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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New Employee Benefit Planning

- Focusing on the A Air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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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traditional benefit plan offers the same benefits to employees regardless of their

needs, cafeteria benefit plan or flexible benefit plan allows staff to choose from a variety of

benefits to formulate a plan that best suits their needs. Cafeteria plan options may include

health and accident insurance, cash benefits, tax advantages and/or retirement plan

contributions. In this paper, we analyzed conditions and problems of domestic firms’

current benefit plans and draw a resolution by introducing cafeteria plan by investigating

related previous studies, Specially we focused on A airline which is typical service firm

and is regarded as one that benefit plan can be very influential to employees compared to

other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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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기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요약해 보

자면 급변함 그리고 확실함의 부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종전의 가치

인 주주 부(富)의 극대화(shareholders’ wealth

maximization)에서 지속가능(sustainability)이라

는 새로운 화두에 몰입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에 더하여 무한 경쟁이라는 숙제에도 대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종전의 경영패러

다임에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보고

자 노력하며 그 중 하나가 우수 인적 자원의 확

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이다. 그리하여 기업

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보유하기 위해 각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

업들이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양성 하는 것과 외부영입이 있다. 한 포털 사이

트의 연구에 따르면 자체 양성이 66%로 외부 영

입(34%) 보다 두 배 가량 많다1). 핵심인재를 자

체 양성하는 경우 신입사원을 핵심인재로 성장시

키기까지 평균 4년, 4,364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인재양성 전략으로 46.2%(복수

응답)는 핵심인재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능력에 따른 고속 

승진'(34%), '높은 연봉 지급'(33.5%), '업무 간섭 

줄이고 독립권 보장'(33.5%), '자기계발 등 교육 

지원'(17%), '각종 복리후생 혜택 제공'(16%) 등

1) 사람중심 취업사이트 saramin,

www.saramin.co.kr

http://dx.doi.org/10.12985/ksaa.2014.2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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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

어 왔으나 최근 들어 그러한 추세가 더욱더 강해

지고 있다.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원인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조직의 구성원들이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

는가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인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종업원들이 조직에 몰입하고 직무에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을 추

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자극이 필

요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급되

는 임금으로는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하

지 않아 기업에서는 임금 외에 추가적 동기부여 

수단을 다양하게 찾게 되었다. 그 수단 중 하나

가 바로 복리후생제도이다. 고용환경변화와 종업

들의 욕구의 다양화로 인해 복리후생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성과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위해 투자하고 무엇

보다 기업실정에 적합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한

다면 인적 자원을 고무시켜 생산성 증대와 충성

도가 높은 종업원이 될 것이다. 또한 일부나마 

자신의 욕구가 기업에서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종업원의 성과창출 의지가 유지·증가될 것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복리후생제도가 기

업의 이윤창출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제도자체 및 운영

에 있어서 기능장애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

석된다. 구체적으로 복리후생제도의 본질적 특성

요인으로 불 수 있는 보완성, 효율성, 전문성, 효

과성 측면 모두에서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의명, 2007)2).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

의 종업원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분석 및 대안제시

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 서비

스업체인 A항공사를 분석해 보고자하며 특히 우

리나라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의 장애요인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 복리후생의 개관

오늘날 복리후생에 관한 개념은 여러 가지 용

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사회의 발전과 생활

2) 보완성은 임금과 공공복지에 대한 보완성을 말함.

수준의 향상, 종업원의 욕구 수준의 증대와 다양

화, 노동력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개념도 

변화하게 되었고 학자마다 이에 대한 정의가 다

양하다.

복리후생(employee benefits)이란 연구자, 연구

목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복지후생, 후생복

지, 기업복지, 근로자복지, 부가급여, 산업복지,

간접보상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나, 실

제적으로 어떠한 통일된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지

는 않다(김종택, 2003).

이러한 복리후생의 개념을 Gomez, Balkin &

Cardy (1995)는 “종업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안전을 제공하는 집단적 보상”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그들은 복리후생을 현금 대신 제도 또는 

계획의 형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간접

보상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Milkovich &

Newman (1987)에 따르면 복리후생을 사용자가 

전액 또는 일부롤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실제 노

동시간에 대한 급여 이외에 지급하는 총 보상 패

키지의 일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Zoeteweij

(1986)는 직접임금의 반대 개념인 ‘간접보상’으로 

임금에 부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으로써 법적 강제에 의한 것을 제외한 부분

이라고 정의하였다3).

국내학자의 경우 종업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

해 시행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제급부를 말

한다고 정의를 내린다(김식현, 1999). 전통적 의

미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복리는 근로자의 생활안

정과 질 향상을 위해 근로조건에 부가적 급여

(fringe benefits) 또는 보충적 급여

(supplementary benefits)인 것으로, 사용자의 자

유의사에 의한 임직원인 제도나 시설로 기업자체

의 부담과 책임 하에 추가적으로 베푸는 혜택이

라 간주되어 왔다. 근래에는 기업복리비율

(benefits percent)이 조직구성원이 수혜 받는 보

상 중 30%가 넘는 상황에서 부가급부적 개념으

로부터 보다 정당한 근로 대가로 그 성격이 변모

함에 따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업복리라고 하기

도 한다(구본장·박계홍, 2008).

