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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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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다수준 분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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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전략적 인사관리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분야에서는 기업의 전 

략적 목표달성에 인사관리 활동과 인사부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전반적인 인사관리 활동들과 기업 성과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 수준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Arthur. Wright. McMahan , & 

McWilliams , 1994: 1992: Huselid , 1995: Huselid & Becker , 1996: Huselid , 

Jackson , & Schuler , 1997) ‘ 이러한 연구는 인사관리 시스템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 

며，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톱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Bccker & Huselid , 

1998) , 이러한 관점에서 인사관리 시스템과 기업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실 

증연구들이 행해져왔다(Delaney & Huselid , 1996: Delery & Doty. 1996 ‘ Huselid , 

Jackson and Schuler , 1997 , Ostroff. 2000 , Richard & Johnson , 2001) 

지금까지 진행된 다양한 실증연구틀은 대체로 인사관리 시스템과 성과(매출액， 자기자 

본 이익률， 주가 등)가 서로 관련되어 있응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몇 가지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틀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인사관리 시스템이 기엉 성과에 공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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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경로 혹은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마지의 영역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사관리 시스템이 조직성과에 어떻게 공헌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매 

개변수로서 조직용토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인사관리 시스템은 종업원들의 작업 

풍토에 대한 해석의 내용과 해석의 일치 정도에 영향을 주어 종업원들의 태도와 행위， 

더 나아가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인사관리 시스템이 종업원들에게 바람직 

한 태도와 행위를 채택하게 하며 이것이 조직 전반적인 인식으로 응집되어 조직의 전략 

적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Bowen & Ostroff. 2004) 따라서 조 

직풍토는 인사관리 활동을 기업 성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Schneider. 1987: Staw & Sutton. 1992) 

특히 본 연구는 기업이 추구하는 사업전략에 따라 이에 맞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취해 

야 한다는 전략적 인사관리의 관점을 잔제로 한다(Schuler & Jackson. 1987. 1995) 

기업이 추구하는 특정 전략적 목표와 관련된 인사관리 정책은 그 목표에 대한 종업원들 

의 공유된 지각을 형성하여 조직풍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특정 전략적 목표에 대한 풍토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풍토의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구분된다(Schneider. 2000) 

또한 본 연구는 혼합수준모형 (mixed-level mode])을 가정하고 있다 즉 공유된 집단 

특성인 조직풍토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개별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야 한다‘ 만일 개인 수준에서의 섬리적 풍토에 대한 자료가 유의한 수준의 집단 내 동질 

성을 나타낸다면 이는 조직풍토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개인 수준 

에서의 자료는 공유된 집단 특성을 나타내는 상위의 분석 수준으로 집합될 수 있다는 점 

에서 혼합수준모형 (mixed • level mode]) 에서 구성 연구모형 (composition mode]) 에 해 

당 된다(Rousseau. 1985) 1)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이제까지 조직， 집단， 개인 수준으 

로 나뉘어 행해졌던 조직에 관한 연구에서 나아가， 현실에서 여러 수준으로 이루어진 다 

수준 시스템인 조직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취하여 조직풍토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각기 다른 수준에 있지만 변수 간 기능적 관계가 유사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연구 모형 상이한 
수준에서 유사한 개념간의 관계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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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조직풍토 

1.1 인사관리 정책과 집합적 종업원 지각 

종업원의 태도는 인사관리 활동과 기업 성과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 

한 시각에는 개인 수준의 프로세스가 조직에 영향을 ul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House et al.. 1995) 즉 기업 내 개인들의 집합화된 행위， 태도. 동기 등은 기업 성 

과와 같은 거시적 수준의 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Schneider. 1987: 

Staw & Sutton. 1992) 

이 때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종업원 속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지는데 (Ostroff 

& Bowen. 2000). 집합적 태도(collective attitudes). 집합적 행위 (collective behavior).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그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응의 〈표 1) 

과같다 

〈표 1 >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종업원 속성 

종업원속성 구체적인 예 

집합적 태도 만족，동일시，동기，행복 

집합적 행위 조직시민행동， 성과 관련 행위 

인적 자본 기술‘능력 
」←

주) Ostroff & Bowen(2000)의 분류를 이용함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 개인 수준의 종업왼 속성과 기업 성과간의 관계가 불분명했던 

