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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에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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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1. 01 돈적 배정 

1m 실증읍 위한 연구모행 

I. 문제의 제기 

二l연봉제는 구조조정과 함께 우리나라 기엄경영혁신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다 

러나 아직도 연봉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봉지1 가 논의되고 

도입되고 있어 연봉 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리가 필요하며 또한 어떤 연봉세륜 채택하는 

것이 조직의 성과판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펠요한 시점이다 

연봉은 한때 야구나 축구 등 프로스포츠 선수나 받던 것으로 인식돼 있었다 

호기에 연봉이라고 하면 아무개 선수가 올해 연봉으로 얼마를 받기로 했다는 식의 기사 

로만 접했윤 뿐이다 연봉제하면 곧 고액 급여자릎 떠올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서열식 급여체계에 익숙해 있민 직장인듬과는 거리가 I씌어 보였음은 물돈이다 하지만 

한국어!서 

연 

개념은 사라지고 평생직장의 도입하고 있다 IMF사태 이후 기업틀은 연봉제갚 급속히 

1년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마주 앉아 재게약 하는 서구삭 연봉제가 일반화된 것이다 

재계를 국내 이런 사섣은 더욱 뚜릿해진다 도압 섣태룹 보면 기업뜰의 연봉제 그f내 

그룹이 예외 없이 연봉제룹 시행즙이다 

회사의 이런저런 사정에 따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계열사도 있지 l샤 핵심 계열사들은 이 

미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엠위릎 조금 넓혀 상장기업을 삼펴봐도 연봉제가 폭넓게 도입 

SK 등 5대 LG. 대우 삼성， 대표하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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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플 알수 있다 1999년 대한상공회의소가 2백 1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보 연봉제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73.3%가 연봉제관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 

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상장회사 가운데 올해 안에 연봉세콸 도입하는 기업이 

80%를 너「 u →一’ 내년까지는 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한경비즈니스 

1999년 3월 23일자 참조〕 

은행과 투신 등 금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2000년부터 연봉제룹 

채택하거나 도입을 검토중이다 한빛， 신한， 한미은행 등이 시행에 틀어갔고 주택， 하나 

은행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투신권에선 한국투신이 지난해부터 도입했고， 대한투신과 

국민투자신탁은 긍정적으효 검토중이다 공기업은 이미 1급 이상 간부에 대해 연봉제 섣 

사를 확정했고， 몇몇 공기업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행중이다 특히 1999년 부장급 이 

상음 대상으로 도입했던 한국통신은 2002년부터는 범위를 넓혀 과장급까지 대상에 포함 

시켰다‘ 가스공사도 1999년부터 소속 연구원들윤 대상으로 연봉제릎 실시하고 있다 

연봉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되는 추세다 2-3년 전만 해도 임원급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최근 뜰어서는 과장 또는 차장급 이상으로 범위를 넓 

히는 곳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선지어 갓 입사한 신입사원까지 포함해 전직원에 대해 

연봉제릎 살시하는 곳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흘 보이고 있다 

연봉제 도입의 목적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가 있음 수 있다 첫째， 연꽁제를 임금삭감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회사팩1서는 제로섬 (Zcro Sum) 또는 플러스 섬 (Plus Sum)임 

플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대 일로 

계약을 맺다보니 약자인 노동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IMF구재금융 

사태를 맞아 상여금 반환 등으로 임금이 삭감된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연봉을 산정 하는 

바람에 싣지l로는 마이너스섭 (Minus Sum) 이 되고 만 경 우가 않았다 둡째， 연봉제륜 

시행함으로써 조직구성원틀에게 조직성과플 내기 위한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다 。l :è내즈ι , ~~ 

연봉제가 기업의 문화와 근무 환경을 바꿈으로써 직장인플의 마음가짐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한기수， 2001 J z 
•" 연봉제는 조직구성원들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 

지 못할 것이라는 베시지괄 강하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직장인뜰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 

으로든 자기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를 맞고 있는 셈이다 연공서열제 시대의 발 

상으로는 더 이상 삼아남기 힘플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조직에 뭔가 기여블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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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제도든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특히 단시간 안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떤 장단 

전이 더욱 두드러진다 연성제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경영에 이포운 점도 많지만 주로 

미국에서 발전된 제도인 반콤 우리 섣정에는 맛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다 한국기업에서 

는 전통적으호 운영해 오민 연공형 임금제도를 비리고， 능략급(업적급)이라고 할 수 있 

는 연봉세로의 임금체계의 전환은 기존의 인끔체겨1릎 개션하여 임금삭감플 꾀하려는 기 

업뜰의 의지와 맞물려 연봉제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임끔체게의 전 

환에서 문화적인 변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아야 하지만 한국사회가 Hv!F 구제금융 

체제에 처하게 되자 글로벨 스탠더드라는 미국식 임급셰도플 무분별하게 도입함에 따라 

서 기업 내에서 많은 부작용이 도출되고 있다 즉 단시의 성과달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연봉제 임금지급방식이 빠프게 확산되고 있으나 연봉제의 무분별한 도입은 조직의 성과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조직유효성음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이윈 

우 · 김호원. 2001) 따라서 한국에서의 연봉제가 어띠한 양상으로 도입되고 였다고 조 

직구성윈등이 지각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원들의 문화식 차이 즉， 개인주의와 집단주의효 

대별되는 문화행 볍로 조직유효성 득히 종엽윈달의 이직의도가 어떠한 변화픔 보이는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임금은 통상 위생요인으호 얄려져 왔으나 IMF 구지1급융애 처한 한국의 경우에는 싣엽 

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노 있다 임급이 조직구성웬뜰을 동 

기부여하는데서 위생요인이라변 임급의 수준은 조직의 유효성의 변화에 큰 의미사 없윤 

테지만 동기요인으로서 작용한다면 임금수준은 조직유효성에 아주 많은 영향음 u] 치는 

변수가 됨 것이다 따라서 F. Herzberg의 동기부여이론인 2 요인이론(d ual f actor 

theory)을 직용하여 한국의 현실에서 임금이 위생요얀인지， 아니면 동기요인인지， 그러 

고 그것이 임금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맞아불 필 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종속변수인 조작유효성 변수로 조직판입과 이직룹에 영향음 주는 이직 

의도플 정하였다 그러고， 문화적 성격을 측정하는 번수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띄의 두 

가지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의 경우는 최근에 신세대라고 쌀 수 

있는 젊은 직장인틀에게서 구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나타날 갓이다〔김기태. 1999) 

연봉재 설시에 따른 구성원틀의 조직유효성 지각과 연봉제 실시 이후의 조직의 이직의 

도감 파악하여 아직의도와 조직유효성의 결정요인으보서 보상방식(연봉제)의 관계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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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명하며. 이 관계에서 조직이 치한 문화유형의 조첼효과륜 섣증분석하기 위해서 

섣문조사플 종업윈을 대상으로 하여 중에서 전사적으로 연봉세플 새택하고 있는 기업의 

실시하여， 각종 분식을 시행하였다 

배경 이론적 II. 

