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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 인사관리

이혜정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기업의 인사관리는 사람의 특성과 일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두 요소 중
사람의 특성인 성별, 학력, 나이, 근속연수 등에 따라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속인중심 인사관리가 이루
어져 왔으나 최근 속인중심 인사관리가 갖는 한계가 나타나며 직무중심 인사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일의 특성, 즉 직무가 인사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사관리체계를 의미한
다. 직무를 보는 관점이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으나, 직무는 과업(task)의 묶음이며 조직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Cohen, 2013)라는 점에서 직무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이러한 직무가 갖는 특성이 인사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전체
적인 프레임은 직무의 정보를 도출하고 확인하여 직무의 내용과 정보가 개별 인사관리인 인력계획, 채용,
평가, 보상, 개발 등에 적용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개별 인사관행 중 보상의 경우 직무가치
를 평가하는 직무평가 과정을 토대로 임금결정이 이루어지는 프레임으로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직무의 이해와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
은 직무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직무분석은 채용, 훈련, 성과 평가, 직무 설계, 배치, 보상 등 모든
인사관리에서 선행 단계이며(Brannick. Levine, & Morgeson 2007; Harvey, 1991) 이후 과정에서 활용될
정보를 체계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직무분석을 통해 과업과 의무/책임에 대한 직무정보를 담는 직
무기술서와, 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람의 역량, 지식, 기술에 대한 정보를 담는 직무명
세서를 도출하여 직무정보를 공식화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직무관리의 방향성 및 체계를 정립하는 단
계로 직무관리의 범위와 활용에 관한 범위 및 체계를 설정하는 과정이 직무분석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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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 인사관리의 프레임>

직무정보 도출과 직무관리의 방향성 정립 이후에는 인력계획, 채용, 평가, 보상, 개발 등 개별 HR 관행
에 적용하여 실제 인사관리를 실행하게 된다. 직무정보를 토대로 직무의 난이도와 수행 예상 시간, 인력
필요성 등을 예측하여 직무 중심의 인력계획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요건과 역량
에 따른 선발기준을 통한 채용에 활용하고 직무 필요요건에 따른 평가기준 도출과 직무에 따른 요구 역
량을 토대로 한 경력경로의 설정 및 세부 프로그램 수립과 이동 관리(승진, 승급, 직급 관리 등) 등에 적
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행 직무의 가치와 난이도, 책임의 범위 등을 토대로 한 보상을 통해 임금 공정성
증대와 동기부여 향상,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데도 직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직무를 보상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무가치의 순서를 측정하기 위한 조직 내 공식적인 과정인 직무평가(Doverspike,
Carlisi, Barrett & Alexander, 1983; Figart, 2000)가 필수적이다.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평가
의 기준이 되는 요소(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와 그리고 요소에 대한 몇 가지 수준이 자세한 설명으로
제공된다는 점(유규창·이혜정, 2018),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직무를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직무평가 방식이라는 점(ILO, 2008) 등의 장점을 갖는 점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사관리의 기준으로 직무가 갖는 내용과 정보를 토대로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관리 관행(인력계획, 채용, 평가, 개발, 보상 등)을 실행하는 것으로 직무중심 인사관
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1

임금정보브리프

참고문헌
유규창·이혜정(2018),「 산업별 직무평가 도구의 개발에 대한 방법론과 산업 적용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25(2), pp.87~108.
Brannick, M. T., Levine, E. L., & Morgeson, F. P.(2007), Job analysis: Methods, research and application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Thousand Oaks, CA: Sage, 2ed Ed.
Cohen, L. E.(2013), “Assembling jobs: A model of how tasks are bundled into across jobs,”Organization
Science 24(2), pp.432-454.
Doverspike, D., Carlisi, A. M., Barrett, G. V. & Alexander, R. A.(1983), Generalizability analysis of a pointmethod job evaluation instrument.
Figart, D. M.(2000), “Equal pay for equal work: The role of job evaluation in an evolving social norm,”
Journal of Economic Issues 34(1), pp.1-19.
Harvey, R. J.(1991), “Job analysis. In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Ed. M. D.
Dunnette, L. M. Hough, pp.71-163. Palo Alto, CA: Consult, Psychol. Press. 2nd Ed.
ILO(2008), Gender-neutral job evaluation for equal pay: A step-by-step guide.

12

임금정보브리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