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KAISBA
 http://www.kaiba.or.kr

Korean Business Review
Korea Academic and Industrial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산학경영연구 23(2): 1-29,
2010

ISSN: 1738-0669

          인적자원관리와 인사경제학의 비교*

                        - 행동과학자의 시각에서 -

                              

                                             백 광 기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mail: ggbaek@hallym.ac.kr

.........................................................................................................................................

전통적 인적자원관리는 행동과학적 접근에 입각하여 인간의 특성을 모티베이션, 태도, 

지각, 가치관 등의 심리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왔으며,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

용에서는 시스템적 접근에 입각한 상황이론이 연구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반면 인사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특성에 관해서 다루는 변수는 선호로 제한되어 있으며, 선호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아주 비현실적이고 단순한 가정 하에 경제학적 환경변수들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만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적 인적자원관리는 제 각

각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풍부하지만 보편적 원리를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인사경제학은 연구모델이 엄밀하고 분석적이라는 장점을 갖

고 있지만 인간 본질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왜곡 시킬 수 있다. 두 학문분야의 교류에 의하여 인적행동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잠재력이 충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사경제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모델에 심리적 변수를 포함시켜야 되고 인사관리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의 이

론적 정교함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색인어> 인적자원관리, 인사경제학, 행동과학, 경제학 제국주의, 합리적 선택, 

선호, 심리적 변수     

I. 서 론

    현대의 전통적 인적자원관리는 행동과학을 중심으로 학문적으로 형성․발전

하여 왔다.1)  인적자원관리와 가장 인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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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그리고 이론을 공유하고 있는 조직행동론이 행

동과학자들 주도로 발전하였으므로, 인적자원관리도 자연스럽게 행동과학적 

연구모형 위주로 학문적 주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인적자원관리

의 영역을 크게 보면 노사관계론도 그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노사관계론

의 경우 행동과학 이외에 경제학, 정치학, 법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도 많은 이

론 및 연구방법론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행동론의 전

통적 주류 학자들은 노사관계론연구에 있어서도 행동과학적 시각에서 접근할 

뿐 경제학을 위시한 정치학 및 법학에 입각한 연구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행동과학적인 접근에 의한 전통적 인적자원관리연구는 이 학문분야에  실

천적 응용학문으로서, 종합학문으로서, 그리고 규범적이며 인간존중의 학문으

로서의 특징 및 가치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론의 정교

함 및 분석의 엄밀성에 있어서는 비행동과학적 연구, 특히 경제학적 연구가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2) 물론 경제학적 연구에 있어

서 이러한 장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타 사회과학과 비교해 볼 때 경제학 특

유의 비현실적이고 단순한 가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

과 이러한 가정들에 입각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당연히 존재

한다. 특히 그 연구 대상이 조직 내 인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조직 내 인간에 관한 연구는 경제학에 있어서 극히 제

한적이었고,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된 내부노동시장이론이 고

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사경제학(personnel economics)이라

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생성․발전되어 나오면서 전통적으로 인적자원관리영역으

로 여겨졌던 연구주제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기존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림대학교 교비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행동과학’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말에 인간행동에 관하여 실증분석 할 수 있는 일반이론을 

개발하려는 시카고대학의 과학자 팀이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1950년대에 일반화되었다. 가치

의 문제, 의사결정의 문제, 기업조직의 문제, 이질적 문화와의 문제 등 종래의 개별과학에서

는 충분히 다룰 수 없던 중간적 영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에서 이들 제 과학의 협동 작업을 

중시하게 된 것이 행동과학 그룹이 결성된 근거라 할 수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심리적 또는 사회적 변수들의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행동과학적 연구와 경제학

적 연구로 구분하여 서로 대치되는 연구접근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인사경제학이라는 학문 명에서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대한 경제학의 도전 내지는 침범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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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조직 내 인간의 행동을  주

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록 기존의 경제학적 연구의 문제점을 아직 

상당 부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행동과학적 인적자원연구와 접목시킬 경우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

은 인사경제학이 조직 내 인간행동연구에 있어서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공

헌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전통적 인적자원관리연구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양 학문 분야의 상호 보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인사경제학

의 인적자원관리영역에의 도전 내지 침범은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인사경제학의 생성․발전, 

행동과학과 경제학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가정의 차이, 연구방법 및 분석의 

차이를 중심으로 본 논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II. 인사경제학의 생성 및 학문적 특징 

1. 인사경제학의 생성 

    인사경제학의 생성 및 이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학과 인

적자원관리 분야가 학문적 발전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는지

를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적자원관리는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조직행동론 등 행동과학 분야의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에 의하여 대부분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인적자원관리자들한테 

인지되지 않은 사실은 190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인적자원관

리의 학문적 뿌리는 경제학이었다는 것이다. Kaufman(2004)에 의하면 당시 

인적자원관리는 노동경제학의 응용분야로 간주되었고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이 

인적자원관리와 고용관계에 관한 학술논문들을 주도적으로 발표하였다. 1960

년대에 들어와서 까지도 가장 잘 알려진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대학 교과서는 

Yoder(1962), Myers & Pigors(1961), Strauss & Sayless(1960) 등의 경제

학박사 학위를 가진 학자들이 집필한 것들이었다.4)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

