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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이 

종업원의 직무태도와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인사·조직 전공

최진

최근까지 연구된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분석의 수준과 제도

의 수에 따라서 연구되었다. 특히, 분석 수준에서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

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인사 담당자의 설문을 통한 조직 수

준의 인사제도를 측정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개인 수준의 

연구는 지금 연구 초기 단계에 있으며, 조직 수준의 연구보다 더 다양하

게 연구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흐름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개인 수준에서 인사제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연구를 하기 위해 귀인 이론의 한 종류인 귀인

적 연구를 통하여 인사제도가 개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귀인적 연구는 귀인이론에서 파생된 이론으로 귀인 차이에 따른 행

동 결과 차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인사제도 또한 관리자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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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 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으며, 종업원 사이에서도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인사제도 인식 차이에 초점을 맞춰, Nishii, 

Lepak, 그리고 Schneider(2008)가 개발한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을 수정

하여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직무태도와 개인 성과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인사제도의 도입배경을 품질향상, 복지향상과 같은 몰입 기반 

인사제도로 귀인하는 경우는 직무관여와 작업 수행 노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고, 반대로 비용절감과 노동활용으로 인사제도 도입배경

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더불

어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과 개인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인사제도의 도입배경의 영향력을 대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181명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품질향상, 복지향상을 위한 인

사제도로 인식하는 경우 모두 직무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을 활용하는 것으로 귀인하는 경우에는 직무관여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수행 노력에는 인사

제도 도입배경 인식 중 복지향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노동활용은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두 태도 변수의 과업성

과로의 매개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분류를 인사제도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요인분석을 다시 하여 분석하였을 때 모든 가

설이 채택되었다.

연구의 분석 결과가 가진 이론적·실용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

구의 이론적 함의를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인사제

도 인식과 직무관여, 그리고 인사제도 인식과 작업 수행 노력 간의 유의

미한 관계가 있음을 파악한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둘째, Nishi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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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동료가 2008년에 개발한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에 대한 개념과 측

정 도구를 재확인하였다. 셋째, 인사제도를 개인 수준에서 연구함에 있어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척도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인사제도 도입

배경 인식의 후속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실용적 함의 또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종

업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리자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

에 인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인사제도가 적용되는 종업원과 인

사제도를 도입하는 인사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셋째, 인사

제도 적용 후에도 종업원의 심리를 파악하여 인사제도의 취지가 적용 후

까지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연구의 시사점으로 들 

수 있다.

주요어 :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 귀인적 연구, 직무관여, 작업 수행 노

력, 과업성과

학번 : 2011-2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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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연

구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인사관리 연구 분야로, 특

히 인사관리 제도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지배적이다. 과

거에 인사관리 제도들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있었고, 이러한 연구 흐름 속에서 인사관리 제도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그 영향력을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Becker & 

Gerhart, 1996). 최근에는 고성과 작업 시스템(HPWS: High-performance 

Work System)이나, 시스템에 속한 제도들의 속성에 따라서 고관여 작업 

시스템(HIWS: High-Involvement Work System), 고몰입 작업 시스템

(HCWS: High-Commitment Work System)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인사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right와 Nishii(2007)는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전략적 인적자원관

리 연구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

구 흐름 중 하나는 인사관리 관행들과 조직성과 사이의 매개 과정을 밝

혀내는 연구 흐름이 있다. 최근까지 그 매개 과정을 밝혀내려는 여러 시

도가 있었으나, 아직 명확하게 그 과정을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

계를 지니고 있다(Paauwe & Boselie, 2005).

또 다른 하나의 연구 흐름으로는 조직 수준에서 이뤄졌던 인사관리 제

도들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다수준 접근법(multi-level approach)을 통해

서 연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인과 그룹 사이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사제도 혹은 인사 시스템과 조직성

과 사이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매개 과정을 다수준 접근법으로 접근함으

로써 해결해나갈 수 있다. Wright와 Boswell이 2002년에 분석 수준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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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인사제도 수로 그동안의 연구들을 분류해 놓았는데, 현재 여러 수

준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전에는 조직 수준에서 제도와 성과와의 관계에만 주목했던 기

존의 인적자원 연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인사제

도에 관한 개인 수준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Bowen과 

Ostroff(2004)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인 종업원

이 인식에 따른 합의(consensus)에 따라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강도가 

결정된다는 논의를 펼치고 있다. 그들은 다수준 모델을 개발하면서, 인사

제도들을 통해 특정 행동을 유발하도록 종업원에게 신호를 보내는 커뮤

니케이션 메커니즘(Communications mechanism)이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인사제도들과 종업원의 태도 변수 간의 관계를 다

수준 접근법을 이용하여 분석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틀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 흐름 가운데, 개

인 수준에서 인사제도와 종업원의 태도 및 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인사제도와 관련된 개인 수준의 연구로는 종업원 조직 관계(EOR: 

Employee-organization relationship)에 대한 연구와 각 개별적인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 인식을 바탕으로 종업원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Wright & Boswell, 2002; Shaw 

et al., 2009). 이러한 연구들은 관리자가 의도한 인사제도가 종업원들이 

인식한 인사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정한 연구들이며, 실증 분석

에서도 실제로 관리자와 종업원들 간에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orter et al., 1998).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인

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측정한 연구가 없었으며, 인

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에 따라 개인의 태도와 성과가 달라진다는 

사실만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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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종업원의 인사제도 인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종업원들 간

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회사 내의 동일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종업원

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Porter et al., 1998; Gerhart, Wright, & 

MacMahan, 2001; Nishii & Wright, 2007). 예를 들어, 교육 훈련 제도 중 

하나인 경력개발프로그램(CDP: Career Developement Program)에 대해서 

한 직원은 회사 내 경력 향상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직원은 경력개발프로그램은 그저 다

른 회사가 시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나의 경력개

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

다면 종업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이 성과 관리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서부터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Nishii와 Lepak, Schneider(2008)도 같은 의문을 갖고,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

원의 귀인이 종업원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조직 수준의 조직시

민행동(OCB: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여 증명하고 있다. 특히, 인사

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에 따라서 종업원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Nishii와 Lepak, Schneider의 연구(2008)에서 나아가 인사

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이 개인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과

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Nishii와 Lepak, 

Schneider가 연구에서 주장한 대로 인사제도는 원래 조직성과 향상을 위

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수준 접근법을 이용하여 인사

제도에 대한 인식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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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 요소들이 조직 성과로 이어지는 

거리가 너무 멀고, 매개변수를 두어 종업원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수많은 상황변수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관리자가 인사제도를 도입할 때는 ‘어떻게 종업원을 동기 부여시켜 생

산성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출발한다. 그러나 인

사제도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관리자의 입장에

서만 논의되었을 뿐, 인사제도를 받아들이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인사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으로 종업

원을 동기 부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인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

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Gerhart, Wright, & MacMahan, 2001; Nishii & 

Wright, 2007; Nishii, Lepak, Schneider,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성과로 종속변수를 두어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 요소들과의 거

리를 좁히고, 개인 수준에서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Nishii와 Lepak, Schneider의 연구(2008)에서 검증

하지 못했던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과 과업성과와의 관계를 매

개하는 직무 관련 태도 변수들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조직 행동 연구에서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

가 아니라, 조직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을 태도 변수로 놓고 살펴보고 있

다. 인사관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 행동 연구의 오랜 관습을 답

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과업성과와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직무 관련 태도 변수들을 이용하여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과업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효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응용한 귀인적 연구(Attributional theory)에 

따르면 지각행위자가 특정 요소로 인지하는 것은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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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개인이 인식한 원인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Weiner, 1985).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태

도와 성과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종업원의 인사제

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개인의 직무태도와 과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 말했듯이 그동

안의 인사관리 연구에서 등한시되었던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태도 

변수들에 초점을 두어 직무관여(job involvement)와 작업 수행 노력(work 

effort)에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입 배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혹은 부정

적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단순하게 만족이나 효

용성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입배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서 개인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어떠한 인식이 개인의 성

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론적으로는 인사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를 귀인적 연구를 통하여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

사관리 담당자에게는 종업원이 인사제도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해 성과

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인사부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해야 한

다는 시사점을 가져다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먼저, 인사제도의 귀인 요소

들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귀인이론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 요소 분류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

음으로는 매개변수인 종업원의 직무태도와 종속변수인 과업성과에 관해

서 차례로 살펴보며,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 간에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를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증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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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과를 확인하고, 이 결과에 대해 한계점과 차후 후속 연구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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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HR 

attribution)

1. 귀인적 이론(attributional theory)과 인과귀인(causal 

attritbution)

인간의 행동에 중점을 맞췄던 행동 중심의 심리학 연구에서 인간의 인

식과 지각에 관한 연구인 사회인지론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였다. 이러

한 흐름 속에서 파생되어 자리를 잡게 된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은 

행위자의 귀인 행동이 어떠한 인식 차이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규명하

며, 귀인 행위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됐다. 이러한 이론이 

등장한 배경은 바로 모든 행위의 근본에는 그 행위에 대한 원인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Jones & Nishett, 1976). Gilber, Pelhan, 그리고 Krull(1988)

은 인간의 인식이 범주화(categorization, 행동을 알아보는 것), 특성 평가

(characterization, 행동이 암시하는 특성을 확인하는 것), 수정(correction, 

어떠한 상황적 제약이 행동을 유발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

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귀인이란 인간의 인식 중 특성 평가와 수정을 의

미한다. 따라서 귀인은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인과추론을 하는가에 관한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심리학자들은 귀인이 판단, 정서적 

반응, 미래 행동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로 연구

되고 있다(Fiske & Taylor, 1984; 박오수, 김보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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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귀인적 연구(attributional theory)는 귀인이론에서 파생된 연구이

나, 행위자의 귀인 차이에 따른 행동 결과의 차이에 의미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즉, 귀인 요소가 미래에 일어날 반응 혹은 과거 경험에 

대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Kelly & Michela, 1980). 따

라서 귀인이론 연구의 경우에는 주로 지각행위자의 귀인이 종속변수가 

되며, 귀인적 연구는 귀인 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때문에 귀인 요소

가 독립변수가 된다. 결과적으로 귀인적 연구는 귀인 요소에 초점을 맞

추기보다는 어떻게 귀인 요소가 행위지각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끼

치는지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가 연구할 인사제도에 대한 종

업원의 귀인, 즉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은 귀인이론 연구보다는 

귀인적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

의 인식 과정이 지속적이고 상황적인 맥락에서 종업원이 제도의 의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진행적인(ongoing) 과정이기 때문이다(Nishii, Lepak, 

& Schneider, 2008).

인과 귀인(causal attribution)은 귀인 이론의 연구 범주에 속하지만, 인사

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에 대한 귀인적 연구를 수행하기에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해준다. 귀인이론과 인사제도를 접목한 연구로는 성과평가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이 어떠한 행위로 연결되는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다(박오수, 김보영, 2005). 이러한 연구들은 인과 귀인이 종업원이 

성과에 대한 원인을 어느 요인에 귀인하느냐에 따라서 종업원의 미래의 

업무 태도, 정서와 같은 반응 행위가 달라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Fiske & Taylor, 1984, 박오수, 김보영, 2005). 이러한 인과 귀인의 

논리를 인사 제도에 대한 귀인에 적용해보면, 종업원의 인사 제도에 대

한 종업원의 귀인이 어느 요소에 집중되었는지에 따라서, 미래에 종업원

이 업무에 임하는 태도와 반응이 어떻게 될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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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성
내부 외부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통제가능 일반적 노력
과업에 

관련된 노력
상사의 태도 동료의 도움

통제불가능 능력 정서
과업의 

난이도
운

<표 1> Weiner(1983)의 성취행동 결과에 대한 귀인 분류

귀인이론의 응용인 귀인적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Weiner(1979, 1985)는 

귀인적 연구 모델을 연구하면서, 인과 귀인과 성취 행동 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그의 분석을 요약한 Fiske와 Taylor(1984)는 Weiner의 분석 대

부분이 미래행동, 실제 수행 및 정서 반응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과 귀인의 결과인 개인의 

수행은 보통 기대와 정서에 의해서 유발되며, 이러한 기대와 정서는 발

생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Weiner

의 연구는 훗날 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인과 귀인과 성

취 행동 간의 관계에서 통제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여

러 학자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귀인적 모형이 정서반응의 전 범

위를 포괄할 순 없어도, 적어도 귀인이 미래수행을 결정하는 정서를 유

도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Fiske & Taylor, 1984).

