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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급격한 기술혁신의 변화 속에서 최근 기업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지속가능한 경영
을 이끌어가는가이며, 이에 대한 관건은 인적자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지속가
능한 경영의 핵심 주체인 인적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적자원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주
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선행연구들의 핵심내용을
검토하여 분류하고, 또 실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프랙
티스를 기반으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발전방향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음에는 지속가
능 인적자원관리를 구성하는 8개 항목에 대하여 지속가능 경영을 추동하고 지원할 수 있
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점은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한계점을 파
악하고 새로운 연구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고, 실증연구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인 기여점은 지속가능 인적자원 관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
기 위한 상황 요인으로서의 촉진 조건과 최고경영진과 인적자원관리자들을 위한 실무적
인 시사점을 제공하여,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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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책임
을 다해야 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게다가 사회 환경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므로 환경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Wilkinson, Hill, & Gollan, 2001; Colbert & Kurucz, 2007;
Jabbour & Santos, 2008). 즉, 이 3가지 영역에서 책임을 다할 때 성공적인 기업이
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룰 수 있다(이원철ㆍ최종인, 2019). 이는 전통적인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장기
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의 추구
라고 할 수 있다. 그 변화와 혁신의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주체는 인적자원이고, 결국
변화와 혁신, 지속가능한 경영은 인적자원관리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는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철학과 이념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비전 및
경영전략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리고 비전과 경영전략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그 실현과정의 중심에는 조직 구성원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조직에서 사람의 문제를 통합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인적자원관리가 지속가능
한 경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적자원관리
의 방향과 초점은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것에 두어야 하며, 최고경영진
은 물론이고 인적자원관리자 스스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몇몇 선행연구들은(Ehnert & Harry, 2012;
Kramar, 2014; Collbert & Kurucz, 2007)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
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사람관리에
머물러 있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Westerman, Rao,
Vanka, & Gupta(2020)은 인적자원관리가 변곡점을 맞이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인적
자원관리를 통한 삼중 바텀 라인(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성과) 달성을 위한 복수 이해
관계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Aust, Matthews, & Muller-Camen(2020)은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관리의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리뷰하면서 인적자원관리가 공동선을 향
한 인적자원관리(Common Good HRM)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
한 지적들은 인적자원관리 연구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
이는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인적자원관리의 미래 지향적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
시하지 못하는 상황과 연결된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인적자원관리가 지속가능 경영에 기여하고 주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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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연구가 중요하다. 그동안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를 강조하
는 연구들은 주로 유럽 및 호주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 이들 연구들은 크게 인
적자원관리 기능이 어떻게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요소(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책임)와
관련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연구와, 인적자원관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연구로 나누어진다.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선행연구들은 그간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영역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다소 무분별한 느낌을 주고 있다. 둘째,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
고 선도하는 인적자원관리에 초점을 두는 관점과 인적자원관리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셋째, 인적자원관리의 지속가능 기능 요소(영역)와 지속가
능 경영과의 관계가 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미흡하다. 그리고 국
내에서는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들의 핵심내용과 연구의 한계점을 요약하고 현재까지의 연구단계를
정리한다. 둘째,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적 정의를 재정립한다. 셋째, 그간의 주
요 선행연구들,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의 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와 실천과제
내용, 그리고 국내 주요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보고된 인적자원관리 내용 등
을 근거로 하여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연구영역을 제시한다. 넷째,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실행 및 효과의 조건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의 발전을 위
한 제언을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선행연구의 요약
지속가능성과 인적자원관리의 관련성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미국의 Beer, Spector,
Lawrence, Mills, & Walton(1984) 등을 시작으로, 독일에서는 Muller-Christ &
Remer(1999)가, 스위스에서는 Zaugg, Blum, & Thom(2001), 그리고 호주에서는
Gollan(2000)과 Wilkinson, Hill, & Gollan(2001) 등으로 이어진다. 이들 초기 연구
자들은 인적자원관리을 위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인적자원관리와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자신들의 연구를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Sustainable HRM)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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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통찰은 기업이 존속하는 데 필요한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이 빈번히 부족해지고 있다
는 데서 비롯되었다(이상 Ehenrt & Harry, 2012에서 재인용).
이후 후속 연구(Wilkimson, Hill, & Gollan, 2001; Ehnert & Harry, 2012;
Kramar, 2014; Collbert & Kurucz, 2007)에서는 인적자원관리가 지속가능경영의
세 영역(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책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래
의 <표 1>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선행연구들의 핵심내용 및 연
구의 한계점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표 1>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선행연구의 요약
연구자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HR 주요 영역 내용

연구의 특징 및 한계점

* 인적자원관리의 지속가능 성
* 인적자원관리의 지속가능성 주요 요소：종업원 자문 및 관
요소와 지속가능 경영 과의
Wilkinson, 여, 경력개발 및 조직학습, 작업장 제도와 시스템, 일과 삶
영향 관계(왜, 어떻게 관계되
Hill, &
의 균형, 조직변화
는지)를 구체화 하지 않음
Gollan * 인적자원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이루기 위해 서는 인적자원관
* 인적자원관리의 지속가능 성
(2001)
리 정책ㆍ제도ㆍ리더십ㆍ조직문화 속에 적용되도록 해야 하
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초점
고, 그 결과로 직원만족과 조직성과를 가져옴
을둠
* 인적자원관리 기능을 회사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지속
Colbert & 가능성 목표와 연결시킴으로써 조직의 경쟁우위과 긍정적 * 지속가능경영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기능의 범
Kurucz
변화를 구축할 수 있음
(2007) * 핵심인적자원관리 기능(지속가능경영과 연결 가능 영역)
위가 제한적임
- 변화관리, 전략적 인적자원계획, 핵심인재 관리, 교육훈련
* 지속가능 조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의 세 가지 영역 제시
- 혁신적 성과, 환경적 성과, 다양성 관리
* 지속가능경영의 영역에 대한
Jabbour & * 적용 가능한 인적자원관리 기능
내용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 혁신：인적자원 계획, 성과평가, 보상시스템, 경력관리
Santos
있는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음
- 환경：교육훈련, 커뮤니케이션, 환경관리 역량개발, 환경 * 적용 방법이 지나치게 다양하
(2008)
이슈 윤리성 촉진, 채용/직무기술서/평가 및 보상에 반영 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포함
- 다양성：채용, 성과평가, 보상시스템에 반영
* 조직차원, 제도적인 측면 등
매크로한 측면에 대한 내용
Ehnert &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영역
미흡
Harry
- 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 인재유치(채용) 및 유지, 일과
* 구체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왜,
(2012)
삶의 균형, 건강, 인권, 노사관계, 이해관계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용 없음
Mazur
(2014)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HR 영역
* 인적자원관리의 지속가능성 요
- 리더십개발, 교육훈련, 변화관리, 협력과 팀웍, 핵심인재
소와 지속가능 경영과의 관계
관리, 다양성 및 다문화 관리, 윤리, 가치창조, 건강 및
에서 왜,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안전, 직원참여
구체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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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HR 주요 영역 내용