것과는 달리， 집합적 종업원 속성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Bowen 

& Ostroff. 2004). 이 때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정책은 이러한 종업원 속성을 조직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 

어 종업원들의 기술이나 지식 등은 선발， 훈련과 같이 이를 강화시키는 인적자원관리 활 

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반변 인적자원관리 정책이 종업원의 집단적 

태도와 집단적 행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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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리 정책은 종업원에 의해 지각적으로 여과되게 된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럼 

1)과 같다‘ 

〈그림 1 > 인적자원관리 (HR) 정책이 종업원 속성에 미치는 영향 

원들의지각쩍뀔터링 집단적 태도， 집단적 행위 

용토좌혹뭔?끓~커 인쩍자본 

〈그림 1)은 인적자원관리 정책이 종업원의 집단적 태도와 집단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지각적 여과과정을 거쳐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각적 여과과정 

에서 종업원들은 기업이 원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해석하는 풍토 

(climate)를 조성하게 된다. 이를 다시 말하연 인적자원관리 정책이 강한 시그널을 보 

낼수록 종업원들 간의 개인적 풍토가 기업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일치된다는 정도가 커진 

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종업원들의 지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풍토는 개인적 차원의 용토 

와 조직적 차원의 풍토로 구분하여 생각해 불 수 있다 

풍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심리학에서 논의하는 상황(situation)의 

상황주의 

(situationism)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사회적 맥락이 행위를 생산하고 구속하는 잠재적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Lewin (1939)의 Nisbett( 1991)은 Ross와 

암력을 창출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상황이란 지각， 인지 지도， 스키마， 법률 등에 기 

반하여 개인이 ‘보는’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Drazin ， G!ynn , & Kazanjin , 1999) , 

이러한 정의는 상황의 특정이 행위들의 일치를 이끈다는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즉 상황 

강도란 상황이 합 

풍토가강하다는 것 

약한 풍토는 상 

의 상대적 힘에 의해 개인의 행위가 통제받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적 

일을 이끄는 정도를 말한다(Mischel. 1973), 따라서 상황으로서의 

은 종업원들이 상황을 비슷하게 해석하는 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황이 종업원틀마다 모호하게 해석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들어 풍토에 관한 연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에 관련된 구성원들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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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활동과 관련된 풍토는 조직 전반 

적으로 배태된 가치나 규범， 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직문화와 차이가 있다 

풍토는 섬리적 풍토와 조직적 풍토로 구분된다(James & Jones. 1974) /서그1;<" 프프 
"'-1 、-， 。

토란 개인이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개인적 지각에 기반하는 것이며，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Schneider. 2000) 조직 풍토란 실행 정책， 절차， 루틴， 보상에 

대하여 조직이 무엇과 같은지에 대한 공유된 지각을 의미한다(Schneider & Reichers. 

1983) 따라서 풍토지각은 종업원들이 조직의 일상적인 사업과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론을 형성하게 한다 풍토는 조직의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 

한 수단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개념이며， 종업원에게 어떤 기술， 태도， 행위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과 인식을 제공한다 

l. 2 풍토의 강도 

조직 내 종업원틀이 조직의 정책， 시행， 절차， 목표 등에 대해 공통된 해석을 할 때， 

또는 조직 내에서 어떠한 행위가 기대되고 있는지， 어떠한 행위가 보상받는지에 대하여 

종업왼틀 간의 공유된 지각이 있을 때， 즉 조직풍토가 조성될 때 풍토는 강한 상황으로 

작용될 수 있다 강한 풍토란 개별 종업원들이 상황플 비슷하게 해석하는 정도로서， 개 

별 종업원들 간의 지각의 변동성이 낮아지는 정도로 판별할 수 있다(Jackofsky & 

Slocum. 1988: Payne. 2000: Schneider et al .. 2002) ‘ 

조직풍토는 인적자원관리 정책과 조직적 성과간의 다수준적인 관계에 있어서 매개적 

역할을 한다 션행연구에 의하면 조직풍토는 높은 수준의 종업원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고객 만족， 고객 서비스 질 개선， 재무적 성과， 조직 효율성 등의 조직성과의 지표의 역 