 

특히, Weiner는 기존의 귀인 연구에서 제시했던 귀인의 차원을 세 가

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인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귀인 연구들은 어떠한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 귀인의 

차원을 소재(locus)와 안정성(stability)으로 나누고 있었다. Weiner는 여기

에 통제 가능성(controllability)을 더하여 세 가지 귀인 차원으로 나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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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결과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인식을 세분화해 그에 따른 행동들을 살펴

보고 있다(<표 1> 참조).

Nishii와 그의 동료가 2008년에 연구한 인사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한 인

식 모형은 Weiner의 모형을 토대로 귀인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완

벽하게 Weiner의 귀인적 모형을 따르고 있지는 않다. 먼저 그들은 귀인 

소재를 내부와 외부로 나눈 것은 동일하나, 안정성 대신 인사제도의 도

입 배경 두 가지를 접목시켰고, 통제 가능성과 통제 불가능성은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한다.

2.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HR attribution)과 그 

분류

인사제도와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S-HRM) 분야에서 꾸준히 다뤄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두 변수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은 조직 수준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

나 점차 인사제도의 적용 대상인 종업원의 중요성이 커졌고, 특히 인사

제도와 성과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종업원의 인식과 행동이 주

요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Guest, 2011). 특히, Khilji와 Wang의 연구

(2006)에서는 의도된 인사제도(intended HR practices)와 실행된 인사제도

(implemented HR practices)를 나눠, 그동안의 인사제도 연구가 관리자에 

초점을 맞춘 의도된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만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두 인사제도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종업원의 입장에서 

'실행된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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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독립변수 매개/조절변수 종속변수

Gaetner & Nollen(1989)
종업원 경험,

고용 제도에 대한 인식
심리적 몰입

Porter et al.(1998)
종업원 관점에서 조직 유인, 관리자 

입장에서 조직 유인

조직 만족

(직무 만족과 성과를 통제함.)

Boselie et al.(2000)
인지된 인적 자원관리 시스템(통제 

시스템/몰입 시스템)

종업원 신뢰,

인지된 고용 안전성,

종업원의 이직률

Ramsay et al. (2000)
종업원이 측정한 고성과 

작업시스템(HPWS)

외재적 만족, 사측과의 관계,

몰입, 노동 강도, 안정성
조직성과

Meyer & Smith(2000)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

(성과평가, 복리후생, 훈련, 경력개발)

조직의 지원,

절차적 공정성
조직몰입

Edgar & Geare(2005)
종업원이 생각한 인사제도의 수,

종업원이 평가한 인사제도 강도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 공정성

Kinnei et al.(2005) 인사제도에 대한 만족 조직몰입

Guest(2006) 참여적 환경, 인사제도에 대한 만족 심리적 계약
직무만족, 업무 압박,

고용 안정성, 동기부여

Kuvaas(2008)
개발을 위한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경력 개발, 훈련 기회,

성과 평가)

조직지원인식,

정서적 몰입,

절차적 공정성,

작업 성과,

이직 의도

Frenkel et al. (2012) 종업원이 평가한 인사제도
절차적 공정성, 조직 정체성,

분배적 공정성

재량적 작업 수행 노력,

동료 지원

Den Hartog et al. (2012) 관리자가 평가한 인사제도
종업원이 평가한 인사제도,

커뮤니케이션

인지된 사업부문 성과,

종업원 만족

<표 2>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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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 흐름에 따라 최근 약 20년간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

의 단순한 인식(예를 들어, 어떠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나 효과성)에만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표 2> 참조.). 

이는 조직 수준에서 인사제도가 연구될 때 인사담당자로부터 설문을 얻

는 방식에서, 설문자만 종업원으로 바꿔 인사제도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종업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연구했다기보다는, 

얼마나 인사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직접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을 질문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인사제도를 통한 공정성 

인식, 조직 정체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제도들에 대한 만족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종업원의 태도와 과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

구하기 시작하였다(Campbell, Campbell, & Cha, 1998; Kinnie et al., 2005; 

Frenkel et al., 2012). 즉, 조직행동의 메커니즘을 빌려 와서 종업원의 인

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귀인이론에 따르면 종업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중에서도 

개인이 인사제도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개

인의 향후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 즉 인사제도의 도입배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인사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종업원이 지각하는 것이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은 부분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사건에 대해 느끼는 감정

이 그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귀인이론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Fiske & Taylor, 1984), 종업원이 인사제도에 대해 ‘왜 

이런 인사제도를 도입했을까?’ 에 대한 도입 배경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심리적 상태와 반응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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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Weiner(1985)는 지각행동자의 귀인 차이가 정서와 미래의 행동

에 영향을 끼친다는 귀인적 모형을 구상해내었다. 특히, 이 귀인적 모형

은 후속 행동의 동기와 정서, 기대, 변화 등을 예측해내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Fiske & Taylor, 1984). 그러나 성취 행동과 관련된 Weiner의 모형 

또한 귀인이론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개인이 귀인하느냐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사제도에 대한 귀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미래의 종업원 태도와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뒷

받침해주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이전의 인사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중에서도 관리자의 유인

(inducement)을 종업원이 다르게 인식하는 연구가 있다(Porter et al., 

1998). 즉, 종업원과 관리자가 생각하는 유인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

장으로, 두 주체 사이의 심리적 계약관계를 이론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

다. 특히, 연구자들은 종업원들이 인식한 조직 유인이 관리자와의 인식 

간에 큰 차이를 보일 때 조직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침을 밝혀냄으

로써 인식의 차이가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

여 종업원들의 유인 제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이슈화시켰고, 종업원

의 입장에서 어떻게 유인들이 인식되어 궁극적으로 직무 태도에까지 영

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귀인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사회적 설명 이론(Social accounts theory)을 

적용하여 조직 변화의 맥락에서 종업원들이 조직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는

지에 살펴본 연구가 있다(Rousseau & Tijoriwala, 1999). 이 연구에서 사회

적 설명이란 것은 관리적 정당화나 이유로 조직 변화의 이유를 품질과 

경제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종업원의 자기 계발을 위

한 조직변화라는 이유를 더하여, 총 세 가지의 이유 중 어떤 이유로 조

직 변화를 해석하는 것이 변화의 실행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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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품질 향상으로 인해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것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연

구자들은 조직 변화에서 종업원들의 변화에 대한 해석이 중요함을 이슈

화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조직 변화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변화에 

대해서 종업원들에게 원활한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을 귀인이론을 통해 분석한 최초의 연

구는 Koys의 연구가 있다. 그는 1988, 1991년의 두 연구에서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1988년의 연구에서는 37

가지의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에 관해서 연구했는데, 총 4가지

의 귀인으로 종업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지각을 

분류하고 있다. 내적 귀인으로는 조직 내 공정성(just/fair), 종업원의 유인 

및 유지(attract/retain)요소가 존재하며, 외적 귀인으로는 성과 향상

(performance), 법적 준수(legal) 두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종업원의 인

사제도에 대한 내 · 외재적 귀인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만족을 통제했을 때 내적 귀

인 요소들만이 조직 몰입과 정(+)의 관계를 맺음이 검증되었다.

Koys의 1991년 연구도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인사제도에 대한 귀인을 내적 

귀인으로는 공정성(fairness), 외적 귀인으로는 법적 준수(legal compliance) 

2가지로만 귀인 요소를 구분하고 있다. 직무만족과 서비스의 제공 기간

을 통제했을 때, 인사제도가 조직 내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인

식하는 경우에만 종업원의 몰입도가 높아짐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반면, 외적 귀인 요소인 법적 준수를 위한 인사제도라고 인식하는 것은 

종업원의 몰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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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ys는 1988년과 1991년의 연구를 통해서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을 귀인이론을 이용하여 구분하고, 이러한 인식이 종업원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의 두 연구에서

는 종업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귀인 요소를 어떤 기준으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귀인이론을 적용하는 논리 또한 어떠한 논리로 이렇게 나뉘고 적용이 되

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후속연구인 Nishii와 Lepak, Schneider(2008)의 연구는 Koys의 연구를 바

탕으로 인사제도의 귀인을 내재적 귀인과 외재적 귀인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내재적 귀인 요소를 전략에 따른 인사제도와 관리자의 종업원에 

대한 철학과 태도로 나눠서 총 4가지의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 내적 귀

인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 흐름 속

에서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 대한 논의 속에서 찾고 있다(Jackson 

& Schuler, 1995; Osterman, 1994; Lepak et al., 2007). 인사제도를 도입하

는 배경으로는 첫째로 기업 전략에 따른 인사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전사적 전략에 따라서 인사제도 전략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논의에서 등

장한 것이다. 반면,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으로 관리자의 종업원에 대

한 철학과 태도 또한 영향을 미친다. 관리자가 가진 종업원의 태도는 인

사전략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제도의 도입 배경을 

크게 전사적 전략과 종업원에 대한 철학으로 나눠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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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인식

내재적 귀인

외재적 귀인
전사적 전략 반영

종업원에 대한 철학 

반영

몰입 기반 서비스 품질 향상 종업원 복지(well-being) 노조 협약 

준수통제 기반 비용 절감 종업원 활용(exploit)

<표 3>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 유형(Nishii, Lepak, & Schneider, 2008)

Nishii, Lepak, & Schneider(2008)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업원

의 인사제도에 대한 귀인을 총 5가지 요소로 나누고 있다. 그 중 내재적 

귀인 요소로는 전사적 전략에 따라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 향상과 

비용 절감(cost reduction)으로, 종업원에 대한 철학에 따라 종업원 복지

(employee well-being)와 종업원 활용(exploiting employees)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업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사제도로 

인식하는 경우를 몰입 기반 인사제도(commitment-based HR practices)에 

대한 귀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비용 절약과 종업원 활용을 극대화하

기 위한 인사제도로 귀인하는 경우를 통제 기반 인사제도(control-based 

HR practices)에 대한 귀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인사제도를 몰

입과 통제로 나눠 살펴본 연구에 착안한 발상으로(Arthur, 1992), 차후에 

어떠한 방식의 인사제도로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종업원의 태도와 성과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몰입 기반 인사제도와 통제 기반 인사제도로 카테고리를 분류

하는 기준은 인사제도가 어떠한 전략과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Walton, 

1985; Aruthur, 1992). 즉, 조직의 전사적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

해서는 특정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를 발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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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기반 인사제도 몰입 기반 인사제도
직무가 좁게 정의됨

종업원의 참여 적음

커뮤니케이션 적음

제한된 훈련 노력

제한된 복리후생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

직무가 광범위하게 정의

종업원이 의사결정 참여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양

다양한 기술 훈련 제도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표 4> Arthur(1994)의 인사제도 분류

특정한 성격의 인사제도들이 요구된다(Cappelli & Singh, 1992; Arthur, 

1994).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성격을 가진 인사제도들은 조직의 전사적 

전략에 의해서 대두하였으며, 서로 다른 종업원의 태도와 성격을 발현시

키게 된다.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거나 서비스 품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Michael Porter(1985)의 전략 이론에 

따라, 전사적 전략으로는 원가 우위 전략(cost leadership) 혹은 타 기업과

의 차별화(differentiation) 전략이 있으며(Arthur, 1992), 각각의 전략에 따

른 인사 전략으로 비용 전략과 품질 전략이라고 칭하고 있다(Youndt et 

al., 1996). 이러한 인사 전략이 발전하여 고몰입 인사시스템으로 나타나

게 되었다. 몰입 기반 인사제도와 통제 인사제도를 정리한 Arthur의 분류

는 다음 <표 4>와 같으며(Arthur, 1992), Youndt(1996)의 조직 전략에 따

른 인사제도 분류도 Arthur의 분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Arthur(1992). 491p 참조.