저11 절 연봉제에 대한 이해 

연봉제의 개념 

이제까지 나타난 연봉제 (annual salary)에 대한 정의뜰을 보면 연간베이스로 개인의 

검성환， 

1998J 이다‘ 즉 양병무(1 994) 는 “연봉제는 개별 종업원의 능력， 살적 및 공헌도를 평가 

하여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끔액이 결정되는 능력중시형의 임급지급체계’‘라고 정의함으 

1994: 야버므 
。 o I , 1996: 렛 실적에 의해 임금총액음 견정하는 저1도〔경총 죄

 기
 

」
。

로써 한국사회 전반의 임금지급체계인 연공제와 대비시카고 있다 

여 
」능펙이나 실척에 기초하여 연간베이스로 산정하는 미국식 그라나 연봉제를 이렇게 

연봉음 구성하는 요 먼저 문제점올 내포하고 있다 봉개념은 한국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한국에 설재 아니라는 갓이다 능력이나 실적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오로지 소등이 

성격과 하고 있는 상당부분은 학력이나 근속연수와 같은 연공척 시행되는 연봉제의 

일의 식무가치 등에 의해 결정되며 

서 

부분이 능력이나 엽적에 의해 결정 총임급의 나머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성과급(pay-for-performance) 인 연봉제 되고 있다 

룹 기본급의 결정에서 사용되는 직무급이나 학력급 또는 연공급과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 

환 하기 때문이다〔박우성 · 유규창 · 박종희， 2000J 

임금인상이 핵심은 이러한 기본급에 대한 것이라기요다는 임금인상에 있다‘ 연봉제의 

실제로 미국 이루어지는 기준이 연공연가 능력 흑은 성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기업이나 우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투자업뜰의 임끔체계는 기본급은 직무급이며 임금 

연봉제를 논의함에 

투:!..i:긍 01 二그。lλl 
i으 τd 0 L 。

따라서 

혼동윤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인상은 성과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성과급음 채택하고 있다 

있어 임금인상에 그 초접을 맞추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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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가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당해연도의 임금총액이 결정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능력이나 업적에 의해 결정되는 인상부분을 걸정한다는 의 

미가 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총임금으로서의 연봉총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능력이나 

업적어l 의해 결정되는 인상 부분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연봉제에 있어 외형적 

으로 보면 임금총액이 연간 베이스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핵선적인 것은 임금총액의 결정 

이 아니라 임금인상 분의 크기가 된다 

두 번째로는 연봉 산정의 기준으로서 능력이 중시되어야 하는가 엽적이 중시되어야 하 

는가 하는 점이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능력과 엽적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제 가 

업에서는 업적을 발휘된 능력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 본 양병무의 연봉제 개념 

에서도 연봉제를 능력중시형 임금제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인상의 크기 혹은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능력이라면 。l는 종전에 많은 관심을 끌었던 

능력급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된다- 현재 논의되고 았는 연봉제의 특징이 성과지향형 임 

금제도라는 점이 있다면 그러한 특정이 보다 분병하게 개념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었다 

〔박우성 · 유규창 · 박종희 , 2000J 

마지막으로 연몽제의 도입이 반드시 연봉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 

다 연봉제의 하나라고 볼수 있는 직무성과급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 기업에서도 입작 

시 혹은 연간베이스로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연봉계약이 별도로 존 

재하기보다는 고과결과에 의해 임금인상률이 차등적으로 결정되어 상위관리자에 의해 구 

두 혹은 메모로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구체적 형태의 연봉계약의 존재를 연 

몽제의 정의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어야 하는 연봉제의 범위 

를 크게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었다 

따라서 연봉제를 잔년도의 성과에 기초한 개별 종업원 임금인상률의 차등화라는 관점 

에서 정의하는 것이 위애서 언급한 문제를 피하면서도 연봉제가 기초하고 있거나 추구하 

고 있는 핵심을 그대로 담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실 연봉제의 엘증인 직무성과 

급이 크게 발달해 있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연봉 

제 논의의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는 미국의 직무성과급(merit pay)에 대해 Hencman 

은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개별 종엽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 

종업원의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임금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Haneman ， 1992J 

Hencman의 정의는 성과평가에 의한 개별 임금인상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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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관점을 같이하나 이는 미국의 직무성과급을 전제로 하고있어 동일한 연봉제라는 

이름 하에서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연봉제를 포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식 직무성과급에서는 임금인상 차이가 성과 

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나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능력과 성과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한국에서 능력이라고 하면 좁은 의미에서 업무통솔력， 업무기획능력， 업 

무판단능력， 의사소통능력 등과 같은 업무수행능력외에도 직원의 근면성， 성설성， 정직 

성 등과 같은 자질과 직무수행의 결과인 업적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신 

유근. 2001. p. 166J. 또한 미국식 직무성과급에서는 임금인상 효과가 누적적인 성격 

을 띠게 되나 현재 도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엽에서의 연봉제는 비누적적인 성격의 업 

적급도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Heneman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 

우 그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연봉제를 

포괄하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연봉제를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성과가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 되는 임금제도”라고 정의하기로 한다〔유규창 · 박우성. 1999J. 이러한 정의는 

매우 선축적이어서 다양한 연봉제 형태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면서도 연봉제가 성과에 기 

초한 임금인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임금총액을 개별화시킨다는 연봉제의 핵심적인 측면을 

놓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정의를 취하는 경우 호봉이나 직급체계가 존재 

하는가， 임금인사에 능력이나 경험이 포함되는가， 그리고 임금인상의 효과가 누적적인가 

비누적적인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는 연봉제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와 논의 

가가능하게 된다-

연봉제에 관한 이제까지의 정의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연봉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 

을 가지는 임금체계라고 볼 수 있다〔유규창. 1998J 

첫째， 연봉제는 성과급 (pay-for-performance)의 일종이다 임금의 결정에 있어 직 

무급은 종업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 연공급은 종업원의 연령， 성별， 근속년 

수 등 개인적인 속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성과급은 종업원이 수행한 성과의 결과에 

의해 임금이 결정된다 이때 성과의 직접적 판정기준이 되는 전년도의 실적뿐 아니라 성 

과에 영향을 마친다고 여겨지는 능력이나 공헌도도 포함될 수 았다 

둘째， 연봉제는 개별성과급이다 연봉제는 단체협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 대 회사간의 개 

별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집단으로 발생한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집단성과배분제도와 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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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성과에 기초한다 임금결정의 개별화가 바로 연풍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정이며， 이러 

한 특정이 근루조건의 상향적 균등화플 추구강F는 노조가 연봉제에 반대하논 이유가 된다 

셋째， 연봉제는 1년간 받게 될 총액을 일정기간 관잘된 성과(혹은 능략)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이는 임금지급방식에서 시급， 일급‘ 원급파 다르며， 그때 그때의 생산량이나 

판매액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인센티브제도와도 구별된다 

넷째， 개인이 받는 연봉총액이 결정은 평가에 의헤 이푸어진다 특히 인사고과와 같은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다 평가를 하는 항복이나 기준이 주판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 

과자가 그러한 기준을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궁극적으로는 고과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주관적 평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매 

우 중요한 이슈이며 평가는 연봉제의 성공적 운영의 처음이자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연봉제는 이러한 임금제도가 동기부여플 높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이라 

는 받음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플 동기부여형 임금제도라고 볼수도 있으 

나 이것은 연봉제의 객관적 특성이라기 보다는 그 이변에 실려져 있는 경영층의 기대나 

신념에 해당한다 

2 연봉제의 유형분류 

연봉제룹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연봉제 임금의 적용대상이 전처1 임금인지 

일부임금인지 여부와 연봉임금의 인상이 누적적인가 비누적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있다 

첫째 유형은 비누적적인 연봉재이다 이러한 바누적적인 연봉제는 프로선수형 연봉제 

의 경우로서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연봉제에서 

는 기본급이라는 개념자체가 별다른 의띠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개인의 연봉이 성과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삭감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 최근 연봉제 관련 

저술들이 이러한 형태를 종종 상정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러한 형태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형태는 도입되고 있지 않다 1 ) 

둘째 유형인 성과가급형 연봉제는 총 임금 중의 일부어l 한해 비누적적인 임금차등이 

1) 이라한 헝태의 연봉지1룹 주상하는 의견에 대한 오류는 안희탁(1999) 에 의해 직섣히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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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형태이며 이는 성과에 따른 개인별 보너스라고 볼 수 있다 성과가급은 주로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애서 성파에 따라 변동하는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형태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성과가급은 기존의 임금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도입이 

용이하고 비누적적 성격으로 인해 장기적인 임금인상 압력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 