할을 하였다(Borucki & Burke. 1999: Johnson. 1996: Ostroff & Schmitt ’ 

19993: Schneider & Bowen. 1985) 

이때 강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강한 조작풍토를 조성하도록 유 

도한다. <그림 2)는 조직의 다차원적인 시스템과 조직풍토와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에서는 한 기업 내에 존재하는 개인적 수준과 조직적 수준의 활동뜰이 제시 

되어 있다- 가장 왼쪽 제시된 바와 같이 조직은 우선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개방 

시스템으로서 환경에 적합한 사업전략을 창출한다. 이 사업전략은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성과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앞에 



58 勞f헛關{級曉， 제 17권 

서도 논의하였듯이 개인적 • 집합적 종업원 속성을 매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업원 특 

성을 유도하는 것이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Guest (l 997)는 각 

각의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산출해내는 결과물을 종업원 속성의 관점에서 분류해놓았다 

〈그림 3)은 인적자원관리 활동과 각 활동들이 산출해 내는 구체적인 종업원 속성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림 2)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기업성과 연계의 다수준 모형 

잃용평 c웰 

주> Ostroff & Bowen (2000)에서 인용 

〈그림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개별 인적자원관리 활동은 각기 서로 다른 종업원 속 

성을 유도 •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별 인적자원관리 활동과 각 산 

출물로서의 종업원 속성과의 적합은 전략적 인사관리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였 

다. 따라서 기업이 어떠한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전개하느냐는 종업원들에게 요구하는 행 

동적 속성들이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 전략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 

취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종업원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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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적자원관리 활동과 종업원 태도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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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Guest(1997)와 Ostroff(2000) 수정인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기엽 차원의 성과와 상관관계를 가지기 위 

해서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집합적 종업원 태도를 매개변인으로 거쳐 

야 하는데， 집합적 종업원 태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풍토가 형성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조직풍토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종업원 각각이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에게 

서 받는 시그널을 바탕으로 형성하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지각이 얼마나 일치되는가의 

정도이다 따라서 종업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각하 

는 정도가 일치할수록， 즉 조직풍토가 형성되어야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비로소 조직차원 

의 성과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집합적 수준의 조직풍토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차원의 심리적 풍토는 서로간의 풍토지각이 

일치될 필요가 없으므로 강력한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선행되지 않고도 각각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각 개인들의 심리적 풍토간의 펀차가 최소화된 조직풍토가 확립되기 위하 

여 일관된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60 勞使關↑級뽑 제 17권 

〈그림 4)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강도와 조직풍토의 형성 

조직풍토 

2 인사관리 시스템의 감도와 조직풍토 

2.1 인사관리 시스템의 강도 

인적자원관리 활동은 종업원과 경영자 사이의 의사소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Guzzo & 

Noonan. 1994: Rousseau. 1995: Tsui. Pearce. Porter. & Tripoli. 1997) 이 

와 같은 정의는 경영자들이 종업원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인적자원관리 활 

동을 통하여 표출되며， 따라서 인적자원관리 활통。l 얼마나 강력하냐는 경영자들이 종업 

원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느냐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종업원들의 심리적 용토를 수렴시켜 조직풍토를 형성하기 위해서 

는 강력한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강력한 인적자원관리 활동이란 무엇 

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owen과 Ostroff(2004)가 

정의한 인적자원관리 활통의 특이성 (distinctiveness) . 일관성 (consistency) . 일치성 

(consensus)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특이성이란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조직내에서 얼마나 현저히 나타나는 가를 말한다 특 

이성을 높이는 인적자원관리 활통의 특정으로는 가시성， 이해가능성， 권위의 합볍성， 관 

련성의 네 가지 특정이 있다 

특이성은 주로 메시지와 메시지 전달자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일관성은 조직이 

주는 메시지가 종업원들 사이에서 유사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말한다‘ 특이성이 높을수록 

종업원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지만， 득이성만으로는 일관성을 획득하 

기에 부족하다‘ 일관성을 나타내는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특정으로는 도구성， 타당성， 인 

