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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의 결정요인과 관련되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기업수준의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
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특정 제도 도입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은 경쟁
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산업수준의 요인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산업수준에서의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노동
연구원이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의 다섯 개 시점 자료를 토대로 패널데이
터를 구축하여 65개 산업에 소속된 2,425개 사업장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 수준의 연구개발집중도, 역동성, 자본집약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해당 산
업에 속한 기업들의 고성과작업시스템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는 주로 조직 수준의 결정요인을 다루었던 선행연구의 범위를 넘어
산업 수준의 변수 역시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사
실을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의 이해를 확장하고 유관 분야에 대한 실무적 시
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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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성과작업시스템(HPWS: high-performance work systems)이 개인 및 조직성과에 효과
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외 다양한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adoption of HPWS)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밝
혀진 바가 그다지 많지 않다(Chadwick, Super & Kwon, 2015; Ordiz-Fuertes &

Fernandez-Sanchez, 2003; Pil & MacDuffie, 1996).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적들에
의하면, 왜 학계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해 많은 합의(consensus)가 진행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높은 수준으로 도입하는 기업들
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Denisi, Wilson, & Biteman, 2014;

Kaufman, 2012; Pil & MacDuffie, 1996).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연구와 실무
의 격차(research-practice gap)”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들이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
입하는지, 혹은 도입을 안하거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성과작업시스템의 선행변수
혹은 결정변수(antecedent or determinant)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결정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동일수준
인 기업수준에서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과거의 조직성과, 전략유형, 경영진 가치, 조
직구조 특성 등의 조직 내부적인 요인들도 있고(Chadwick et al., 2015; Pil &

MacDuffie, 1996; Shin & Konrad, 2017; 강성춘･윤현중, 2009; 권기욱･정대용･배종석,
2010; 김윤호･윤희상･김종진, 2016), 환경 특성이나 제도적 동형화 등과 같은 조직 외부
적인 요인들도 존재한다(Dimaggio & Powell, 1983; Sutton & Dobbin, 1996; 강성춘･
윤현중, 2011; 이정현･김동배, 2007).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조직은
스스로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지만,
경쟁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따른 제도적 압력이나 선도기업에 대한 동형화, 혹
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도입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조직 내⋅외부 요소가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과작업시스
템의 도입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기업수준의 특성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략경영과 산업조직 분야(예; Porter, 1980)의 태동과 흐름을 반영할 때,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산업의 특성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전략
적 의사결정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의 역동성이나 성장가능성 등 산업의 특성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초기 연구들에서는 산업특성을 인적자
원관리와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통제변수로 반영되는 정도이었으나, 최근
에는 산업특성을 상황적 요인으로 설정하여 인적자원관리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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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는 것도 기업수준과 산업수준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도인 것으로 풀이
된다(Datta, Guthrie, & Wright, 2005; Guthrie & Datta,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수준의 특성이 조직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조직의 능동적 관점 뿐 아니라 외부환경의 특성
때문에 수동적으로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하는 영향도 상당수 존재함을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이론적으로 산업특성을 상황적 요인이 아닌
선행요인으로 반영하여,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도입의 선행요인으로서 산업수준의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학계에서 연구된 것만큼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이 실무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개별 사업체 입장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여도 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이를 도입할 수 없는 환경적 제한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문헌연구
1. 고성과작업시스템의 정의
고성과작업시스템(HPWS)은 복수의 인적자원관리 제도들로 구성된 하나의 인적자원관
리 시스템이 조직수준의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분야의 논의가 확장되면서 함께 발전되어 왔다
(Wright & McMahan, 1992). 고성과작업시스템이란 조직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얻기
위한 원천으로 조직 내 인적자원에 주목하여, 인적자원관리 정책 및 제도를 통해 조직구성
원의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켜 이를 통해 개인 및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시스
템을 의미한다(Pfeffer, 1998).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란 구성형태, 묶음, 아키텍처 등 연구
자들마다 다양하게 불리는데, 복수의 인적자원관리 기능들이 조직 수준에서 일관된 목적
으로 설계된 시스템을 의미한다(Wright & Boswell, 2002). 고성과작업시스템을 구성하는
정책 및 제도는 연구자들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선별적인 채용, 공정한 평가,
집단성과를 기반으로 한 성과보상, 다양한 참여 제도, 폭넓은 교육훈련 등을 제시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조직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및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Bae & Lawler, 2000; Collins & Smith,

