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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다Ocf성의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이칠성과 동질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성， 연령， 출신， 장애여부， 종교，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조직내 지위， 인종， 민족 등이
다양성의 주된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나아가 문화적 가치， 사회적 출신， 성장기 경
험， 내재적 가치， 전통， 개인적 욕구 및 성향의 차이도 다양성을 야기하는 요인들이다.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는 다양성 관리가
기업경영의 주요 주제의 하나가 되어왔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한
한국에서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리제이션， 경제적 국경의 소멸， 외국인 근로

자의 증대， 여성의 근로생활에의 참여의 증대 등의 현상은 근로자 구성의 변화. 즉 구성
원들의 다양성증대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여건은 이제 기업으로 하여금 효과

적으로 대처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기업이 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경쟁자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획득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있어서 각 개인이 남과 갖는 차이， 즉 개인의 특이성은 조직에서 장애요인이 아니라

높은 가치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l 는 조직의 효과적인 다양성관리가 경쟁자에 대

한 전략적 우위의 획득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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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多樣性管理의 意義
1.

다앙성관리의 개넘

다양성관리는 다양성이 갖는 잠재적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할 수 있게끔 사

람을 관리하는 조직의 시스템과 실무관행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Cox.

1993). 다

양성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한 연구에 의하면 기업마다 다양성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이
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nterle.

1992).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양

성과 다양성 관리를 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하나의 독립변수로 보고 있다. 효과적인 다
양성관리는 생산성 증가와 경쟁력 향상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Bruce.

1997).

즉

조직내 구성원들의 다양성은 다양한 견해와 관점들을 낳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통합되면

보다 나은 안의 도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양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는 다양
성을 기업의 전략적 투입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다양성 문제를 기업의 일상적인 관리활동에 당연히 속하는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즉 다양성을 관리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업이 좋은 관리

에 초점을 둘 때 다양성 문제가 자동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좋은

관리’의 정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좋은 관리란 관리의 전통적 관점을 넘어서서 개별 근
로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건설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부 기업은 다양성을 기업에 대한 중요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 다

양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다양한 근로자 구성이 오히려 갈등
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 구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이직의 증대， 업무

현장에서의 긴장 증대， 생산성 감소， 소극적인 업무수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조직에서 다양성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에 다양성

은관리의 문제가된다또 다른 일부 기업에서는 다양성이 순수한 법적 문제로 다루어진다

기업은 구성원을

평둥하게 다루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조직 내에서 개별 구성원 또는 개별 집
단의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만약 차별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다양성을 순수한 법적 문제로만 보는 기업들은 기업이 관련법을 존중하게 되면 기
업내 다양성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 다양성은 합법적

호효호퍼혹3효
행동의 결과인 것이다

다양성관리의 제관점은 〈그림 II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2.

11-1 > 다양성관리의 제관점

다앙성관리의 의의

다양성관리는 한국 기업에게 있어서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다. 이제까지 한국 기업에서
다양성관리가 행해진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한국 기업에도 이미 다양성이 존재하
고 있다

즉 기업에는 남성과 여성이， 나이든 구성원과 젊은 구성원이， 기타 여러 점에

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부 기엽에서는 국적과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

다. 그렇지만 어느 조직에서나 소위 주도집단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에 주도집단은 일
반적으로 백인 남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도집단은 관리자의 다수를 접할 뿐 아니
라 조직의 가치， 규범， 규칙 등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조직문화를 결

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조직은 단일문화를 나타내게 된다. 이제까지의 조직은 대부분
단일문화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일문화조직은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 상이항은 바로 결함을 의미한다
- 다양함은 조직의 효율적인 기능에 대한 위협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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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집단의 가치에 대해서 우려하는 자는 과민한 사람이다
- 주도집단에 속하지 않는 구성원들도 주도집단과 같아야 되고 또 같기를 원한다.
- 평둥하게 다루는 것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 조직문화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응하여 이제 다문화조직의 개발이 요청되는데 다문화조직은 다음의 특성을 갖

는다.