사관리 메시지의 일관성이 있다 

일치성은 사건과 효과와의 판계를 보는데 있어 종업원간의 합일이 있을 때 달성된다 

다시 말하면 종업원들 사이에 일치성이 존재할 때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틀어내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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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귀인하게 된다. 일치성을 나타내는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특정으로는 주요 인사 

관리 의사결정자간의 합일， 공정성이 있다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강도는 특이상， 일관성， 일치성에 따 

라 좌우된다 인적자원시스템의 강도가 높을 때， 조직풍토의 강도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강도는 조직 풍토와 긍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2.2 전략적 인사관리 정책과 조직풍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업은 경영전략과 인사관리 정책들 간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렇다면 사업전략에 따른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정책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요구 

되는 종업원원 속성은 무엇인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사업전략， 인사 정책， 종업원 태도와의 관계 

사업전략 인사 정책의 특정 요구되는 종업원 태도 

〈혁신선도 전략〉 작업장에서의 유연성 증진， 혁신을 위 인력의 유연성과 적응력 

성장， 지원획득， 환경에 한 작업 기술 개발， 종업원의 다양성 강조， 혁신 강조， 종업원들 

적응， 고객 서비스， 시장 증진을 위한 활동， 팀제 실시， 종업원 간의 이질성， 다양성 
점유율의 증가， 구조의 분 의 임파워먼트 증진， 성과급 제도， 직 

화， 외부 지향적 무충실화 

〈품질향상 전략〉 품칠 개선을 위한 종업왼 교육과 같은 통제와 유연성의 균형， 품 

끊임없는 품질 · 서비스 개 지식과 기술개발， 선발 · 보상을 통해 질 개선에 대한 종업왼 임 

선에 중점 . 내부/외부 초 고품질 기대를 개발‘ 장기고용 보장을 파워먼트(TQM 관점에서) 
점에 균형. TQM 또는 서 통한 조직 충성도의 강조， 동료릎 통 

비스 품질재고 활동 한 감시， 작업 단순화 

〈비용방어 전략〉 인력의 계획과 분배가 중요 직무기술서의 수용， 진문 

생산성， 효율성， 비용 최 종업원 행동의 감시와 동제 강조 성 · 기술성을 갖춤， 계획과 
소화，수익성，투자회수 고정되고 안정적인 직무 기술서 좁게 목표설정 

디자인된 직무기술서와 작업경로 전 

문성， 특수성， 효율성 촉진， 단기적 

결과 지향적 성과 평가， 시상 임금 수 

준에 가깝게 임금 책정， 종업원 훈련 

과 개발의 최소화 

주) Porter (l 980) Miles & Snow(l984). Quinn & Rohrbaugh (l983) , Klein & Sorra(1996) 
Schuler & Jackson(1987) 을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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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기업의 일반적 사업전략은 크게 혁신션도 전략， 품질향 

상 전략， 비용방어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Porter ， 1980: Mìles & Snow , 1984) ‘ 

각각의 사업전략은 시장과 조직내부에서 각각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며， 각기 다른 접근 

법으로 성과를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사관리 정책 또한 전략추구에 적절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인사관리 정책의 특정을 살펴보면， 유연적이고 분권화된 정책에서 통제적 

이고 중앙집권화 된 정책까지의 양 극단이 존재하며 개별 기엽은 그 사이의 한 지점에 

위치한다‘ 요구되는 종업원 속성은 이러한 인사관리 정책의 직접적 산출물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취하는 사업전략이 달라지면 조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사관 

리 활동에 의해 조성되어야 할 조직풍토가 달라진다 따라서 다음과 갇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사업전략에 따라 적합한 조직 풍토는 달라질 것이다. 

3 ‘ 인적자원 아키텍쳐와 조직풍토 

인적자원 아키텍쳐 (human resource archìtecture)는 인적자원의 가치와 특유성에 

따라 인적자원을 유형화한 것인데， 조직풍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인 

적자원 아키텍쳐를 설명하고자 한다. 