엿볼 수도 있다. 특히 인사경제학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Stanford대학의 Lazear(1999)

교수는 공공연히 경제학의 타 사회과학 분야의 침범을 경제학의 우월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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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노동경제학자들이 인적자원관리에 흥미를 잃었고 이 분야에서 떠나 노동시

장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였다. 노동경제학자들이 인적자원관리 분야를 떠나자 

그들의 자리가 행동과학자들로 채워졌고 이들은 인적자원관리 연구에 있어서 

심리학, 사회학 및 조직행동론에서 개발된 이론에 입각하여 경제학적 접근과

는 거리가 먼 행동과학적 접근을 하게 되었다. 이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적자원관리는 거의 전적으로 행동과학자들의 손에 의하여 발전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노동경제학자들은 인적자원관리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노사

관계 또는 고용관계 분야에서 노동시장 분석이라는 한 축을 담당하였으나, 이 

시기부터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제도학파 경제학이 아닌 시카고학

파의 신고전학파 패러다임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행동과학자들이 중심이 된 

인적자원관리 연구와는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에 있어서 판이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5)  

    1970년대에 이르러 제도학파 경제학자인 Doeringer & Piore 등이 내부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부터 비로소 기업 내부의 인사 및 고용 

문제가 신고전학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연구되기 시작했다. Doeringer & 

Piore(1971)는 내부노동시장을 노동의 가격과 배치가 일련의 규칙과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하나의 행정적 관리단위로 보았다. 이들은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은 i)기록되거나 문서로 전수가 불가능한 기업고유의 기술, ii)현장훈

련, iii)작업의 제 측면을 지배하는 관습이며, 내부노동시장이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제도학파 경제학자인 Doeringer & Piore가 내부

노동시장론을 제시하기 이전에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내부노동시장에 별다

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Doeringer & Piore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내부

노동시장에 관한 이론적 분석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셈이다. Doeringer & 

4) Yoder는 Iowa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Minnesota대학 경제학 교수 및 

Stanford대학 경영대학원교수로 재직하였다. 특히 1968년 American Society for Personnel 

Administration에서 그해의 인물(the Man of the Year)상을 수상하였으며, 인사관리의 아버

지로 불리었다.    

5) 이 시기에 신고전학파 경제학파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Becker(1962) 등이 인적자본론을 발

전시켰다. 인적자본론에서 노동경제학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분석에만 의존할 뿐 인적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측면은 배

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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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re 이후의  내부노동시장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업적들은 Jacoby(1985), 

Osterman(1987)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의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론

적인 면을 볼 때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 행동과학자들의 중간지점에 서있

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터 인사경제학이 노동경제학의 한 분야로

서 탄생하여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6) 인사경제학의 생성은 노동경제학

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인적자원관리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인사

경제학의 생성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Lazear,1999). 첫째, 1980

년대 미국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노동경제학을 가르치던 경제학자들이 경영

대학원 학생들의 무관심에 직면하였다. 경영대학원생들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 

실업, 교육 투자 등 과 같은 노동경제학의 주요 관심사가 그들의 장래 비즈니

스 경력에 부적절 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무관심과 지루함이 기존 노동경제

학 교과목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Stanford 대학과 Chicago 대학을 중심

으로 인사경제학 과목이 새로이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둘째, 재무관리분야에 

경제학이 파고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인적자원관리 분야 내에서 경제학 영

역의 확장을 시도하려 하였다. 예전부터 인적자원관리 학자들의 연구 주제들

에 관하여 경제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과학에 입각한 

연구 접근 방식은 경제학자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경제학자들이 길

들여져 있는 보편성과 엄밀성이라는 과학적 기준이 행동과학적 연구들에 있어

서는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경제학자들에게는 비쳐졌다. 그 결과 경제학자들

은 인적자원관리를 경제학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생각하

여 이 분야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대리인 이론과 계약이론의 발전은 경

제학자들이 과거에 다루지 못했던 조직 내 구성원에 관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되었다.7) 

6) 1987년 The Journal of Labor Economics는 인사경제학에 관한 이슈들을 담은 특집호를 발

간 하였고, 이 후로 인사경제학은 노동경제학의 주요 분야가 되었다.

7) 인간의 본성에 관한 대리인이론과 계약이론의 밑바탕은 종업원은 기회주의적이고, 조직의 목

표와 자신들의 목표를 일치시키지 않는다는 가정에 서있다(Alchain & Demsetz, 1972; 

Jensen & Meckling,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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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경제학의 학문적 특징

    Lazear 등을 위시한 대표적 인사경제학자들은 기업내부에서의 인적자원관

리의 실제적인 문제들인  보상, 정년, 훈련, 배치, 그리고 선발 등과 같은 것들

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신고전파 경제학의 전형적 도구를 사용하였다(Aghion 

& Tirole, 2004; Lazear, 1991; Lazear & Gibbs, 2009; Rosen. 1986). 이

것은 전통적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분석 영역 밖이었다. 왜냐하면 역사

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지에 관한 세세하고 구체

적인 것은 설명하려 들지 않고 단순히 기업은 이윤극대화에 최적인 것을 행한

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경제학은 이에 반하여 블랙박스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양조업자에게 맥주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 것은 경제학