- 조직내에 다원주의가 지배적이다

- 모든 구성원 및 집단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통합된다. 즉 조직내 모든 직위와 모든
계충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게 된다-

- 모든 구성원과 모든 집단이 비공식 네트원에서도 완전히 통합된다.
조직내에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 모든 구성원은 조직에 대하여 같은 정체성을 갖는다 조직에 대한 정체성의 강도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정체성과는 무관하다.

- 구성원집단 간의 갈동은 매우 약한 수준이다다양성관리를 위한 조직의 활통은 사회적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서도 중요

하다 조직의 다양성관리 활통은 양적 결과의 측정은 어렵지만 질적 결과로는 최소한 다음
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인적자원 확보에서의 경쟁우위 , 시장변화에 유연한 대

응， 기업의 경쟁력 강화， 개인존중의 대외적 이미지 (Schreiber.

Price & Morrison.

1993; Hammonds. 1996).
- 우수인력 확보
특히 성장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술이 고도화된 시장에서 우수인력의 확보는 기업에
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한 기업이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는 경우에

많은 사랍들은 그러한 기업을 기꺼이 자신의 미래의 직장으로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E sty. Griffin & Hirsch. 1995). 이러한 측면에서의 기업의 좋은 이미지는 신규근로
자의 채용에 좋은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현직근로자들의 애사섬과 충성심에도 긍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을 존중한다는 평판을 가진 기업에서는 이직

율이 낮게 나타나고. 구성원들의 사기와 창의성이 높아지며 의사결정의 질이 향상된다.
고객욕구의 변화

金

康 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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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고객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비판적이며 다양성의 정도도 훨씬 더 높다. 또한
오늘날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전세계의 시장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과
거와는 다른 이러한 새로운 고객여건은 기업의 경영전략， 특히 마케팅전략에 통합되어 활

용될 수 있다. 이제 사람들간의 다른 욕구， 다른 문화적 여건， 다른 동기 , 다른 가치 , 다
른 생활양식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내 근로자 구성의 다양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상적 경우라면 다양한 구성의 근로자는 다양한 소비자들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Thornburg ，

1994)

기업이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통해서 그 다양성을 제품으로 전이시킬 수 있게 되면 그 기업은 경쟁에서 남들보다 유리

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 먼저 기업에서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되면
고객의 다양성 역시 존중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CHedien ，

1992)

- 경쟁구조의 변화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은 공급업자， 고객， 신규 경

쟁자， 기존경쟁자，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의 이들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는 오늘날 국가경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망과 같이 퍼져
있다- 이제 기업활동에 있어서 지리적인 장애는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미디어들의 발달
로 인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 새로운 도전상황이 되며
기업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이한 문화， 규범， 풍습， 법규 풍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에 있어서 근로자 구성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 구성

이 다양해질 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게 되고， 새로운 여건에 보다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외적 이미지 개선
기업이 사업 파트너를 고르는데 있어서 파트너 대상 기업의 구성원에 대한 행동여하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사내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기업은 이러
한 좋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성관리의 필요성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조직내 갈등의 감
소， 사기와 충성심의 향상， 팀원과 협력의 강화， 차별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감소， 합리
적 평가， 개발， 승진관리， 문제해결 전략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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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多樣性管理의 實錢

다양성관리의 실행방안

다양성관리의 실천방안은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업마다 고유하게 설계될 수 있다.

다양성관리의 실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점은 기업문화가 여러 활동을 통해서 다양성을
일관적이고 장기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성관리 방

안은 한 기업이 기존의 성공적인 다른 기업으로부터 통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성공적인 다양성관리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은 개별 기업의 상황과 구조에 적합하게 조정되어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Winterle. 1992).
- 다양성 훈련
다양성훈련은 조직 내에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일상활동에서 다양성
관리가 이루어지게

1989).