2006).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종합한 메타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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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하면, 고성과작업시스템은 개인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뿐 아니라 조직의 운영성과,
재무성과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Combs, Liu,

Hall, & Ketchen, 2006; Jiang, Lepak, Hu, & Baer, 2012; Kooij, Jansen, Dikkers, & De
Lange, 2010; Subramony, 2009). 이러한 결과는 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도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김건식(2013)은 고성과작업시스템 관련 제도들을 폭넓게
활용할수록 인지된 조직성과가 증가하고 자발적 이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
였다. 또한 옥지호(2013, 2015)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을 활용할수록 활용적 성과와 탐
색적 성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조직 양면성이 증가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2.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업 수준의 결정요인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결정요인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CEO 또는 경영진의 가치,
과거성과, 기업전략 등 조직 수준의 변수들에 주목하여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Chadwick et al., 2015; 권기욱 외, 2010; 김윤호
외, 2016; 이준우⋅이정현⋅방호진, 2012).
먼저 권기욱 외(2010)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결정요인으로 과거성과(past firm

performance)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조직의 가치(organizational values on HRM)가 제시
되었다. 제조업에 속한 90개 기업과 비제조업에 속한 100개 기업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진
행한 결과, 과거성과는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인적자원관리
에 대한 조직의 가치는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김윤호 외(2016)의 연구에서는 종단면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진의 인
적자원중시 가치와 기업성과의 변화가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
다. 분석결과는 권기욱 외(2010)의 결과와 유사한데, 인적자원중시 가치가 높을수록 고성
과작업시스템의 도입은 점차 증가하였으나, 기업성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두 가지 결정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인데, 경영진의
인적자원중시 가치가 높은 조직에서는 과거성과에 상관없이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수
준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경영진의 인적자원중시 가치가 낮은 조직에서는 과거성과가 증
가할 때만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요인 간의 다양한 조합에 의한 고
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 패턴을 실증하였다.
마찬가지로 Chadwick et al.(2015)에서는 다양한 산업에 속한 국내 190개 기업을 대상
으로, CEO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중시 정도가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는 이전 연구들과 유사하게도, 인적자원관리 중시 정도가 높은 최고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산업수준의 특성을 중심으로(옥지호· 박오원)

29

경영자일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iu,

Guthrie, Flood, & MacCurtain, 2009), 보완적 인적자원관리 제도들(complementary HR
practice)을 활용할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이 활발해 진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Pil & MacDuffie, 1996). 또한 Ordiz-Fuertes & Fernandez-Sanchez(2003)에서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결정요인으로 환경의 경쟁정도(environment rivalry)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담당자가 인식한 경쟁정도를 측정함에 따라 산업의 객관적인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조직이 처한 경쟁수준에 대한 관계자의 주관적인 인식
을 측정한 한계를 가진다.
정리하면 선행연구들은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결정요인으로 주로 조직 내 변수들, 특히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최고경영자 혹은 의사결정자들의 가치에 주목해 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들 조직이 반드시 고성과작업시스템
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하려 해도 각 조직이
소속된 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이를 제약한다면 조직으로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의 한
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조직이 속한 구조적 특성
이 개별 조직의 재량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재량권 이론을 토대로, 산업의 구조적⋅
환경적 특성이 조직 수준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로 도출하고 이
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가설개발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여부에 있어서 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조직은 환
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부터 제공되는 제약(constraint)이나 혜택(benefit)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조직이 고성과작업시스템 등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산업의 특성이 개별 조직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을 잘 설명하고 있는 “재량권 이론(discretion theory)”에 의하
면, 각 기업이 기계적인 구조(mechanistic form)나 유기적인 조직(organic form)의 선택에
대한 문제는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재량권에 따라 달라진다(Burns &