자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Marshall(1890)의 유명한 말이 인사경제학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인사경제학자들은 경제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인

적자원관리의 제 문제들을 실무자들에게 이해시키고 때로는 지시하려고 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발전한 인사경제학은 행동과학적 접근

에 입각한 전통적 인적자원관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Gunderson, 2001; Lazear & Gibbs, 2009; Neilson, 2007). 첫째, 인사경제

학은 종업원과 경영진을 합리적인 효용극대화 대리인으로 가정한다. 인사경제

학의 연구모델이 불완전정보, 거래비용, 그리고 모형을 복잡하게 만드는 다른 

매개변수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행동과학적 접근에 의한 인적자원관리 연구

와 비교하여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지극히 단순한 인간의 효용극대화 가정에 

있다.  단순한 가정에 의하여 세세한 요인들은 중시하지 않는 경제학적 접근

은 비록 비현실적인 결과를 도출 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지만 각 인적자원관리 

문제들을 별개로 생각하기보다 그 밑에 깔려있는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는 데

에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보다 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연구대

상에 접근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적자원관리 연구결과물들은 제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풍부한 설명을 해 주고 이론과 실무를 연결시킨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대안을 제공하지만 예외가 많아져서 이론의 엄밀성과 보편성이 훼손 될 수 있

는 단점을 지니게 된다. 둘째, 인사경제학은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및 

작동을 제도학파 경제학자나 행동과학자들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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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학파 경제학자들과 행동과학자들은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정책이 외부노동시장과 달리 내부규정과 제도 및 관행에 의하여 결정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사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내부규정과 제도 및 관행을 

단순히 기술하기보다 그들의 존재 그 자체에 접근하여 이것들을 내생변수화 

시킨다. 인사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내생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내

부규정과 제도 및 관행 등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

을 주장하는 한편 관습, 전통, 규범, 역사적 사실, 그리고 비이성적 행동 등과 

같은 개념을 동원하여 내부노동시장을 설명하는 것을 극도로 삼간다. 내부노

동시장에서 보여 지는 현상들이 기업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행동적 결과로

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사경제학은 균

형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인적자원관리 연구만이 아니라 타 사회

과학과도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리학과 마찬가지로 인사경제학의 모

든 이론들은 균형의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특정 균형을 가져온다는 

것은 실제 세계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사경제학의 특징은 주로 인사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행동과학에 입각한 전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하여 일정 부분에서 학문적 우월

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경제학이 지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맹점은 인사경제학이 철저하게 신고전파 경제학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기 때문

에 경제학적 연구접근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는 것이다. 경제학적 연구접근이 지니는 이러한 문제점들과 한계들을 행동과

학적 연구와 비교하여 지적하여 보기로 한다.  

III. 행동과학적 연구와 경제학적 연구의 비교

   조직 내 인간을 연구하는 모든 학문분야는 공통적으로 인간행동을 설명하

고, 예측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제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모형들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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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특성과 환경으로 압축할 수 있다. 

전통적 인적자원관리는 행동과학적 접근에 그 학문연구의 기반을 두고서 인간

의 특성을 모티베이션, 태도, 지각, 가치관 등의 심리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연

구․설명하여 왔으며,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시스템적 접근에 입각한 

상황이론이  연구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반면 경제학적 연구에서는 인간의 

특성에서 다루는 변수는 선호(preference)로 제한되어있으며, 선호가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전개해 나아가는지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더욱이 모티베이션, 태도, 지각, 가치관 등과 같은 심리학적 매개변수들

은 개인들 사이에서는 일정하거나, 또는 비체계적이고 무작위로 변하기 때문

에 이러한 심리적 매개변수들은 경제학적 연구에서는 인간행동의 결과에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가정된다.8)  따라서 경제학적 연구에 있어서는 인간선

호에 대한 아주 단순한 가정위에 경제학적 환경변수들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학적 환경변수를 소득과 가

격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의 변화와 인간행동의 변화사이에는 안

정적이고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행동과학적 연구들에 있어서는 심리학적 매개변수들이 인간행동의 조건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독립적이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모티베이션, 

태도, 지각, 가치관 등과 같은 심리적 변수들은 일정하게 변함없이 지속되지도 

않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동일하지도 않다. 인간행동이 발생하는 상황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심리적 변수들이 인간행동의 결과에 중대

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에 인적자원연구에 있어서 행동과학적 연구는 심리학

의 이론과 실증연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환경변수들도 소득과 

가격 등과 같은 경제적 환경변수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사회, 기술, 문화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외부환경의 변화와 인간행동의 변화는 경제학자들의 

연구와는 달리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8) 경제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가치에 대한 정의도 서로 다르다. 경제학에서 가치는 어느 대상의 

상대적 가치로서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경제학에 있어서의 가치와 동일한 개념을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

회학, 윤리학, 또는 신학 등과 관련된 독특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런 차원에서 가치는 사회적 

규범이고, 윤리적 신조이고, 도덕적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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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선택의 합리성과 선호

    인사경제학은 다양한 경제학 계파들의 사상과 사고의 틀을 포함하고 있지

만 신고전학파의 이론적 패러다임이 그중 가장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

고 신고전학파 경제학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인간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 및 

대상들에 관하여 순차적이고 일관성 있는 선호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선호체계들은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행위나 의사에 독립적이다. 이

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인간들은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하게 되는

데, 이러한 희소성이 각 대안의 손실을 비교하면서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

로 대안을 선택하게 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 모형내에서의 인간행위, 즉 선택과정은 선호의 변화가 아니라 기

회와 비용이라는 제약요건의 변화 및 차이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동기화 된다. 