그러나 실제 제도의 도입 의도와는 다르게 종업원들이 인식하기 때문

에, 위의 표 분류는 전적으로 인사부서의 인사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나온 

분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의 몰입 혹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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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인사제도 분류로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태도와 성과가 달라

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내재적 귀인 요소 외에도 노조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인사제도라고 종

업원이 귀인하는 경우(union contract compliance)도 따로 제시하고 있다

(Nishii, Lepak, & Schneider, 2008). 그러나 Koys의 1988년 연구와 1991년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외적 귀인 요소가 종업원의 태도에 아무런 영향

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노사 협약에 대

한 준수는 그 행동의 원인이 불안정하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Nishii, Lepak, & Schneider, 2008). 지각행동자인 개인이 소

재의 원인이 불안정할 때보다 안정적일 때 유발되는 정서가 더 명확하다

(Weiner, 1979). 따라서 노조 협약의 준수라고 인사제도의 배경을 인식하

는 경우의 외재적 귀인보다는 내재적 귀인과 종업원의 태도 변수 간의 

관계가 규명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Koys, 1988, 1991; Nishii, Lepak, 

& Schneider, 200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외재적 귀인은 제외하고 내재적 귀인의 영향력만을 검증하고자 한다.

Nishii와 그의 동료의 2008년 연구에서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 

분류에서 본 연구에 사용할 인식 분류 명칭을 한국어에 맞게 번역 및 수

정하여 다음과 같은 분류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표 5> 참조). 

이전 선행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 흐름에 따라 

전략적 전략이 반영된 인사제도인지 아니면, 종업원의 철학이 반영된 인

사제도인지를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두 가지 

인사제도 도입 동기 분류 아래에 네 가지의 귀인 요소를 다시 정리하였

다. 그리고 안정성으로 구분된 외재적 귀인 요소인 노조 협약 준수가 기

존의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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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분류차원 조직 전략 관리자의 철학

몰입 기반 품질 개선 복지 향상

통제 기반 비용 절감 노동 활용

<표 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 분류

제외하고, 오로지 귀인의 소재로 종업원의 인사제도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분류에서 주목할 점은 앞서 말했듯이 관리자의 입장이 아니라 종업

원의 입장에서 인사제도의 도입 배경을 위와 같은 분류 형태로 지각한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관리자가 추구한 방향과는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으며, 한 기업 내에서도 개인에 따라서 같은 인사제도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Gerhart, Wright, & McMahan, 2001; Nishii & Wright, 

200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사제도의 도입 배경에 따른 종업원의 귀

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2.1. 조직 전략에 대한 인식

앞서 언급했듯이 종업원들은 인사제도의 도입 배경을 전략적 목표에 

따라 적용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Nishii, Lepak, & Schneider, 2008). 인사

제도에 반영되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는 크게 서비스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으로 나눌 수 있다(Aurther, 1992, 1994). Barney(1991)의 자원기반이

론(RBV; Resource-based view)에 따르면, 인적 자원을 핵심역량으로 간주

하는 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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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전략을 취한다(Schuler & Jackson, 1987). 자원기반이론에서 인적 자

원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로, 경쟁우위의 특성인 

희귀함(rare), 가치 있음(valuable), 모방 불가능(inimitable), 대체 불가능

(nonsubstitute) 모두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쟁우위

를 달성할 수 있는 종업원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인사제도를 구축해

야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Wright & McMahan, 1992; Boxall, 1996). 

이를 위해 실제로 기업들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는 기

업은 종업원을 회사의 자산으로 여기고 그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

하고자 하는 인사 전략을 취할 것이다(Wright et al., 2001). 예를 들어, 품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 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거나 성과에 따

른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만약 종업원이 인사제도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귀

인한다면, 회사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제대로 된 인정과 보

상을 줄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반면 원가를 절감하는 전략을 취하는 기업에서는 종업원을 통제해야 

할 비용으로 여기고, 절차를 중시하고 성과를 감시하는 인사 전략을 취

하게 된다(Bamberger & Meshoulam, 2000). 따라서 성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며, 종업원의 훈련 노력에는 소홀히 하는 인사제도를 실행

하게 된다(Youndt et al., 1996). 그러므로 종업원이 인사제도를 원가를 절

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회사가 자신을 통제해야 할 비용으로 

여기고, 자신이 직무에 대해 일한 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

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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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리자의 철학에 대한 인식

또 다른 인사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관리자의 종업원에 대한 철학과 태

도를 들 수 있다. Child(1972)의 전략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관리자의 의

사결정은 조직의 전략과 환경적 압박뿐만 아니라, 어떻게 종업원을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자 혹은 관리자의 철학과 태도에도 영향을 받는

다. 그리고 관리자의 인사 철학은 관리자가 어떠한 인사전략과 더불어 

그 하위의 인사제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결정된다. 더 나아가 종업원

과 조직 간의 관계(EOR: Employee-Organization Relationship)와 종업원의 

심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Nishii, Lepak, & Schneider, 2008). 

즉, 종업원이 관리자의 철학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조직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주는가에 대한 인식에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이때 형성된 

종업원과 조직 간의 관계가 종업원의 태도와 성과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관리자의 종업원에 대한 철학은 종업원 복지 향상 지향 혹은 노동 활

용 지향으로 나뉠 수 있다(Osterman, 1994; Lepak et al, 2007). 종업원의 

복지 향상에 관한 관리자의 책임은 재무적 비용을 절약하려는 인사제도

보다는 종업원의 기술, 몰입,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한 인사제도를 도입하

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Osterman, 1994). Grant, Christianson과 Price는 종

업원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제도로 작업 설계(work design), 보상, 팀 

설계(team building), 안전 관련 복리후생 제도를 들고 있다. 더불어 연구

자들은 관리자들이 종업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근

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인사제도를 통해 향상할 수 있는 종업원의 복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행복 관련 복지, 건강 관련 복지, 조직 내 관계와 관련된 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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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것이다(Grant, Christianson, & Price, 2007; Voorde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인사제도를 통해 종업원의 행복과 관련된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 입장에서 복지 향상을 위한 인사제도라고 인식

할 때 조직이 나에게 관심을 두고 제대로 보상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

며,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심

리 상태를 만들어주게 된다(Voorde et al., 2011).

 반면, 종업원의 복지 지향적 철학과 달리 관리자가 종업원의 노동 활

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인재에 대한 투자를 소홀

히 하고, 성과 감시와 같은 종업원 통제에 주력할 것이다(Nishii, Lepak, 

& Schneider, 2008). 이는 종업원 복지 지향적 철학을 가진 기업과 정반

대되는 인사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이 인사제도가 도

입된 원인을 노동 활용의 극대화라고 인식한다면, 종업원의 생활, 교육 

및 능력 개발에 소홀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자신이 맡은 직

무에 소홀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과업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게 될 것이다.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 분류를 바탕으

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계하였다.

제 2 절 직무관여와 작업 수행 노력

그동안 종업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성과 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인사제도를 통한 종업원의 인식이 곧바로 조직성과나 팀 성과로 이어지

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종업원의 태도를 매개하여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Ramsay et al. 2000). 종업원의 태도인 매개변수, 즉 인사제

도에 대한 인식과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블랙박스(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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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커니즘을 찾으려는 노력은 결국 종업원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메

커니즘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Edgar와 Geare(2005)는 조

직 몰입, 직무 만족, 조직 공정성을 종업원의 태도 변수로 놓고 종업원이 

생각하는 인사제도의 측정 척도를 다르게 하여(제도의 수, 인사제도 강

도에 대한 종업원의 평가 등), 인사제도가 태도 변수 세 가지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리 속에서 우리는 종업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내적 

귀인 요소들은 종업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

저 Koys(1988, 1991)의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

에 대한 내적 요소는 조직 몰입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 또한, Nishii, 

Lepak, & Schneider(2008)의 연구를 따르면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에 대한 내적 귀인 요소들은 직무만족(job satisfaction)과 정서적 몰입

(affective commitment)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련의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인사제도에 대한 도입 배경을 인식하는 것이 종업원의 태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의 태도를 직무

에 관련된 태도로 한정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따라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높은 심리적 태도 변수인 ‘직무관여(job involvement)’와 행동적 

태도 변수인 ‘작업 수행 노력(work effort)'에 종업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직무관여(job involvement)

직무관여(job involvement)는 직무참여 혹은 직무몰입(job commitment)과 

유사한 의미가 있으며, 연구 내에서 여러 용어가 서로 혼재되어 사용되

고 있다. 주로 조직행위 연구자들은 직무몰입과 직무관여를 아예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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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직무관여에 대한 정의

Lodahl & Kejner 
(1965)

 사회학자가 주장하는 직무 관련 규범과 가치를 내재화

하는 것을 직무관여로 보고 있다. 특히, 각자의 일상생활

에서 일이 얼마나 중심적인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지(work 
as a central life interest)를 직무관여의 핵심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Lawler & Hall 
(1970)

 직무관여는 자기 일에 동일시하고, 동시에 직무상황이 

자신의 정체성에 중심이 되는 정도를 말한다. 이를 직무

와 관련된 상황과 개인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6> 직무관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바꿔 쓸 수 있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Chusmir, 1982). 이는 직무몰

입의 척도와 직무관여의 척도가 동일하게 직무에 대한 종업원의 심리적 

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직무관여를 직무몰입

으로 잘못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직무몰입과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진

행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몰입과 직무관여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기는 하나, 제대로 된 번역 용어인 ‘직무관여’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종업원의 심리적 태도 변수로써 직무관여에 대

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직무관여에 대한 정의는 합의된 바는 없으나, 이를 개념화하여 다른 

차원의 몰입들과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전부터 있었다(<표 

5> 참조.). 최근의 연구들은 대체로 Kanungo(1982)의 직무관여 정의를 많

이 따르고 있다. 그동안의 직무관여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직무성과의 달성 수준이 자신의 가치

로 평가된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고 있다(Lawler & Hall, 1970; 

Kanungo, 1982; Blau & Boal, 1987, Robbins, 2000). 즉, 높은 수준의 직무

참여 정도를 지닌 사람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

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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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ungo (1982)

 직무관여는 자신과 직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신

념을 의미하며, 직무가 개인의 특정욕구와 기대를 만족시

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경우에 직무와 심리적 일

체감을 갖는 일반화된 인식적 혹은 신념의 상태를 의미

한다.

Blau & Boal 
(1987)

 그 동안의 연구를 종합하여 3가지의 다른 차원의 직무

관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a) 자신의 자아에서 그 사람의 직무의 중요성 정도

(b)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정도

(c) 인지된 성과 수준에 영향을 받은 자아 존중감의 정도

직무관여의 선행요인으로는 주로 직무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

(Brown, 1996; Steel & Rentsch, 1997; 이지우, 1997; 이희영, 2002). 이러한 

연구들은 직무특성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종업원이 기대하는 직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나아가 직무 자체와 심리적 동일시까지 일어난다

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비슷한 상황적 선행변수로 조직 내 심리적 

분위기(경영자의 후원적 태도, 역할 명료성, 자기표현의 자유, 조직목표

에 대한 공헌 지각도, 조직으로부터의 적절한 인정 정도와 직무 도전성 

등)를 측정한 Brown & Leigh(1996)의 연구가 있다. 그는 설정한 조직 내 

심리적 분위기에 대한 종업원의 지각이 직무관여와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이 직무관여와 직

무 행동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던 점을 실증적 분석을 통

해 증명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성 역할 갈등

(Chusmir, 1982), 지각된 조직 공정성(김명언, 이현정, 1992) 심리적 계약

(Millward & Hopkins, 1998), 심리적 임파워먼트(Singh & Sarkar, 2012), 정

서노동(조윤형, 김태진, 조영호, 2011)이 직무관여의 선행변수로 연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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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직무관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Ooi와 그의 

동료의 연구(2007)가 유일하다. 그들은 인사제도 중에서도 보상과 인정, 

훈련과 개발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이 직무관여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

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종업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도가 제

대로 운영된다고 종업원이 인식하면 직무관여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중에서 훈련과 개발의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인 직무관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나 모든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직무관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

해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인사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이 비교적 명확하게 측정되지 않았다는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직무관여로 인한 결과는 주로 개인의 성과로 이어진다(Hollenbeck & 

Williams, 1986; Brown & Leigh, 1996; Keller, 1997; Diefendorff et al., 

2002). Blau와 Boal(1987)은 직무관여와 조직몰입의 상호작용이 이직의도

와 결근율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Diefendorff와 

그의 동료(2002)는 Brown의 메타 분석 연구(1996)에서 증명하지 못했던 

직무관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Diefendorff의 연구

에서는 직무관여에 대한 측정을 다르게 하고 직무성과를 역할 내 성과와 

조직시민행동(OCB)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개인의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행동변수로 직무성과를 예측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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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수행 노력(work effort)

작업 수행 노력(work effort)은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행동적 태도 변수

로, 말 그대로 “개인이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Brockner et 

al., 1992)”로 정의된다. 또 다른 정의로는 “노력의 지속성과 한 시간 당 

투입된 에너지(Brwon & Leigh, 1996)”, “종업원의 행동을 직무에 확장시

킨 자원의 양(Yeo & Neal, 2004)”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작업 수행 노력

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Brockner와 그의 동료가 정의한 개념을 따르고 

있다. 그 이유는 Brockner의 정의가 간단하게 측정될 수 있는 개념일 뿐

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더 밀접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작업 수행 노력의 선행요인으로는 고용 안정성과 일하고자 하는 경제

적 욕구(Brockner et al., 1992), 심리적 조직 분위기(Brown & Leigh, 

1996), 5가지 성격 요인 중 성실성(Byrne et al., 2005)이 존재하였다. 그러

나 작업 수행 노력은 좀 더 조직적 차원에서 연구되었으며, 특히 인사제

도와 관련된 변수를 선행요인으로 하여 연구된 결과들이 꽤 존재한다.