적으로 적극적인 동기부여 효과가 작다는 단점이 았다-

셋째 유형인 순수성과급형 연봉제는 임금진체에 대해 누적적인 효과를 지닌 임금인상 

。1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미국의 직무성과급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다 순수성과급에서는 

개인이 받는 임금 전체가 기본급이며 이때 기본급은 미국기업의 경우 주로 직무가치에 

의해 결정되나 다른 기준에 의해 결정휠 수도 있다‘ 기본급으로 구성된 개인의 임금총액 

전체에 대해 임금인상률이 적용되고 임금인상은 누적적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임급차 

등 효과가 커 동기부여 효과도 커지게 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임금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넷째 유형인 혼합형 연봉제는 순수성과급과 성과가급을 흔합한 형태로서， 예컨대 기존 

연봉에 대해서는 누적적인 임금인상이 적용되는 반면 성과가급과 같은 일정부분에 대해 

서는 당해 연도의 성과에 의해 성과에 따른 비누적적인 보상이 이루아지는 것이다 。1

경우 연봉이 누적적으로 인상되므로 임금이 주는 안정성과 동기부여 효과를 높이면서도 

지나친 임금인상 압력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연봉제의 유형 가운데 살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연봉제는 프로선수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형태의 연봉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해서 얻으려고 하는 기대효과는 크게 인건비 

통제와 동기부여라는 다소 상치되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박우성 · 유규창 · 박종희， 

2000] 

첫째， 인건비 통제는 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매년 근속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호봉인상 분을 없애고 회사가 사전에 설정한 인건비 예산을 맞추어 이를 종업원의 성과 

에 따라 차별지급 함으로써 인건비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IMF이후 연 

봉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이들 기업의 연봉제에 

즉 인건비를 동결하거나 자금사정 

인상분만을 인정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차등지급 한다는 것이다 

논리가 강하게 나타난다 서는 제로 섬 (zero sum)의 

이 허락하는 최소한의 

。l는 연봉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금흐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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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목적이야말로 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 

책의 하나로 간주될 수도 았다 

가설 1-1 비용절감형 연몽제를 채택하는 기업의 조직몰입도가 낮을 것이다-

1-2 : 비용절감형 연봉제를 채택하는 기업은 이직의도가 높을 것이다 

둘째，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함이다

성과를 포함한 고과평가에 기초한 개별 인상의 차등화를 통해 보상에 대한 공정성을 증 

가시키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초기에 연봉제를 도입 

한 기업들에게서 이러한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연용제에는 포지 

티브 섬 (positive sum)의 논리가 그 배경에 존재하고 있다 즉 각자가 성과를 위해 최 

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하고 사전에 통제를 위한 인건비 설정보다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인건비를 증가시켜 그러한 노력을 최대한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건비는 증가 

하나 전체 매출이나 이익에 대비한 인건비 비중은 줄어들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고임금 

저인건비가가능하다 

가설 2-1 동기부여형 연봉제를 채택하는 기업의 조직몰입도가 높을 것이다 

2-2 동기부여형 연봉제를 채택하는 기업은 이직의도가 더 낮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연봉제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에 의해 도입될 수 있고 또 도입되고 있다 

연봉제 관련 저서틀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연봉제 도입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봉제 도입은 종업원의 사기나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퇴시켜 비 

용을 통제할 수 는 있으나 성과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주요이유이다 그러나 연봉 

제가 가지는 단기적인 비용통제 효과 자체가 문제라고 볼 펼요는 없다 연공급과 비교한 

연봉제의 장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인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건비만을 통제해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을 제대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될 펼요가 있다 

확보된 인력들도 최상위 평가를 받는 소수의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종업원을 제외하고는 보상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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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인건비 통제가 중요한 목적을 구성할 수 있으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장기적 

으로도 인건비 통제가 연봉제의 주요 목적이 되기는 어렵다 

3 연봉제 도입의 기대효과 

연봉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종업원들을 보상하고， 종엽원틀이 최상의 

성과를 내도록 격려하는 보상제도이다- 연봉제는 종업원들의 임금이 성과에 따라 지급되 

는 경우 종업원틀의 모티베이션은 증가하게 되고， 그들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상의 효 

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조직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기본 논리에 토대를 

두고있다 

따라서 연봉제는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과거의 연공주의 보상체계하에서와 같이 생 

산성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상승하는 현상을 억제함으로써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 

고， 종업원들의 역량과 노력을 극대화 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일차 

적 목적이 었다- 또한 연용제는 종업원들이 그들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음으로 

써 종업원들이 임금에 대한 공정성을 지각하게 되고， 임금 만족과 조직 볼입을 높일 수 

있는 보상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봉제는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기여와 그 

에 대한 공정한 보상의 등식을 강화함으로써 조직과 종업원 모두에게 혜택을 

는 보상체계로 간주될 수 있다 

줄수있 

연봉제의 일차적 목표는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비용 통제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표 D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 

대된다. 

먼저 연봉제를 통해 기업들은 우+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게된다 。Jlòk져 。2 ''-.!.-ï-

로 개인들은 그들의 직장 선택과 경력선택， 이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직이 제공 

하는 보상수준을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시장 참여자나 

기존 참여자 모두 성과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보상시스템을 선호하 

게 된다‘ 



기대효과 

우수인역의 확보 벚 유지 

종엽원으1 동기부여 

능략파 역량개발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 

조직변화 촉진 

자료 박우 성 등 (2000) p 

〈표 1 > 연봉제의 기대효과 

내용 

Hl
「 오 

우수한 인역에게 더 많은 브상이 가능하므로 

유지가 가능함 

스. L 
I ι 

x 

걷「 

노력하게 됨 

으로 노력하게됨 

성과에 따라 보상하므로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성과를 내기 위한 능력과 역량개만에 직극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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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빚 기엽성과에 연게되이 보상수준이 정해 지므로 일방척인 인 

건비 상승이 통제됨 

연봉재의 정착과정에서 개인꽉it플 닫성하기 위 한 권한 확대와 자 

융직 책임이 이루어짐 

14에서 재인용 

유능한 인재들 얼마나 확보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과 성과가 결정된다 

기업들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있아 연굉-제는 기존의 연공형 임급제도보 

다 효과적인 보상시스템이다 기존의 연공형 호상처1게하에서는 개인의 성과가 브상에 반 

영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개공함으로써 유능한 얀력플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연봉세하에서는 개인별 보상이 개 

인의 직무성과와 조직성과에 연동되기 때문에 급격한 비용상승읍 억제하면서노 유능한 

인재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연봉재는 종업원블의 모티베이션 향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모티베이션에 관한 

다양한 。l 론들2)은 연봉제가 종업원 모티베이션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수 있는지릎 설명 

한다 예를 뜰어， 강화이론(reinforcement thcory) 에 의하면 연봉제는 종엽윈들에게 

높은성과에 대한 화폐적 보싱을 제공함으로써 종업윈들이 성과향상올 위해 모티베이션 

되도콕 유도하며， 공정성이흔(equity theoy) 에 의하면 연봉세는 종업원뜯의 E三 。 1, H 노력 

에 비례해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입급에 대한 공정성 지각과 그에 띠 

른 모티베이션 향상을 유도하게 된다 목표설정이판(goal-sctting theory)에서도 연봉 

제플 도입하여 개별 종업원들의 모티베이션이 향상되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고 

기대C 론(expectancy theory)에서는 연봉재가 개인의 직무성과와 보상을 연계시킴으로 

써 직무성과가 임금싱승음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인과관계흘 형성함으로써 종업원뜰 

2) 연봉제가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에 관한 다양한 。1 론과 실제효과에 판한 
자세한 논의는 Heneman (l992) pp.23-.18과 '.1ilkovich & Newman( 1 99fì) ch. 8음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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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티베이션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다 종업원들은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임금의 상 

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모티베이션이선이 향상된다는 것 

48 

이다-

한편 현실적 측면에서도 연봉제는 종업원들의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종엽원들을 대상으로 한 태도조사 