욕구의 원천, 선호체계의 변화, 그리고 지각, 태도와 같은 인지적 과정 등의 

인간내면의 심리적 요인들과 그 작용은 블랙박스로 취급된다. 물론 이러한 가

정들에 이견을 제시하고 모델의 수정을 시도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도 있

지만 대다수는 합리적 행위, 효용극대화, 이기주의, 그리고 안정적이고 잘 정

의된 서수적 선호에 관해 집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9)

    선호가 서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선

호의 본질에 관하여 더 이상의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인간은 단지 선호순서만 정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왜 A가 B에 선호하는지? 

인간 내면의 어디에서 이러한 선호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성

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심리학을 포함한 다른 행동과학을 거의 들여다 볼 필

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Kaufman, 1999). 그들은 이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가정의 현실성이 아니라 예측이라고 주장하면서 선택과 선호에 대한 

9)  경제학에서 효용은 단순히 서수적 순서일 뿐 어떠한 심리적 내용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만족, 행복, 또는 쾌락 등과 같은 심리적 용어와 동일하게 자주 사용되고 있

다. 이러한 효용개념의 혼재는 경제학이론에 있어서 단순히 용어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 인

간행동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예측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Kahnemann, Wakker, & 

Sari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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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깊은 탐색을 간과하고 있다.10)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이론의 

간결성과 보편성 관점에서는 뛰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인간행복과 만족의 선

행요건과 결정요건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이해에 의하여 경제학자들이 만드는 

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A가 B에 선호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어떤 조건하에서 왜 그렇게 되는

지를 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Lagueux, 1993; Sunstein, 1996).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합리적 선택 모형에 심리적 변수들을 포함시키

더라도 그 예측력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11)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변수들

을 다루는 것은 인간행동 및 사회현상을 이해하려는 학문적 목표달성에 반드

시 필요한 것이다(Kaufman, 1989). 인간의 선택과 선호에 있어서 심리적 변

수들을 배제한 결과 비현실적인 결과물을 도출한 경우를 호손실험 등에서 쉽

게 발견할 수 있다. 1930년대 호손실험의 주요결론은 상사나 동료와의 인간관

계, 집단내의 분위기 등 조직 내 인간관계에 관한 심리적 요소들이 동기유발

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과학적 관리법

에 익숙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과학적 관리원칙에 따라 생산량을 증대시키지 

않는 종업원들을 비합리적이라고 간주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의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인간행동에 관한 원

리들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지배적 경향은 시장 메카니즘으로 대변되는 환경 

하에서의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인간행

동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는 심리학 및 사회학 등을 위시한 비경제학적 학문분

야에서의 이론 및 가정에의 의존을 최소화 하면서 가격이나 소득 같은 환경차

이에 주목하게 만들었다.12) 또한 합리적 선택 모델에서 인간은 그들의 주어진 

10)이러한 경향은 경제학자들이 추앙하는 Friedman(1953)의 경제학적 연구방법론에 관한 견해

에 의하여 더욱 견고히 되었다. Friedman은 이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측력이기 때문에 가정의 현실성을 크게 문제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Solow(1997)도 지적하였듯이 경제학이 심리학을 위시한 다른 행동과학분야와 지적인 상호작

용을 모색하려는 연구의지를 시들게 하였다. 근래에 행동경제학이라는 이름하에 경제학과 타 

사회과학분야와의 상호작용을 모색하는 경제학 분야가 생성되어 발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통적 신고전학파 경제학 이론들은 앞서 말한 Friedman의 견해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11) Stigler & Becker(1977) 등은 선호의 차이에 대한 가정들을 도입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인

간행동의 차이가 의미 있게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2) 과거의 모든 경제학연구들이 심리적 변수들의 역할을 최소화 한 것은 아니다. 제도학파 경

제학자들은 사회심리학적 변수들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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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오직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만 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의 의지, 의도적

인 목적, 그리고 계획에 의하여 환경을 통제하고 재구성하려고 한다. 인간의 

이러한 힘들이 경제학적 모형이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인간행동의 영속적이고 

역동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다. 한 개인을 폐쇄시스템으로 보는 경제학적 접근

의 한계라 볼 수 있다.