작업 수행 노력의 선행요인을 인사제도와 결부시킨 연구들은 국내외에

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작업 수행 노력이 인사

제도의 내 · 외재적 동기부여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행동적 태도 변수이

기 때문일 것이다. 장은미와 양재완(2002)는 외재적 동기부여제도와 이에 

대한 종업원의 고용 불안정성 인지가 작업 수행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장은미의 또 다른 연구(2003)는 개인 성과 위주의 보상이 작

업 수행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다수준 접근법을 사용

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기업차원에서 퇴직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활동인 

전직지원제도가 잔류 구성원의 작업 수행 노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지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존재한다(구관모, 이규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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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연구로는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평가가 재량적 작업 수행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Frenkel et al. 

2012). 모든 연구에서 측정된 인사제도가 작업 수행 노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사제도에 내재한 작업 수행 노력을 

높이는 내 · 외재적 동기부여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Yeo와 Neal의 연구(2004)는 노력과 성과 간의 긍정적 관계가 

높은 수준의 제도가 묶여있을 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제도

와 작업 수행 노력 간의 시너지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 수행 노력은 어떤 변수보다도 성과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성과를 예측하는 변수로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Blau, 1993; Brown & Leigh, 1996; Yeo & Neal, 2004; Byrne et al., 2005; 

서재현, 2004). Blau의 연구(1993)는 자신이 이전에 밝혀내지 못했던 노력

과 성과 간의 연관성을 다시 증명하면서, 노력의 행동 방향과 노력 수준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 그리고 Brown과 Leigh의 연구(1996)는 노력에 대한 개념(‘열심히 

일하는 것’)을 확장하여 시간 몰입(지속성)과 과업 강도(한 시간 당 투입

된 에너지) 두 가지 차원에서 작업 수행 노력을 측정하여 성과에의 영향

력을 살펴보고 있다.

제 3 절 과업성과

과업성과(task performance)는 직무성과(job performance)의 한 종류로서, 

역할 내(in-role)에서 수행되는 직무성과로 볼 수 있다. 직무성과는 종업

원이 수행한 행동역할에 따라서 과업성과와 조직시민행동(OCB)으로 나

뉜다(Katz, 1964). 그중에서 과업성과는 역할 내 활동(in-role behaviors)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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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업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Welbourne와 

Johnson, Erez(1998)는 역할을 기반으로 성과를 구분하면서, 직무기술서

(job descriptions)에 명시된 역할이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것으

로 개념을 더 세분화하였다. Motowidlo와 Van Scotter(1994)는 직무성과를 

과업성과와 맥락적 성과(contextual performance)와 구별하는데 이점이 있

다고 주장하면서, 과업성과를 두 가지의 행동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원료를 조직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변환시키는 활동이

고, 다른 하나의 차원은 조직 내 핵심 기술을 유지하는 활동이다. 즉, 과

업성과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동을 의미하므로, 직무 관련 태도 

변수의 결과변수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 경향은 역할 외 활동(extra-role behavior)인 조직시민행

동(OCB)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Williams & Anderson, 199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에 관련된 태도 변수들을 매개로 인사제도의 

도입 의도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과 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태도에 따라서 직무에 할당된 성과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인사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어떻게 종

업원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꼭 수행

해야 하는 업무의 결과인 과업성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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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과 모형

제 1 절 연구가설

1.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과 직무관여

인사제도는 종업원의 지식, 기술,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더불

어 종업원과 관리자 간의 관계, 더 나아가 종업원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Wright et al., 2001). 그렇다면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사

제도에 대한 인식 또한 인사제도와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사제도에 대

한 귀인, 즉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이 직무 태도와 과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이 직무관여라는 심리적 태도 

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직무관여는 욕구의 표출과 직무의 욕구충

족 가능성에 대한 지각에 의해 결정된다(Kanungo, 1982). 즉, 인사제도의 

도입 배경을 인식한 내용이 종업원이 갖는 직무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킨

다면, 직무관여 정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개인이 더 많이 자신의 

직무에 심리적으로 동일시할수록, 실제 직무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

지를 몰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Kahn, 1990). 따라서 만약 종업원이 

인사제도의 배경에 대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종업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몰입 기반 인사제도로 인식했을 경우, 조직으로부터 인정

을 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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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종업원은 직무에 더 심리적 동일시를 하여, 결과적으로 직

무관여의 정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인사제도의 인식과 관련된 하나의 연구로 O'Driscoll과 Randall(1999)의 

외재적 혹은 내재적 보상제도에 대한 만족과 직무 관여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존재한다. 특히, 그들은 인사제도 중 보상제도가 종

업원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도구로 생각하고, 보상에 대한 만

족이 종업원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한 이론적 배경은 없지만, 종업원이 인사제도

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한다면, 그것이 곧 행동으로도 영향을 끼친

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에 따라서 종업원의 인사제도

에 대한 인식과 직무관여의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다. 종업원은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심리적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Rousseau, 1989). Rousseau(1989)는 심리적 계약을 

종업원과 조직 간에 주관적으로 정의되는 상호적 호혜(mutual reciprocity)

의 의무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조직은 종업원에게 보상과 인정, 관심

을 줄 의무가 있고, 종업원은 그 반대급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약, 종업원이 인사제도가 충분히 종업원

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인식한다면, 그 역시 자신의 의무를 이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의무를 넘어서 직무에 더 강한 몰입을 

하는 경향도 보이게 된다(Rousseau, 1989; Guest, 1998). 이를 인사제도의 

귀인에 적용해보면 종업원이 몰입 기반 인사제도로 제도의 도입 배경을 

인식하면, 직무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Arthur(1992, 1994)는 인사제도의 종류를 몰입 기반 인

사제도와 통제 기반 인사제도로 나누고 있다. 몰입 기반 인사제도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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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의 조직 및 직무에 대한 몰입을 높이기 위해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교육 · 훈련을 시행하는 일련의 인사제도들을 일

컫는다. 반면, 통제 기반 인사제도는 종업원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서 동

시에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업원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

는 인사제도들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작업 

규칙을 적용하거나 결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예로 들 수 있

다(Whitener, 2001). 

그러나 이러한 의도로 도입된 인사제도라도 할지라도 실행에 있어서 

종업원이 그 제도의 도입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성격

의 인사제도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인사제도가 어떤 성격의 인사제도라

고 인식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선행연구를 

통해 제도를 적용받는 종업원과 제도를 주관하는 관리자의 인식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Porter et al., 1998; Den Hartog et al., 2012). 제도 

자체의 성격이 정해져 있더라 하더라도 종업원에 따라서 자신에게 적용

되는 제도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업원의 인사제

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직무태

도와 과업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연구하기에 앞서 몰입 기

반과 통제 기반 인사제도 도입배경으로 나눠 종업원이 어떻게 인식하여 

반응하는 과정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몰입 기반 인사제도로써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사제도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귀인한다면, 종업원은 조직의 중요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

다고 인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몰입 기반 인사제도들은 효율성과 생산

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종업원을 격려하고 작업 동기를 고취시

키는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Whitener, 2001). 종업원의 몰입을 높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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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사제도에는 선별적 채용, 경쟁적이고 균등한 보상, 다양한 교육 

훈련 활동, 다면평가제도가 존재하는데(Whitener, 2001), 이는 고몰입 작

업 시스템 혹은 고성과 작업 시스템을 연구할 때 함께 사용되는 제도 목

록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되는 인사제도와 다르게 인사제도가 종업원의 

몰입을 높이고자 도입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는 곧 조직에 대한 기

대를 높이고 동시에 만족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몰입 기반 인사제도라고 예상한 종업원은 조직에게 인정과 관

심을 받는다고 느끼기 되며, 이것이 곧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역할에 대

한 책임이 발현되고, 나아가 종업원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인지 과정은 조직에 대해 우호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Eisenberger, Fasolo, & Davis-Lamastro, 1990). 이는 조직에서 종업

원에게 적극적으로 교육 및 훈련제도를 운영하고, 동시에 임금 수준을 

종업원을 우대하는 쪽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종업원이 인사제도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할 

때, 조직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제대로 대우해준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는 조직과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기대를 충족시켜, 종

업원의 의무인 직무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설 1. 인사제도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관여(job involvement) 정도가 높을 것이다.

또한, 관리자의 종업원에 대한 철학 중 하나로써 인사제도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한다면, 조직이 나에게 충분한 투자와 지

원을 해주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는 종업원이 조직에 대한 만족감

과 몰입을 더 느끼게 해준다(Eisenberger, Fasolo, & Davis-Lamastro,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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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e & Wayne, 1993). 이에 따라 종업원은 심리적 계약에 따라 자신의 

의무인 직무에 더욱 몰입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사제

도를 종업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것은 직무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 만족감을 부여하고, 내적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다. 내

적 동기부여 중에서도 Maslow의 5단계 욕구 중 자아실현 욕구와 존경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직무

에 대해서 몰입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인사제도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정

도가 높을수록 직무관여(job involvement) 정도가 높을 것이다.

반대로, 종업원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사제도 혹은 종업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사제도와 같은 통제 기반 인사제도로 귀인하는 

경우,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인

식할 수 있다(Nishii, Lepak, & Schneider, 2008).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조

직에 대한 반감을 살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직무에 대한 몰입과 노력

마저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을 통제하기 위해 인사제도가 도

입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

여, 오히려 종업원의 직무관여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심리적 계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종업원이 통제 기반 인사제도로 제

도의 도입 배경을 인식하는 것은 조직이 자신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

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은 암묵적인 상호적 

호혜관계에 따라서, 조직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고 자신의 직무에도 소

홀해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Robinson & Rousseau, 1994). 또한, 종업

원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사제도로 인식하는 것은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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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대한 욕구충족 가능성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에(Kanungo, 1982), 직무관여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통제 기반 인사제도로 제도 도입 배경을 인식하는 경우의 결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업원이 인사제도가 원가 절감을 위한 것

이라고 귀인한다면, 자신을 비용으로 취급한다는 인식을 받게 되고 종업

원 갖고 있던 심리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해 종업원

의 만족감과 몰입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Appelbaum et al., 1999). 따라

서 종업원이 인사제도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할 때 조직

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뿐더러 조직 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방

해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종업원의 직무에 대한 관여도는 떨어질 것이

다.

가설 3. 인사제도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정도

가 높을수록 직무관여(job involvement) 정도가 낮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업원에 대한 관리자의 인사 철학 중 종업원이 인사제도

가 사원의 노동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할 때, 그들은 조

직이 자신에게 투자를 덜 하거나 꺼린다고 생각한다(Nishii, Lepak, & 

Schneider, 2008). 이러한 믿음은 조직에 대한 의무를 다해도 소용없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며, 조직 내에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다. 

