기기연구 

소， 병리학연구소 이에 더해 고아왼과 양로원 등의 

복지 시설을 같이 두는 것)， 도시복합화(한 지역 

내에 생활문화권을 만드는 것) J 

4.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전략 

기존사업은 주요국 시장성숙과 글로벌 시장개방 

으로소수독과점화진행 

• 사업별 집중과 전문형 사업을 위해 사업별 세 

계 3강진입 추진 

디지털 컨버전스사업은 사업융복합화， 서비스와 

부품가치 중요성 증대 

• 새 로운 5대 ValueChain 사업 영 역 구축 추진 

(Mohile M/M, Home M/M, Personal ^,VM, Officε 

M/M , 핵심부품) 

제품과 경영시스템 경쟁원천이 Hard에서 50ft로 

이전되어 새로운 역량과 문화 필요 

6 

• 인사/조직/평가/문화 등 경영인프라 대혁 

신추진 

표 2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천략 

사업특화 

사엽별로 중기내 Global 1위 및 I군 체제를 구축하여 

글로별主導權확보지향 

사基盤사업은 Niche로 특화 (先국내/Captive 지향 

後 Global Niche 추구) 

운영특화 

사업경쟁력 차원에서 분사와 제휴 적극적 활용 

-분사는 효율분사와 전략분사로 구분하여 추진 

효율특화 

선도업체 수준의 생산성과 Speed 달성 →글로벌 단 

납기 5일체제 구축등 

전사차원에서 6시그마운동을 전개하여 품질최우선 

프로세스개혁 

(글로벌)지역특화 

지역별로 전략을 차별화하고 지역거점별 자율성 확 

대추진 

-Glohal R&D N/W체제를 구축하여 마케팅체제와 연 

계 

HomeM/M 

정보와 가전 융합과 제품의 유무선 N/W화 추진 

DTV등을 통해 Home Server등 중심제품 집 중강화 

MobileM/M 

-관계사와 협조， 핵심부품 개발과 협조 확대 

-서비스， 자동차업체 등과 시장 공동개발과 이익공유 

Personal A.νλ1 

Platfonn Biz 전략으로 통합력 확대 

컨텐츠 확보운영 및 업체와 연계 강화 

OffìceM/M 

PC/VoIP단말 등 경쟁우위확보 가능한 제품에 역량 

집중 

Networking Infra Solution 등 e-Biz확대 에 따른 

Solution역 량 강화 

핵심부품 

• System On a Chip, System On a Panel 등 시 스템/부품 

융합력 강화 

Markct Driven Company화 

개발/제조 중심에서 고객지향 프로세스와 R&D연 

계력 강화 

초일류연구개발력 확보 

-세계 l위제품 확보를 위한 IP 등 핵심기술 확보와 연 

구개발체제 개선 



표 2 계속 삼성전자는 채용이 기본적으로 수시 채용과 정 

인사 및 평가제도 혁신 기 공채로 나누어진다 그 자격은 다음 그림 3과 

기업가와 전문가의 내부양성과 외부수혈의 조화 같다 

전사전략과 연계된 겔적 횡적(예 무형자산 보조 학력 성(파)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인력 채용하는 

성과) 평가제도 도업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전과 창의 문화 정착 그램 4에서 볼 수 있는 4단계 선발 과정을 거쳐 

실패인정 학습조직화 외부변화 적극 수용하여 새로 선발을 한다 

운문화창달 

[1단계〕 서류전형 

5. 채용(Recruiting)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 중에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 

이건희 회장이 선언한 삼성 신경영에서 볼 수 있 

듯 삼성은 우수한 인재의 채용과 그 인력양성에 많 

은노력을기울이고 있다 

ι 
’ 학/석사 과정 재학중인 분 ‘ 학/석사학위취득후 
경력 2년 미만인 분 

경력 2년 이상인 분 

’ 박사학위 취득예정이시거나 
이미 취득하신 분 

\ 

정기공채 

회사별로 현재 소요를 증심으로 기본 심사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샤실 여부를 확인 