  

2. 효용의 상대성과 공정성

    경제학적 분석에 있어서 효용함수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소득과 같은 상대

적 비교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상대적 비교변

수들을 연구모형에 포함하더라도 예측력의 별다른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연

구모형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 변수들을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역할은 가격이나 소득과 같은 외부의 시장과 

관련된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고 심리적 및 사회적 변수들은 심리학이나 사회

학 연구자들의 관심영역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Solow 

1997). 그러나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저명한 심리학자 

Kahnemann과 그의 동료 Tversky 등은 효용의 상대적 본질은 경제적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대적 임금 수준에 대한 만

족 보다 상대적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족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것 등이 한 예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ahnemann & Tversky(1991)는 선호의 서열 순서가 준거 의존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사람들은 예견되는 이익, 손실 등을 준거점에 기준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행동과학적 이론의 한 형태가 

Adams(1963)의 공정성이론인 것이다.13) Adams의 공정성이론은 한 개인이 

특정 수준의 보상에서 얻는 효용가치가 그의 투입-산출(보상) 비율과 타인의 

투입-산출(보상) 비율을 비교한 상대적 평가에 의존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한 

종업원이 과소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의 불공정성은 커져서 

13) 공정성이론은 1950년대 사회심리학자인 Festinger의 인지부조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인

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바와 자신의 행동이 다를 때 부조화를 느

끼고 이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동기가 일어난다(Festinger,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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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보상에 대한 효용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이 효과는 인간의 무차별곡

선의 원점으로의 이동을 초래하며, 선호가 안정적이라는 Becker(1976)등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공정성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선호

가 상호의존적이 되고 따라서 선호체계는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다(Kaufman, 

1989).

    공정성이라는 것은 측정하기 힘들지만, 개념적으로 이것은 첫째, 종업원이 

받은 보상액이 남들과 공정해야 하고  둘째,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해

야 하며  셋째, 자원분배가 아닌 인간관계에서 공정해야 한다는 3개의 기본적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공정성의 이러한 차원들은 배분적 공정성, 절차적 공

정성, 그리고 상호 관계적 공정성으로 불리 운다. 만약에 이 3가지의 공정성들

을 위반하게 되면 효용은 심각하게 감소한다.14) 전통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자

들의 모형에서는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 단지 

Akerlof(1990)가 효율적 임금가설에서 기업이 이직과 직무태만을 방지하고 근

로의욕을 높혀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 임금

(과다보상)을 설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15)  하지만 불공정성을 

느낀 다음 나타나는 반응행동 양식도 각양각색인데(특히 과소보상의 경우) 이

에 대한 설명을 효율임금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3. 학습  

    대부분의 경제이론 모형에서는 학습 메카니즘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앞

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경제학에서는 행위주체들이 모든 정보

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각 의사결정 단계마다 필요한 변수

들이 왜곡됨이 없이 창출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Kaufman, 1999). 경

제학자들은 행위주체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가정은 거의 하지 않으려 

든다. 그러나 Bandura(1986)와 Weiss(1992) 등과 같은 행동과학자들의 학습

14) 더욱이,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불공정성을 해결하려는 다양

한 행동들을 불러일으켜  균형과정을 혼돈 시키고 계속적으로 불공정성을 해결하려는 행동과 

이에 대응하는 행동이 계속될 것이다.       

15) 효율임금은 일종의 역발상에 입각한 임금이다. 전통적으로는 노력증대→노동생산성증대→고

임금지급의 논리를 사용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의 반대 논리인 고임금지급→노동자노력증

대→노동생산성제고에 효율임금은 입각하고 있다(조우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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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에서는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노출된 상태에서 학습이 

천천히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사단체교섭을 예로 들자면 경제학에서는 경영진과 노조의 효용함수를 

활용하여 교섭의 다이내믹스를 설명하고 그 타결점을 예측하고 있다. 즉, 경제

학 모형에서는 노사 양측의 협상대표자들이 자신 및 상대방의 양보곡선에 대

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파업기간 및 타결점을 계산해 낼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과학적 협상모형은 학습과정을 중시하고 있다(Walton 

& McKersie, 1965). 행동과학적 모형에서는 교섭대표자 그 어느 누구도 양보

곡선에 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노조와 경영진은 온갖 협상 전

략수단들을 동원하여 상대방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것인지를 알아내려 한

다. 교섭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학습과정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

서 학습과정을 고려한 행동과학자들의 모형은 경제학자들의 모형과는 다른 결

론을 도출하고 있다. 행동과학자들은 파업발생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서 노

사 양측이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지니고 단체교섭에 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한다. 노사 양측이 제안과 반대제안, 그리고 양보의 복잡한 제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교섭력 및 저항수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파업 발생가

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행동과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교섭대표

자들이 비합리적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한다(Kennan, 1986). 즉, 

교섭대표자들이 교섭결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교섭대표자들의 예측이 평균적으로는 정확

하다면 학습과정은 교섭이론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16)   그러나 행

동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을 높이

기 위하여 일관성 있게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통제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nger, 1975; Langer & Roth, 1975; Petri, 

1986). 또한 경제학모형에서는 사용자측이 높은 임금수준을 제시할 경우 스트

라이크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지만, Walton & McKersie의 행동과학적 

16) 교섭대표자들이 교섭결과에 대해 갖는 낙관적 기대가 장기간에 걸친 학습에 의하여 낮아 져

야 된다는 점에서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맞는다. 단체교섭의 역사가 긴 기업보다는 짧은 기

업에서 교섭결렬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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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모형에서는 사용자측의 이러한 행동으로 스트라이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사용자측의 양보를 노조가 사용자측이 약하다는 시그

널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는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즉, 교섭기간동안 

사용자측의 교섭력이 노조에게 어떻게 학습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4. 모티베이션

    경제학적 모형과  행동과학적 모형의 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모티베이션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 가정의 차이일 것이다. 경제학에 있