3.1 인적자원의 가치와 특유성 

인적자원의 가치 (value of human capìtal)는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소요된 비 

용(선발， 교육， 훈련， 보상) 대비 인적자본이 가져다 주는 효익(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능력 향상， 매출액 상승 등)을 지칭한다- 인적자본의 특유성 (unìqueness of 

human capìtal)은 어떤 인적자본이 다른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고 특정 기업에서만 찾 

아볼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인적자본의 특유성이 커진다는 것은 조직 외부에서 인적자 

본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인적자본을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한다 

인적자본의 가치와 기업 특유성을 기초로 하여， 조직의 인적자본을 4개의 유형으로나 

누어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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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적자원 아키텍처의 형 EH 

Quadrant 1 

내부고용형 (cf. Becker. 
1964; Aeed & DeFi 1 1 ippi. 1990; 
Aiordan & Wi 11 iamson. 1985; 
Stewar t. 1997) 

고용형태 

Quadrant 4 

고 용 형 태 제 홉 형 (cf. Borys & 
Jemison. 1989; Parkhe. 1993) 
고용관계: 파트너쉽 (cf. Parkhe. 
1993; Aing & Van de Ven. 1992) 

1996; 

고 

고용관계 : 조직 중심 적 (cf. Lawler 
e t a 1 .. 1995; Aousseau. 1995; 
Tsui et al .. 1995) 

인사시스델 혈동형 (cf. Dyer. 
Nonaka & Takeuchi. 1995) 

인 사 시 스 템 몰 입 헝 ( c f. A r t hu r . 
1994; Husel id. 1995; Lawler et 
al .. 1995; Youndt et al .. 1996) 

1964; 

Quadrant 2 

고용형 태 획 득헝 (cf. Becker. 
Jones & Hi 11 , 1988; Quinn. 1992; 
Stewart. 1997; Wi 1 1 iamson , 1975) 
고용관계 

1964; 

Quadrant 3 

계 약형 (cf , Becker. 
Leonard-Bar ton. 1995; Pfef fer & 
Ba r on . 1988; von H i ppe 1 e t a 1 
1997; Wi 11 i amson , 1975) 

고용형태: 

인
 적
 
자
 본
 의
 
특
 유
 성
 

공 샘 적 ( c f. Aousseau , 

1995; Aousseau & Wade-Benzoni 
1994) 
인사시스템 시장중심형 (cf ， Koch & 
McGrath. 1996; Snell & Dean. 1994; 
Youndt st al. 1996) 

고 용 관 계 ‘ 거 래 적 ( c f , Aousseau. 
1995; Tsui et al .. 1995) 
인사시스템; 계약이행헝 (cf. Becker. 
1964; Eisenhardt. 1988; 

& Balkin 
Gomex-

1992) Mej ia 
저 

고 

D. P. Lepak and S. Snell “ Human Resource Architect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 1): 31-48. 1999 

인적자본의 가치 저 

출처 

조직은 펼요에 따라 위의 4종류의 유형 중 어느 한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된다. 내부 고 

용형은 종업원들간의 강한 결속을 펼요로 하며 회사와 종업원간의 강한 유대관계를 이루 

반면에， 계약형은 회사와 종업왼 간에 계약에 입각한 고용관계를 형성하며 

유대보다는 계약이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 고용형 아키텍쳐를 취하는 기 

조직풍토가 계약형 아키텍쳐를 추구하는 기업보다 조직풍토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조직풍토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다 비록 계 

。}키텍쳐를 취하는 회사에서도 계약형 인사관리 시스템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시행 

고자 한다 

양자간의 

엽의 

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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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하기 때문에 사원 사이에 계약형 인사관리 시스템이라는 시그널이 강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풍토는 계약형 인사관리 시스템에 기반한 조직풍토가 형성될 것이 

다. 일반적으로 내부 고용형 아키텍쳐와 계약형 아키텍쳐는 상반되기는 하나 매우 분명 

한 인사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제휴형과 획득형 아키텍쳐는 내부 

고용형과 계약형보다 그 정의 (definition)이나 실제 (practice)에서 병료성이 낮기 때문 

에 사원들에게 일관되고 강한 시그널을 주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한다 

가셜 3 내부고용형 및 계약형 인적자원 아키텍쳐를 지향하는 조직은 제휴형 및 획득 

형 아키텍쳐를 지향하는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조직풍토를 가질 것이다-

m. 디수준 분석의 필요성 

지금까지 조직에 관한 연구는 조직， 집단， 개인 수준으로 나뒤어져 각각 다른 수준에서 

각기 다른 이론적 관점이 적용되는 고유한 분야를 형성해 왔다(박원우. 2003). 인사관 

리 연구에 있어서도 미시적 관점의 연구와 거시적 관점의 연구가 서로 다른 수준에서 다 

른 이론과 관점을 적용하여 시행되어 왔다. 