\ 

’ 학사과정 재학중인 분 ’ 학사학위취득후 
경력 2년 미만인 분 

, 석/박사학위 취득예정이거나 
이미 취득하신 분 

/ 

수시 채용 

그림 3 

지원서 접수 
【I단계】 

서류전형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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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전공분야별 지왼 가능한 삼성그둡 게열사 

전자분야 1 삭성전자 삼성 SD! 삼성전기 삼성코 

닝， 삼성 SDS ， 유니텐， 삼성종합기술원 

기계분야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왼 

비
E
 캡

 
상
 

학
 랩

 
셔
녁
1
 

魔• 關웹
 

「
메
」
 

브
L
 

차
각
 

화
 

산성생영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 

권‘ 삼성캐피탈 삼성투신운용 

삼성물산(상사-건섬/주택) 산성엔지니 

어링 세인모직 에버랜드， 호텔신라， 

에스원‘ 산성경제연구소 저1 일기획 삼 

성의료왼 

[~만계 J SS， \T평가 

진취적이고 창의직인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도 

구로서 기초능벽 검사와 직무능역 검사로 나누어 

평가 

외국어 직무관련 특수자격 등은 평가시 우대 

안하여 배치된 실습부서에서 근무륜 시작한다 

프로젝트들 수행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최신지 

식을 최대한 발휘하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또 개인별로 부서 

내에 한 명의 지도선배가 선정되어， 인턴 기간 동 

안 인생선배로서 또 동료로서 든든한 관계플 맺게 

된다 

두 달여 실습기간 증에는 참가자 들간의 친목을 

도모헬 수 있는 재미있는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날에는 간단한 마감행사로 인턴쉽 기간 

을마무리 한다 

하지만， 증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삼성전자는 

인턴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동안 알게 된 다른 

학생뜰파 계속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삼 

성전자가 제공한다 

이러한 해외 인턴쉽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 

음과같다 

자격 

[3단계} 면접 1, n] 주， 유립， 일본지역 유학생 및 교포학생 

기본인품블 평가하는 I단계 인생면접과 전문지 2 전자， 진산， 기계， 재료 등 이공계 및 경영학 

식을 평가하는 2단계 프리젠테이션 연접으로 나누 전공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분 (MBA 포함) 

어 섣시 3 일상적인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 

4 섣시기간 증 8주 이상 근무 가능한 사람 

전체 삼성그룹 차윈에서 지왼플 접수하벼 지원 S 서울 및 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사람 

자의 개성과 적성에 맛는 회사쓸 선택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는 위와 같은 해외 인턴쉽을 전 사업분 

하고 있다 야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정규직사원에 

준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왕복항공료 실비 

제공하고， 사내식당 중식 식권 제공하며， 여행자보 

험 무료가입시켜주며， 졸업 후 입사시 인센티브 부 

5. 해외 인턴쉽 

삼성전자는 96년부더 해외에서 수학 중인 학생 여한다 

들윤 대상으로 하계 인턴쉽을 섣시하고 있다 

프료그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소개 8주 동안 진행되는 삼성 전자 인턴쉽의 껏 

순서는 전제 오리엔테이션이다 

참가자들끼리 인사듭 나누고 인턴쉽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할 담당자들과 첫 대변을 하게 된 

다 이는 이듬이 삼성전자의 경영현황， 기술수준， 

미래 비션 등윤 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1 본인의 전공분야를 감 

8 

6. 인 력 양성 (Development ) 

1)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 

삼성전자는 인재육성이야 말로 기업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믿고 이를 위해 많은 투자 

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삼정전자는 향후 디지 

별 시대를 선도할 핵심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디지탈 시대를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 