Stalker, 1961; Wright & Snell, 1998). 즉, 재량권 이론에 따르면 어떤 인적자원관리 제도
를 도입하여 어떻게 이를 전략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비단 기업 수준

(establishment-level)의 논의가 아니라 산업 수준(industry-level)에서도 조망되어야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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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이다(Hambrick & Abrahamson, 1995).
산업특성의 요인과 관련하여 경쟁전략 및 조직이론 분야 연구들은 산업특성을 산업연구
개발집중도, 산업성장성, 산업역동성, 산업자본집약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Pfeffer

& Salancik, 1978; Porter, 1980; Thompson, 1967). 또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산업특성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e.g.; Datta et al., 2005; Guthrie & Datta, 2008)에서
도 산업의 특성을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 및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도 산업의 특성을 산업연구
개발집중도, 산업성장성, 산업역동성, 산업자본집약도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한 후 각
요인별로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R&D

intensity)이다. 연구개발 집중도는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연구개발 집중도는 산업차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Hambrick & Finkelstein,

1987). 제품 또는 서비스의 차별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은 산업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의사결
정들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와의 인과관계 역시 복잡하고, 예
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최적해

(ultimate single solution)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이 장려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재량권을 높여주는 구조적 특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차별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속
한 조직들은 필연적으로 경쟁조직보다 고품질의 우수한 제품을 시장에 먼저 내놓기 위해
경쟁하게 되는데(Porter, 1980), 이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연구개발이 폭넓게 진행되는 산업에 속한 조직들은 고품질의 차별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통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창의성과 조직의 혁신 역량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Guthrie & Datta, 2008).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종업원들의 광범위한 참여, 권한위임, 다양
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창의성을 촉진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혁신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Chang, Jia, Takeuchi, & Cai, 2014).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차별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조직일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을 활용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가설 1. 산업 수준의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을수록 해당 산업에 속한 사업장의 고성과작
업시스템 도입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기업의 재량권을 높이는 두 번째 구조적 특성은 산업 성장성(industry growth)이다. 산업
성장성이란 환경의 관대함(environmental munificence)이라고도 하는데, 산업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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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산업에 속한 조직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
도록 전체 시장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Dess & Beard, 1984).
이러한 산업의 성장은 조직들로 하여금 여유자원(slack resources)의 활용을 가능하도록 해
주는데, 이러한 여유자원은 조직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
유(buffer)를 제공한다(Cyert & Martch, 1963). 즉, 시장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조직
은 조직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고성과작업시스템
의 도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데(Godard, 2004),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조직들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여유 자원을 제공받기 때문에 고성
과작업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높은 성장성을 가지는 산업에서는 시장에서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고 이러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할 것이다(Datta &

Rajagopalan, 1998). 따라서 다양한 기회를 획득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업가 지향적
의사결정과 종업원들의 주도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혁신과 조직변화
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Chatman & Jehn, 1994).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산업 수준의 성장성이 높을수록 해당 산업에 속한 사업장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재량권과 관련된 산업의 세 번째 특성은 산업의 역동성(industry dynamism)이다. 역동성
이 높은 산업에서는 시장의 변화정도가 심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시장점유율을 높이
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부재한 상황을 가리킨다(Dess & Beard, 1984). 따라서 역동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조직들은 필연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직면하게 되
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은 조직들로 하여금 다양한 시행착오(trial-and-error)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향한 고유의 방식을 찾도록 강제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는 조직 전체적으로 유연성(flexibility)을 높여나가는 것이 요구된다(Merton, 1998). 왜냐
하면 높은 불확실성하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존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얼마나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 조직의 경쟁우위를 가져가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적자원
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는데, 다른 자원과 달리 인적자원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습이 가능
해 지식의 축적 및 보유,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Adler, 2001; Grant,