인사관리 연구에서 미시적 관점은 대체로 산업 심리학이나 조직 심리학에 기반하여， 

주로 개인에 대한 인사관리 활동의 영향을 관찰하여 왔다(Rynes ， 2000). 이 분야의 연 

구자들은 주로 인사관리 활동이 개인의 생산성과 품질， 만족 등을 증가시키는 데에 어떻 

게 기여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반변 인사관리 연구의 미시적 관점은 조직적 목표나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간과함으로써 실제 인사관리 실행자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지엽적 

인 현상에 집착한 미시적 연구는 활용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하였다(Wright ， 2003). 

한편 인사관리 연구에서 거시적 관점은 조직을 분석단위로 삼아 인사관리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여 보고 있다 거시적 관점의 인사관리 연구에서는 조직 내부의 변수의 일치를 전 

제로 하여 변수에 대한 조직 간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목표로서 인 

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활용적 측면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대부 

분의 거시적 수준의 인사관리 연구가 인적자원관리 변수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단일 응 

답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방법은 낮은 내부평가자 신뢰도 문제에 봉착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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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wesvaran. Onew & Schmidt. 1996) 하지만 이재까지의 많은 거시적 수준의 

연구들이 이러한 내부평가자 신뢰도의 이슈를 간과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Wright et 

a l. 2001) 

하지만 현실에서의 조직은 개인， 집단. 조직 등의 여러 수준으로 이루어진 다수준 

(multilevel)시스템이다 이러한 조직의 본질로 인하여 레벨 이슈는 조직에 관한 모든 

이론과 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전략적 인사관리 분야에서 또한 인적자원관 

리 활동과 조직 성과간의 관계의 연구는 거의 거시적 차원의 분석 수준플 채택하고 있지 

만 연구자들은 인적자원관리 활동과 개인 종업원들의 태도， 그리고 조직의 성과간의 다 

수준적인 관계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었다CHuselid. 1995: Wright et al .. 1994). 

시스템으로서의 인적자원관리 활동이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태도와 행위를 받 

아들이도록 동기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업원 지각이 조직차원으로 집합화 됨으로써 조 

직성과 향상에 공헌하게 된다. 여기에서 조직풍토는 인적자원관리 활동과 조직의 성과를 

매개하는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조직풍토릎 인적자원관리활 

동과 성과간의 매커니즘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다수준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조직의 현상 

을 설병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으며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사원의 태도， 행동，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연구자와 인사관리 실무자 모두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성과에 검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략적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기업의 전략적 목표달성에 인사관리 활동과 인사부문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으며 인사관리 시스템과 기업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실증연구들이 행해져왔다. 

이러한 실증연구들은 대체로 인사관리 시스템과 성과(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주가 

등)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으나 인사관리 시스템이 기업 성과에 공헌하게 되는 경 

로 혹은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본 연구애서는 인사관리 활동과 시스템이 사원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1 치는지 그 과 

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조직풍토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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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기업이 추구하는 사엽전략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척합한 조직풍토가 다를 수 있음 

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이 취하는 인적자원 아키텍쳐의 차이에 의해 조직풍토가 영향 

받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제까지 조직， 집단， 개인 수준으로 나 

뉘어 행해졌던 조직에 관한 연구에서 나아가， 현실에서 여려 수준으로 이루어진 다수준 

시스템인 조직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취하여 조직풍토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1시된 논의와 가설은 다수준 접근법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기업 간 비교를 필요로 하므로 분석단위가 기업 수준이지만， 개별 기업 

의 조직풍토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사원을 설문조사해야 하는 방대한 조사작업 

을 필요로 한다. 비록 조사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한다면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원의 태도와 기업 성과에 영향을 

마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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