이러한 종업원의 감정은 사회적 계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로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계

된 직무관여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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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인사제도가 사원의 노동 활용(exploit)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관여(job inovolvement) 정도가 

낮을 것이다.

2.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과 작업 수행 노력

종업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귀인은 행동적 태도 변수인 작업 수행 노력

에도 영향을 끼친다. 종업원이 조직에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로 

작업 수행 노력이 있는데(Rousseau, 1990), 이는 종업원의 행동적 태도이

자 직무와 매우 밀접한 변수로 널리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작업 수행 

노력은 조직 내 심리적 환경에 대해서 종업원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

라서 다르게 나타난다(Brown & Leigh, 1996). 내가 주어진 의무보다 열

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나의 심리적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인사제도 도입 배경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이 조직에 대한 심리적 

상태와 종업원의 심리적 상태를 동시에 형성하고, 이러한 심리적 과정이 

직무 수행 노력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업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사제도는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제도의 동기부여 효과는 Maslow(1954)가 주

장한 욕구 5단계 중 자아실현 욕구, 존경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나타난

다. 예를 들어, 교육 · 훈련제도의 경우, 종업원의 잠재능력 및 역량을 

개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 욕구단계에 존재하는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한편, 보상은 Maslow가 주장한 5단계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김성수, 2006). 임금은 종업원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



- 37 -

다. 한편으로 보상을 통해 성취감과 같은 내적 요소와 조직으로부터 인

정과 관심을 받아 존경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가 충족될 수도 있다.

Herzberg(1959)도 2요인 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만족과 불만

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분석하였는데, Ooi와 그의 동료(2007)는 2요인 

이론에 근거하여, 조직으로부터의 인정이 동기부여 기제로써 종업원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Wright의 

연구결과 인사제도 중 훈련제도와 보상제도가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영향

을 끼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1999). 이러한 인사제도의 동기부여 효과를 

통해 종업원들은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

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인사제도가 실제로 기업 내 인재의 실력과 역량을 높이는 효과

도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인사제도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된다. 인사제

도가 자신이 기대한 역량 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인

식하게 되면, 종업원은 직무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쏟을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 실제로 Wright와 그의 동료가 연구한 인사제도의 역할에 관

한 연구(1999)에서 평가제도와 훈련제도는 종업원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사제도에 대한 도입배경을 어떻게 인식하느

냐에 따라, 인사제도에 대한 기대와 심리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작업 수행 노력의 정도도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설명을 통해 몰입 기반 인사제도로써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업원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한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직 내에서 인

정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의무 이상으로 열심히 작업하려는 동기는 종업원

의 심리적 상태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Brown & Leigh, 1996), 인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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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한 귀인을 통해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갖게 된 종업원은 조직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인사제도 자체가 서비스

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인재 능력 향상의 목적으로 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게다가 실제로 나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Wright et al., 1999), 이러한 기대가 제도의 도입 

배경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자아실현 욕구와 

같은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사제도가 나의 능력을 향

상시켜줄 것이라는 기대, 즉 인사제도의 동기부여 작용으로 인해 작업 

수행 노력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가설 5. 인사제도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작업 수행 노력(work effot) 정도가 높을 것이

다.

마찬가지로 몰입 기반 인사제도에 대한 귀인 중 인사제도가 복지를 향

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할 경우, 조직이 종업원의 역량 개발과 생

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심지어 종업원을 배려한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은 내적 동기부여를 일으켜, 

종업원의 작업 수행 노력 정도를 결정짓는다(장은미, 양재완, 2002). 실제

로 복리후생과 보상에 대한 만족이 조직의 성과와 이직의도 등을 개선하

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Currall et al., 2005). 따라서 

인사제도가 종업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경우, 

종업원은 제도에 대한 만족감과 내적 동기부여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의

무인 작업 수행 노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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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 인사제도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정

도가 높을수록 작업 수행 노력(work effort) 정도가 높을 것이다.

반대로, 종업원이 인사제도의 도입 원인을 원가 절감을 위한 것이나 

혹은 종업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라는 통제 기반 인사제도로 귀

인하는 경우에는 인사제도가 본래 갖고 있던 동기부여의 효과가 떨어지

게 된다. 이는 종업원이 인사제도에 대해 갖고 있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제도가 나의 경력과 역량을 쌓을 수 있게 해준다는 기대, 즉 

Maslow(1954)의 욕구 5단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5단계 자아실현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인사제도를 통제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인사제도가 갖고 있던 동

기부여 효과를 낮춤으로써, 종업원의 의무인 작업 수행 노력 수준 또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먼저, 통제 기반 인사제도로 귀인하는 경우 중 인사제도를 원가 절감

을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경우, 조직 내 인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며, 자신이 조직 내에서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종업원이 갖고 있던 인사제도에 대한 기대마저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인사제도를 통해 나의 역량이 길러지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

며, 종업원이 중시하는 존경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인사제도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종업원은 조직에서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제도의 도입배경을 인식하게 되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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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에게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 조직에 제

공해야 할 의무 중 하나인 작업 수행 노력에 소홀해질 것이다.

가설 7. 인사제도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정도

가 높을수록 작업 수행 노력(work effort) 정도가 낮을 것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인사제도가 종업원의 노동 활용 극대화를 위한 것이

라고 귀인한 종업원들은 조직이 종업원의 복지와 개발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고 믿게 된다. 예를 들어, 교육 · 개발제도 같은 경우, 사원의 노동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라고 인식하는 종업원일수록, 교육 참여에 소홀

해지고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다는 인식은 적어질 

것이다. 또한, 업무결과에 대한 평가도 우리를 감시하는 일종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항상 조직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다. 이

러한 종업원의 믿음은 인사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내적 동기부여 효

과, 즉 나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떨어뜨리게 되며, 이에 따

라 작업 수행 노력 수준 또한 낮아지게 될 것이다.

가설 8. 인사제도가 사원의 노동 활용(exploit)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작업 수행 노력(work effort) 정도

가 낮을 것이다.

3. 직무관여와 작업 수행 노력의 매개효과

개인 수준에서 조직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인식, 즉 심리적 분위기

를 통해서 인사제도는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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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en & Ostroff, 2004; Veldhoven, 2005). 따라서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

입배경에 대한 인식 또한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된 두 가지 태도인 직

무관여와 작업 수행 노력에 영향을 끼치며, 더 나아가 과업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사제도 도입 배경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이 직무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면, 직무태도는 바로 직무와 관련된 행동으로 반영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조직 행동연구에서는 조직원의 태도

를 주로 태도(attitude), 감정(emotion), 행동(behavior), 이렇게 세 가지 차

원에서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을 종업원의 

태도로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만족 혹은 

몰입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변수들을 태도 변수로 하여, 이 태도 변수들

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직무와 관련된 두 가지 태도 변수가 개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 연구들은 이미 다수 존재한다. 먼저, 심리적 태도 변수인 직무관여가 

개인의 성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Hollenbeck & 

Williams, 1986; Keller, 1997; Diefendorff et al., 2002). 그중에서도 

Diefendorff가 그의 동료와 함께한 연구(2002)는 직무몰입의 종속변수로 

역할 내 성과와 조직시민행동(OCB)를 같이 직무성과로 측정하였다. 그들

은 두 행동변수에 대해서, 직무 중심성과 다른 개인변수들을 통제한다면 

직무몰입이 역할 내 성과를 예측하는 유용한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행동적 태도 변수인 작업 수행 노력 역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인사

제도와 개인 수준의 성과, 두 변수와 관련이 있다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다(Blau, 1993; 장은미, 양재완, 2002; 장은미, 2003; Yeo & Neal, 

2004; Byrne et al., 2005; 구관모, 이규만, 2007). 특히 여러 연구를 통해 

작업 수행 노력은 그 어느 태도 변수들 보다도 개인 성과에 대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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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예측변수로 평가받고 있다(Brockner et al., 1992). 따라서 인사제

도 도입배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종업원의 작업 수행 노력을 통

해서 더 나은 과업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 관련 태도 변수와 성과 간의 연구 중에서, Brown & Leigh

의 연구(1996)는 두 가지 태도 변수의 매개효과를 밝혀내었다. 연구 결

과, 조직 내 심리적 분위기는 종업원의 직무태도를 매개로 하여 직무 성

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 Leigh, 1996). 이를 

적용해보면, 인사제도에 대한 귀인은 종업원이 조직 내 심리적 분위기를 

인식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사제도에 대한 배경을 인식함

으로써, 자신의 직무태도 수준을 결정하고 이것이 직무에 관련된 과업성

과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두 가지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

친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귀인은 개인의 과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설 9-1. 직무관여(job involvement)는 종업원이 인사제도에 귀인하는 

것과 과업성과(task performance)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9-2. 작업 수행 노력(work effort)은 종업원이 인사제도에 귀인하

는 것과 과업성과(task performance)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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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모형

<그림 1>에 앞서 말한 연구가설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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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 수 표본(쌍)

제조 5 98

서비스 7 63

정보통신 3 20

합계 14 181

<표 7> 표본의 산업분포 및 산업별 표본 수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여 종

업원의 인사제도 도입 배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은 한 명의 상사와 부하가 서로 쌍을 구성하여 배포되었다. 설문이 

쌍으로 배포된 이유는 종속변수인 종업원의 과업성과는 상사의 설문지 

응답을 토대로 측정하여 동일방법편의(CMB; Common Method Bias)를 줄

이고자 하기 위함이다. 총 268쌍의 설문지가 제조업, 서비스업, 정보통신

업의 산업에 속한 총 14개의 조직에 배포되었다. 그리고 한 조직에서 한 

팀 이상 설문하려고 노력하였다. 산업분포와 산업별 표본의 수는 <표 7>

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회사 간 인사제도 수준이나 질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

교적 인사시스템을 잘 갖춘 상장된 국내 대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

식의 항목도 일반적인 기업에서 갖추고 있는 것들로 구성하여 산업과 기

업에 대해 연구의 일반화를 하기 위해 힘썼다. 14개 조직은 국내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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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료 수집 시점

으로써 주로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인사평가, 보상, 복리후생, 교육 · 훈련, 채용의 분류

에 따라서 종업원의 인식을 측정하고자 한다. 14개의 조직에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사제도는 다면평가 제도, 연봉제, 이익분배제 혹은 성과

배분제, 선택적 복지제도, 사이버교육, 멘토링, 직무적성검사 실시 등이 

있었다.

인사제도가 전폭적으로 바뀐 기업 혹은 인사제도를 막 도입한 기업에

서의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을 측정해야 했으나, 그러한 기업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인사제도 도입 시점과 인식 시점 간의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종업원의 근속년수를 5년 미만으로 통제하였다. 그 이유는 조직 

내 근속 기간이 긴 종업원들에게는 인사제도에 대한 합의가 생기고, 그 

제도에 대한 도입배경을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을 측정한 시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총 268쌍의 배포된 설문지 중 총 242쌍의 설문지가 수거되어 약 90.2%

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설문 도중에 응답을 중단하였거나 누

락 문항이 많은 24쌍의 설문지와 더불어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종업원

을 대상으로 설문한 37쌍을 제외한 181쌍의 설문지를 토대로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설문지를 기준으로는 약 67.5%의 설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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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률을 나타냈다. 설문에 참여한 종업원의 표본은 남성이 68.3%이었고, 

나이는 30대가 가장 많은 59.2%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학교 이상 졸업

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80.3%를 차지하였다. 직급은 5년 미만

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원급, 대리급 두 직급밖에 없었

으며, 그 중 대리급이 전체의 56.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종업원들의 직종은 일반관리직, 전문직, 서비스직, 생산·기술직 

중 일반관리직이 가장 많아 전체의 64.6%를 차지하였다. 모든 종업원들

의 고용상태는 정규직이었으며, 근속기간은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인 종

업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2.4%로 가장 많았다.

제 2 절 변수의 측정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미 타당성과 신뢰성

이 검증된 문항들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 직무관여, 작업 수행 노력, 본인의 인구

통계학적 변수(성별, 나이, 학력, 근속기간, 직급, 직종, 산업)는 모두 종

업원으로부터 측정되었고, 과업성과는 상사에게서 측정되었다. 모든 설문

지의 응답은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

다. ~ 5=매우 그렇다.).