1 μ --，、 변화주도 

L←←]느二二」 
그림 5 

삼성전자는 교육부문에서 기술중심， 마케팅 중 

심의 회사로 발전하기 위해 회사의 변화를 주도할 

러더릎 육성하고 기술 및 마케팅부문의 핵심 인력 

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 

다 핵심인력의 육성을 위해서 회사의 인사부서 

교육부서 빛 현업부서가 삼위일제 되어 인력의 육 

성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력 육성 프 

로그램은 사내 자체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해 

외 유수 대학과의 산학연계， 해외 지역 전문가 프 

로그램 등을 통한 국제화된 인력육성에도 집중하 

고있다 

삼성전자의 교육 방향은 교육의 성과가 경영의 

결과로 직접 연결 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선 현장 

중심， 과제수행 중섬의 교육을 설시하고 있다 또 

리더십개말센타 

(Leadersip) 

글로발마케팅연구 

(Markering , CS) 

첨단기술연구소 

(Technologies) 

훌훨때1 

한 교육조직은 회사의 공통적이고 핵심 역량을 확 

보하기 위해 기능조직과 사업별로 특화된 내용 및 

현장 학습을 주로 담당하는 사업부서별 교육 조직 

으로편성， 운영된다 

삼성전자 교육은 1999년에 115년의 전등을 자땅 

하는 전기전자분야 세계 최고 학회인 IFFE(The 

Instinl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nc ,) 

에서 주관한， 기업 교육부문 평가에서 세계최우수 

인재 양성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6 참조) 

7. 리더쉽교육 

삼성전자의 리더쉽 교육은 삼성 리더쉽 개발 센 

타(SLDC)룹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릎에 올바른 방향설 

정이 요구되는 시대로서 이에 맞는 조직의 체질 개 

혁이 시급하며 Flat하고 벽이 없는 Process형 조직 

을 동한 신속한 의사 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삼성전자의 리디십센타에서는 변화 

를 수용하고 경영혁신을 가속화할 수있는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을 위한 Change Agen t 양성과 회사 

내에서 혁신의 전파를 수행하고 있다 

| 11戀 11 

그림 6 가능조직 사엽연 기능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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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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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케팅교육 원의 고객지향 마인드와 실천력을 제고하고 부가 

가치 창출을 통해 사업을 리드하는 마케팅 전문인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연구소에서는 전 임직 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고객지향 사고와 실천력 마케팅 전문인재 

고객 지향 마인드 & 전자적 마케팅 활동 

인사/재경 구매 개발 제조 

그림 8 

고객만족경영과 마케팅 활동 수행능력을 제고하 

기 위해 전문성 있는 교육내용 개발 

10 

Case Study, Best Practice Sharing. Web Basεd 

Leaming 등의 교육기법 활용 

우수기업 및 당사의 Case를 개발하고 전파하 

여 현장 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을 제시 

서비스 물류 영업/마케팅 

-새로운 마케팅 기법 및 고객지향 경영활동에 

관한연구활동을통해 경영활동에 기여 

당사 마케팅 활동에 대한 조사 및 진단 활동 



표 4. [마케팅 교육체계} 

구분 ι 교육과정 

고객만족경영l 고객만족경영과정 S급 (Case 

Study) 

고객만족경영과정 M급 ( Casc 

Study) 

-고객만족실무과정 (WBL) 

→고객만족기본과정 신입사원 

(Case Study) 

←마케 팅 전문가과정 1 (Case StuJy) 

- Global Expert Course -CM 0 

-마케팅실무과정 1 (\\'BL) 

디지털마케팅과정 (\\'BL)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과정 

(WBL) 

마케팅 

상품 

마케팅전문가과정2 

-마케팅 직무전환 과정 R&D인력 

마케팅실무과정2 (WBL) 

국제마케팅과정 (\\'BL) 

--프리젠태이션과정 (\\'BL) 

←AV상품과정 (WBL) 

-가전상품과정 (\\'BL) 

서버/네트워크과정 (WBL) 

PC 상품과정 (WBL) 

통신상품과정 (WBL) 

기타 협상기법과정 

-현장판촉과정， 등 

가술환야별 

교육욕척병 

9 , 기술교육 

삼성전자의 첨단기술 연구소는 1990년 이후로 

사내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기술교육을 전담하여 

왔으며， 급변하는 기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교육체계를 혁신하여 기술 전략에 근거한 