연구의 특징 및 한계점

* 지속가능경영과 인적자원관리의 관계
* 지속가능경영과 연결시킬 수
- 조직문화, 변화관리, 인적자원관리전략, 정책, 제도 및
있는 인적자원관리 기능을 조
관행을 통해서 지속가능경영에 영향(예: 지속가능경쟁우
직문화, 변화관리 외에는 특정
위, 혁신성, 생산성, 장기적생존, 직무성과, 고용가능성,
하지 않아 지나치게 포괄적임
동기부여, 평생학습, 일과삶의균형, 친환경제품과서비스
* 구체적인 관계성 설명이 없음
생산 등)

* 지속가능 경영과의 연계성에
*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주요 영역
대한 설명보다 지속가능 인적
Prins,
- 공통영역：핵심인재, 임파워먼트, 종업원 참여, 고용가능
자원관리의 접근방법에 대한
Beirendon
성, 경력관리, 학습조직, 다양성, 일과 삶의 균형, 환경(생 이론적 연구에 초점을 둠
ck, Vos, &
태), 이해관계자 등
*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개념적
Segers
- 변혁(화)영역：지속가능 채용, 선발, 교육훈련, 역량개발,
비교 설명에 비중을 둠
(2014)
보상, 리더십, 변화관리, 조직문화 등
* 좌측 내용의 구분이 필요한지
의문스러움