1996). 이와 같이 새로운 학습과 지식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적자
원 유연성(human resource flexibility)이 높아져야 한다. Wright and Snell(1998)은 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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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유연성(human resource flexibility)을 개념화하면서 조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
업원들의 행동, 스킬 및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세 가지 차원에서 유연성을 높여 나가야 한
다고 강조한다. 즉, 환경의 역동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조직들은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업원들이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확
보하고 이러한 기술과 지식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는 인력관리 정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 속한 조직들은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하는 경향이 더욱 증가
하게 될 것이다.
가설 3. 산업 수준의 역동성이 높을수록 해당 산업에 속한 사업장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특성은 산업의 자본집약도(capital intensity)이다. 자본집약도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계, 설비, 토지 등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을 의
미한다.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유형자산으로 인한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용절감
과 효율성을 통한 기업성과의 향상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사
람이 아닌 기계의 역량이나 입지, 자동화 여부 등이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업무수행방식이 경직되어 재량권을 활용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Datta et al.,

2005). Terpstra and Rozell(1993)도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인적
자원 요소의 필요성이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본집약도가 낮
은 산업에서는 주어진 유형자산보다 전략적 운영방식, 종업원들의 역량 그리고 사람의 관
리방식 등을 통한 조직성과의 향상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어떠한 인적자원관
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행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따라서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낮을수록 해당 산업에 속한 조직들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므로,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 정도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
된다.
가설 4. 산업 수준의 자본집약도가 낮을수록 해당 산업에 속한 사업장의 고성과작업시
스템 도입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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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방법론
1. 자료 및 표본
제시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Korea Labor

Institute)이 조사하고 배포하는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자료를 활용하
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는 분석대상이 사업장 수준(workplace-level)인 자
료로서, 2005년을 시작으로 격년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패널조사자료이다. 사업체패널
조사는 동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복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장 간 횡단면 비교 뿐
아니라 사업장 내 종단면 비교까지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적이다. 사업체패
널조사에 포함된 문항은 개별 사업장에 관련된 기본 사항 및 근로자 현황, 재무 현황, 사업
장의 특성, 고용 현황 및 고용 관리, 인적자원관리 제도 및 인적자원개발, 기업복지 및 산
업재해, 노사관계, 작업장 혁신 등 조직의 인력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포괄된다. 특
히, 조사 과정에서 조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각 분야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인적자
원관리 관련 제도는 인사담당자에게 응답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관련 사항은 노동조합(또
는 노사협의회) 대표에게 응답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 내 다양한 원천(multi-source)으로부
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진행된 1차 자료(WPS2005)부터 2013년에 발표된 5차 자료

(WPS2013)까지를 대상으로 다섯 시점의 자료를 통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섯
차례 진행된 사업체패널조사에 한 번이라도 조사에 응한 사업장 수는 총 2,849개 사업장

(8,922회 관측치)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고성과작업시스템, 산업수준
변수 등 주요변수들의 정보가 결측된 케이스를 제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425개 사업장

(전체 표본의 85.1%), 7,132회 관측치(전체 관측치의 79.9%)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다. 표본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의 중
분류(KSIC 2자리) 기준, 총 65개 산업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가장 표본이 많
은 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KSIC 26)’으로서 182개 사업
장(7.5%)이 속해 있었고, 이어서 ‘운수업(KSIC 49)’이 143개 사업장(5.9%), ‘식료품 제조
업(KSIC 10)’이 103개 사업장으로 4.3%, ‘기타 기계 및 장미 제조업(KSIC 29)’이 102로

4.2%, ‘도매 및 소매업(KSIC 46)’이 91개(3.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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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고성과작업시스템 수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한 국내의 선행연구

(예: 김건식, 2013; 이정현, 2005)를 토대로 사업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관
리 제도를 토대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여덟 가지 인적자원관리
기능인 채용, 평가, 보상, 교육훈련, 경력관리, 참여, 정보공유, 의사소통 등을 토대로 측정
되었다. 먼저 채용은 조직에 적합한 우수인력을 선별적으로 채용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
으로서, 정기적인 인력계획 수립여부(D106), 내부충원시 사내공모 실시여부(B106, B125)
등으로 측정하였다. 평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성과평가가 진행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
으로서, 다면평가 실시여부(C107), 목표설정방식 활용여부(C108) 등으로 측정되었다. 보
상은 집단성과 위주의 경쟁적인 보상이 제공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연봉제 실시여부