종업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귀인(HR attributions). Nishii, Lepak, & 

Schneider (2008)이 고안한 다섯 가지 주요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

식을 번역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들은 기업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사제도를 (1) 교육 · 훈련, (2) 복리후생(예를 들어, 건강관리나 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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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 (3) 고용 선택(고용된 사람의 수와 역량), (3) 보상, (4) 일정(근무

시간, 유연성, 휴직 정책)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의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종업원 인식의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에 존재하는 인사제도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일반화를 위해 측정할 인사

제도를 (1) 교육 및 훈련, (2) 복리후생, (3) 고용 수준, (4) 임금, (5) 성과 

평가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측정하였다. 각 인사제도에 

대한 항목에 왜 회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기 위해, 

각 인사제도에 대한 귀인에 대한 4가지 항목 ‘(a) 서비스의 품질 향상, 

(b) 원가 절감, (c) 종업원 복지, (d) 종업원 활용’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

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직무관여(job involvement). Kanungo(1982)가 고안한 직무관여에 대한 척

도를 번역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는 직무관여를 정서적 상태인 직

무만족(job satisfaction)과 명확히 구분하여 10개의 질문을 가지고 측정하

였다. 이에 따라 “자신과 담당 직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지 과정을 통

해 이 둘을 동일시하고자 하는 태도”를 직무관여로 측정하고 있다

(Kanungo, 1982). 본 연구의 설문 항목으로는 ‘나는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푹 빠져있다.’, ‘나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현재 업무와 연관된다.’

와 같은 항목들을 사용했으며, 10개의 항목 중 한국어로 번역하여 비교

적 자연스러운 6개의 문항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또한,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나의 인생에 있어서 현재 나의 직무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나는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직무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

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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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수행 노력(work effort). Brockner와 그의 동료(1992)가 연구한 작업 

수행 노력의 척도를 번역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측정한 것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노력했는가?’,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등과 같은 세 가

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Brockner(1992)는 구조조정 시기에 

종업원의 작업 수행 노력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장에서 

일어나는 작업 수행 노력에 더 초점을 맞춰 추가로 설정한 두 가지 항목

을 합하여 총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연구자가 추가한 항

목으로는 ‘나는 근무성과에 신경을 많이 쓴다.’, ‘나는 근무시간에 회사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가 있다.

과업성과(task performance). Williams과 Anderson(1991)의 직무와 관련된 

역할 내 행동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을 번역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과업성과

를 측정하였으며,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직원은 자신이 수행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한다.’, ‘이 직원은 직무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

를 수행하지 못한다.’와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다.

제 3 절 분석방법

표본을 수집한 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술통계 및 상

관관계분석을 살펴 변수들의 분포와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또

한, 측정에 활용된 각 변수의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요인구조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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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구하여 측정 변수들의 신뢰도를 확인하

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위계적 회귀 분

석(Hierarchical regression)과 Baron과 Kenny(1986)의 매개요인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직무태도 변수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

이 직무관여와 작업 수행 노력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난 

뒤에, 태도 변수들 각각이 인사제도에 대한 귀인과 과업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특히, 두 태도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이 두 태도 변수 각각에 미치는 영향과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이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그리고 인

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과 두 태도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델에서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과 과업성과 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완전 

매개 모형인지 부분 매개 모형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Baron & Kenn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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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설문에 사용하였던 측정도구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측정도

구들에 대해서 SPSS 19.0 통계패기지를 사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측정도구들은 요

인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하에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이

용하여 분석되었다. 각 측정도구들이 지닌 신뢰도는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를 추정하여 나타내었다.

요인별 주성분분석과 내적일치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8~11>에 

제시되어 있다.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은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품질향상, 비용절감, 복지향상, 노동활용 총 네 부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분석 결과 예상한 바와 일치하는 요인구조가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는 Nunnally와 Bernstein(1994)의 기준치인 .70을 넘었기 때

문에, 측정치가 내적인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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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적재치 신뢰도

(⍺)요인1 요인 2 요인3 요인 4

1. 노동활용-임금 .89 -.05 -.10 .13

.91

2. 노동활용-교육·훈련 .85 -.13 -.10 .14

3. 노동활용-복리후생 .81 -.21 .01 .21

4. 노동활용-성과평가 .78 .04 -.31 .16

5. 노동활용-채용 .72 -.08 -.32 .24

6. 품질향상-성과평가 -.02 .75 -.00 -.02

.79
7. 품질향상-채용 .03 .69 .36 -.04

8. 품질향상-임금 -.10 .68 .34 -.16

9. 품질향상-복리후생 -.05 .62 .32 .02

10. 품질향상-교육·훈련 -.23 .62 .20 .01

11. 복지향상-교육·훈련 -.08 .18 .72 .00

.79

12. 복지향상-성과평가 -.14 .28 .65 -.06

13. 복지향상-임금 -.23 .22 .65 -.12

14. 복지향상-채용 -.17 .37 .63 -.12

15. 복지향상-복리후생 -.15 .39 .43 .08

16. 비용절감-채용 .03 .01 -.26 .78

.78

17. 비용절감-성과평가 .06 .07 -.21 .75

18. 비용절감-임금 .34 -.17 .10 .69

19. 비용절감-복리후생 .26 -.19 .35 .65

20. 비용절감-교육·훈련 .20 .02 .00 .62

Eigen value 3.77 2.89 2.85 2.72

분산 설명(%) 18.85 14.45 14.28 13.64

누적 분산 설명(%) 18.85 33.30 47.59 61.24

<표 8>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181, 요인적재치 .4이상은 진하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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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적재치 신뢰도(⍺)
1. 나는 현재 직무에 매우 열중하고 있다. .83

.89

2. 나의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현재의 

직무도 포함된다.
.83

3. 나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현재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
.76

4. 나의 인생에 있어서 현재 나의 직무는 작은 부

분에 불과하다(R).
.80

5. 나의 존재에 있어서 내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83

6. 나는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직무와 상관없는 것

처럼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R).
.78

Eigen value 3.92

분산 설명(%) 65.37

누적 분산 설명(%) 65.37

<표 9> 직무관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적재치 신뢰도(⍺)
1. 최선을 다해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87

.83

2. 나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다.
.88

3. 나는 동료들에 비해 열심히 일하는 편이다. .84

4. 나는 근무성과에 신경을 많이 쓴다. .68

5. 나는 근무시간에 회사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67

Eigen value 3.16

분산 설명(%) 63.26

누적 분산 설명(%) 63.26

<표 10> 작업 수행 노력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추가 문항은 진하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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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적재치 신뢰도(⍺)
1. 이 직원은 주어진 업무를 적절하게 완수한다. .83

.90

2. 이 직원은 맡은 업무와 책임을 잘 수행한다. .87

3. 이 직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
.88

4. 이 직원은 주어진 성과 목표를 달성하여 충족시

킨다.
.83

5. 이 직원은 자신의 고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활동을 잘 수행한다.
.67

6. 이 직원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한다(R).
.75

7. 이 직원은 직무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

하지 못한다(R). 
.79

Eigen value 4.61

분산 설명(%) 65.97

누적 분산 설명(%) 65.97

<표 11> 과업 성과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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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통계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계수가 <표 12>

에 제시되었다. 이 표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변수의 특징

과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에 제시된 대로 직

무관여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품질향상, 복지향상

이었으며,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비용절감과 노동활

용 인식 변수였다. 작업 수행 노력도 직무관여와 마찬가지로 품질향상과 

복지향상과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비용절감과 노동활용 인식 

변수와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업성과에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품질개선, 비용절감, 복지

향상, 노동활용), 직무관여, 작업 수행 노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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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성별 .65 .47

2. 나이 2.74 .77 .31**

3. 학력 2.44 .91 -.00
-.06

5

4. 근속기간 2.59 .71 .28** .72** -.20*

*

5. 직급 1.56 .49 .33** .54** .07 .59**

6. 직종 1 .34 .47 -.02*

* -.05 .30** -.13 .05

7. 직종 2 .54 .49 -.38*

*
-.38*

* .00 -.44*

*
-.27*

* -.11

8. 직종 3 .14 .35 .09 .09 -.25*

* .24** .08 -.56*

*
-.37*

*

9. 산업 1 .07 .25 -.49*

*
-.20*

* .23** -.34*

*
-.32*

* .02 .38** -.04

10. 산업 2 .64 .47 .36** .22** -.41*

* .39** .29** -.29*

*
-.30*

* .15* -.79*

*

11. 품질향상 3.84 .63 .06 -.00 -.05 .12 .14* -.15* -.04 .13 -.15* .25** (.79)

12. 비용절감 3.68 1.03 -.05 .02 .21** -.08 .00 .12 .06 -.11 .10 -.19*

* -.13 (.78)

13. 복지향상 2.78 .79 .18* .17* -.12 .28** .30** -.13 -.12 .14
-.38*

* .37** .59** -.16* (.79)

15. 노동활용 2.55 1.00 -.08 -.12 .16* -.14* -.17* .06 .08
-.25*

* .04 -.11
-.27*

* .43** -.39*

* (.91)

16. 직무관여 3.57 .66 .18* .15 -.14* .15* .16* -.06 -.11 .09 -.11 .14* .41** -.30*

* .45** -.48*

* (.89)

17. 작업 
수행 노력

3.66 .57 .13 .12 -.16* .11 .15* -.10 -.15* .15* -.18* .16* .27** -.26*

* .39** -.35*

* .64**

18. 과업성과 3.68 .57 .12 .12 -.07 .15* .12 -.05 -.14 .10 -.14 .10 .36** -.35*

* .35** -.38*

* .55**

<표 1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N=181

**주 2: 대각상의 괄호 안 수치는 신뢰도(Cronbach's ⍺)임 

***p＜.001; **p＜.01; *p＜.05(양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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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검증 및 추가분석 결과

1. 가설검증 결과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 중 인사제도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라고 귀인하는 것과 직무관여 간의 긍정적 관계를 예측한 가설은 지지되

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사제도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관여 정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여 

가설 1은 지지되었다(β=.22, p＜.01, 모델 1). 더불어 인사제도가 종업원

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관

여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 드러나,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β=.22, p

＜.05, 모델 1). 

반면,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 중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 귀인

하는 것과 직무관여 간의 부정적 관계를 예측한 가설 3는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 인사제도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관여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β

=-.11, n.s., 모델 1). 그러나 종업원이 인사제도가 사원의 노동 활용을 극

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귀인하는 정도가 높으면 직무관여 정도가 높게 나

타나, 가설 4는 지지되었다(β=-.29, p＜.001, 모델 1).

인사제도 도입배경 중 품질향상으로 귀인하는 것과 작업 수행 노력 간

의 긍정적 관계(가설 5)는 유의미하지 않았다(β=.09, n.s., 모델 2). 따라

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반면, 종업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고 귀인하는 것과 작업 수행 노력 간의 긍정적 관계를 예측한 가설 6은 

지지되었다(β=.24, p＜.01, 모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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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인사제도를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것과 작업 

수행 노력 간의 부정적 관계(가설 7)는 분석결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β=-.14, n.s., 모델 2). 따라서 예측한 가설 7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인사제도가 사원의 노동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

하는 정도와 작업 수행 노력 정도 간의 부정적 관계(가설 8)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16, p＜.01, 모델 2). 따라서 가설 8은 지지되었다.

가설 9-1과 9-2는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과 과업성과 간의 관

계에 대해서 직무관여와 작업 수행 노력의 매개효과를 각각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에 따라서 1) 독립변수(인사

제도 도입배경 인식)와 매개변수(직무관여, 작업 수행 노력) 간의 관계 

검증, 2) 독립변수(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와 종속변수(과업성과) 간의 

관계 검증, 3) 매개변수(직무관여, 작업 수행 노력)를 포함하여 독립변수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와 종속변수(과업성과) 간의 관계 약화 확인의 

총 세 단계를 거쳤다.