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Solomon.

다양성훈련을 통하여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자신과는 다른 동료의 차이점을 최

소한 본인으로 하여금 수용할 수 있게끔 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차이점이 적극
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영향이 끼쳐져야 한다. 다양성훈련에 경영층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영층의 참여를 통해서 경영충의 다양성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다양성 훈련에 있어서는 먼저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양성에 대한 의식형성이 이루어지

게끔 하여야 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다양성관리활동과 행동양식에 대한 학습， 그리고
다양성의 일상 업무에의 통합이 이루어지게끔 하여야 한다 의식형성약단계에 있어서는
기업에 있어서 다양성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토론， 다양성에 대한 기업 고유의 정의
(예를 들어 다양성의 법적 규정과 기업의 다양성관리와의 관계)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

다양성관리의 활동들에 대한 교육은 관리자에게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 관리자들에게는
이질적으로 구성된 작업집단에서의 관리방식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코

칭과 부하관리에 대한 훈련도 실시되어야 한다

그램 및 기업의 전반적 활동에 통합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 다양성은 다른 교육훈련프로

초'* t훌죠7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된다.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연설， 출판물， 미디어 등의 조직의 공식적 매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기
업에 의해 통제되는데 조직내 다양성의 지원을 위해서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내

용으로 다양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최고경영자의
다양성에 대한 태도이다 다양성은 기업의 상위목표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 다양성 목
표는 장기적이고 확고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톱다운 방식의 정보전달 이외에도
구성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공식적 의견조사 또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제도 등으로써)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조직이 간접적으로만 통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왜
냐하면 다양성은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해서 또는 그 내용이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해 비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자동적으로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업문

화를 활발하게 하여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기업내 갈둥이 건설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끔 구성원들의 다양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태스크 포스 및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팀은 기존의 계충 및 조직구조의 기반에서 설치되게 된다

프로젝트 팀은 한

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조직내 다양한 관점을 모으고 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조직내

여러 부문과 여러 계층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성 관리를 위하
여 조직되는 프로젝트 팀은 그 과엽으로 다양성 관리를 위한 규정 및 구성원 행동기준의

개발 퉁이 부여된다- 그 밖에도 전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과 다양성을 기업문화에 통합하는 전략의 개발 등이 주요 과엽이 될 수 있다.
태스크 포스는 다양성의 실천을 기업내 전반적 또는 특정 측면에서(예. 기업내 여성의
역할) 다룰 수 있다

이러한 태스크 포스는 구체적 특성(예. 특정 국적)을 지닌 구성원

들이나 공통의 특정 이해관계나 관심을 갖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다양성의 촉
진자로서 행통할 수 있는 연구그룹 및 이해그룹의 형성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 멘터 링 (Mentoring)
벤터 (Mentor) 는 교사， 코치， 바람직한 역할모텔， 문을 여는 자(door opener). 보호
자 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멘터링 활동은 조직내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
로 실시될 수 있으며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벤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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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어야 하며 업무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멘터링을 통한 피보호자의
적극적 사회화는 인력을 기업에 보다 빠르게， 보다 잘 활용되게 하는 목적을 가진다 많
은 경우에 있어서 멘터와 피보호자는 각각 스스로 상이한 집단에 속해 있게 되고(예를
들어 성， 연령대， 국적 등) .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양성의 문제에 스스로 직면하게 되

며 이를 멘터-피보호자 관계에서 해결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멘터의 역할과 책임에 대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벤터를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2

다양성관리의 장애요인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인데 기업은 이제 이를 합리적으
로 설계해야 하는 과업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개혁에는 변화가 수반되는 만큼 다양성관
리를 위한 개혁의 초기 단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서 기업에는 다양성관리에 대한 주저나 활동유보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기업의

다양성 관리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저항 이외에도 몇 가지의 장애요인이 더 있다
기업에서 다양성 문제를 다룰 때 다양성활동은 기업의 ‘일상적 업무’의 수행과 경쟁관계
에 처해진다. 조직이 다운사이징 (downsizing) . 라이트사이정 (rightsizing) . 리스트럭춰
링 (restructuring) . 리엔지니어링 (reengineering) 등의 구조조정을 시도하게 될 때， 관
리충 수준에서 다양화 정도가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하게 되
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의 미래를 위한 인력구조의 구축보다 회계상의 이익에 대한 압
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Galagan.