(C215), 성과배분제 운영정도(C305), 급여 수준(C404), 복리후생제도의 수(F113a1~
F113a18), 발탁승진제도(B115) 등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교육훈련은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폭넓은 교육훈련을 진행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입사원에
대한 공식 교육훈련 일수(D212), 다기능훈련의 실시 여부(D216), 실시한 교육훈련제도의
수(E111a1~E111a11) 등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경력관리는 장기적인 고용보장과 함께 종
업원의 다양한 업무경험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제적 인원감축
하지 않겠다는 정책 유무(B218), 전문직 대상 복수의 경력경로 설정여부(B116) 등으로 측
정되었다. 참여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식스시그마(D202) 및 전사품질관리 프로그램 실시여부(D240), 업무개선관
련 제안제도 운영여부(D204), 소집단 활동 실시정도(D206), 팀장의 업무수행방법(D219),
업무속도(D220), 팀원채용(D221), 팀원훈련(D222)의 결정권에 대한 자율권을 제공정도를
토대로 측정하였다. 정보공유는 조직의 다양한 정보를 조직구성원과 공유하는지 여부를
측정한 것으로서, 성과평가의 피드백(C117), 전 직원용 인트라넷에 정보 공개(D402a9)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은 경영자와 조직구성원 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
한 의사소통을 장려하는지를 측정한 것으로서, 정기적 설문조사(D402a5), 소식지

(D402a6), 사내전자게시판(D402a7) 등으로 측정되었다. 선행연구의 측정방식을 참조해서
(Guthrie, 2001), 각각의 문항들은 응답값을 표준화하여 합산하는 가법적 방식(additive
way)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장의 고성과작업시스템 지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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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산업수준 변수
사업장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수준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KSIC 중분류(KSIC 2자리) 기준, 각 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 성장성, 역동성, 자본집약도
이상 네 가지 변수를 측정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의 측정방식을 토대로 각각의 측정방식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Datta et al., 2005; Dess & Beard, 1984; Youndt, Snell, Dean,

& Lepak, 1996). 첫째, 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는 각 산업에서 소요된 총 연구개발비를
산업의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연 단위로 산출하였다. 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다는 것
은 매출액 대비 산업 내에서 소요되는 연구개발 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의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연구개발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산업의 성장성 변수는 각 사업장이 속한 KSIC 2자리 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토대로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산업이 보고하는 과거 3년간의 산업별 매출액을 종속
변수로, 시간(연도)을 독립변수로 상정했을 때 도출되는 회귀선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3
년간 매출액의 평균으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다. 성장성 변수가 정(+)의 값을 갖고 절댓값
이 클 때는, 지난 3년간 산업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가리킨다. 반대로 성
장성 변수가 부(-)의 값을 갖고 절댓값이 클 때는, 지난 3년간 산업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셋째, 산업의 역동성 변수는 각 사업장이 속한 산업의 시장규모의 변화정도가 심해 예측
이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산업의 역동성 변수를 산출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의 중분류(KSIC 2자리)를 기준으로 한 각 산업의 매출액 값이 활용되었다. 구체적
으로 각 산업이 보고하는 과거 3년간의 산업별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시간(연도)을 독립변
수로 상정했을 때 도출되는 회귀선의 표준오차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으로 나눈 값을 로
그 치환하여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2005년의 식료품제조업(KSIC 10)의 산업 역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식료품제조업의 총매출액(종속변수)에 대한 시
간(독립변수)의 회귀선을 예측하였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표준오차를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총매출액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로그 치환하여 산업 역동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산업 역동성 지수가 큰 경우의 의미는 지난 3년간의 매출액에 대한 회귀선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량이 큰 산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산업의 매출액이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관된 예측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자본집약도는 각 산업에서 한 해에 보고되는 유형자산의 총량 값을
각 산업의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연 단위로 산출하였다.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다는 것은
매출액에 비해서 건물, 기계, 토지 등의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서 산업의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상의 유형자산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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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
로 조직 수준의 조직연령, 조직규모 변수와 함께 연도더미, 산업더미 등이 통제되었다. 조
직연령은 각 사업장이 설립된 연도로부터 소요된 연도를 계산하여 통제하였다. 조직규모
는 각 사업장에 소속된 정규직 종업원 수의 연간 평균치로 통제하였다. 그 외 연도더미는
본 연구가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임을 감안하여, 각 시기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측정연
도 각각을 더미로 추가하여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더미는 KSIC 2자리를 기준으로
특정 산업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과정
에서는 제조업 더미와 금융업 더미를 추가하여 통제되었다. 구체적으로, 제9차표준산업분
류 기준을 토대로, KSIC 2자리가 10부터 33까지인 경우를 제조업 더미로, KSIC 2자리가