어서 모티베이션에 관한 기본입장은 제한된 효용극대화이다. 이 주장의 시발

점은 제한된 예산내에서 사람들이 개인효용의 최고수준에 달하는 결과물을 얻

고자 노력한다는 가정이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선택된 

실제 결과는  선택 대상물들이나 행동들에 대한 선호와 이들 사이의 대체율에 

대한 선호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선호개념은 경제학에서 무차별곡선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수적 안정성을  가정하고 있다.17) 이

것은 무차별곡선이 도표위에서 예산선의 기울기로 표시하는 대상물들의 상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인간의 모티베

이션은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열망에 의하여 설명되어지고 선택된 특정의 결과

는 선호와 상대가격의 균형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모티베이션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행

동과학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Kaufman, 1999). 먼

저 인간의 선호를 나타내는 무차별곡선은 경제학자들이 가정하듯이 연속적이

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다. Maslow(1954)의 욕구단계설에 따르면 각 욕구의 단

계는 순차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단계 또는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무차별 곡선은 존재하지 않

는다(Georgescu-Roegen, 1968).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17) 선호의 서수적 안정성은 경제학에서는 2개의 기본적 조건, 즉 이행성(transitivity)과 완전성

(completeness)을 충족시킨다는 가정 하에 있다. 부수적으로 연속성(continuity), 볼록성

(convexity), 그리고 불포만성(nonsatiation)도 가정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Becker는 선호에 관한 가정을 부정하는 것은 경제학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까지 말한

다(Becker,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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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이 자아실현욕구 및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

는 대가로 임금을 삭감 또는 동결 하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Hertzberg(1959)의 2요인이론 관점에서 볼 때도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하나

의 무차별 곡선위에 나타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각기 다른 수준 및 단계의 욕구수준 사이에 있어서 극단적인 대체를 무차

별곡선상에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제이론에 있어서 선호에 영향을 주는 변

수들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가격과 소득의 변화로서 인간행

동의 차이를 설명한다. 행동과학이론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로 선호의 블랙박

스를 열고 심리적 요인들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인간행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찾아본다. 특히 개인의 선택과정에 있어서 자기효능감, 자아통제

력 또는 자존심 등과 같은 개인의 능력과 지각에 훨씬 더 많은 주안점을 두고

서 인간행동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Vroom(1964)등이 주장하는 

기대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의 모티베이션 수준은 (i)노력을 하면 업적이 오를

지의 확률(expectancy),(ii) 업적이 오르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지의 확률

(instrumentality),(iii) 보상에 대한 욕구의 크기(valence)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경제학적 이론에서는 (i),(ii)와 같은 모티베이션 과정은 배제되어있다.  

5. 이윤극대화와 이기심 

    경제학적 접근은 모든 기업과 개인은 이윤극대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 

한다. 앞서 언급한 효율적 임금가설에서 높은 임금을 주는 이유도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있다. 즉, 기업의 임금정책의 차이

를 최고경영자의 모티베이션이나 기호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기업

이 처한 경제적 환경변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Katz,1986; 

Kaufman,1989 ; Kruger & Lawrence, 1987).  그러나 Maslow(1954)의 욕

구단계설 또는 Alderfer(1972)의 E.R.G.이론 등의 행동과학적 이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기업경영진의 관점에서 최하위 단계인 기

업생존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수준까지는 가능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지불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익수준이 기업생존의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기업경

영진들에게 상위수준의 다른 욕구들이 발생한다. 종업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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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려는 욕구, 임금수준의 리더가 되어서 사회로부터 인정 또는 존경 받고자 

하는 욕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경영진은 이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더

라도 시장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18) 

    인간은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 인간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기

본가정이다.19) 따라서 경영 대리인들은 의무를 회피하려 하고 근로자들은 기

회주의적이라고 주장한다(Alchain & Demsetz, 1972). 이것은 인간에 관한 경

제학의 가정이 사람들의 실제 행동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취해야 

될 행동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ousseau, 1995). 경제학자들의 이

러한 관점은 경영 관리자들이 신의성실에 의하여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Castanzias & Helfat(1991)의 연구결과 및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한 약속은 지키려 한다는 Shanteau & Harrison(1991)의 연구결과들과는 정

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동과학자들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라도 

대기업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고 종업원들과 노동시장에서 맺은 심리적 계약

을 지키기 위하여 고용규모를 급격히 감소시키지 않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충

격흡수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반면 경제학자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고용수준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주장하게 된다(Kaufman, 1989). 이와 같이 동일 현상에 대하여 행동과학자들

과 경제학자들이 서로 다른 설명과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가정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6. 조직구조의 결정

    조직구조의 유형에 관한 분류는 상당히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단순하면서

도 기본적인 유형으로 수평적 조직과 수직적 구조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18) Lester같은 경제학자는 독과점기업들이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게 되면 종업원들과 

지대를 공유하게 된다는 주장을 함으로서 행동과학자들과 비슷한 접근을 하기도 한다

(Lester, 1946).  