<표 1>을 보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인적자원관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Kramar(2014)는 지속가능성의 본질은 조직의 생존과 영
속성에 있으며,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 연구는 다양한 관
점에서 이루어지면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인적자원관
리가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경영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
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 선행연구의 공통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적자원관리의 기본적 기능과 지속가능 경영의 세 가지 영역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조
직관리 그리고 이를 위한 인적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
다. 즉, 조직변화(변화관리), 조직문화, 리더십, 경력개발 및 학습, 핵심인재육성, 교육
훈련, 성과평가 및 보상, 윤리, 일과 삶의 균형 등이 그것들이다. 인적자원관리의 핵심
정책과 제도 및 프랙티스에 대한 내용은 모두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속가능 경영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들은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기능들로 실행 시
조직 운영 및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성과 차이를 가져올 수 있
는 영역이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은 결국 조직관리와 사람관리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중점적으
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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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한계
한편,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인적자원관리 각 영역의 내용과 지속가능 경
영과의 관련성에 대해 ‘어떻게’, ‘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에 기여할 수 있는 적용 측면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족하여 후속 연구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표
1>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둘째,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개념(Sustainable HRM)과 인적자원관리의 지속가능
성(HRM Sustainability) 개념을 혼용하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지
속가능 인적자원관리’ 개념은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과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다. 즉, 인
적자원관리가 장기적인 기업생존과 경영의 선행적인 요소(leading drivers)로서 핵심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영역과 인적자
원관리 측면의 실행영역과의 접점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반면, ‘인
적자원관리의 지속가능성’은 조직의 전략실행과 연계되어진 후행적 요소(lagging
drivers)로서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여러 제도 및 시스템 등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
하게 존속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념
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 영역을 다루고 있지
만,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적용 영역에서 볼 때 부분에 치우친 연구들이 많다는 점
이다(예: Zaugg et al., 2001; Lis, 2012; Swiercz & Spencer, 1992, App, Merk,
& Btyygen, 2012; Spooner & Kaine, 2010). 이는 인적자원관리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실무적인 고려가 미흡한 데서,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영역과 연
계시키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선행연구들의 연구단계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개념 논문으로서, 인적자원
관리가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세 영역(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책임)의 성과 달성으로 확대해서 기여해야 한다는 주
장에 머물러 있다. 즉, 실증연구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가 1984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인
적자원관리의 각 영역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Wilkins, Hill, &
Gollan(2001)의 연구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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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이 오래 전부터 부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
침 내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일천한 결과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아직 활발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 개
념적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개념적 연구도 탄탄한 이론적 기반이 미흡하며, 그
러다 보니 실증연구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실증연구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지속가능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측정이 어렵다는 점이
거론된다. 그렇지만, 지속가능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경영에서 인적자원
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
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내용과 한계점, 그리고 현재까지의 연구단계를 살펴보았
다. 아래에서는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개념 정의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2.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정의 및 연구모형
1)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개념 정의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적
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Wilkimson, Hill, &
Gollan, 2001; Ehnert & Harry, 2012; Kramar, 2014; Collbert & Kurucz,
2007). 이는 인적자원이 기업성과의 행위 주체이고 기업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인적자원관리의 영역으로 조
직변화(변화관리), 조직문화, 리더십, 경력개발 및 학습, 핵심인재육성, 교육훈련, 성과
평가 및 보상, 윤리,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가 인적자원관리의 여러 영역에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구현하는 주도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 개념(Sustainable HRM)
과 인적자원관리의 지속가능성(HRM Sustainability)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
나 두 개념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앞에서 살펴본 인적자원관리와 지속가능 경영
과의 관계, 그리고 기업경영에서 인적자원관리의 본질적인 역할, 그리고 지향해야 할
의미성(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은 선
행적(leading)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
한 인적자원관리를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를 한다.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책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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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연계된 인사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함으로써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지속가능 경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더불어 구성
원의 지속가능한 역량을 끊임없이 제고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인식과 관행이
조직문화로 내재화되도록 선도해 가는 인적자원관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인 역할을 하고, 인적자원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스스로 자리매김 하게 한다(김기흥ㆍ서문교ㆍ권인수, 2018). 이러
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의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에 앞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고성과 작업시스템과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고성과작업 시스템과의 관계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및 고성과 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과는 어떤 차이가 있
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조직목적 달성을 위해 전략적 목표와 인적자원관리의 여러
기능(예: 채용ㆍ교육훈련ㆍ평가ㆍ성과관리 등)들을 연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즉,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관리를 함으로써 인적자원관리
가 조직의 성과달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Formbrun, Tichy, &
Devanna, 1984).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관리 정책과 재무적 성과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조직성과에 인적자원관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고, 따라서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활동에 초점을 둔다
(Schuler & Jackson, 2005; Kramar, 2014).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초점은 결국
경제적 성과에 있다.
반면,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넓
은 관점이고(Kramar, 2014) 장기적인 관점이다.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는 경제적 책
임, 사회적 책임 그리고 환경적 책임 성과를 위한 조직의 정책과 인적자원관리 정책 및
과정들을 연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핵심은 조직의
생존과 영속성(Kramar, 2014)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인적자원
관리가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조직 성과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보상, 훈련, 근로자 참
여, 엄격한 선발 및 평가, 유연한 작업 조정 등의 인적자원관리 관행에 초점을 두고 있
다(Pfeffer, 1988; Huselid, 1995: 나인강, 2014에서 재인용).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지향하는 것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인적자본 역량을 높이고, 성과향상과 문제해결에 참
여시켜 참여적 조직분위기 조성, 동기부여, 조직몰입, 협업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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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로 조직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높은 생산성과 재무적 성
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에 있다(나인강, 2014).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고성과 작업시스
템의 초점 역시 경제적 성과의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사회적 책임이나 환경적 책
임과 같은 영역에 대하여 인적자원관리가 관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선행연구 및 실무적 성과
1) 이론적 연구