현장 중섬， 과제수행 중심， 학습자 중심의 기숭교 

육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역량 강화 및 실무 응용력 

을 갖춘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첨단기술연구소는 35(5β\' ， Sy‘tεm ， 5εrvice) 중 

심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DSP , 통신， 광 

학등 첨단기술 분야에는 해외 선진 대학과의 산학 

연계도추진하고 있다 

또 한 기 술 교 육 관 련 KMS(Knowledgε 

Managemεnt Systεm)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지 

금까지 의 기술교육 Knowhow를 CD-ROM. Web 

과정 등으로 개발하여 대외 판매 중에 있다 

10 , 현장교육 

삼성전자는 근무 현장에서 각 사업별 특화 기술， 

생산기술 및 사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별 교 

육 조직은 디지탈 미디어 중심의 2l C 아차테미 

(수원소재)， 반도체 중심의 CDI (기홍소재)와 정 

Di멍tnl 기술용향 시장융 선도항 핵심역량 강화 

[현장중심 j l_ 뀐랜현 J 1，，-펀한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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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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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숭 교육체계〕 
B 

τ
 

그T
 

Sf\\ 

System 

Seπlce 

요소기술 

개발품칠 

객체지향설계， Sf\V공학， Sf\V Tcst&QA , 알고려즘구현 C:ORBA' 등 

OS/SSMOOEM‘ , Micro lvlouse Systcm *, j\.1ixed Si~TJ1al 설 계 * 등 

E-C구축" H1AIL 해석기’， Emheded \Vch Bro‘，o.'serγ \v닝b Master 등 

광학계설계， 비구면 Lens , 광선호처리’， 회전광학" LCO 등 

메카트로닉스， Trihology , MFMS , 소음제어* 회전체진동* 동 

3D fvlodεling ， 3차왼기구， 유한요소볍 1 사출성형해석 등 

전장품 구매/부품 검사 TRlZ 실무， 다구찌실험계획 등 

률 I 훌l 
정뽀!￥t!(쭈01 AI얹휩》 

0 
그룹 인문교육(4주) 

전자 입문 교육(3주) 

총괄 입문 교육(l주) 

사업부 입문 교육(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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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포져I (CD샤 

Dígi1al M&dja (21C 0j7 ft1t업셔 

그림 10 

교육결과발표 

평가결과 

능력교과반영 

그림 11 



보통신 중심의 구미 사업장 교육부서가 있다 

이들 교육 부서에서는 현장 학습조직을 활성화 

하기위해 WEB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 

이다 

12. 신입사원교육 

삼성전자는 새롭게 채용된 신입 인력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회사에 적응토록 하고， 구현능력을 조 

기에 확보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입인력은 그룹 입사 후 1년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해 형성평 

가 단계를 강화하고， 교육생 관찰표 등을 이용하여 

각 교육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서 배치시 기준 자 

료로활용토록하고있다 

13 _ Culture 

1) 경영이념 및 첼학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 

삼성전자는 인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키 

워나가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국제 사회인으로 사명 의식과 자신의 능력을 최 

대로 발휘하여 미래를 개척하고 인류의 발전에 기 

여하는， 창의적이고 상호 교류가 가능한 열린 사고 

를 가진 인재 이런 인재 양성을 통해 삼성전자는 

인류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참다운 기술을 발전시켜 갈 것이라는 것이다 삼성 

전자는 인재와 첨단 기술력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 

한 책임경영을 설천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모든 기 

업활동은 사회와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 전개되 

어야 하며 이의 실전을 위해 최션을 다하고 있으며 

삼성인의 정신은 바로 그 실천을 위한 삼성전자 구 

성왼 5'드의 행동방침이며 다침이라고 한다 

“고객과 함께한다， 세계에 도전한다，미래를 창 

조한다” 

2) Digital Vìsion 

삼성 전자의 Vision은 “Digital C시nvcrgencε 혁 명 

을주도하는기엽” 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30년간의 수많은 도전을 극복 

하고 세계적인 전자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과 사회 전반의 급격한 세기말적 변 