나 만족도조사 결과들을 보면 종업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승진적체 현상을 가장 큰 불 

불만요인을 제거하고 모티베이션 향상에 

τζ 
i 

。

업원들은 승진은 어렵고 임금은 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종업원틀은 자신의 노 

력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의 내부적 공정성도 결여되어 있 

두 축이 되는 승진과 임금 모든 측면에서 종업원 보상의 만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고 보고 있다〔안희탁. 1999)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급격 고용안정이 사라지면서 종업원들의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임금불만족 요언을 제거하고 연봉제는 종업원들의 이러한 상황에서 있다 낮아지고 히 

뽕
 

즈
 
「보상시스템으로 작동할 것이다 직무만족과 조직볼입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 

설정과 그 성취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인의 제는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성과목표의 

7-JE λ} "--i T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성원뜰이 염금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노력에 따른 차별적 

과뜰 높이기 위해 모티베이션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것이다 될 능력과 역량(competency) 의 개발을 유도하게 연봉제는 종업원들의 셋째， 

우리나라 기엽들의 평가제도는 주로 종업원들의 자질과 품 지금까지 2001) 〔한기수， 

연 보상이나 승진과 직접 왔으며， 평가가 실제 태도， 포괄적인 직무능력만을 평가해 성， 

하지만 연봉제가 도입되 

여 
。

A Z] ~이 -• 20 ’ 면 각 구성원들의 요구되는 성과목표와 그에 따라 요구되는 행위와 자질， 

확하게 제시되고， 그에 따른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못하였다 종업원들의 개발동기를 자극하지 못함으로써 계되지 

종업원들은 자신에 

보상이 극대화될 수 방향 게 요구되는 행위와 역량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으로 자신의 역량과 행동방삭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인건비는 기업들의 비용구 관리를 가능케 할 것이다 효율적 넷째， 연봉제는 인건비의 

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는 비용효율성을 높이는 데 

근속년수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성과와는 아무런 관련성을 갖지 

따라 기업들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많은 인건비룹 부담해야 하는 모순 

못했고， 이에 

보상체계하에서는 임금이 연공형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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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연봉제하에서는 개인의 보상을 개인의 직무성과， 나아 

가 조직성과와 연계시킴으로써 인건비의 비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연봉재가 도 

입되면 임금구조가 단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급지급과 관련된 관리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봉제는 조직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팀제의 도입을 

통해 유연적 조직구조의 구축과 성과지향적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많은 시도올 해왔 

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 

내기업들이 집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특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연공주의 직급체계 

하에서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근속년수와 직급에 의해 개인의 보상과 지위가 결정되기 때 

문에 정보와 지식， 권력이 상층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하부로의 실질적인 권한 위양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개인의 장의성보 

다는 상층부의 병령과 지시가 강조되기 때문에 유연적이고 수평적인 조직구조 형성과 성 

과지향적인 조직문화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연적 조직구조의 섣계와 성과지향 

적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계적 통제방식이 개인적 재량권을 강조하 

는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통제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한기수. 2001) 연봉제는 기본 

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존의 위계적 관계가 약화되게 되고， 개 

인별 성과목표의 설정과 성과관라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위양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의 분권화가 촉진될 것이다 따라서 연봉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조직구조와 

문화가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면 위에서 언급한 효과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박우성 등. 2000) 하지만 연봉제는 완벽한 제도도 아니고 모든 조직에 똑같이 효 

율적인 제도도 아니다‘ 실제로 연봉제가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연봉제의 기 

본적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행과정에서 원칙과는 다른 모순들을 드러냄으로써 

종엽원 모티베이션과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 

고， 연봉재를 아예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엽들도 있다 따라서 연봉제를 효율적으로 설 

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봉제의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잠재적 문제전 

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처할 방법뜰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봉제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표와 같은 것들음 들 수 있다〔박우성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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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봉제를 도입하연서 고려해야 할 부작용 

의한 의도적인 정보 누락과 왜곡， 종업원들의 디 

으로는 조직분위기의 악화， 종업원들에 

모티베이션(demotivationl 등을 들 수 

있다(Marsden & Richardson , 1994J 연봉제 

로 하기 때문에 개인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협력의지가 감소됨으로써 팀워크와 조직분위기가 

위기의 저하는 팀워크가 강조되는 조직에서는 직 

요인이 되며 , 또한 높은 성과자들의 지속적인 직 

으로 조직성과 달성을 저해 할 수 있다 

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차등보상을 전제 

구성원들간에 서기와 갈등이 증폭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직분 

접적으로 조직성과 달성을 어렵게 하는 

무성과 향상을 어렵게 함으로써 간접적 

원이 감소되고 적대감이 향성되는 경우 

없게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집단주 

으며 업무의 상호관련성이 높은 경우 이러 

봉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조직의 문화적 

경우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높은 성과자들에 대해 동료들의 지 

높은 성과자는 지속적으로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의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 

한 부정적 효과의 여파가 클 것이다 따라서 연 

특성과 업무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문제점 

개인경쟁의 심화와 부작용 

평가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 

보상재왼의 부족 

〈표 2) 연봉제의 문제점 

내용 

보상의 개인별 차등 으로 인해 조직내 팀워크가 약화되고 의도적 

하며 오히려 종업원의 사기가 저하될수 있음 인 정보왜곡이 발생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 1 차등지급되므로 평가에 대한 불신과 갈 
등이 증폭되게 됨 

성과향상에 대한 충분 

를 뒷받침하지 못할수 

개인별 차등화가 업→ 

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보상재원이 이 

있음 

우의 상호관련성이 더욱 증가하면서 이를 절 

직역량의 개발에 장애요인이 될수 있음 실히 필요로 하는 팀조 

자료 박우성 등 (2000) , 18에서 재인용 

팀 및 조직역령의 약화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가 지나치게 강한 경우 개 인별 성과와 집단성과를 적절하게 조합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낮은 성과자의 

기본적으로 연봉제는 낮은 성과자들 

상을 받기위해 투입노력을 높이거나 아 

하는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한편 

모티베이션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 다 

이 낮은 보상을 받게 되면 다음에는 좀더 많은 보 

니면 조직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가정한다. 



51 71-
• 1 

-ó 수 E二오 H} 

조직복입도가 높윤 것 

동기부여행 연봉재와 개인주의적 조직구성윈단의 이직의도가 낮을 것이다 

동기맘여형 연봉제와 개인주의적인 조직구성워들의 

이다 

가설 3-1 

않거나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 있고 

3-2 

하지만 낮은 성과자틀은 나쁜 성과플 인정하지 

노조에의 올입을 강화듭F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팎二준을 기1속유지 

하가나 성고F틀 더 허락 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자기수행정향’ (self-fulfilling prophccy)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듭F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쓴 낮은 1984J 나타날 수 있다[Umiker. 