199 1). 다양성관리와 자신의 일상적 업무와의 사

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관리자나 구성왼에게 때때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

제가 된다. 구성원들은 성과측정이 가능한 ’하드’한 목표를 다양성과 관련된 업무보다 기
본적으로 더 선호한다. 다양성 관련 업무는 추상적이고 계량화가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업무와 똑같이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 중 근로자구성， 고객구조， 공급자구조， 경쟁자구조 등에서 다양성이 오늘날 거
의 자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이들 기업은 시장
의 글로벌화， 인구구조의 변화 둥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다양성 문제는
자기가 아닌 i다른 기업들’의 문제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다양성 관리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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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실시하게 될 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환경의 욕구 퉁이 기업
내에서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 강화될 수 있다.
다양성 관리의 장애요인으로 또 인구구조적 변화가 기관마다 동일하게 예측되지 않는

점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문기관들의 견해의 비일관성 내지 불안정성은 기업의 다양성
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업의 다양성관리는 기업내 여성 또는 소수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동시에 다른 근로자
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기업내의 매우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기업에서

유리하게끔 성이나 피부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직장에서 적절하지 않게 취급되거나 평가되었다고 느꼈다고 해서 이를
모두 다 차별로 돌릴 수는 없다.

다양성관리의 장애요인의 하나로 다양성활동의 비용 문제도 들 수 있다， 이는 장기적

성격을 띠는 다양성활동에 있어서 그 수익은 불확실하고 측정 또한 거의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3.

다앙성의 효과 측정

기업의 다양성 활동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각 요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각 조

직계충에서의 다양한 구성원의 분포， 이직， 승진， 후계자 계획， 평가， 고충， 보상， 각 근
로자집단에서의 다양한 구성원의 분포. 그렇지만 다양성 활동의 효과의 많은 부분들은
질적이고 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 활동의 효과측정은 매우 어려운 문

제이다. 또 다양성 활동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매우 새로운 것들이어서 그 효과를 나타내
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고， 또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성 활동들이 동시에 병

렬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성 활동의 성과를 하나의 특정 활동에 명확
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실 기업의 성공이나 실패에는 다양성관리
와는 무관한 매우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다양성관리 활동을 귀속시
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은 어햇든 조직의 높은 생산성은

전체 구성원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 나타나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Wheeler.

1995)

기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신규 글로벌 시장의 개척 , 신규 고객의 수요， 사내 고

충의 감소 등은 주요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들 성과지표는 성공적인 다양성관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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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기인할수 있다
기업문화는 기업내 다양성의 실천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효과적인 다양성 관리를 위
하여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다양성에 대한 구성원 의견조사의 방식으로서 또는 정기적으
로 실시하는 구성원 의견조사에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원들의 기업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었다， 이 조사에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의견 및 특히 문제

점들을 전달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성활동의 효과측정방법의 하나로 다양성 관리에서 모범적인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을 들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비교기업의 경험과 성과， 실패를 배우
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벤치마킹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벤치마킹 대상기업의 자료는

과거의 자료들이라는 점과， 다른 기업이 활용하는 다양성관리 활동의 제도구와 방법을
자신의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양성 관리활통 프로

그램의 성과는 특히 딩해 기업의 산업분야 및 지리적 입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다양성 활동의 효과측정의 또 하나의 방법은 해당 산업에 속하는 여러 기업으로 풀을 만
들어 이 풀에 속한 각 기업의 자료를 비교하는 기업비교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N. 多樣性管理와 人的헬原麗里
효과적인 다양성관리를 위하여 인적자원관리와 다양성관리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성관리는 인적자원관리 가운데 특히 채용관리，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관리. 승진관리，

이직관리， 여성인력관리 동에서 중요하게 실천될 수 있다.