화는 21 세기 일류로 도약하려는 삼성전자에게 새 

로운 변신을 요구하고 았다 

Digital 기술융합과 복합화로 과거엔 없었던 다 

양한 제품과 사업이 출현하고 있으며， 불과 2-3개 

월의 격차로 기업의 홍망이 좌우될 정도로 엄청나 

게 빠르고 단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시 

에 , 제 품 Life-Cyc1e의 단축과 시 장 개 방 등으로 사 

업별 상위 몇 개 업체만이 살아 남는 독과점 체제 

에 돌입하고 있다 

‘싸고 빠르게’ 만들연 성 공할 수 있었던 과거 와 

는 탈리 브랜드力. Logistics. 지적재산권과 같은 남 

그림 12 

우리가나아갇방향 

Lcadiug 71Jf DigÎtill CO/lï)flgf1W' R.‘'7)ol!ltùm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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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Thc digital Convergence Revolution 

강정 사업 기술 

집중강화 

M샤lile 별티미디어 

Home 열티미디어 

고객과시장중심 

초일류연구개발력 

글로별 네트워크 

도전 창의 문화 차세대 전략사업 

조기 육성 

Personal 멸티 미 디 어 

핵심 부품 

그림 14 

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핵심역량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시대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 100년보다 향후 10년의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에도，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해서 삼성전자는 기엽 변화의 중심 역할을 하 

고자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 

운 21세기 Vision을 “Di밍tal Convergence 혁명을 주 

도하는 기업”으로 정했다 

다가오는 Di밍tal Convergence (디지털 융합) 시 

대에는 모든 전자 기기와 서비스가 Digital化

Network化 됨 에 따라 수많은 새 로운 사업 이 생기 

는 기회의 시대’ 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 

야의 기술과 역 량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한데 모으 

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삼성전자는 정보가전， 정보통신， 반도체 등 미 

래 기회선점을 위한 핵심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습 

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임직원 모두는 가친 힘을 기 

술과 경영환경이 변화하는 방향으로 한데 모아 21 

세기를 주도하는 초일류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 

Memory , LCD , 휴대폰 Display 등 삼성전자의 

강한 사업은 양과 질， 모든 연에서 세계 Top 수준 

14 

으로 더욱 강하게 키워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IMT-2000 디지럴 TV, 프린터 등 신규 전략사업 

은 일류로 조기 육성해 삼성전자의 새로운 果樹事

業으로 만들며， 반도체 기술， 光 메카트로닉스， 정 

밀 가공기술， 양산 제조기술 퉁 삼성전자의 고유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다른 사업분야에서도 제품 

경쟁력을 키우고 일류 제품을 만들어 균형 잡힌 최 

적의 사업구조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삼성 전자는 Digital Convergence 분야의 사업 기 

반을 빠른 시기에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Mobilε Multimedia 분야에서는 CDMA 분야의 

강한 경쟁력으로 기회를 선점하고， Home 

Multimεdia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Di믿tal TV를 중심으로 경쟁우위를 적극적으로 확 

보하려고한다 

특히 이러한 없復合 事業의 성공을 위해서 삼성 

전자는 사내 부문간 협력과 지원， 국내외 Con따lten 

기업’ SerπrVI끼lκce 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 동으로 ‘서 

로 돕고 함께 발전한다’ 는 相生의 기업 풍토를 만 

들려고한다 

또한， 사엽 일류화를 위하여 임직원 모두의 사고 

와 일하는 방법을 전면 혁신해 나갈 것이다 



사업구조(매출/이익) 

연평균성장률 

y9 

*연계기준 
02 

그림 15 

70조 

’ 05 

삼성전자의 제품 개발에서 판매에 이르는 모든 

Process를 고객과 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세계 I位

의 핵심 기반기술의 개발과 기술자산 축적에 최대 

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1 구매， 생산， 판매 등 

기 능별로 최 적 의 Speedy한 Global Netwαk 체제 를 

구축하여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공정 

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삼성전자는 일류 시장가치를 가진 Global 기업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모두가 ’變化와 옳新의 리 