부족한 능역과 지잔잔 기l 성과자들에게 평가결과에 디l 한 충분한 피드액을 제공하고 그의 

즉 연꽁지1갚 효과적으로 발 하는데 도움음 좋 수 있는 개발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과자괜만 아니라 낮은 성과자에 대한 개발프파그댐도 마련되 

어야한다 

못하면 성과와 보상의 운영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칭성을 확보하지 둡째 연봉제 

성과 향상 노역을 효윤적으 종업윈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둡의 관게에 대해 

관건이자 연봉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õUλ1 ̂ ~ -, 0 -1 
λ} 그20_} 
。 0-1로 자극하지 못하게 된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평가의 

연봉재 

실저1 

일관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는 ln-z -:-T ~-

연봉제판 살시하고 있는 시업에서 문제이다 

로 종업원뜰은 평가가 불공정하고 주관적이며 

이는 경우가 많다 

연봉세는 중요한 난 이러한 윌신플 갓게된다띤 만약 종업원들이 성과평가제도에 대해 

주로 지l기되는 문제로는 평가의 대 성과평가제도에 관련하여 부딪치게 될 것이다 관에 

자살부족 평가자의 !::!--^"1 -^1 λ} 
←r~-'i딘。‘ 평까요소의 측면， 평가배분방식， 질적 목표의 상이 되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성과꼭표는 종업윈뜰이 달성가능하고 구체 문제둡 들 수 있다 등의 

써
 
맨
 

만약 너무 쉽거나 ’ 이해할 수 있고 적첼하게 어려운 꼭표가 되어야 한다 적이며 

목표가 설정딘다면 연봉제는 직무성 주관적인 로 너무 어렵거나 혹은 사소한 갓이거나， 

못할것이다 과 향상블 유도하지 

복표이l 대한 수용 배제되는 경우 종업왼둡의 종업원들이 복표설정과정에 또한 개인별 

생산성 개인!설 성과평가의 지표가 되는 평가요소는 측정가능하고， 도가 낮아섣 수 있다 

혹은 조직복표와 직접 연기l될 수 있는 보상가능한 요인뜰(compcnsablc factors) 로 설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뜰의 평가방식은 구체적인 성과 측면보다 개인의 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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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품성과 태도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어 

각 직무에서 기대되는 성과요소를 반 그러나 앞으로 평가요소는 구체적인 직무평가와 

연봉제를 도입 한편 평가배분과 관련하여 영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이어야 한다， 

성과분포가 정규분포릎 종업원들의 성과릎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 많은 조직들은 개인별 

이에 대한 종업원들 이룬다고 가정하고 상대평가 혹은 강제할당법올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엄격한 선발과 교육 1996J 의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Wilkerson. 

부
 

L 램
 포는 우편향된 분포형태를 띨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이 연봉제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 

성과가 높은 사람들에게 낮은 평가점수틀 부여하는 경우 종업원들은 연봉제에 대해 회의 

종업원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실제 종업원들의 훈련을 통해 

적 반응을 보이게 되고 지속적인 성과향상 노력을 보이지 않게 된다， 

좋은 평가제도흘 만 않게 되띤 아무리 이루어지지 또한 평가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실제로 많은 경우 수 없다 평가가 이루어칠 든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에 대한 객관적 

주어친 평가요소별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보 성과평가과정에서 평가자뜰은 종업원틀의 

다는 해당 종엽원에 대한 전반적 인상이나 그와의 관계에 의해 주관적 평가플 하게된다 

평가 

에 대한 불신플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연봉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가자 

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식은 성과와 보상간의 인과관계를 약화시컴으로써 종업원들의 

직변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어려움은 성 기업이 있어 연봉제를 도입하는데 

확보가 중요한 이 인건비 예산의 확보이다 과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인건비 예산의 

따라서 유는 그렇지 못한 경우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루어져야 한 연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엿보다도 성과향상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다 성과와 보상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군 내 혹은 직군간， 그리고 높은 성과 

많은 조직틀은 흔히 예산상 보상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야 한다 자와 낮은 성과자간의 

의 계약이나 낮은 성과자를 배려한다는 명목 하에 성과차에 따른 보상 차이를 작게 주는 

못하 인지하지 관계흘 병확히 이러한 경우 종업원들은 성과와 보상간의 경우가 있는데， 

게 되고 성과 향상에 따라 주어지는 임금 상승분은 미래의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자극하 

향상을 보상할 수 결국 연봉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과 못하게 된다 지 

역량 혹은 조직 전체 El 
p 

있을 만한 충분한 보상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성과만을 강조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연봉제는 지나치게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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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 량을 강화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최근 많은 조직들은 업무구조플 기능변 구조 

에서 프로세스나 네크워크 구조로 전환하고 있고‘ 전사적 품질관리 (TQM) ， 고객만족경 

영. 전사적 자원관리 (ERP) , 핵심역량 등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조직활동의 진사직 통합 

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개인별 직무의 구분이 명확하던 과거와는 달려 점차 업무의 상 

호관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업무의 상호관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직무의 완전한 소멸을 의마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구분과 개인별 성과평가에 근거한 

연봉제는 조직성과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까침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 

의 직무영역 중 타직무와의 상호관련성이 높은 직무나 혹은 전사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조지특성화에서는 단순한 직무성과급제 형태의 연흉제를 보완하여 종업 

왼 개인의 역량이나 스킬 혹은 텀 역량과 같은 측면틀을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 

이상에서 지적된 연봉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사실 연봉제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연봉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거나 운영이 재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연봉제가 성공적으로 도입 ·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한다 

저12 절 기업문화적 특성으로서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한 이해 

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문화형(개인주의/집단주의)에 적함한 보상 방식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이직 결정에 있어서 보상 방식 선호여부의 영향력을 규병한다 그 

것은 실무적 측면에서 조직의 문화형에 알맞은 보상방식의 실천적 지침음 제공하며， 우 

리나라 기엽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용제의 성공적인 운영플 위한 관리적 지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문화형(개인주의 집단주의)플 바탕으로 선 

호하는 인사관리 형태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나아가 각 조직틀이 자신뜰에게 적합한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우위플 갖기 위해서는 자신뜰이 어띠한 문화형에 속해 있 

는가를 파악하여 푼화와 인사제도간의 적합관계 (fìt)를 이판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Rarnarnoorthy & Carrol l. 1998) 즉， 인사관리의 방식은 각 문화상황에 적합 

해야 하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는 각기 서로 다른 인사관리 관행과 석합성을 이룬 

다[Adler & Jelinek , 1990: Bernardin & Russell , 1993: Hofstede , 1984)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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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많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팀 (self←managed team)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도 구성원틀의 성향과 그들에 알맞은 인사관리 제도간의 두지 

적합성 (fitness) 부재로 여겨진다[Ramamoorthy. 1998) 

많은 연구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개인주의 지향적 구성원들에게 (an individualistically 

oriented person) 집단주의 문화에 적합한 보상방식을 시용할 경우나 집단주의 지향적 구 

성원들에게 (a collectivistically-oriented person)에게 개인주의 문화에 적합한 보상방식 

을 사용할 경우에 조직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의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여 한국적 보상 

방식을 개발하여야 할 펼요성이 제기된다 즉 개인주의-집단주의 지힘t성은 기존의 인적지원 

관리 (HRM)가 현장에서 다OJ한 효과를 보이는 원인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라할수있 

는것이다 

인간은 환경과의 섬리적， 사회적인 함수관계 속에서 타인과 사회적 환경에 대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반응한다. 따라서 이렇게 반응양상이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문 

화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이러한 현상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문화적 

변동의 차원을 분석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적 변동에 대한 규정 중의 하 

나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이다 

일찍이 Mead (1 967)는 문화는 그 양태가 협동， 경쟁， 개인주의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에 따라서 구별하였다[Mead. 1967) 그런데 심리적 수준에서 이러한 차이들은 개 

인들의 성격적 차원으로서 자기중심주의 (idiocentrism)와 타인중심주의 ( allocentrism) 

를 의미하였는데 이러한 구별은 섬리학자가 연구하는 섬리적 수준인데 반해 문화적 수준 

이해한 Hofstede (1980)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로 명칭을 부였다[Triandis. 에서 

Bontempo. 、7illareal. Asai & Lucca. 1988) 

Wagner와 Moch (1 986)의 개인주의 집단주의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집 

단의 욕구보다는 개인적 이익에 더 큰 중요성을 두는 성향이며， 개인주의자들은 그들 자 

신의 만족과 갈등이 이슈가 될 경우 집단의 이익보다는 자신을 툴보는 경향이 있다 。l

에 반해 집단주의는 집단의 요구와 이익을 개인의 욕구에 앞서 나타날 때 발생한다고 하 

였다[Wagner III.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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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장 • 단점 