<표 1>은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선행연구(Wilkinson, Hill, & Gollan,
2001; Colbert & Kurucz, 2007; Jabbour & Santos, 2008; Ehnert & Harry,
2012; Mazur, 2014; Kramar, 2014; Prins, Beirendonck, Vos, & Segers, 2014)
를 요약한 것으로, 주요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조직변화(변화관리), 조직문화, 리더십,
경력개발 및 학습, 핵심인재육성, 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보상, 윤리, 일과 삶의 균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상 인적자원관리 정책과 제도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비전과
전략, 중점 추진계획 등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및 전
략이 지속가능 경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 1>의 내용이 지속가능 인
적자원관리에서 중시되는 이유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인적자원관리 영역들
도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Wirtenberg, Harmon, Russell, & Fairfield(2007)는 환경적 책임, 지배구
조, 사회적 책임, 이해관계자 관리, 근무환경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최고로 평가받는 9
개 기업(Alcoa, Bank of America, BASF, Coca Cola, Kodark, Intel, Novartis
AG, Royal Philips and Unilever)에 대한 사례연구를 추진하면서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이 초우량기업들의 지속가능성에 인적자원
관리가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리더십 개발, 교육훈련, 다양성 관리, 윤리성 제고, 핵
심인재 관리, 근로자 참여 영역이라고 보고하였다(Mazur, 2014). 이상에서 살펴본 연
구들은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영역의 고유한 기능을 통하여 지속가능 경영과 직접적으
로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의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2) 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와 실천과제
아래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제시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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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 인적자원관리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
회, 2004).
먼저,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가치추구와 함께 경
제적 성과를 내는데 기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경제적 책임에는 지
역사회의 경제문제와 관련된 사항, 기업정보와 관련된 내용, 공정경쟁, 그리고 경영 및
기술혁신과 관련된 내용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점과제를 구현하기 위해 인적자원관리
는 경제적 책임 내용과 연계된 관리방법을 도입하여 인적자원관리 제도 및 시스템을
실행한다.
두 번째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가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기업
에 대한 책임 의식도 높아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야 한다. 더욱이 기업정보가 순식간에 전파되는 개방화된 환경에서 기업이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사
회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사회공헌활동, 법규준수와 관련된 사항, 인권존중, 그
리고 보건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들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는 이 부분에서도 인적자원
관리 정책, 제도 및 실행을 통한 선제적 역할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관리는 기업이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과 연계하여 관리해
나가야 한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 및 조직운영에서 환경적 요인을 간과해
서는 조직의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이다. 환경적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는 환경친화적
노력 및 제품개발, 조직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하는 것 등이다. 이
부분에서도 인적자원관리는 보상 및 징벌제도의 수립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은 인적자원관리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내용과 방
법들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인적자원관리와 각 직무별 영역에서 핵심성과지표 및 핵심
성공요소를 도출하여 목표관리 등에 반영하고 평가 및 보상에 연계시키면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에 소속된 기업들이 발간한 보고서를 실무적 관점
에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모형에 대
한 논의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주요 인적자원관리 내용
지속가능경영과 인적자원관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지속가능경영
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삼성전자(2020년), GS칼텍스(2019년), LG화학(2019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직ㆍ
간접적으로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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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① 조직문화혁신：“워크 스마트, 씽크 하드, 빌드 트러스트(work smart, think hard,
build trust)”를 통한 조직문화혁신 노력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인권존중의 조직
문화 추구를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가치 중심의 업무수행에
집중하고 있다.
② 리더십 개발：인재 제일의 경영철학 실천을 위해 리더십 역량개발, 여성리더 육
성을 하고 있다. 컴패니 웨이(Company Way) 실천으로서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
을 운영하며, 국내외 조직의 리더 육성을 위한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 및 운영
은 물론이고 특히 하이 포텐셜(High Potential) 여성 리더를 위한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③ 윤리성 제고：윤리경영, 노동인권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에서 윤리경영 전반을 각 단위조직과 협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도경영 실천을 위한 제도 구축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④ 인재육성：경력개발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생애 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컴페니 웨이” 구현을 위한 리더십 육성, 우수인재육
성, 직무강화, 변화혁신, 디지털역량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가
선행육성, 직책, 직급별 리더십역량 강화, 직군별 직무역량강화, 신입사원 조직
조직몰입교육 등을 하고 있다.
⑤ 성과와 보상：기업들의 보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고용과
복리후생이라는 큰 틀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회사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고, 또 다른 회사는 고용부분에서 공정한
평가와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⑥ 이해관계자：이해관계자 소통으로 주주,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임직원 관계는 모두 인적자원관리 관련 사항이고, 지역사회에 대
한 부분도 현지 채용, 지역사회 교육 및 취업, 임직원 봉사단 운영 등은 모두 인
적자원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또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인재 채용, 각종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그린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
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모두가 지속가능 경
영에서 인적자원관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적어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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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연구모형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적 틀을 구성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근거로서 인적자원관리가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만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영과 생존을 위해 중요한 핵
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Ehnert & Harry, 2012; Kramar, 2014; Collbert
& Kurucz, 2007; Boudreau & Ramstad, 2005; Jabour & Santos, 2008; Prins,
Beirendonck, Vos, & Segers, 2014)이다. 둘째,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들 그리고 주요 선행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한
계점이다. 셋째, Wirtenberg, Harmon, Russell, & Fairfield(2007)의 연구에서 보
여 준 세계적인 우수기업(9개)들의 실증 사례이다. 넷째,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의 지
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와 실천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실천 내용(영역)
과 인적자원관리의 역할 가능성이다. 다섯째, 이론적 연구와 실증 사례들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개념적 정의이다.
이런 선행연구들과 동시에 실증연구와 실무적 적용을 고려하여 지속가능 인적자원관
리 실천을 위한 내용을 4개의 범주와 8가지 세부 사항으로 개념화하였다<그림 1>.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체계를 네 개의 범주(변화관리, 파트너십, 인적자원창조ㆍ구
축, 탁월한 인적자원관리 전문가)로 구분한 이유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관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이 생존을 위해서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지속적이고도 핵심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영역이다. 변화관리는 조직이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지 진단하고, 보다 유연성 있는 조직을 개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조직변화는 구
성원의 의식구조 및 행동 변화, 리더십 개발, 조직문화 구축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적자원관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인적자원관리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변
화관리를 위해서 조직구조를 관리하고, 새로운 변화에 필요한 행동을 개발하며, 바람직
한 행동 모델이 구축되도록 하는 것을 인적자원관리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관리자는 변화관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그 초점
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데 두어야 한다.
둘째, 인적자원관리는 스탭으로서 일상적인 관리업무수행을 넘어 CEO와 경영진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Ulrich, 1996). CEO와 경영진이 염두에 두는 비
즈니스의 중심도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인적자원의 선택과 결정에 관한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적자원관리는 CEO와 경영진의 비즈니스를
깊이 이해하고, 수행 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인적자원의 구축에 관해 전략적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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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개념도