1.

채용관리

기업은 기업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록 현재 실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근로자

들의 욕구수준 역시 여전히 높은 편이며， 오늘날 기업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유능인력 확
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져 있다. 구직자들은 입사를 위한 정보로서 일반적으
로 기업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기업의 구성원 관리에 있어서의 다른 기업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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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이러한 정보의 예로 여성에게 매력적인 기업을 조사

한 것들도 있다.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집단의 지원자들을 선발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양성관리가
실천되는 기업의 채용관리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집단보다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집단이 더 협력적이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전통적인 모집원 및 채용원은 이제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확장되는 것이 요청되며 조직의 선발과정 또한 사람의 이질성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

이 없이 설계되어야 한다 (Lewan ， 1990) , 신입구성원은 입사해서 조직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다양성을 주요소로 하고 있는 기업문화를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성
활동의 중요성은 기업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기업문화의 표현문 (statement) 에 포함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Heneman ， Waldeck , & Cushnie , 1996)

2.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관리
조직에서 다양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력개발계획에는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승진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의 참여는 모든 집단의
구성원에게 같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Ohlett ， Ruderman ,

& McGauley ,

1994)

그리고 조직내에서 충원되어야 할 공석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공고되

어야 하고 이 자리에의 충원은 지원자의 자격 및 직무요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내

부충원이나 승진이

학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Segal，

1997) . 또한 조직의 모든 교육훈련과정에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중요하다

3

승진관리

기업 내에서 소수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이른바 유리 천장 (glass ceiling)
을 직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 이러한 구성원이 자신의 자격에 맞게끔 기업 내
에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수자 및 여

성의 경우에 이들이 단지 그렇게 태어났다는 사실로 인하여 승진에서도 불리하게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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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된다 (Thomas , 1991). 승진은 능력과 자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특정의
세미나나 교육에의 참여가 승진의 전제조건이 되면 이 세미나나 교육에의 참여에 대한
선발이 소수자에 대한 편견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컴퓨터를 이용한 객관적인 평가를 들 수 있다. 이때 개인의 입력자료에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예를 들어 성， 인종 등을 제거하여 이를 인식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 (Rice ，

1994).

이직관리

4

여성과 소수자가 회사를 떠나거나 ‘내면적으로 이직’하는 이유들 가운데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이들에게 있어서의 승진기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승진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은 조직내에서 자신의 비전을 가지지 못하게되고 그 결과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조직과 자신의 업무에 전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문(예 : 사적 부문)에 투입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는 당연하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5.

여성인력관리

일의 세계는 이제까지 .백인 남자’들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 그렇지만 지난 수십년 이

래 기업에서 여성， 소수자， 기타 집단의 참여가 점차 강화되어 왔다. 이 가운데에서 특

히 중요한 점은 직업세계에서 여성의 남성과의 동등한 권리이다 왜냐하면 여성은 한편
으로는 전체 인류의 약 50% 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인구 가운데 지속
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성은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조직에서 여성들은 법적으로는 남성과 평등하게 다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성은 조직의 상위직위에는 매우 적게 분포하고 있고， 보수와 승진기회에 있
어서도 남성에 비하여 열악한 처지에 처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양성 활동을 조
직내 여성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게 되면 다음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다양성과 여성

에 대한 지원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많이 받고， 기업내 모든 계층에 분포될수록
기업내 다양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기업들은 앞으로 여성노통을 점점 더 많이 다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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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적극적인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양성 관리에 있어서 기업은 초기에는 단순히 현행 관련 법규를 지키는 데에서 시작
하여 나아가서는 다양성을 기업의 경쟁요인으로 투입하는 데까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발전은 다음의 다섯 단계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나게 된다 (Loden ，

1996).