개인주의 | 집단주의 

종업원은 강한 자아에 대한 신념을 l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틀의 시너지 효 

개발하고 뎌 강한 자아플 확신한다 l 과 말생 

- 성취동기릎 갖는다 1 다양한 판점을 결합하는 능력파 포관 객인 

개인은 경쟁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l 견해를 달성하는 능력 

창출하고 공격적인 혁신을 이룬다 

행위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잭임 

개인노력과 보상과의 관계는 더 큰 

공평성을 갖게 한다 

- 다른 사람들의 희생 

충성심과몰입이 약하다 

개인별 차이가 강조됨 

개인간 갈등의 발생소지가 있음 

개인을 동등하게 취급 

개인간 갈등시에 더욱 큰 협력플 함 

타인의 복지와 사회지원능력의 네 

대한 관심이 큼 

- 전체의 동의흘 우선 

실패와 성공에 대한 공동책임 

팀워크는 안정감과 발전생을 가짐 

드워크에 1 

공동체에 대해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자아의 

식의 상실 

- 집단이나 조직에 개인들이 감정적으문 더 의 

조함 

• 개인적 성과에 대한 압력과 직무스 

단점 | 트레스가 큼 
}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적음 

무임승차효과， 노력에 대한 비례직인 보상이 

없음 불안정한 경우 자기 과보호 유발 

• 외로움과 소외감， 아노미를 느낌 

• 비윤리적 행위와 이기작 유혹 

실패에 대한 개인작 책임 

‘집단사고’의 경향이 큼 

집단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결립이I I니아 많 

은 기회룰 상실할 위험이 있음 

• 성과에 대한 필요보다는 함께 ‘행1 더 낭요함 

자료왼 Morris. M. H. (1 994). Fostering Corpürate Entrepreneurship Cross 

Cultural Comparisons of the Importance 0 1'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irst Quarter. 25 (1). 68 

한편 Hofstede (1 980)는 개인주의란 집단， 조직，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집합처1듬에서 

정서적으로 독립되어진 상태를 의 u]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조되는 확대가족 혹은 혈연 

집단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주의는 그 집단내 사람블의 애착심으로 그 구조가 보 

존되며， 특히 우리 (We) 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Hofstede. 1980 J 

이에 Morris (1 994)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장단점을 〈표 3)파 같이 정리한 바가 

있다[Morris. 1994J 

Hofstede는 한 국가의 문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 포함되는 공통적인 문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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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대하여 논의하려 했고， 그 국가안의 모든 개인에게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 

래서 그는 각 국가의 문호}를 나타내기 위해 네 개의 다른 기준， 즉 “차원 (dimension J"이 

용어를 사용했다 네 가지의 차원은 @ 개인주의 

56 

집단주의 (individualism 대 싸
 
야
 

versus collectivism). CZl 대 소 권력간격(large or small power distance) ‘ 경) 불확 

실성에 대한 회피성의 강 약(strong or weak uncertainty avoidance). @ 남성다움 

대 여성다움(masculinity versus fcminity) 등인 바 이것들은 요인분석과 이론적인 추 

론을 통해서 얻어졌다 

Hofstede가 표현한 네 가지 차윈 중에 우려가 이 논문에서 고려하는 개인주의 대 집 

단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주의란 사람틀이 그들 자신과 직계가 

족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느슨하게 짜여진 사회구조를 의미한다(미국， 

우리의 집단과 외부집단 사이를 구별 집단주의는 사람들이 반면에 영국 등) 네덜란드， 

그들을 뜰보아주기를 그들은 그들 내부집단이 하는 엄격한 사회구조로 특징지어지는데， 

기대하며， 내부집단에 절대적인 충성을 보인다는 것이다(콜롬비아， 파키스탄， 대만， 우리 

중간에 위치하는 국가들로 나타 일본， 인도， 오스투리아， 스페인 등은 양자의 나라 등) 

났다 

근본 원인인가? 경영자들은 조직 내에 개인주의의 신세대들의 개인주의가 기업문제의 

만연으로 조직의 질서가 붕괴되고 소외감이 심화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이에 대한 처방 

공동체가 바람직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처 Tf .. .ll!./-'-j 으로 공동체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있다. 

두개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적들’에서 이기적 이타적 범주와 개인주의적 집단주의의 

1987) 범주가 다르다는 것은 색과 형태가 서로 다른 범 범주를 구별한다〔칼 포퍼 , 의 

즉 빨간 색과 삼각형이 결합 가능하고 또한 

빨간 색과 사각형이 결합 가능하다 

색과 형태가 서로 다른 범주이듯이 이기적 이타적 범주와 개인주의적 

주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집단주의 범주는 

서로 다픈 범주이다 따라서 각각의 결합이 가능하다-

즉 (1) 이기적 개인주의 (2) 이기적 집단주의 (3) 이타적 개인주의 (4) 이타적 집단 

주의 결합이 그것이다 4개의 선택지 중 나는 (3) 이타적 개인주의가 가장 좋다고 생각 

우선한다고 여기고 이기주의보다 

은
 

혀
。
 

• 。T 느
 
」

이
 샤
 

수
 

1 보
 근 

이타주의가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행복보다 개인의 행복이 왜냐하면 나는 집단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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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1)과 (2) 일 것이다 이기적 개인주의는 집단보다 개인이 우선하며 남의 이익보 

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유형의 문제는 개인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에 있다 남보다 우선 내 이 

이기적 집단주 익을 쟁겨야 하겠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흘 사기꾼의 사회로 만들고 있다 

의는 우리가 흔히 집단 이기주의랴고 부프는 것이다 각종 노조는 집단의 이익쓸 최우선 

목소리를 높인다 그리하여 목소리가 큰 집단이 결국은 이익을 챙기는 것이 으로 하여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에게 이익을 개인보다 우선하면서도 집단의 집단주의인데 생소한 유형은 이타적 

기업민주화의 실체는 무엇인가? 기 남윤 위하는 사례로 우리는 종교 집단을 뜰 수 있다 

개인이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기업이 개인을 위해 존재하고 남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함으로써 결국 자 

신의 이익음 증대시키는 지혜를 체득해 가는 과정이 민주화이다 

업민주화란 결국 이타적 개인주의로 가는 것이다 

집단주의자들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단위는 집단(group)이라고 보며， 개인주의 

자틀은 그 단위가 각 개인 (individual) 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자아( self)를 두고 집단주 

의자들은 내집단(in←group) 의 한 부속물로 여기고 개인주의자들은 자아란 집단과 분랴 

되는 분명한 별개의 것으로 간주한다 

Ill. 설증을 위한 연구모형 

각 기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이 속한 기업의 문화유형에 대한 지각을 알 

아보고 연봉제 실시에 따른 구성원들의 조식유효성 지각과 연봉제 실시 이후의 조직구성 

보상방 왼틀의 이직의도를 파악하여 이직의도를 포함하는 조직유효성의 결정요인으로서 

문화유형의 조절효과칠 검증하 이 관계에서 조직원들의 식(연봉제)의 관계를 규명하며， 

기 위해서는 앞서 문화형과 인사관리 관행의 적합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렐 정리하였으며 

선행연구뜰을 분석 · 평가하였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개념적 툴과 

그리고 한국에서 전사적으로 연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5개 기엽플 대 변수를 마련하였다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를 분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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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를l 조직볼엽 

| 이직의도 

〔그림 1) 연구모형 

l 종속변수 

조직몰입 (organization commitment)은 조직에 대한 애착심/주인의식과 상사에 대 

한 충성심으로 나누어 9개 문향으로 설문하였다 

이직의도(separation intention)는 기업의 내부로부터 외부로 이동하려는 조직구성원 

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4개 문항의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2 독립변수 

연봉제의 유형을 비용젤감형과 동기부여형으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비용절감형은 2문 