64부터 66인 경우를 금융업으로 코딩하여 통제하였다.

V.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
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변수인 고성과작업시스템 변수에 대해 다양한 변수들이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연령(r = .052, p < .001),
조직규모(r = .446, p < .001), 산업 연구개발집중도(r = .097, p < .001), 산업 역동성(r =

.074, p < .001), 산업 자본집약도(r = .041, p < .001) 등의 변수들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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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적 회귀분석
가설 검증을 위해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패널회귀분석을 진행할 경우 오차항의 분포를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판별하기 위한 하우스만 검정 결과에 의하
면 본 모형의 경우 chi-square 값이 22.367, p-value가 .26으로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한 추정
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다.
<표 2>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고성과작업시스템
모형 1

모형 2

b

s.e.
***

b

모형 3
s.e.

***

b

s.e.
***

상수

2.141

(.347)

-14.399

(.658)

-15.898

(.686)

2007년 연도더미

-.355

(.292)

-.236

(.292)

-.167

(.297)

2009년 연도더미

-5.103

(.300)

-4.908

(.303)

-4.763

2011년 연도더미
2013년 연도더미
제조업 더미
금융업 더미

***
***

-4.167

(.299)

***

-5.825

(.312)

.307

(.424)

***

(1.095)

7.080

***
***

-3.970

(.306)

***

-5.624

(.323)

*

.832

(.362)

***

***

(.306)

***

(.308)

***

(.325)

***

(.367)

***

-3.863
-5.494
1.183

6.306

(.938)

7.345

(.939)

-.013

(.011)

-.013

(.011)

조직수준 변수
조직연령

***

조직규모

3.052

(.107)

***

3.063

(.105)

산업 R&D집중도

42.390***

(7.150)

산업 성장성

.604

(.813)

산업수준 변수

산업 역동성

(.251)

1.070
.064

Δ R-square
Chi-sq

(.984)

***

3.361

산업 자본집약도
R-square

***

***

659.49

주 : 사업장 수는 2,425개, 관측치 수는 7,132개임.
* p < .05, ** p < .01, *** p < .001

.254

.271

.190

.017

***

1556.74

16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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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은 단계적 회귀분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표 2>의 모형 1에서는 종속변
수인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해 연도더미와 산업더미, 상수가 추가되었다. 이후 모형 2에서
는 조직수준의 통제변수인 조직연령과 조직규모가 삽입되었다. 모형 3에서는 가설에서 제
시된 독립변수인 산업 연구개발집중도, 산업 성장성, 산업 역동성, 그리고 산업 자본집약
도 변수가 추가되었다.
분석결과, 산업수준의 세 가지 변수들이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산업 연구개발집중도가 증가할수록 산업에
속한 조직들의 고성과작업시스템 지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2.390, p < .001).
따라서 산업 수준의 연구개발집중도가 높을수록 사업장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은 통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업 성장성
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산업 성장성은 고성과작업시스템 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b = .604, p = .457) 산업 수준의 성장성이 높을수록 고성과작업
시스템 도입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업 역동성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산업 역동성이 증가할수록 산업에 속한 조직들의 고성
과작업시스템 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b = 3.361, p < .001) 가설 3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조직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미
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설에서 예측한 것과 반대 방향의 결
과가 도출되었다(b = 1.070, p < .001). 따라서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낮을수록 고성과작업
시스템의 도입수준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