1 단계 : 기업은 직업세계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을 불필요하고 전통을 위협하는 것으
로 본다(전통주의자와 비관주의자로서의 기업) ,
2단계

기업은 여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만 인식한다. 기업의 여성지원

은 관련 법규를 꼭 필요할 정도만 지키는데서 끝난다(회의론자로서의 기업) .
3단계. 기업은 사내 모든 계층에서 여성이 활동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장점을 인식하

고는 있다. 그렇지만 기업은 기업고유의 여성지원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가기관의 지도에 따르거나 다른 기업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본

따서 자신의 기업에서 실시한다(실용주의자로서의 기업)
4단계: 기업은 여성에 대한 지원을 사내 다양성 활동의 실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본

다. 기업은 이제 국가기관의 지원이나 지도를 넘어서서 부분적으로는 관련 법규보다 여
성지원이 더 강화된 기업고유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변화 담당자로서의 기
업) .
5단계

여성 이외의 기타 소수근로자 집단도 기업활동에 통합된다

기업의 전체적 다

양성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적극적 혁신자로서의 기업)
대부분의 기업에서 현재 다양성 관리의 4단계나 5단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직은
다양한 인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실제의 전략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Overell ，

1997).

따라서 남녀 평등의 실현에 있어서는 국가의 관

리와 감독을 보장해서 최소한 제 2단계의 실현이 보장되는 것이 추천된다 (Schwartz ，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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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多樣性活動의 企業日常에의 統合

다양성활동이 기업의 업무에 통합되고 기업문화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관

리를 담당하는 직위가 설치되어야 한다. 기업의 다양성 관리활동은 일관적인 인적자원관
리를 통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다양성 관리 업무가 조직내 어디에서 수행되든， 예를 들

어 관리의 라인 직위에서나 인사관리 기능에서， 또는 하나의 독립적 직위가 설치되어 수

행하든 간에 다양성관리 담당자의 업무는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다양성 활동이 개인

의 평가의 구성요소가 되어 그 평가결과에 자신의 승진과 임금이 영향을 받게 되면 이

’소프트목표(다양성목표)’는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다른 ‘하드목표(예
표)’와 같이 중요하게 된다 (Yakura.

1996).

매출목

다양성관리의 평가에 있어서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의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양적
지표로 피평가자 부서 근로자의 구조적 구성(다양성) . 질적 지표로 지속적인 다양성 훈

련， 멘터링 프로그램， 근로자 의견조사에서의 결과. 여기에서 관리자의 평가에 있어서는
통료， 상사， 부하의 견해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Morrison.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1996).

미국에서는 향후 몇 년 안에 인구구

성에 있어서 매우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백인 노동력의 증가는 1988년에서 2000년 사
이에 단지 12% 에서

15%

에 달하게될 것이다. 향후 3년간에 있어서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신규근로자의 약 85% 는 여성， 소수자， 이민자가 될 것이다. 신규근로자중 젊
은이(청년)는 19% 에서 2000년에는 16% 로 줄어들 것이다

1986년에 미국에서 공학박

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반 이상이 외국에서 출생한 자들이대 Wolf.

1996). ’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기업에서도 기업환
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다양성관리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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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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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versity and diversity management have become a business imperative
for the next decade and a strategic issue for corporate survival -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 Korea. In this article we not only deal
with the definitions of diversity and diversity management but also with
the motivations to promote a diversity inclusive corporate culture. the
possibilities to integrate diversity management into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the methods to measure the outcomes and last not least the
possible barriers. This article presents a first impression on how important
it is that specific human resource functions are to be modified to support
workforce diversity and it gives impulses to transform this understanding
into the corporate re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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