더 1 가 되어 기업의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면， 다가오는 21세기 

에는 명실상부한 초일류 기업이 될 것임을 확신하 

고있다 

그리하여 삼성전자는 2005년에 매출 70조원， 이 

익률 12% 그리고 50% 수준의 부채비율 등 일류 

수준의 우량한 재무구조름 가진 기업이 될 것입니 

다 그리고 세계 Top Class의 Brand 이미지를 갖추 

어 나가 2005年에는 지금의 4배인 120조원의 시장 

가치를 가진 Global 기업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30년을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인 누구나 인정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만들어 

갈 자신감과 의지 또한 충만하다고 한다 

14. Review, Reward, Promotion 

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선진형 인사 제도를 갖추 삼성전자는 사원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어 나가며， 시대를 앞서가는 도전과 창의의 기업문 이전의 직급별 차별화 인사가 개인별 차별화 인사 

’ <)() 

*본사기준 

, 02 

그림 16 

120조 

05 

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연봉제는 기존의 연공서 

열에 의한 임금결정 방식을 탈피하고， 개인별 성과 

(공헌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성과 중시형 임 

금체계로서， 실칠적인 인사권(평가， 연봉결정)이 

현엽(부서장， 관리자)으로 이양되는 현장지향적 

임금결정 체계이다 

21세기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로 경영환경이 변 

화하였으며， 조직구생원들의 성과 중심의 프로 의 

식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또한， 연공서열식 임금제 

계는 직군 1 직무별 특성 및 개인의 업적， 성과 퉁 

이 처우로 공정하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사원연봉제는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임금관리가 되도록 한다 그리 

하여 사원연봉제는 직군별， 직무별 채용 빛 임금차 

별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삼성전자 사원연봉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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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봉구성의 체계 

기본급 

τ다
 μ

베
 

기준 

설날/추석 귀성여비 

p‘CFNTIVE 뿔룹 

과같다 

적용대상은 J3/El ~J5/E3 전 사원이다 J5/E3는 

간부연봉제 취지와 동일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를 하며 , J4 , J3/E2 , E2은 상하위 등급배분 

율 및 가감 금액을 최소화하여 운영한다 

연봉구성의 체계는 다음 6과 같다 

이를 항목별로 자세히 보면， 우선， 기본기준급은 

직급의 초임호봉과 인정경력 호봉간의 차액을 반 

영한 것으로 승격 또는 3년 경과 후 지급이 중지된 

다 기준능력급은， 각 직급별 동일 금액(초임호봉 

표 7 연봉결정의 파정 

〔현업 부서장〕 

기준)으로 설계되며， 능력조정급은 직급별 초임호 

봉과 인정경력상위호본간의 상여전환분차액을 반 

영하며， 승격 또는 ’년 경과 후 지급이 중지된다 

능력가감급은 개인별 전년도 고과결과를 종합하여 

연용등급을 6단계모 상대 배분하고 가감 기준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설날， 추석 귀성여비는 기본급 