19) 인간에 관한 이러한 이기적 가정의 바탕위에서 훈련된 경제학자들은 실제생활에서의 이기적

인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당연한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Frank, Gilovich, & 

Regan(1993)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교수들 중 자선기관에 전혀 기부를 하지 않는 교수들이 

비율로 볼 때 경제학 교수들 중에 가장 많았고,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도 경제학 교수들이 

교수들 중 가장 적은 액수를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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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직유형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권한의 배분정도일 것이다. 수평

적 조직에서는 현안문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 직접 다루고 있는 사람들

이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많은 권한을 지니게끔 분권화 되어있다.  반면 수직

적 조직은 각 위계 단계에서 하위계층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각할 수 있는 조

직구조로서 의사결정권한이 중앙의 상위계층에 집권화 되어있다.  인사경제학

자들은 수평적 구조 또는 수직적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합리적 의사결

정자의  제1형 오류와 제2형 오류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한 변수만을 중심

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인적자원관리학자들은 조직내외부의 제요소들에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인사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조직설계를 수평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수

직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Lazear & Gibbs, 2009; 

Sah & Stiglitz, 1986). 하지 말아야 될 사업(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행함으로

서 초래되는 비용과 해야 될 사업(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서 초

래되는 비용의 비교, 즉 통계학적 용어로 제1형 오류와 제2형 오류의 트레이

드오프에 달려있다.  수평적 조직에서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수직적 조

직에 비하여 제1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크고 수직적 조직에서는 하위계층에

서 승인된 사업이라도 상위계층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수

평적 조직에 비하여 제2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 제1형 오류에 따르는 

손실이 제2형 오류에 따르는 손실보다 크다면 조직구조를 수평적으로, 그 반

대라면 조직구조를 수직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생 벤처기업

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야 하므로 제1형 오류 보

다는 제2형 오류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생 벤처기업에게는 수평

적구조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인사관리학자들은 분권화의 영향변수로서 조직 최고책임자의 태

도, 사용기술, 환경변화, 조직크기 등을 고려한다(Blau, 1970; Burns & 

Stalker, 1961; Duncan, 1979). 사용기술, 환경변화, 조직 크기 등은 제1형 

오류를 피하여야 할 것 인지 아니면 제2형 오류를 피하여야 할 것 인지를 결

정해주는 변수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인사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고 경영진이 권력과 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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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속 유지하는데 최우선을 둔다면 제1형 오류와 제2형 오류를 고려하는 것

으로서는 조직구조의 결정을 설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제적 요인만이 아

닌 사회적, 정치적 변수에 대한 고려가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를 그만큼 더 풍

부하게 할 것이다.                

7. 실증연구

    인간행동 및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에 있어서 종속변수들의 편차는 임금률 

및 산업구조 등과 같은 환경변수들,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 변수들과 체계적으

로 관련되어 있다. 만약 사회적, 심리적 변수들이 회귀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면 종속변수의 설명될 수 있는 편차량은 축소될 것이고, 모형

내의 다른 독립변수들의 측정된 계수들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

학자들은 사회적, 심리적 변수들을 배제하더라도 그들 연구의 타당성이 심각

하게 훼손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다수의 법칙을 

말 할 수 있다(Katona, 1975). 이 관점에 따르면 인사조직에 관한 실증연구는 

대부분 데이터 수가 적고, 특정 조직들에 관해서 수집되기 때문에 사회적, 심

리적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호의 체계적 변화 등을 초래 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변수들은 경제적 모형에서 사용되는 대규모 조사 데이터에 의하여 시장수준에

서 씻겨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심리학적 변수들을 포함한 실증연

구에서 이들의 영향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구태여 이

들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켜 모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Morgan, 1976; Stigler & Becker, 1977). 그리고 보다 더 실질적인 차원에

서 본다면 경제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차적 데이터가 개별적인 사회적, 심

리적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행동과학적 인간 모

형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심리적 변수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Kaufman, 1989).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회귀분석에서 생략된 어떠한 기호변수들

도 다른 독립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회귀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심리적 변수들을 고작 더미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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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회귀분석에

서 생략된 기호변수들과 다른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조건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의심할 이유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Farber & Saks, 

1980).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인적자원관리와 근래에 성립된 인사경제학을 서

로의 연구모델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정들과 연구방법론의 차이에 입각하여 비

교 설명을 시도하였다. 행동과학적 연구접근에 의한 전통적 인적자원관리는 

심리적 변수들 및 사회적 변수들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실천적 응용종합학문으

로서, 그리고 규범적이며 인간존중의 학문으로서의 특징 및 가치를 제공해 주

고 있다. 그러나 이론의 정교함 및 분석의 엄밀성에 있어서는 경제학적 연구

접근이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밑바탕을 둔 인사경제학이 전통적인 인적

자원관리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즉, 인사경제학이 그동안 전통적 신고전파 경

제학자들의 분석 영역 밖으로 간주되었던 기업조직 내부의 인적자원관리의 실

제적인 문제들을 대리인 이론, 계약이론 등의 미시경제학적 분석 도구들을 사

용하여 인적자원관리 연구의 변환까지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사경제학의 가장 커다란 취약점은 경제학 특유의 인간에 대한 가정에 있다.  

인사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정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패

러다임에 입각하여 있으므로 행동과학적 연구접근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심리

적 변수들을 연구모델에서 가능한 배제하고 있다. 물론 경제학적 모형에 있어

서의 인간에 대한 단순한 가정은 수학적 표현을 용이하게 하고 비교정태 분석

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행동과학적 변수의 배제는 호

손실험 등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선호, 그리고 무차별곡선 등에 관한 인사

경제학에서의 가정은 행동과학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지극히 단순하고 또한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에 대한 경제학적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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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본질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행동과학연구를 보다 많이 받아들이고 

행동과학자들도 경제학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

이다. 