자료：Colbert & Kurucz(2007) p.27; Wilkinson, Hill, & Gollan(2001) p.1499; Jabbour &
Santos(2008) p.2140; Prins, Beirendonck, Vos, & Segers(2014) p.266; Ulrich(1996)의
이론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모델화 하였음.

너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한편, 조직은 사내외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있다. 이들 또한
조직의 생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이고, 인적자원관리의 역할에 따라서 장기적
으로 조직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직의 사회
적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조직이 유능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인적자원을
많이 개발하여 인력 풀을 구축하여야 한다. 유능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구축의
수준이 곧 조직의 경쟁력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을 지속가
능한 경영을 실행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 유능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를 육성하는 것은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런 유능하고 올바른 인
성을 갖춘 인재가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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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흐름도

마지막으로 탁월한 인적자원관리 전문가 역할은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구축에서 중
요한 영역이다. 인적자원관리 정책과 제도는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및 비전과 직
결되며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속가
능한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추구해야 할 가치와 초점은 인사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구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관리는 이 부분에서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경영이 실현되게 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이
인사정책과 제도(성과 및 보상관리, 승진, 채용, 선발, 평가 등) 속에 반영되어 운영되게
하는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를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다음 절에서는 위와 같은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체계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기반으
로, 내용별 이론적 근거와 실무적인 적용 방법 예를 아래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1) 변화관리
(1) 조직개발 및 변화관리
조직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직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인적자원관리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Colbert & Kurucz(2007)와 Jabbour & Santos(2008)는 지속가능한 경
영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가 조직개발 및 변화관리의 주체자로서의 이니셔티브를 가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개발 및 변화관리는 의사결정구조나 구성원의 행동변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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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문화의 변화와 직결된다. 변화관리는 최종적으로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조직문화로
내재화되었을 때 비로소 조직에 안착된다. 인적자원관리는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운
영과정을 통해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Nohria & Ghoshal, 1994), 구성원
의 행동 변화와 조직문화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변화는 경
영전략팀이나 경영기획팀보다는 인적자원관리부서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하
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부서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변화의 주체
인 사람의 문제가 간과되는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Colbert & Kurucz(2007)은 인적자원관리가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세 영역(경제
적ㆍ사회적ㆍ환경적 책임)에 관하여 경영진과 중간관리자들과 소통하고, 이것들이 모든
부서의 일과 프로세스에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인적자원관리가 지속가능
경영을 지향해가도록 변화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Wilkinson et al.(2001)도 조직
의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 역량개발, 집단 지식의 창조, 학습 등의 적용과 개발
을 통하여 조직을 개발하고 변화시켜 가치를 높여 가는 데 있어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인적자원관리 제도 및 시스템으로 조직화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
션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가치를 공유하여 조직문화로 내재화하는데 인적자원관리가 중
요하다는 것이다(Posner, Kouzes, & Schmidt, 1985; Nohria & Ghoshal, 1994).
조직변화에서 인적자원관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사업부문에 대한 비즈니
스 현황과 조직역량을 깊이 있게 진단ㆍ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조직
내ㆍ외의 네트워킹을 통해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조직변화를 설계할 수 있다.
그 방향은 기술의 진보가 급격하게 전개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조직구조,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ㆍ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업무효율 및 생산성을 높여 경제적 성과를 추구
하는 변화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ㆍ환경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조직변화
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조직변화가 될 것이다.
인적자원관리의 이와 같은 역할들은 결과적으로 조직구조 변화를 통한 의사결정구조
의 변화, 일하는 방식과 사고 및 조직문화의 변화, 그리고 조직가치의 증대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적자원관리는 지속가능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과
직결되도록 선도해 나갈 수 있고, 조직변화 관리의 주도자로서 조직과 인적자원을 효
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 리더십 개발 및 훈련
Wilkins et al.(2001)과 Gollan(2000)은 지속가능 경영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
구에서 리더십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이 추구하는 변화 실
행의 주역인 리더(Zogjani & Raci, 2015; Ionescu, 2014)를 선발하고 그들의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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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다. 즉, 각 부문의 리더들이 자신의 구성원에게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
과 스킬을 배양하는 것이다(Shin, Seo, Shapiro, & Taylor, 2015). 이를 위해 지속가
능 경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발췌하고, 이를 변화관리를 위한 리더십 개발훈련 프
로그램으로 만들어 훈련시킴으로써 그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리더의 능
력은 곧 성과와 직결되므로 리더 그룹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
는 것을 지원해 주고,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통하여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등을 공유함
으로써 변화의 목적과 의도가 조직에 내재화되도록 추적할 것이 요구된다.
Zogjani & Raci(2015)도 지속가능한 변화에 있어서 리더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리더가 자신들의 인적자원을 계획하고 조직하면서 변화의 과정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Shin et al.(2015)은 구성원들은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리
더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정보제공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임원 및 팀장급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개발훈련이라고 한다면,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한
기본역량에 관한 내용, 조직의 장기 비전과 지속가능 경영의 관계 및 중요성, 지속가능
경영의 주요 영역과 구체적인 중점내용 및 실행 가이드라인, 실행을 위한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가치의 공유), 실행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내용 등을
프로그램화하여 워크숍 형태로 리더십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적자원관리가 지향하는 바를 리더가 구성원과
소통하며 실행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매년 업데이트된 리더십 개발 및 훈련계획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급에 대하여도 이들의 실행을 확인하고 동기부여하기 위
하여 리더십 훈련을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노력은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관리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이며, 그 결과로서 지속가능 경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인적자원관
리가 중심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파트너십 역할
(1) CEO 및 경영진 지원
인적자원관리는 최고경영자와 경영진에 대하여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성과창출에 기
여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Ulrich, 1996). Ulrich(1996)가
강조하는 인적자원관리의 역할은 CEO와 각 부문별 경영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유능한 컨설턴트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적자원관리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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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을 명료하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에 대한 정
확한 진단과 분석, 다가올 미래 경영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향 등에 대하여 최고경영진
의 안목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
Ulrich(1996)는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과 관련하여 비즈니스와 연계된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실행, 관리적인 효율성 등을 통하여 조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천 방법을 들어본다면, 인적자원관리는 각 부문의 직무분석 자
료, 그리고 주요 업무 책임자들과의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핵
심 업무를 상세하게 분석ㆍ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의 각 기능별 역량진단
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사업부의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처럼 인적자원관리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의식과 외부 경쟁 시장과 기술의 변화,
이해관계자 등 경영환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정보습득 및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최
고경영자 및 각 사업 부문별 책임자 및 팀 리더들과 상시적인 소통을 하면서 전략적인
비즈니스 안목을 더 높이고 이를 인적자원관리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 동시에
적시에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최고경영진들의 경영
적 판단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외부 경영전문 컨설턴트와 같은 내부
의 전문적인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이해관계자관리
인적자원관리는 대내적으로는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같은 이해관계
자 집단의 관리와 관계가 있다. 이들은 조직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협상 집단
이면서 동시에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의 대상이다. 이들과 신
뢰를 유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인적자원관리는 이들
과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협력의 방
향과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영과 조직의 생존에 두어야 한다.
Prins, Beirendonck, Vos, & Sehers(2014)는 인적자원관리가 외부 상황과 다양
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기대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인적자원관리
행동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Ehnert, Parsa, Roper, Wagnerd, &
Muller-Camene(2016)도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요소로서 노사관계 문제에서 인적
자원관리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Jabbour & Santos(2008)는 고객과 주주와 같은
이해자 집단들은 경제적 성과를 내는데 영향을 주는 기업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주목하
며, 더불어 환경적ㆍ사회적 성과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인적자원관리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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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노사관계자 관리와 관련, 인적자원관리는 평상시에 노사관계 관계자들과 진정성 있
는 의사소통 기회를 많이 가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조직이 지속가
능한 경영을 위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가치, 목표, 그리고 함께 노력해야 할 현안 등에
대하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들의 작업현장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보
여야 한다. 평상시의 이런 과정 속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그들이 지속가능 경영의
입장에서 일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수준이 되도록 선도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인 주요 이해관계자로는 주주와 고객집단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품질의 제품과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가치와 수익을 높이고 신뢰할만한 기
업으로 존재하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향상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윤리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관리는 고
객만족과 관련해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인사고과 또는 목표관
리 평가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인사고과평가)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인적자원관리의 노력은 결과
적으로 고객만족 향상으로 이어지고, 기업이미지를 높여 장기적으로 조직의 경영성과
에 영향을 주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생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지속가능 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적자원관리가 주도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교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
를 통하여 제품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기획을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삼성전자 등 지속가능 보고서(2019, 2020)에서 보았듯이 지역의 우수한 인
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계획하여 경영
진과 협의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우이웃 돕기, 재해지원, 교육 및 복
지시설 지원 등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 공공단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
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장기적으로는 조직이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되고, 조직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생존력을 키워가는 길에 인적자원관리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