과 자기계발비를 기초로하여 계산되며 1 설날， 추석 

에 각각 100%씩 지급된다 인센티브는 주로 생산 

성 격려금으로 회사， 사업부의 집단 업적평가 결과 

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등급별 지급율은 연간 

O~ 300%이다 기타 수당은 식대보조비， 법정자격 

수당등으로이루어진다 

위의 항목 중 능력가감급은 등급제로 운영이 되 

며， 비누적 방식이다 S, 가， 나 1 다， 라， 마 총 6등 

급으로 운영이 되며 1 등급은 매년 초에 전년도 엽 

적， 능력고과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된다 능력가감 

급은 매년 재책정되며 , 차년도 능력급에 누적되지 

않는다 각 등급별 가급율은 경영성과에 따라 단위 

조직별로 매년 설정되는 기준율 범위내에서 결정 

된다 능력가감급의 산출 기초는 해당직급의 기준 

능력급이다 

{현업부서장~개인〕 

「꾀호 기 
1 능력가감급 

l 개인별 

변웅통반」 

본인의 disa만ee ~ 

본인의 동의 =二〉

〔개인 ~사업부인사〕 

l 연봉결정 

L펀괜 

〔현업부서장=→개인〕 

}월약웰 
〔연봉재심위왼회〕 

책렉 
사업부내 연봉 재심위원회 구성 

이의신청한 연봉등급에 대한 재심 
연봉통보후 7일내에 l차 고과권자에 

게 이의를 제기하고， 상호의견이 불 

일지시 서면으로 사업부 인사부 실 

시에서 재심신청 이의접수 후 14일 

이내에 최종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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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이의접수 후 14일 이내에 최종결 

과통보 



표 8 포상제도 

구분 「←렘號괜τ J 걱용 
그룹상 내안상 l 그룹회장이 수여하는 그룹내 각 부문 최고영 

i • { 에의 상으로년 1회 사상 

l자랑스런 삼성인 상 l 

정기시상 1년말 포장 l 전자 대표이사가 년 1회 정기적으로 수여하 

1 는사내 최고의 상 

사내사상 l 전자상 많二 1필낸도닫」씬관}펀포: 
모범상 l창립기념 모범사원 시싱 

1 반도체상 1, gooJ cOIll I씨11\ υ반도체 대표이사가 년 1회 수여하는 반도제 

j f。싫 날장 魔鐵露꾀적표수여원 상 
특별포상 1 (사장 1 사업부장)1 표창 ( 특변한 공적이 있는 경우 비정기척으보 수여 

「 71급→←←파n구 ←찮찮제시묶 갈용용도oJl 꾀굽고i센끓 
_L __ 뮤」←← 1시급 

대외시상 정부기관 단체장 시상 「전국대회， 대외기관이 인정하는 공적자 포상 

J3신입사원은 기준연봉을 지급하고 차기 연봉 

등급은 능력개밥지도 관찰제 결과를 반영한다 )3 

승격자는 기준연봉을 지급하고， 차기 연봉등급은 

전년도 고과결과로 결정한다 

연봉 결정의 과정은 다음 표 7과 같다 

삼성전자는 연봉외 별도 보상체계도 가지고 있 

다 연봉 이외에 기술개발 및 엽적에 특별한 공적 

이 있을 경우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stock 

opnOll을 운영하고， 초과이익달성시 이익분배제른 

시행하고 있다 

또한1 적치된 연월차 휴가 중 사용치 않은 나머 

지 적치일에 대해서는 익년도 3월초에 연월차수당 

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만 1년 이상 재직한 사원 

이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과 재직년수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중간정산도 가능하다 그 

리고， 윌급제 사윈의 연정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생소요경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교통비 보조금명목으로 심비 변상적 정액을 지급 

한다 

15. 포상제도 

삼성전자는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회사가 인정하고 

격려하는 기회이며， 수상을 통하여 공로자의 사기 

앙양과 사내귀감으로 삼아 간접적인 회사 경영방 

침 홍보와 사원들의 회사에 대한 기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포상제도른 시행하고 있다 

16. 복리후생제도 

복리후생제도로는 의료보험과 삼성의료보장제 

도가있다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잘 

병， 부상， 분만 및 사망 등의 보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 사보험과는 달 

리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의료보험헤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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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담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받게 된다 

삼성의료보장제도는 사원틀이 질병발생시 본인 

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회사가 지원해 줌으로써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사왼 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16 , 삼성전자의 미래 

계 시장에서 더욱 강한 경쟁자로 부상하려 하고 있 

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을 위시한 세계의 인재를 

확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수한 세계인재의 확보는 국제 경쟁력있는 기 

업문화와 인사관리 정책을 선결조건으로 한다 한 

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의 인재가 동경하는 

직장 세계의 인재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직장이 될 때 삼성전자는 장 

삼성전자는 위와 같은 인재관리를 바탕으로 세 기적으로 초일류 기업으로 남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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