Ⅵ. 토론 및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수준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의 다섯 개 시점
2)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산업 간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수준을 비교하고자 금융업을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하였다. 왜냐하면 금융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도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효과성이 유사
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Delery & Doty, 1996; Pena & Villasalero, 2010; Richard & Johnson,
2004). 그러나 금융업이 갖는 독특한 특성,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비중이 낮거나 또는 자산의 유동성
이 크다는 점 때문에 금융업을 제외하여도 분석결과가 동일하게 확인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업을 제외하고 동일한 분석을 반복하여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는 주요 연구결과와 동
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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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토대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65개 산업에 소속된 2,425개 사업장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 수준의 특성은 조직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산업의 연구개발집중도가 높을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더욱 도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 수준의 성장성은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달리 조직 수
준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역동성이 증
가할수록 마찬가지로 해당 산업에 속한 조직들은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
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낮은 산업에서 인적자원의 역
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 자본집약도가 낮을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증분석 결과는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질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이론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성
과작업시스템의 결정요인에 대한 산업 수준의 변수를 조망하여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
에 대한 선행연구의 이해를 확장하였다. 고성과작업시스템의 영향력 및 중요성에 대한 수
많은 실증연구가 국내외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결정요인을 다룬 연구들의 상당수는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진의 가치, 과거성과, 전략 등 조직 수준의 변수들에만 주목하여 고성과작업시스
템 도입에 대한 구조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제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조직이 속한 산업의 산업적 특성이 조직의 고
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로 도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은 특성을 가진 산업일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더욱
활발히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을수록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기
반으로 경쟁력을 가져가는 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식집약적 기업에 적합한 인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많이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해
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새로
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이러한 지식의 창출과
활용에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식이라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Collins

& Smith, 2006; Chang et al., 2014; Lepak & Snell, 2002). 유사한 논리로 산업의 역동성
이 높을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하는 경향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동성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산업수준의 특성을 중심으로(옥지호· 박오원)

41

이 높아 불확실성에 직면할수록 기업들은 새로운 학습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조직구조와 운영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하여 조
직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업 성장성의 경우,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달리 조직 수준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
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유자원의 활용이 가능할 때
비로소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선행 연구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는 결과이다(Godard, 2004; Wright, Gardner, Moynihan, & Allen, 2005). 이
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몇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산업수준에서의 여유자
원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해당 기업의 여유자원 활용 가능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절대적인 여유자원의 존재 그 자체가 고성과작업시
스템 도입수준의 증가를 담보하지는 않으며, 여유자원을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활용하
는 경영자의 가치, 철학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김윤호
외, 2016). 즉, 성장하는 산업에서 추가적인 자원을 확보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원을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도입할지 안할지는 기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여유자원 자체가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음
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특성과는 다르게 산업성장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온 이유에 대해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추가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산업수준의 자본집약도의 경우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반대로, 오히려 자본집약도
가 높을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설예측
과 다른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달리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통상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제조 및 생산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높은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일 수 있다. 자본
집약도가 높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간의 경쟁력 차이는 유형자산의 확보 정도가 아
니라 그러한 자산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는 종업원 역량의 차이로부터 기인할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종업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하여 종업원 개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은 자본집약도가 낮은 산업의 경우 이원화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조직 내 인적자
원의 비중이 높을 경우 모든 구성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보다 일부는 저임금, 낮은 교육
을 제공하는 저비용 전략을 제공하는 한편, 소수의 핵심인력을 대상으로만 선택적으로 고
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Lepak & Snell, 2002). 이 경우 조직에서 일반
적으로 도입하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은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본집약도가 낮은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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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고성과작업시스템 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해석 모두 가상적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 수준의 자본집약도에 따라 사람관리 방식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추가연구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 이론적 시사점으로 본 연구는 왜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하는 조직이 그다
지 많지 않은지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연구와 실무의 격차’를 이해하는데 단초
를 제공한다. 최근의 관련 연구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필요성 및 효과
성에 대한 국내외 실증연구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
을 도입하는 기업이 그다지 많지 않은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Denisi et al., 2014;