가설 9-1 검증결과, 매개변수 직무관여를 투입함으로써(모델 4) 인사제

도 도입배경의 네 가지 인식과 과업성과 간의 관계를 측정한 회귀계수가 

모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이 과

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하였고(β=.28, p＜.01, 모델 3; β=-.31, p

＜.001, 모델 3) 이 효과가 모델 4에서 작아졌기 때문에(β=.19, p＜.05, 

모델 4; β=-.23, p＜.01, 모델 4), 직무관여는 두 관계를 부분매개를 한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용절감은 가설 3에서 직무관여와 유의미한 관

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복지향상과 노동활용으로 귀인하는 것과 과업성과 간의 관계는 유

의미하지 않아(β=.13, n.s., 모델 3; β=-.03, n.s., 모델 3), 직무관여의 매

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사제도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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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중 품질향상과 과업성과 간의 관계만이 직무관여가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설 9-1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9-2의 분석 결과, 작업수행노력은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과 과업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향

상으로 귀인하는 것은 가설 5를 통하여 작업 수행 노력에 유의미한 영향

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비용절감으로 귀인하

는 것은 가설 7에서 작업 수행 노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

다. 또한, 복지향상과 노동활용으로 귀인하는 것은 과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β=.13, n.s., 모델 3; β=-.03, n.s., 모델 3). 따라

서 가설 9-2 역시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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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여 작업 수행 노력 과업성과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통제변수
1. 성별 .12 .00 .00 -.02

2. 나이 .08 .09 .10 .05

3. 학력 -.13 -.15 -.05 .03

4. 근속기간 -.09 -.20 -.03 .05

5. 직급 .03 .10 .01 -.02

6. 직종 1 -.08 -.14 -.08 -.01

7. 직종 2 -.13 -.17 -.11 -.02

8. 직종 3 -.16 -.07 -.05 .01

9. 산업 1 .03 -.18 -.22 -.18

10. 산업 2 -.15 -.26 -.34* -.23

독립변수
품질향상 .22** .09 .28** .19*

비용절감 -.11 -.14 -.31*** -.23**

복지향상 .22* .24** .13 .00

노동활용 -.29*** -.16** -.03 .27

매개변수
직무관여 .27**

작업 수행 노력 .28***

Overall F 7.78*** 4.32*** 4.93*** 8.41***

R² .39 .26 .29 .45

Change in R² .32*** .17*** .24*** .15***

<표 1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직무관여와 작업 수행 노력의 매개효과

* N=181

**p＜.001; **p＜.01; *p＜.05(양방검증)



- 60 -

2. 추가분석 결과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 변수의 요인분석 시 유의미한 요인적재치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몰입 기반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을 이루는 품질개

선 요인과 복지향상의 요인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r=.59, p＜.01, 

<표 12>). 따라서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 네 가지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에 대한 요인을 서로 상관이 높은 변수끼리 묶어, 몰입 기

반 혹은 통제 기반 인사제도로 동기 인식, 이렇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

눠서 매개효과를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사용하였던 측정도구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측정도

구들에 대해서 SPSS 19.0 통계패기지를 사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측정도구들은 요

인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하에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이

용하여 분석되었다. 각 측정도구들이 지닌 신뢰도는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를 추정하여 나타내었다.

새로 만든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의 주성분분석과 내적일치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 중 서로 상관이 높은 품질향상과 복지향상으로 묶이며, 비용절감과 

노동활용도 묶여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요인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는 Nunnally와 Bernstein(1994)의 기준치인 

.70을 넘었기 때문에, 측정치가 내적인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직무관여와 작업 수행 노력은 몰입 기반 

인사제도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으며, 통제 기반 인사제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업성과 역시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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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적재치

신뢰도(⍺)
요인1 요인2

1. 노동활용-임금 .76 -.20

.84

2. 노동활용-복리후생 .75 -.21

3. 노동활용-교육·훈련 .74 -.2

4. 노동활용-성과평가 .71 -.26

5. 노동활용-채용 .70 -.34

6. 비용절감-임금 .69 -.01

7. 비용절감-복리후생 .60 .14

8. 비용절감-교육·훈련 .56 .05

9. 비용절감-채용 .53 -.09

10. 비용절감-성과평가 .53 -.02

11. 품질향상-채용 .03 .73

.86

12. 품질향상-임금 -.16 .71

13. 복지향상-채용 -.20 .70

14. 품질향상-복리후생 .00 .67

15. 복지향상-성과평가 -.14 .66

16. 복지향상-성과평가 -.05 .63

17. 복지향상-임금 -.25 .62

18. 품질향상-교육·훈련 -.14 .61

19. 복지향상-복리후생 -.05 .60

20. 품질향상-성과평가 -.00 .52

Eigen value 4.63 4.63

분산 설명(%) 23.19 23.17

누적 분산 설명(%) 23.19 46.37

<표 14> 추가분석: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로 몰입 기반 인사제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통제 기반 인사제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직무관여와 작업 수행 노력과도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181, 요인적재치 .4이상은 진하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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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성별 .65 .47

2. 나이 2.74 .77 .31**

3. 학력 2.44 .91 -.00 -.06

4. 근속기간 2.59 .71 .28** .72** -.20**

5. 직급 1.56 .49 .33** .54** .07 .59**

6. 직종 1 .14 .35 -.25 -.06 .30** -.13 .05

7. 직종 2 .07 .25 -.38** -.38** .00 -.44** -.27** -.11

8. 직종 3 .64 .47 .09 .09 -.25** .24** .08 -.56** -.37**

9. 산업 1 .34 .47 -.49** -.20** .23** -.34** -.32** .02 .38** -.04

10. 산업 2 .54 .49 .36** .22** -.41** .39** .29** -.29** -.30** .15* -.72**

11. 몰입 기반 

HR
3.76 .74 .15* .11 -.10 .25** .27** -.15* -.10 .15* -.32** .36** (.86)

12. 통제 기반 

HR
2.67 .76 -.08 -.07 .22** -.14 -.11 .10 .09 -.22** .82 -.18* -.34** (.84)

13. 직무관여 3.57 .66 .18* .15* -.14* .15* .16* -.06 .11 .09 -.11 .14* .49** -.47** (.89)

14. 작업 수행 

노력
3.66 .57 .13 .12 -.16* .11 .15* -.10 -.15* .15* -.18* .16* .38** -.37** .64** (.83)

15. 과업성과 3.68 .57 .12 .12 -.07 .15* .12 -.05 -.14 .10 -.14 .10 .40** -.37** .55** .54** (.90)

<표 15> 추가분석: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N= 181

**주 2: 대각상의 괄호 안 수치는 신뢰도(Cronbach's ⍺)임

***p＜.001; **p＜.01; *p＜.05(양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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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몰입 기반 인사제도로 귀인하는 것과 직무관

여의 긍정적 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β=.41, p＜.001, 모델 

1), 통제 기반 인사제도로 귀인하는 것과 직무관여의 부정적 관계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34, p＜.001, 모델 1). 작업 수행 노력 역

시 몰입 기반 인사제도로 귀인하는 것과는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를(β

=.29, p＜.001, 모델 2), 통제 기반 인사제도로 귀인하는 것 또한 유의미

한 부정적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β=-.26, p＜.001, 모델 2).

마지막으로 직무관여와 작업 수행 노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몰

입 기반 인사제도로 귀인하는 것과 통제 기반 인사제도로 귀인하는 것 

모두 과업성과와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나(β=.32, p＜.001, 모델 3; 

β=-.28, p＜.001, 모델 3), 두 매개변수가 투입된 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13, n.s., 모델 4; β=-.12, n.s., 모델 4). 따라서 직무

관여와 작업 수행 노력은 몰입 기반 인사제도와 통제 기반 인사제도로 

귀인하는 것과 과업성과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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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여 작업 수행 노력 과업성과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통제변수
1. 성별 .13 -.00 .01 -.02

2. 나이 .08 .10 .04 -.01

3. 학력 -.13 -.15 -.04 .03

4. 근속기간 -.10 -.20 -.00 .08

5. 직급 .03 .10 -.01 -.05

6. 직종 1 -.06 -.14 -.11 -.06

7. 직종 2 -.12 -.17 -.14 -.06

8. 직종 3 -.14 -.08 -.10 -.04

9. 산업 1 0.06 -.19 -.18 -.14

10. 산업 2 -.13 -.27** -.30** -.18

독립변수
몰입 기반 HR .41*** .29*** .32*** .13

통제 기반 HR -.34*** -.26*** -.28*** -.12

매개변수
직무관여 .26**

작업 수행 노력 .28**

Overall F 8.97*** 5.09*** 4.84*** 8.20***

R² .39 .26 .25 .40

Change in R² .31*** .17*** .20*** .15***

<표 16> 추가분석: 직무관여와 작업 수행 노력의 매개효과

* N=181

***p＜.001; **p＜.01; *p＜.05(양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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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결과

가설 1. 인사제도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관여(job involvement) 정도가 높을 것이다.
지지

가설 2. 인사제도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관여(job involvement) 정도가 높을 것이다.
지지

가설 3. 인사제도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관여(job involvement) 정도가 낮을 것이다.
기각

가설 4. 인사제도가 사원의 노동력 활용(exploit)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관여(job inovolvement) 정도가 

낮을 것이다.

지지

가설 5. 인사제도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작업 수행 노력(work effot) 정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 6. 인사제도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작업 수행 노력(work effort) 정도가 높을 것이다.
지지

가설 7. 인사제도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작업 수행 노력(work effort) 정도가 낮을 것이다.
기각

가설 8. 인사제도가 사원의 노동력 활용(exploit)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작업 수행 노력(work effort) 정도가 

낮을 것이다.

지지

가설 9-1. 직무관여(job involvement) 정도가 클수록, 종업원이 인사제

도에 귀인하는 것과 과업성과(task performance)의 관계는 커질 것이

다.

부분

지지

<표 17> 가설검증 요약 결과

제 4 절 가설검증 요약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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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 네 가지, 즉 품질향상, 비용절감, 

복지향상, 노동활용을 위한 인사제도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각각의 인식 

분류가 직무관여와 작업 수행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향상을 위한 인사제도로 인식하는 경우와 더불어 복지향상으로 귀인

하는 경우에 직무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을 활용하는 것으로 귀인하는 경우에는 직무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이 직무관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반면, 작업 수행 노력에는 인사제도의 도입배경 인식이 두 가지만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관리자 차원의 인사 철학인 복지향상은 긍정적인 

영향을, 노동활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작업 수행 노력에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는 달리 작업 수행 노력은 조직 차원인 전략적 선택 분

류인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으로 귀인하는 것은 작업 수행 노력과 유의미

한 관련이 있다고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작업 수행 노력이 

인사제도의 전략보다는 관리자에게서 나타나는 종업원에 대한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업 수행 

노력은 직무관여와는 달리 인사제도 자체의 동기부여 효과에 영향을 받

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부여 효과는 인사제도에 내재된 관리자의 태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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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두 태도 변수의 매개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

았다. 특히, 작업 수행 노력이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과 과업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 차원의 전략적 선

택에 따른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으로 인사제도를 귀인하는 경우에 과업성

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지만, 품질향상으로 귀인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매개효과의 영향력이 그다지 높지 못했다. 관리자 차원의 인사 철

학에 따른 귀인의 경우(복지향상, 노동활용)에는 과업성과에 유의미한 영

향을 끼치지 못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인사제도 도

입배경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이 직무태도에는 곧바로 영향을 끼치고, 더

불어 직접 과업성과에까지 영향을 끼치지만(품질향상, 비용절감과 같은 

조직적 전략 차원으로 귀인하는 경우), 과업성과에까지는 유의미한 영향

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Nishii의 선행

연구(2008)와는 다른 결과로 단순히 인사제도의 인식에 따른 종업원 태

도의 합이 개인 혹은 조직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

다. 