항， 동기부여형 3문항의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3 ‘ 조절변수 

조절변수로는 조직구성원틀의 문화적 득성이 개인주의인가 집단주의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집단주의 성향을 설문으로 물었는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서로 대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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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문지는 국내 대기업으호서 연봉제룹 사원수준까지 적용하고 있는 회사에 요내셨고， 

배포 숫자논 120깨였으나 회수된 숫자는 35부(회수율 29 17%)였다 그 웅 판성심한 

응 답자 한 부를 제외하고 31부를 대상으호 분석하였다 연구표본의 속성에 대한 기초적 

인 동계조사는 다음과 같다 

〈표 4> 연구표본의 속성 
성별 학력수준 연L'J 

냥 여 고졸 대좋 대학원졸 

Mln 211n M Ug2x 4() 1 
!\!P 

68% 32% 15% 68% 18%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68% 대 32%였다 학력수준은 고졸， 대졸， 대학원줍이 각각 

15% , 68% , 18%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21 서!부터 40세끼지였으며 평균연령은 :12서1 였 

다 응답자의 회사내 직위의 분포는 사원 (38%) , 대리 (21%) ， 과장(24%) ‘ 차장( 6%) 

부장( 12%)였다 응답자틀의 설문에서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의 근속연수는 1 개 

휠에서부터 188개월(1 5년 8개월)까지로 나타났다 

연구표본의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Kronbach a 二 7482로서 사회과학에서 

는 신뢰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1 변수측정치에 대한 기술적 통계 

1 )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 

설문 문함 중 6번에서부터 25번까지는 조직원플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윤 묻는 

설문이다 며커트 7점 척도 척도로 물은 깃인데 1 은 집단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이며 

7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것이다 이들 20개 문항윤 평균하여 조직구성원들의 문화적 

특성으로 하였다 그 결과 총 34명의 설문자 중에서 최소치는 3 ， 27이고 최대치는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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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평균은 4.37이었고 표준편차는 60이었다 따라서 이 설문응답자들은 평균적 

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좀 더 강한 특정윤 보여준다(척도 평균 4) 

2) 연봉재의 도입이유에 대한 조직구성윈들의 지각 

설문문항 26-30은 조직원들이 느끼는 연봉제의 도입 또는 채택이유칠 묻는 션문으로 

서， 동기부여형 연봉제로 느끼는가 아니면 비용첼감형 연봉저l로 느끼는가륜 묻는 설문이 

다 clgen 값이 1 이상 인 것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설문문항 26과 28은 비용정감형 연 

봉제로， 그리고 27. 29. 30은 동기부여 영 연봉제로 묶였다 이 중 자기 회사의 연봉제 

유형을 비용절감형 연봉제라는 션문에 대한 평균은 4.49로서 응답자들이 자기 회사의 

연봉제블 비용절감형으로 느끼지 않는 경향이 좀 더 많았다 동기부여형 연봉제 설문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다고 응답(3.79)로서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기회사의 연 

봉제 유형에 대해서 동기부여형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봉산정 방법 

설문문항 31-39는 연봉산정방법플 질문한 것이다 이 중에서 근무기간이 중요하다(A) 

는 설문에 긍정적인 응답(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을 한 사람은 61. 8% 

였다 교육훈련이나 경험이 중요하다(B)에 긍정적인 응답음 한사람은 73.5%였으며， 관 

리기술이 중요하다(C)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은 79 .4%. 직무에서의 압력이나 책임 

의 양이 중요하다(D)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은 73.5%. 직무성과의 질이 중요하다 

(E)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은 88.2%. 직무생산성이 중요하다(F)에 긍정적인 응답 

을 한 사람은 97.1%. 직무에 기술인 노력이 중요하다(G)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은 

73.5%. 노동시장에서의 기술의 희소성이 중요하다(H) 에 긍정석인 응답을 한 사람은 

88.2%. 회사에 공헌하는 기술적 또는 과학적인 지식이 중요하다(I)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은 82.4%였다 연봉산정과 관련한 응답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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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봉산정 방법에 대한 응답 

설문내용 1 2 3 4 5 6 7 8 8 

A 1(2 9)' 6 (1 7 6) 14(412) 4 (1 18) 4(1 18) 5 (1 4 7) 0 0 34 (1 00) 

B 4( 118) 9(26 5) 12(353) 7(206) 2(59) 0 0 34 (1 00) 

C 1(2.9) 8(23.5) 18(52 9) 5( 14 7) 1(2.9) 1(2.9) 0 0 34 (1 00) 

D 2(5 9) 13(38.2) 10(29.4) 4(11 ,8) 5(1 4.7) 0 0 34 (1 00) 

E 5(14 7) 16(7 1) 9(26 5) 3(8 8) 1(2.9) 0 0 34(100) 

F 3(8 8) 19(55 9) 11(32 4) 1 (2.9) 0 0 34 (1 00) 

G 1(29) 15(44. 1) 9(26 5) 7(20 7) 1(2.9) 1 (2 9) 0 0 34 (1 00) 

H 6 (1 7.6) 17(50 0) 7(20.6) 1 (2.9) 2(5.9) 1 (29) 0 0 34 (1 00) 

펜던:한 다갇(47 1) 6 (1 7.6) 4 (1 1.8) 2(5.9) 0 0 34 (1 00) 

• ( )안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의 백분비 

4) 연봉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종업원들의 지각 

귀하의 연봉산정에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조직원의 교육훈련이나 경험， 관리기술， 직무 

에서의 압력설문 31-39는 책임의 양， 직무성과의 칠， 직무생산성 , 직무에 기울인 노력 , 

노동시장에서의 기술의 희소성， 기술적 • 과학적 공헌의 중요성을 묻는 설문이다 이 중 

에서 근무기간과 연봉과의 관계에서는 평균이 3. 56이었으며 최빈값도 3(조금 그렇다) 

으로서 연봉산정과 근무기간과는 관련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기술의 경우에도 평균이 3으로서 “조금 그렇다”고 느끼며. 최빈값도 또한 3이었다 이에 

반해 직무생산성과 연봉과의 관계를 묻는 36의 설문의 경우에는 평균 2.29이며 최빈값 

은 2(거의 그렇다)로서 직무생산성과의 연관관계를 아주 많이 느낌을 얄 수 있다 이것 

으로 보아 연봉제를 실시하는 연구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직무생산성과 연계된 임금관리 

를 함을 알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이직의도와 조직몰입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지각 

설문문항 40-52는 조직유효성 지표로서 40-48은 조직몰입에 관한 설문이며， 49-52 

는 이직의도에 관한 설문이다 특히 설문 47은 임금만족을 묻는 설문이었다 

이직의도가 있는 응답자 즉， 리커트 척도에서 보통이다(4) 미만의 수치로 응답한 사람 

은 26.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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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만족도 

조직구성원들의 임금만족도를 묻는 설문 47의 경우 평균(3.88)을 중심으로 정규분포하 

고있었다 

2. 변수간 관계 분석 

1) 이직의도와 임금만족도간 상관관계분석 

이직의도와 임금만족도간의 상관관계도 또한 561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값)로 

나타나 염금 수준과 이직의도가 아주 높은 상관성을 보임을 얄 수 있다 

2) 임금만족도와 연봉산정 방법 빚 조직몰입도간 상관관계분석 

임금에 대한 만족도(나는 일한만큼의 급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와 연봉산정 방법 

설문들(A. B. C. D. E. F. G. H. I)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용절감형 연봉제 및 동기부여형 연봉제와 연봉산정 방법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연 

봉정방법 중에서 관리기술(C) 와 비용절감형 연봉제와는 .355. 그리고 동기부여형 연봉 

제와 관리기술간에는 358의 95%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연봉산정 방법 중 노동시장에서의 기술의 희소성(H)과 비용절감형 연봉제 간 

에는 346의 9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임금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의 상관관계가 .576(99% 신뢰 

수준)이었으며， 상사와 일하는 것에 만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우리 회사는 일하기 좋 