3) 인적자원의 창조ㆍ구축
(1) 지속가능한 역량 개발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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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변화ㆍ혁신되지 않으면 조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경쟁력 측면에서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
로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역량을 개발하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관리의 존재 이유가 정당화 될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Colbert & Kurucz, 2007; Jabbour & Santos, 2008; Ehnert &
Harry, 2012; Mazur, 2014)이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인적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직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장기적
으로 생존을 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Swiercz &
Spencer(1992), Zaugg et al.(2001), App et al.(2012)은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서 핵심인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이 지속가능 경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자원이기 때문이다.
실천 방법을 예로 들어 본다면, 우선, 조직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추구하는 가치,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조직 공통의 핵심역량을 정하는 일이다. 공통역량
은 조직 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역량이므로 모든 구성원이 역량개
발 훈련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 역량은 CEO, 경영진 및 팀 리더, 그리고 조직 구성
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분석에서 나올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각 구성원들이 지
속가능한 인재로 조직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개발 역량의 파악을 위해서는 직무조사와
직무분석 결과를 참조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적인 역량에 대하여는 팀 리더와 충분한 논의를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팀별 및 개인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미래 지속가능 경영에 기
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역량 간 격차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이 격차가 역량개발 포
인트가 되며, 이를 각 팀에서 개인별로 역량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선도해야 한다. 이
역량개발 계획은 매년 목표설정 시 역량개발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분기별로 후속 조치
를 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공통의 핵심역량 개발은 조직차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시켜 실행하도록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핵심인재 개발과 육성은 전략적으로 접근
할 수 있다. 도전적인 업무확대와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다양한 직무경험과 어려움을 자
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직무설계를 해 줄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가
이런 역할을 할 때 구성원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새로운 인재로 거듭나게 되며
조직은 지속가능 경영에 필요한 인재 풀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된다.
(2) 윤리의식 및 행동 고취
구성원의 윤리의식과 윤리적 행동을 고취하는데 있어서 준법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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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인적자원관리의 책임 영역이다.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내 윤리에 관한 청지기이자
책임자로서(Vuuren & Eiselen, 2006; Napal, 2015; Segon, 2010; Winstanley,
Woodall, & Heery, 1996) 구성원이 조직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윤리의식을 가지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직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반은
윤리적 인재와 윤리적인 경영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인적자원관리가
있어야 한다.
Napal(2015)은 조직 내 윤리에 관한 내용을 인적자원관리 정책에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Mazur(2014)도 윤리와 준법은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서 가장 중요
한 부분으로서 지속적인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annings & Hills(2012)는 인
적자원관리 관련 감사(audit)는 인적자원관리 프랙티스(practice)들이 ‘옳은 일’을 하
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준법감사를 통하여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문제와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향상된 인적자원관리로 경쟁우위를 확보
하여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올바른 윤리의식과 행동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윤리에 관
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정교한 매뉴얼 준비를 할 수 있다. 매뉴얼에는 조직이라는 공동
체 안에서 건전하고 교양 있는 시민의식과 윤리도덕적인 의식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사
고하고 행동하는 인재를 지향하는 내용(예: 인권존중, 다양성 존중, 법규 및 규범 준수
의 정신, 상도덕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동 사례 등)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연간 교육계획으로 설정하여 전 직급에 대하여 핵심공통 과정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인사고과, 승진, 핵심인재선발, 상벌제도 등 각종 인사제도 속에서 실제
로 평가되고 반영이 되도록 하면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단위별 워크숍을 실시하여 이 내용이 조직의 지
속가능 경영에서 왜 중요하며,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인식시키
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과 팀 리더가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며, 조직 내 윤리에 관한 청지
기로서 인적자원관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을 가지면 된다.
이런 노력은 인적자원관리가 구성원들의 품격을 높여주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구현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4) 탁월한 HR전문가
(1) 성과 및 보상관리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면서 조직의 경제적 성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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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Jabbour & Santos, 2008). 이점이 과거의 인적자원관리
와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Prins et al., 2014). 인적자원관
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교하고 공정한 성과 및 보상관리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관리는 직무성과
평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단기적
인 성과를 내지는 않지만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
문 간 업무특성과 및 보상의 형평성 문제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설계ㆍ관리할 필요가
있다.
Jabbour & Santos(2008)는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연계)시키
기 위해서는 조직의 지속가능 경영전략(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을 촉진하는 인적자원
관리 전략들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적자원관리가 성과 및 보상관리
(예: 목표관리와 같은 성과관리제도)와 같은 제도 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성과 및 보상관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직무분석과 목표관리에서 출발한다. 각
개인의 직무요소에서 지속가능 경영과 연계된 주요 성과지표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직
무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업직의 경우는 매출액,
매출채권관리, 고객서비스 등이 될 수 있고, 사무관리직의 경우 업무개선 제안이나 업
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이 될 수도 있다. 생산직의 경우는 품질개선, 공정개
선 아이디어, 불량률 감소 등이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구개발의 경우 단계별 제품
과 기술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량
적 또는 정성적 평가 기준을 정하며, 그 달성 정도에 따라서 보상(임금인상 등)과 연결
되도록 리더들을 선도하면 된다.
성과 및 보상관리 방법은 목표관리나 BSC(Balanced Score Card) 제도, 인센티브
제 등 조직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어떤 운영방법을 선택하던 인적자
원관리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현업에서 올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
적 관리, 고과자 훈련 및 컨설팅 노력, 그리고 구성원의 반응은 어떤지 분석ㆍ평가하여
팀 리더들에게 피드백을 한다. 이런 노력이 간과될 때 현업에서는 관리자의 성향에 따
라 다양한 형태의 편의적 운영이 될 개연성이 있고 이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인적자원관리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성과 및 보상관
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관리는 구성원과 조직이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는 성과 및 보상관리에 있어서 탁월한
전문가적 역량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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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관리제도 및 시스템 개발ㆍ운영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구성원들이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행하
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재의 채
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계획하고 조직할 수 있으며, 지휘 및 통제
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한의
행사는 인사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통하여 가능하다. 즉, 인재의 채용단계
에서부터 입사자 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보상, 인재개발 및 육성, 각종 교육훈련, 승진
및 상벌관리, 해외연수 및 파견, 경력개발관리, 윤리경영, 조직문화개발, 변화관리, 후
계자 계획, 근태관리 등의 인사관리제도 및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요
소들을 반영한 운영이 가능하다. Boudreau & Ramstad(2005)도 인적자원관리 정책
과 제도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접해야 하며, 인적자원관리가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량의 관리를 위해 최상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행 면에서, 우선 채용과 선발과정에서 지속가능 경영에 부합되는 인재 선별을 위
한 제도와 면접자 훈련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 경영에서 경제적 지속가능 경영 측면으
로 성과달성에 대한 내용은 성과관리 및 보상제도에서 목표설정 및 평가방법으로 연결
시킬 수 있고, 지역사회 인재 고용의 경우 채용관리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지역사회와
의 협력 및 소통관계에 대한 내용은 구성원들의 지역사회 활동(예: 조직시민행동)을 고
취하여 포상에 반영할 수 있고, 업무수행 및 거래상의 윤리적 행동은 인사고과 평가항
목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할 수 있다. 공정한 업무수행과 경쟁에 관한 내용 역시 인사고
과, 윤리경영 및 교육훈련 과정에서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영 및 기술혁신과 관
련된 내용은 제안 및 아이디어 평가제도, 목표관리, 상벌제도 등에서 제도적으로 반영
하여 운영할 할 수 있다.
각종 인사제도와 시스템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
고 요구되는 요소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각종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사고
와 행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적자원관리는 각 현업의 팀리더 및 경
영진과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중간관리자 및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수립된 제도의 운영에 앞서 제도의 목
적과 가치 등에 대하여 각 계층에 걸친 조직 구성원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
서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들은 결과적으로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
한 노력에서 각자가 주인이 되어 기여하고 있다는 일의 의미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냄으로써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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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적자원관리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
하여야 하고, 이런 노력이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인적자원
관리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5)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실행 및 효과의 조건
지금까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둘
간의 실무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현실 조직에서는 주장하는 이론의
작동을 막거나 촉진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촉진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조직 내 인적자원관리의 역할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인식 변화와 인적자원관리
의 위상 강화이다. 인적자원관리가 전문가적인 관리ㆍ서비스의 역할을 넘어 지속가능
한 경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경영진과 사업부 리더의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부 컨설턴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
자가 인적자원관리의 역할을 조정하고(예: 조직관리 및 조직구조의 설계역할 부여 등)
기대수준도 달라져야 하며, 동시에 인적자원관리의 조직 내 위상을 강화시켜 주는 것
이 필요하다. CEO의 기대와 적극적인 지원은 인적자원관리의 역량을 차원 높게 강화
시키고,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원ㆍ선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둘째, 인적자원관리 스스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비즈니스 상황과 외부 경영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직을 진단하고 분석ㆍ평
가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의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직무조사 및 직무분석을 통해서 가능하고, 주요 직무
경험(예: 영업ㆍ생산ㆍ재무관리ㆍ감사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쌓을 필요가 있다. 조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진단ㆍ분석할 수 있어야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고,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부문별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하여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셋째, 조직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속가
능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선도해 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
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은 이해력과 지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속가능 경영에 대
한 기존의 개념과 지식을 넘어 새로운 영역을 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인적자
원관리와 연결시키면서 주도해 나가는 것도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인적자원관리가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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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직에서의 인간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동기부여 환경을 조성하며, 참여와 책임을 고취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정보를 갖추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관리의 업무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둑(‘Go’)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효과적으
로 인적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관리는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역량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사전략 개발 및 목표 기획, 채용
및 선발, 신규입사자의 조직사회화 교육훈련, 전환배치, 인사고과, 성과관리, 임금설계
및 관리, 승진관리, 인정과 보상, 인재육성 및 교육훈련, 핵심인재개발ㆍ육성 및 후계
자 양성, 노사관계, 조직변화 및 조직문화 관리의 주도적인 수행, 복리후생관리, 퇴직
자관리 등 인적자원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 및 운영 기술, 그리고 우
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