Kaufman, 2012; Pil & MacDuffie, 1996). 특히, Kaufman(2012)은 이러한 현상을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정리하는데, 그것들은 실무자들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알지 못하는 ‘지
식의 격차(knowing gap)’, 그리고 실무자들이 연구결과를 실행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실천의 격차(doing gap)’,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의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
한 관심이 실무자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심의 격차(interest gap)’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요소인 실천의 격차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 즉, 실무자들이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효과성을 알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도
환경적⋅구조적 특성이 이를 도입할 수 없도록 제약할 경우 실무자들의 고성과작업시스
템 도입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외 추후 연구에서는 산업수준 외에도 어떤 요소
들이 실무자들의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을 제한하는지, 이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추
가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실무의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들
이 요구된다.

(2) 실무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조직들에 대한 실천
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의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도입에 앞서 자신의 조직이 소속된 산업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소속된 기업들은 해당 산업의 많
은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
력을 높여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집약적 기업에 적합한 고성과작업시스템
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나 역동
성이 낮은 산업이라 할지라도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산업에 속한 기업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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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한 소극적 투자만으로도 비교적 손쉽게 경쟁우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경쟁우위를 얻으려는 기업들은 자신들
의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의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
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연구 한계 및 추후 연구 방안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인적
자원에 대한 가치, 조직의 전략 등이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중요한 선행요인이
라고 제언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
다는 한계를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조직 수준과 산업 수준의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그 요소들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
하지는 않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성과작업시
스템 도입에 영향을 주는 조직수준 요인과 산업수준 요인들 중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더욱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각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담당자 한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음에 따라 신뢰성

(reliability)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즉,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의 인사담당자 한 명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보다 여러 담당자로
부터 정보를 확보해 신뢰성을 높이는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사업체패널조사에서는
각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자를 통해 응답을 진행하였지만, 보다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사된 응답을 토대로 신뢰성을 제
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보다 정교한 분석결과를 위한 대안으로 각 사업체가 속한 산업수준을 KSIC 2자리
보다 더욱 정밀한 수준에서 분석을 진행해 볼 필요도 있다.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
류 외에 그보다 더 자세한 세분류(KSIC 3자리) 혹은 세세분류(KSIC 4자리)의 산업 특성
을 조사함으로써, 각 조직이 속한 산업과 보다 밀접한 산업 특성을 반영한 추가연구가 진
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단위가 기업 단위(firm-level)가 아닌 사업
장 단위(workplace-level)임을 고려할 때, 보다 세밀한 산업 구분은 사업장의 고성과작업시
스템의 도입 영향을 설명해 주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사업체패널조사
에서는 보고되는 산업 수준이 KSIC 2자리까지이므로 보다 정밀한 분석은 진행되지 못했
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보완함으로써 이러한 시도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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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nts of HPWS Adoption: Focused on industry-level
characteristics
Chiho Ok · Owwon Park
Although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to the determinants of HPWS
(high-performance work systems) adoption,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firm-level factors. However, industry-level factors can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doption of HPWS because decision-making made by firms regarding the
adoption of a specific system can not be free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to
which the firm belongs.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this paper is aime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HPWS adoption at the industrial level. Using the panel data containing
2,425 workplaces and 65 industries from WPS (workplace panel survey), we found that
firms belonging to industries with high level of industry R&D intensity more actively
adopted to HPWS. In addition, as dynamics and capital intensity of the industry increases,
the level of HPWS adoption is also increased. This study extended the understanding of
current research and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by discovering that industry level as
well as firm level factors are also important determinants of the HPWS adoption.
Keywords : HPWS, determinants, industry level, W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