은 곳이라는 응답의 상관관계는 .612(99% 신뢰수준)로 높게 나타났다 

3) 동기부여형 연봉제와 조직몰입의 회귀분석 

연봉제의 형태로서 동기부여형 연봉제의 경우에 조직몰임과는 95%의 유의수준 

(t=2.17)에서 그라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조직올입과 99% 유의수준(t=3.26)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부여형 연봉제에 대한 

인식과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R2 =.347로 다음의 회귀식은 

조직볼입변수를 34.7%를 설명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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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계수 
유의확률 모형 

676 
037 
003 

423 
2.173 

264 
316 
475 

표준오차 

351 
191 
581 

831 
088 
178 

B 

암
 V씨 V@ 

.191Xl .581X2 + 조직몰입도 二 .351 

= 동기부여형 연봉제， X2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Xl 

조직볼입도가 높을 것이다)은 동기부여형 연봉제를 채댁하는 기엽의 7]-설 2-1( 

지지되었다- 또한 7 

따라서 

_h. 71모 
-'- -î i='.. 조직구성원틀의 3-1(동기부여형 연봉제와 개인주의적인 

도 지지되었다 입도가 높을 것이다) 

용절감형 연봉제릎 채택하는 기업의 조직올입도가 낮을 것이다)는 유 

지 못하였다 

다만 가설 1-1(비 

의한 결과를 나타내 

보제와 이직의도의 회귀분석 4) 동기부여형 연-。 

= 42.7% 연봉제와 임금만족도는 Rι 도변수를 설명하는 동기부여형 이에 반해 이직의 

와 관련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95% 유의수준(t 二 2.65)에서 동기 를 설명하였는데 이 

금만족도(t 二 2.90)는 이직의도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침을 얄 수 연용제와， 임 부여형 

있다 

유의확률 t 
표준화계수 비표준화 계수 

모형 

000 
012 
007 

12 , 396 
-2.659 
2.904 

배타 표준오차 

593 
139 
126 

7.356 
371 

• 366 

B 

-.384 
419 

Xl 
X2 

이직의도= 7 .356 - .371Xl - .366X2 

(Xl 二동기부여형 연봉제， X2= 임금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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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설 2-2(동기부여형 연봉제를 채택하는 기업의 이직의도는 낮을 것이다)는 지 

지되었으며， 또한 가설 3-2(동기부여형 연용제와 개인주의적인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의 

도는 낮을 것이다)도 지지되었다 

그러나 가설 1-2(비용절감형 연봉제를 채택하는 기업은 이직의도가 높을 것이다)는 

유의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V. 결론 및 시사점 

연봉제 도엽이 기업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서 첫째， 기업문화 전반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온정적인 기업문화가 사라지고 업적에 따른 실적주의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상 

대」를 이겨야 「내」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r우리회사」보다는 「우리 부 

서J. 더 나아가 「나J 라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툴째， 인사 시스템도 크게 바해고 있다. 

아직은 연봉제가 완전히 자리잡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지만 어쨌든 전에 비 

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개인을 평가한다는 사실 자체는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혈연， 지연， 학연 등이 판치던 상태에서 탈피해 고과제를 통한 인사가 널리 확산되고 있 

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연용제에 대해 불만의 소라도 적지 

않다 상당수의 기엽들이 철저한 준비 없이 급하게 도입하다보니 시행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평가방법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영업부서 등 실적이 눈으로 보이는 분야의 종사자들은 불만이 덜하지만 실적 

이 잘 잡히지 않는 관리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가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경향 

이 었다며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사한 환경적인 압력에 직변한 모든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들은 특정한 구조나 제도를 요구하는 환경의 압력하에서도 나름대로의 판단에 입각한 전 

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Child. 1972]. 이 점이 동종 산업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구조나 제도가 공존하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Miles 등의 연구[Miles. Snow & 

Pfeffer. 1974J 는 동일한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대학교재 출판사들이 서로 상 

이한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Goodstein ( 1994)은 육아지원프로그램 

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도 자체의 도입결정은 기술적 압력과 제도적 압력압력에 의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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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는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 도입의 경우에도 도입결정 자체는 환경의 압력과 제약요 

인을 통해 결정되나 구체적 연봉제의 형태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연봉제를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기업이 드물기 때문에 기업의 업 

종이나 규모를 통제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보다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연용제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이 취 

하고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전략을 두 가지로만 나누어 살펴보았 

다 기업이 비용우위 전략을 채택하는가 아니면 차별화전략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연봉제 

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는 전제하에 비용우위 전략을 취하는 기업은 비용절감형 연봉제를 

시행할 것이고，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기업은 동기부여형 연봉제를 취할 것이라고 전제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로만 볼 때논 비용절감형 연봉제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직 연봉제의 형태 중에서 동기부여형 연봉제 

만이 조직몰입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에서 연봉제 

를 도입할 때는 이러한 결과를 유의할 펼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표본이 속한 

기업들이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기업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연구결과로만 볼 때 동 

기부여형 연봉제만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기업에서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급여가 동기요인인지 위생 

요인인지에 대한 조사는 미홉하였다. 그것은 임금만족도를 한 개의 문항으로만 측정하였 

기 때문이다 임금만족도 변수는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공정성(대내적 공정성， 대외적 공정성， 그리고 임금체계의 전환과정에서의 종업원참여와 

같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아야 하였지만 설문항목이 너무 많아질 것을 

염려하여 한 문항으로만 설문하였기 때문에 좀 더 심충적인 연구가 펼요할 것이다-

기업문화 역시 연봉제의 도입과 운영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기업문화는 종업왼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나 행동양식을 말한다 오랜 세월 동안 한 기엽이 존속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 종업원들에게는 일정한 공통된 가치나 행동양식이 만들어지게 된 

다 강한 문화는 종업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조직의 대응능력을 높여 

주고 기업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기업문화는 조직운영과정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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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조직변화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연봉제와 같은 새로운 보상체계의 도입이 과거 연공서열형 보상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행동방식과 가치체계를 종업원들에게 요구한다면 종업원틀은 심리적 갈등을 느끼게 될 

것이고， 강한 기업문화의 지배를 받는 경우 종업원들은 그러한 갈등상황에서 연붕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러한 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행동방식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조직문화와 제도간의 관계에서 제도가 항상 조직문화의 제약율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 

며， 제도가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연봉제와 조직문화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조직성과는 양자가 어느 정도 적합 

(fit)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 

원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성향과 양립 가능한 임금제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연봉제에 

적합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립하든지 해야한다. 조직원들의 문화를 단기간에 바꾸는 것 

은 용이한 것이 아니므로 조직문화에 적합한 신규구성원들을 선발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과 조직몰입과의 영향을 살펴보았 

는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직몰입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원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더 커지는 사회적 환경과 고객들이 차별화를 

강조하는 현 시기에 한국기업들은 연봉제를 취하더라도 동기부여형 연봉제를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동기부여형 연봉제라고 느끼는 조직원들은 이직의도가 더 낮 

아점을 통해서도 기업들이 연봉제를 택할 때 단순히 비용절감형 연봉제가 아니라 동기부 

여형 연봉제를 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분석한 연구표본의 수가 적었고， 또한 40대 이상의 응답자의 숫자 

가 적었기 때문에 현실을 왜곡한 결과일 수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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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 the adoption of annual salary system in Korean company has 

been a compelling issues. However its effectiveness in the organization has 

not been examined empirically. Two kinds of annual salary system , 

motivation-oriented annual salary system and cost reduction-oriented an 

nual salary system , are compared in terms of their impact on the organi 

zational effectiveness and intention to turnover under the consideration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of the organization members. 

The organization adopting motivation-oriented salary system has more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decreasing the 

intention of turnover than the organization adopting cost reduction-oriented 

salary system does. Also their positive effect is stronger under the in 

dividualistic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members than 

under the collectivistic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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