Ⅳ.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는 먼저, 그동안 수행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영역 내용을 파악ㆍ정리하고, 그
리고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요약함과 동시에 현재까지의 연구단계를 정리하였다. 그리
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개념을 인적자원관리가 지향해야
할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선행연구 및 실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개념도(모형)을 제시하였다. 다음에는 지속가능 인적자
원관리 연구의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
본 연구결과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가 각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영역에 기반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종합적
으로 정리된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게 연구되는
장점이 있어 보이지만,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가 지향해야 할 관점에서 깊이를 심화시
키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분산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행연구를 정
리해 봄으로써 지속가능 경영과 연계된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영역과 강조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자는 진화된 연구 포인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데,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현황
파악, 선행연구의 한계점 이해, 향후 인적자원관리 연구에 대한 관점 확대에 본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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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연구의 방향
과 지향점을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그림 2>를 통하여 연
구의 개념적 접근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셋째, 선행연구의 이론적 내용과 실무 사례들을 기반으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연구 영역을 개념화(모형화)하여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개념적이고 부분적
이며, 실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에 한계점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은 현실적으로 인적자원관리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으며, 각 요소에 대해 실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즉,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연구가 진화하여 실증연구까지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
다. 이 내용은 학문적인 연구에서 상황변수 또는 통제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조직의 CEO와 관리자들에게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인적자원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의 역량개발 및 지
원은 구성원의 지속가능 역량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Mazur, 2014). 인적자원관리
가 이런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필요 역량을 개발하면 구성원은 현재 조직에서 지속적으
로 근무가능성을 높이는 것(Prins, Beirendonck, Vos & Segers, 2014)이며, 안정적
인 직장생활을 오래도록 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몰
입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지속적인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 역량개발 투자-구
성원 자긍심과 몰입ㆍ경쟁력 향상-조직경쟁력 강화-긍정적 경영성과의 선순환 관계가
되는 것이다. 특히,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가 심한 조직에서 조직경쟁력은 결국 개인
구성원의 경쟁력에 달려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을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와 경영진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인식
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직변화와 지속가능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
심 주역인 인적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인적자원관리가 단순한 스탭으로서의 기능을 수
행하는 조직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특히, 최고경영자는 인적자원관리가 지속가능 경영
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관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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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는 인적자원관리 스스로 스탭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나 그것에 비중을 둘 경우 인적자원관리의 존재 가치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직의 점진적 성장이 아니라 생존 아니면 퇴출이 되
는 시대에서 조직의 핵심자원인 인재를 관리하는 인적자원관리가 보다 전문적인 역량
을 발휘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관리는 다양한 관
점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최고경영진 및 팀
리더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인적자원전략을 개
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는 모든 구성원에게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
영을 위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 이유는 조직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사정책과
제도 및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 영향력은 지속적이고 강
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주도적인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들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가치
판단과 의사결정, 바람직한 행동의 준거를 명료하고 일관되게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 및 관리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신뢰수준과 심리적 계
약 의식을 높여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가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해를 통해 일의 의미성을 더 느
끼게 되고, 내적 동기 수준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는 지속가능성의 세 요소(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책임)와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적자원관리는 바로 이
세 영역과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핵심기능인 4영역(변화관리, 파트너십역할, 인적자원
의 창조와 구축, 탁월한 HR전문가)의 8가지 역할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인적자원관리가 스탭으로서 지원기능을 수행하
는 간접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고유한 임무라는 시각을 넘어 장기적으로 조직과 인재를
경영하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가 조
직의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해,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
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과 실행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우선,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본 연구는 주요 선행연구 중에서 선정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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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본 연구진 일부의 인적자원관리 실무경험에 기반하였으나 미쳐 고려하지 못한 부
분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가 확대되어 이론적 기반과 경영관리적으로 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
시키면서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하고, 그럴 때 지속가능 경영의 성과를 높이며 인
적자원관리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혹자는 지
속가능 경영을 하는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
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 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는 인
적자원관리가 지속가능 경영의 세 축과 관련된 내용을 인적자원관리의 제반 영역에 선
제적으로 반영하여 주도해 나가는 관점이다. 따라서 반드시 지속가능 경영을 이미 실
천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후자는 지속가능 경영을 하는 조직의
인적자원관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념을 정리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연구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지속가능 경영의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고, 국내에도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있어서 유수의 기업들이 가입해
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다. 실제적
으로 이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기업이 직면한 현실은 생존
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경영을 연구하는 경영학 분
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의 관심은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이 영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관심과 깊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개념구조와 각 항목에 대한 실무
적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이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지속가능 경영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협
동 연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적용 사례연구, 그리고 측정 척도 개발을 통하여 실증적인
연구까지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좋은 결실을 맺는다면
실무적으로 보다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로 인적자원관리 이론
이 지속가능 경영의 선행적 지도(map)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135 -

｢경영사연구｣ 제36집 제4호(통권 100호)

2021. 11. 30, pp. 109~140

참고문헌
김기흥ㆍ서문교ㆍ권인수(2018),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가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21(4),
25-54.
나인강(2014), “고성과작업시스템과 기업성과-인적자원관리의 매개효과,” 「인적자원
관리연구」, 21(1), 41-62.
이원철ㆍ최종인(2019),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 연구: ‘사회적 사내기업
가’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22(3), 107-129.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BCSD), http://www.kbcsd.or.kr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와 실천과제. 지속가능발전기업협
의회 보고서, 2004.
삼성전자 지속가능보고서, 2020.
GS칼텍스 2019 지속가능보고서, 2019.
LG Chem Sustainability Report, 2019.
App, S., Merk, J., & M. Btyygen(2012), “Employer branding: Sustainable HRM
as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market for high-quality employees,”