    비록 실증연구에 의하여 입증되어질 전제이기는 하지만, 인적자원관리 연

구에 있어서 경제학 배경을 가진 학자들과 행동과학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학

문적 교류를 한다면  사전적으로 잠재적 이익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Mitchell, 2001). 본 논문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듯이 경제학적 연구의 강점은 

모델이 엄밀하고 분석적이라는 것에 있고, 동시에 약점도 엄밀한 연구를 위하

여 비현실적이고 단순한 가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있다. 반면 인적자원

관리 학자들은 가능한 실제의 상황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기 때문에 실제적이

고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뛰어나지만 예외가 많아져서 학문적 엄

밀성과 보편성에서 는 뒤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사경제학자들의 연구

는 행동과학자들의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모델에 포함시켜 강화될 수 있을 것

이고, 인적자원관리 학자들의 연구 역시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정교함을 받아

들여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통합과 지적교류가 Gibbs & 

Levensen( 2002), Lewin & Kaufman(2000) 등 몇 몇 학자들에 의하여  시

도되기는 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두 집단 간의 교류에 의한 잠재적 

이익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인사경제학자들이 행동과학적 변수를 심도 있

게 고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들의 고려에 따른 이론과 연구모형의 

복잡성 및 이에 따른 불이익이 예측력의 정확성에 있어서의 상승이나 설명력

의 향상 등으로 압도될 수 있다는 것을 행동과학자들 또는 경제학자들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Lazear(1999)를 위시한 일단의 인사경제학자들은 두 집단 간의 교류 보

다는 경제학의 영역확대에 더 치중하고 있다. 1960년대에 이미 구체적이고 잘 

추론된 해답을 제공하는 경제학적 방법의 간결성과 수학적 엄밀성을 앞세워 

경제학의 타 사회과학 영역에의 침범이 이루어 졌고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고 할 수 있다. 가장 호전적인 경제학 제국주의(Economics Imperialism)는 모

든 사회적 행동을 경제학적 도구를 가지고 설명하려는데 그 목표를 두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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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이의 동조세력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미국의 Stanford 대학과 Chicago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인사경제학이 경영대학원 인적자원관리 교육 및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Lazear(1999, 2000)는 오늘날의 인적자원관리

가 처한 변화의 압력을 30년전의 재무관리분야와 비교하고 있다. 그 당시 재

무관리에 경제학적 이론 및 연구방법론이 접목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완전히 

경제학 패러다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21)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의 유명 대학들에서는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경제

학적 접근을 하는 트랙과 심리학위주의 행동과학적 접근을 하는 트랙으로 구

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자원관리는 전통적으로 인간존중의 학문으로서 조직구성원들

을 경제적 동물로 취급하지 않고 일의 보람과 자긍심을 살려주며, 자율과 창

의적인 환경 속에서 조직과 구성원들의 목표를 달성해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경제학이 경영학의 타 분야에서 그들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한 것과 

같이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그들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불가능 해 보인다. 

O'Reilly & Pfeffer(2000)는 경제학이 X론적 인간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

람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적 논리 하에

서는 경영진은 이들 가정이 항상 어느 곳에서도 옳다는 듯이 경영하도록 요구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경제학에서의 가정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개인

에게 타당 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인간을 다루는 대부분의 상황에는 맞

지 않는다. 인사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가정이 들어맞는 상황, 예를 들면 경제

학자들이 그들 자신들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경제학이 유용할 것이라는 

독설까지 O'Reilly & Pfeffer는 퍼붓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사경제

학자들은 전통적 인적자원관리 내에서 그들의 영역을 구축하기 보다는 인사경

제학의 영역 내에서 경영학자들의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발전방향이 될 것이다. 물론 인적자원관리 학문영역이 

20) Becker가 경제학 제국주의의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 제국주의는 전통적인 경제

학 영역인 소비자 선택, 기업이론, 시장이론, 거시경제행위 및 이들 분야에서 파생된 이슈들

을 넘어서는 주제들을 경제학적 패러다임 및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경제학의 영역내

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azear(1999)를 참조할 것.

21) 1990년도 노벨 경제학상은 재무관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인 Miller, 

Markowitz, 그리고 Sharpe에게 공동으로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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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 대하여 배타성을 지닌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존중이라는 인적자원관

리의 특성 하에서 경제학의 이론적 정교함을 받아들이는 학문적 교류는 반드

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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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di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explains human 

characteristics with motivation, attitude, perception, value, etc., based 

upon behavioral science approach. And system approach is adopted in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the environment. 

However, personnel economics excludes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 the human choice models, and assumes very unrealistic and 

simple rational decision making process. For environmental variables, 

personnel economists considers only income and price. Tradi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model successfully explains the 

phenomenon for each specific situation, but lacks  universality. On the 

other hand, personnel economics model is strict and analytical, but 

tends to distort the understanding of the results because of the 

unrealistic assumptions. These two academic fields may get benefits by 

introducing the other's research methodologies, theories, and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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