독립변수 중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끼리 묶어 요인분석을 한 뒤에 추가

로 분석한 결과가 예상한 가설과 맞게 잘 나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에 실패하여 두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여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요인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는 데 성

공을 하였지만, 과업성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

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사제도 도입배경 척도

에 대한 문제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척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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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인사제도 인식과 직무관여, 그리고 인사제도 인식과 작

업 수행 노력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파악한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는 인사제도와 직무관여 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조직 수준에서 인사제도와 작업 수행 노력 간의 관계

만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인사제도와 직무관여 간의 관계

는 밝혀진 바가 없어 직무에 대한 몰입의 정도 또한 인사제도와 유의미

한 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작업 수행 노력도 행동적 직

무태도 변수로써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과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검증되

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Nishii와 그의 동료의 연구(2008)는 개인 수준에서 인사제도에 대

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척도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개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 즉,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에 대

한 개념과 측정 도구가 명확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Nishii의 

2008년 연구는 국내에서 그 모형이 변형되어 연구된 적이 단 한 번 있지

만, 해외에서는 한 번도 다시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 개념이 연

구된 적이 없어 그 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최초 연구 이후에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더불어 척도 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인사제도 도

입배경 인식의 개념을 두 요인으로 나눠서 분석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한 조직에서 3,000명이 넘는 종업원들 대상으

로 설문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더 부풀려져 나오는 경향이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척도에 대한 재검증과 더불어 개념의 일반화

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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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금까지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에서 인사제도 혹은 인사

시스템과 성과 간의 관계를 조직 수준에서 연구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연구의 흐름이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종업원 수준에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 연구마저도 종업원 수준에서 

측정된 인사제도 인식이라는 것이 관리자에게서 측정한 척도에 측정 주

체만 바꾼 것이기에 한계가 있다(Khilji & Wang, 2006). 따라서 종업원 

수준에서 연구할 때에도 새로운 대상에 대한 새로운 척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새로 개발된 척도에 대한 유의성을 다시 한 번 검증했기 때

문에, 후속 연구에서도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실용적 함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실용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종업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리자가 갖고 있는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인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직장 내 인사

제도들은 인사 담당자들이 만들어 종업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으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인사부서에서 인사제도가 형성되며, 

전사적으로 제도가 잘 적용되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도 책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도 도입은 주로 관리자의 입장에서 전사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가 달라져야 하나에 집중하였고,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또한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종

업원의 입장에서는 인사제도에 대한 취지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 생각했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즉, 종업원이 인사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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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와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업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파악도 중요한 관리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둘째, 인사제도를 적용받는 당사자인 종업원과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인사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업원이 인사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와 이해가 없었기에 자의적

으로 인사제도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종업원

에게 전달된다면, 관리자와 종업원이 서로 다르게 인사제도의 도입배경

을 인식할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실증 연구로 Hartog, Verburg, 그리고 

Croon의 2012년 연구에서는 관리자가 인식한 인사제도와 종업원이 인식

한 인사제도 간의 관계를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이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의 정도와 관련성이 높으므로(Rodwell, Kienzle, & Shadur, 1998), 관리자

가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를 높이고 이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

다.

셋째, 인사제도가 적용된 후에도 종업원의 심리를 파악하여 적용 후에

도 인사제도의 취지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

과 종업원이 인사제도의 도입배경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잘못된 귀인은 성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Lord & Smith, 1983). 따라

서 인사제도 적용 전뿐만 아니라 제도 적용 후 실행 단계에서도 인사제

도의 적용자인 종업원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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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이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에 연구들과 달리 완벽한 인사관리 제도의 일반화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는 한 조직 내의 인사제도에 대한 도입배경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조직의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인사제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반화

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인사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사제도는 회사마다 다

르고 추구하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적 

변수를 통제하고자 대기업의 사무직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으나, 종업원이 속한 조직에 따라서 인사제도가 약간씩 다를 것이다.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에 존재하는 인사제도로 유형을 바꾸어 

측정하였으나, 아예 제도를 일반화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세부적인 인사제도에 대한 제도 도입배경 인식을 측정하는 것

이 연구의 일반화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인사제도에 대한 도입배경이 인사제도 도입 초기에 주로 이뤄지

나,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도입배경 인식을 관찰하지는 못했

다. 종업원이 신입사원 이후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인사제도에 대한 합

의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서 그다지 도입배경에 대

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새로 도입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제

도나 지방대 우대 전형 등이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이 이전에 만든 인사

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 분류와는 맞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인

식을 파악하여, 조직 변화의 측면에서 기대되는 종업원의 저항을 막으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Lewi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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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에서 측정된 두 태도 변수 간의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직무관여가 작업 수행 노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직무관

여는 좀 더 개인 차원에서 발현될 것이고, 작업 수행 노력은 조직 차원

에서 발현될 수 있다. 실제로 연구결과 직무관여와 작업 수행 노력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들보다 높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차원을 나누지 않았고, 단순히 인사제도 도입배경을 어떻게 인식

했는지에 따른 두 태도 변수에 대한 영향력만을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연구 모형 가운데 태도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넷째, 조직에 대한 만족과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강해 도입배경에 대

해서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조직에 대해서 불만을 품

고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아 조직이 하는 모든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

여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설문조사 시 고려할 수 없다면 분

석에서 통제요인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인식에 대한 자가 보고

(self-report)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로 분석하였을 때 결과가 부풀려져 나올 

수 있다(Crampton & Wagner Ⅲ, 1994).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들이 가능하다. 첫째, 

귀인적 연구가 아니라 귀인 연구로써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관한 인식 연

구가 가능하다. 즉, 인사제도 도입배경을 네 가지로 인식하는 각각의 이

유를 밝혀낼 수 있다. 그 원인이 개인 차원일 수도 있고, 혹은 조직 차원

의 변수로 인해서 인사제도 도입배경을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다. 개인 

차원의 변수 예로는 성격, 목표 지향성 등이 있으며, 조직 차원의 변수로

는 조직지원인식(PO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귀인이론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이론적 함의를 충족시키면서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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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실용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관리자에게 조직을 어

떻게 미리 세팅하거나 혹은 관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인사제도를 이해시

켜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귀인적 모델을 더 정교화하여 인사제도 도

입배경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과 태도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들

에 관해서도 연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연구의 실용적 함의에서 

말했듯이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의 정도가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밖에도 여러 변수에 따라서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과 태도 변수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관

계를 조절하는 변수 또한 찾아내어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앞서 말했듯이 본 연구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인사제도가 변화할 

때 종업원의 인사제도 도입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

이다. 기존의 인사제도 도입배경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인사제도가 

바로 도입될 당시에 종업원의 인식을 측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맥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료의 

표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

사제도의 변화에 따른 종업원의 인식이 종업원의 태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낼 수 있도록 표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절 결 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인사제도와 그 효과로 조직성

과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과거에는 인사제도의 

효과성에 관해서 연구를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인사제도 간의 구성

(configuration)이나 인사제도의 강도(strength)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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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인사제도와 성과, 두 변수 간의 관계 사이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알아내기 위해서 후속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강성

춘, 박지성, 그리고 박호환이 정리한 연구(2011)에 따르면 Aryee와 Law는 

조직시민행동(OCB)이 고성과 인적자원 관행들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모형을 연구하였고(2007), 국내에서는 긍정적 직무태도(조봉순 

· 김기태, 2008), 종업원의 적응성(김현동, 2008)이 인적자원관리와 이직

률, 생산성, 조직성과 등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이 조직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종업원의 인식과 관련하여 조

직 만족, 조직 몰입과 같은 무수한 외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개인 수준에서는 그 사람의 업무 태도와 성과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함을 본 연구와 이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Gaetner & Nollen, 1989; Porter et al., 1998; Boselie et al., 2000; Ramsay 

et al., 2000; Meyer & Smith, 2000; Edgar & Geare, 2005; Kinnei et al., 

2005; Guest, 2006; Kuvaas, 2008; Frenkel et al., 2012; Den Hartog et al., 

2012). 하지만 대부분의 논문도 인사제도에 관한 이전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제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인지 상태를 확인하는 수준

에서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를 적용받는 종업원들은 그 이면에 내

재되어 있는 인식까지도 확인한다면, 인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그 제도

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다.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제도의 도입 전과 실행 후까지도 책임이 있다. 따

라서 실행 후에도 종업원의 인식을 살피면서 이 제도에 대한 효과가 제

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인사제도는 관리자의 의도와 

계획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 제도를 적용받는 종업원이 어떻게 

제도를 받아들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회사의 

전략과 더불어 제도 적용자인 종업원의 입장도 고려하여 제도의 성공적

인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개인 혹은 조직의 성과

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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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설문지 문항

(인사제도 도입배경에 대한 인식) 

이 부분은 귀하의 회사 내의 인사 정책들과 제도들이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아래의 항목들에서 귀하가 얼마나 동의하시

는지를 체크(V)해주십시오.

1) 우리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교육 · 훈련제도를 제공하는 이유

는:

1.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

해서이다.

2. 직원들이 스스로 가치있고, 존경받고 있다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해서이다.

4. 직원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2) 우리 회사가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제도(예를 들어, 건강보험, 퇴직설

계와 같은)를 제공하는 이유는:

1.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

해서이다.

2. 직원들이 스스로 가치있고, 존경받고 있다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해서이다.

4. 직원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3) 우리 회사의 고용 선택(즉, 고용한 사람의 역량과 숫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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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

해서이다.

2. 직원들이 스스로 가치있고, 존경받고 있다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해서이다.

4. 직원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4) 우리 회사가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1.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

해서이다.

2. 직원들이 스스로 가치있고, 존경받고 있다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해서이다.

4. 직원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5) 우리 회사가 종업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1.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

해서이다.

2. 직원들이 스스로 가치있고, 존경받고 있다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해서이다.

4. 직원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직무몰입)

1. 나는 현재 직무에 매우 열중하고 있다.

2. 나의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현재의 직무도 포함된다.

3. 나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현재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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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인생에 있어서 현재 나의 직무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R)

5. 나의 존재에 있어 내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6. 나는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직무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자

주 있다. (R)

(작업 수행 노력)

1. 최선을 다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2. 나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3. 나는 동료들에 비해 열심히 일하는 편이다.

4. 나는 근무성과에 신경을 많이 쓴다.

5. 나는 근무시간에 회사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과업성과) 

1. 이 직원은 주어진 업무를 적절하게 완수한다.

2. 이 직원은 맡은 업무와 책임을 잘 수행한다.

3. 이 직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

4. 이 직원은 주어진 성과 목표를 달성하여 충족시킨다.

5. 이 직원은 자신의 고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잘 수행

한다.

6. 이 직원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한다. (R)

7. 이 직원은 직무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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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HR attribution 

on employee's job-related attitudes 

and task performance

Choi, Ji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S-HRM) researches 

have been designed by levels of analysis and the number of human resource 

practices. Specially, the level of analysis has been divided into individual 

and organization. However, the subject of most researches is studied in 

organizational level through carrying out a survey targeting HR managers. 

Individual level research is in its early stage, and then this subject cannot 

be studied more various than organizational level research.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effect of HR practices in individu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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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tudying in individual level,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HR 

practices on individual performance through attributional theory. Attributional 

theory concentrates behavioral output with different attribution. Managers and 

their employees can have different perception of HR practices. According to 

this notion, this study used modified HR attribution that Nishii, Lepak, & 

Schneider(2008) originally developed the scale of tha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HR attribution on job-related attitudes 

and task performance. We suggest that attributing commitment-based HR 

practices such as improving quality or well-being will positively affect job 

involvement and work effort. On the other hand, attributing control-based 

HR practices such as reducing const or exploiting labor will negatively have 

an effect on two job-related attitudes.

Data from 181 employee/superior dyads in organizations are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ttributing HR practices to improving 

quality and well-being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involvement. On the 

other hand, attributing HR practices to exploiting labor negatively affected 

job involvement. In case of affecting work effort, attributing improving 

qu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at, but attributing exploiting labor 

negatively affected that attitude. Lastly, two attitude variables had no 

mediat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And, when regrouping HR attribution 

into two parts including commitment and control type of HR practices, it 

gave better results of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uggest three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this 

is the first study that reveal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HR 

perception on job involvement and work effort. Second,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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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firmed the concept and scale of HR attribution developed by Nishii, 

Lepak, & Schneider(2008). Third, by testing significance of new scale, this 

study can conduct a follow-up research targeting employees in individual 

level.

Finally, this study also suggests three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HR 

managers should have perspective that employees may have different 

perception of HR practices prior to designing practices. Second, it will need 

communication between HR managers and employees over implementing that 

practices. Third, even after implementing practices, HR managers should 

grasp employee’s perception of HR practices to confirm properly 

implementing purpose of practices.

Keywords : HR attribution, attributional theory, job involvement, work effort, 

task performance

Student number: 2011-2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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