Management Revue, 23, 262-278.
Aust, I., Matthews, B., & M. Muller-Camen(2020), “Common Good HRM: A
paradigm shift in Sustainable HRM?”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30(3).
Beer, M., Spector, B., Lawrence, P. R., Mills, D. Q., & R. E. Walton(1984),
A conceptual view of HRM, Managing Human Assests, New York:
Free Press.
Boudreau, J. W., & P. M. Ramstad(2005), “Talentship, talent segmentation,
and sustainability: A new HR decision science paradigm for a new
strategy defini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44, 129-136.
Cannings, A., & T. Hills(2012), “A framework for auditing HR: strengthening
the role of HR in the organization,” Industrial and Commercial

Training, 44, 139-149.
Colbert, B. A., & E. C. Kurucz(2007), “Three conceptions of triple bottom

- 136 -

김기흥ㆍ권인수ㆍ한주희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연구: 리뷰와 미래의 연구방향

line business sustainability and role for HRM,” Human Resource

Planning, 30, 21-29.
Ehnert, I., Parsa, S., Roper, I., Wagner. M., & M. Muller-Camen(2016),
“Reporting on sustainability and HRM: A comparative stud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practices by the world’s largest compan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7,
88&#8211;108.
Frombrun, C. J., Tichy. N. M., & M. A. Devanna(1984),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Gollan, P. J.(2000), Human resources, capabilities and sustainability, In
Dunphy, D., Benveniste, J., Griffins, A., & Sutton, P. (Eds), Sustainability,

The corporate challenge of the 21st century (pp.55-77), Sydney:
Allen and Unwin.
Gollan, P. J.(2005), “High involvement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sustainability: The challenges an opportunities,” Asia Pacific Journal

of Human Resources, 43, 18-33.
Jabbour, C. J. C., & F. C. A. Santos(2008), “The central rol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search for sustainable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9,
2133-2154.
Kramar, R.(2014), “Beyond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sustainable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next approach?,”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5, 1069-1089.
Lis, B.(2012), “The relev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a
sustainable human resource management: An analysis of organizational
attractiveness as a determinant in employees’ selection of a (potential)
employer,” Management Revue, 23, 279-295.
Mazur, B.(2014), “Sustainabl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ory and
practice,” Economics and Management, 6, 158-170.
Muller-Christ, G., & A. Remer(1999), Umweltwirtschaft oder wirtschaftsokologie?
Voruberlegung zueiner theorie des ressourcenmanagements, In E.
Seidel(Ed.), Betriebliches umweltmanagement in 21. jahrhundert;

Aspekte, aufgaben, pserspektiven(pp. 69-87). Berlin: Springer.
- 137 -

｢경영사연구｣ 제36집 제4호(통권 100호)

2021. 11. 30, pp. 109~140

Napal, G.(2015), Incorporating ethics in HR strategy,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Strategy & Organizational Behavior(BizStrategy):
pp.1-5.
Nohria, N., & S. Ghoshal(1994), “Differentiated fit and shared values:
Alternatives for managing headquarters-subsidiary relat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 491-502.
Posner, B. Z., Kouzes, J. M., & SW. H. chmidt(1985), “Shared values make
a difference: An empirical test of corporate culture,” Human Resource

Management, 24, 293-309.
Prins, P. D., Beirendonck, L. V., Vos, A. D., & J. Segers(2014), “Sustainable
HRM: Bridging theory and practice through the ‘Respect Openness
Continuity (ROC)’-model,” Management Revue, 25, 263-284.
Schuler, R. S., & S. E. Jackson(2005), “A quarter-century review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U.S: The growth in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Management Revue, 16, 1-25.
Segon, M.(2010), “Managing organisational ethics: Professionalism, duty
and HR practitioners,” Journal of Business Systems, Governance and

Ethics, 5, 13-25.
Shin, J. S., Seo, M. G., Shapiro, D. L., & M. S. Taylor(2015), “Maintaining
employees’ commitment to organizational change: The role of leaders’
informational justice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51, 501-528.
Spooner, K., & S. Kaine(2010), “Defining sustainability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nternational Employment Relations Review, 16, 70-81.
Swiercz, P. M., & B. A. Spencer(1992), “HRM and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Lessons from Delta Air Lines,” Human Resource Planning,
15, 35-46.
Ulrich. D.(1996), Human Resource Champions: The next agenda for adding

value and delivering result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Vuuren, L. V., & R. Eiselen(2006), “A role for HR in corporate ethics?
South African practitioners’ perspectives,”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4, 22-28.
Westerman, J. W., Rao, M. B., Vanka, S., & M. Gupta(2020), “Sustainable
- 138 -

김기흥ㆍ권인수ㆍ한주희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연구: 리뷰와 미래의 연구방향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the triple bottom line: Multistakeholder strategies, concepts, and eng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30(3).
Wilkinson, A., Hill, M., & P. J. Gollan(2001), “The sustainability debate,”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21,
1492-1502.
Winstanley, D., Woodall, J., & E. Heery(1996), “Business ethics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mes and issues,” Personnel Review, 25, 5-12.
Zaugg, R. J., Blum, A., & N. Thom(2001), Sustainability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Working Paper. No. 51, Institute for Organization and
Personnel, Bern: University of Bern.
Zogjani, J., & S. Raci(2015), “The role of leadership in achieving sustainable
organizational change and the main approaches of leadership during
organizational change,” Academic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4, 65-70.

- 139 -

｢경영사연구｣ 제36집 제4호(통권 100호)

2021. 11. 30, pp. 109~140

Research on Sustainable Human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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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HRM must change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ility.
We begin with a summary of the claims, limitations and current research
stage of existing literature on sustainable HRM. And, we present a new model
for directing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HRM.
Additionally, we suggest practical methods for leading and supporting
sustainable management in 4 categories of HRM. This study provides an easy
approach for new research and basis for further empirical study of sustainable
HRM.
In conclusion, HRM must demonstrate initiative and professional competency,
specifically through practical execution in three facets-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of sustainable management.
<Key Words> Sustainable Management, Sustainable Human Resource Management,
Economic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 Lecture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jong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jo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Gachon University

- 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