따라서 여러 학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개념들

을 정리해보면, 복리후생은 기업 내부에서 법률

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는 법정 복리후생 뿐만 아

3) Zoeteweij(1986)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국가보조나 국가규제에 의하여 법적 강제성으로 인

해 시행되는 복지프로그램은 기업복지제도의 범주

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법적 강제성

은 특정 복지사업에 사용자의 임의성과 자발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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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외 복지

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실질적인 그 대상으로는 

종업원을 비롯한 종업원의 가족까지 포함하며,

현물, 현금, 물질적 정신적·서비스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직·간접적 보상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

다.

기업이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얻

는 편익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임금보

완 기능, 구성원의 사기와 충성심 고취, 동기부여 

및 생산성 향상, 이직 및 결근의 감소, 기업의 사

회 이미지 개성, 원만한 인간관계와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및 지역

사회발전, 공적복지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생활지

원, 원호적 기능, 정부의 개입감소 등의 효과로 

나타난다.4)

3. 선행 연구

기업복지 관련 연구는 한국복지체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기업복지의 상대적 발달을 국가의 시장

개인방식 또는 정책지향 속에서 설명하려는 거시

적 연구(최균, 1992; 송호근, 1993)와 기업복지의 

결정방식과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미시적 연구(송

호근, 1995; 박찬임, 1996; 홍경준, 1996; 송준호,

1996)로 나누어볼 수 있다(김정한 외, 2004). 그중

에서도 기업복지의 발전논리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

구는 외환위기 이전의 연구로서 외환위기 이후의 

동태성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밖의 연구들로 경총(1997), 류진석

(1998), 김대모(1991) 등의 연구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음

과 같다. 김정한(2000)은 국내기업복지가 대기업

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점점 커져서 중소기업이 

인재확보 등에 문제점이 있으며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강영걸(2002)은 기업복지

와 노동생산성 사이의 관계분석에서 기업복지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권승(2002)은 한국 고용주들이 

아직까지는 근로자들의 변화된 욕구에 적절히 반

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맞벌이 가정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영종(2005)은 근로복지의 확대·강화에 따라 

4) E.B Flippo, Personal Management. 6th ed.

New York; Mcgraw-Hill.

근로복지 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의 원칙이 적용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과 일본 기업에서의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의 등장

이 이런 경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선택적 근로복지제도가 생산성

을 향상하면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매력적 기업복지제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

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부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택적 근로복지

제도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런 시도는 아

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제도의 확대 발전

을 위하여서는 세제상 우대조치, 기존의 사내 복

지기금제도와의 관계 재정립, 단체교섭상의 이슈

제기 및 문제해결 등 주요 정책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명(2007)은 한국의 기업사회와 선진국의 

기업사회 간에는 공통점이 있으니 양쪽 모두 기

업복지를 기업의 이윤창출과 근로자의 복지향상

에 매우 중요한 기제로 보고 있고, 전망 또한 밝

다는 점으로 본다. 그러나 기업복지 선진국의 활

성화추세는 기업복지 본래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

하는데 기인한다고 보여지나 한국기업복지제도

는,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본연의 기능을 제

대로 수행치 못한다고 지적한다. 김의명(2007)은  

한국기업복지가 이러한 문제 상황으로부터 벗어

나 미래지향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

문적 사회복지 상담 프로그램인 종업원 지원 프

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과 

선택적 기업복지제도(cafeteria plan)를 제시하였

는데, 전자는 주로 기업복지의 전문성과 효율성

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고 후자는 보

완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진작시키는데 큰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강윤호(2009)의 연구에 의하면 K항공사의 복리

후생제도는 전반적으로 만족수준은 높은 편이나 

연령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우대항공권 지급, 산전

후 휴가, 자녀 및 본인의 학자금 지원이다. 김형

래(2009)의 A항공사의 복리후생제도에 관한 연구

에 의하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연령별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사의 복리후생

제도는 내용상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항공사의 복리후생제도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대표적 항

공사라 할 수 있는 DELTA사와 SOUTHWEST사

의 종업원 복지제도 역시 우대항공권 제공이 주

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5). 다만 국적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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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차이점은 각종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행시 가족 뿐 

아니라 친지와의 여행에 대한 지원, 여행프로그

램 개발에 대한 지원 등이 특징이다.

4. 국내기업 복리후생의 현황 

기업의 복리후생은 임금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하위체계 이면서도 그 특성을 달

리하고 있으므로, 간접적 성격을 갖는 기업 복지

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와 대칭이 되는 직접적 보상인 임금과 비교할 수 

있다.6)

첫째, 임금은 중요한 직무요소나 업적을 기준

으로 하는 직접적인 보수이나, 기업 복리후생은 

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종업원에 대한 일

종의 규약으로 제공되는 간접적인 보수이다.

둘째, 임금은 노동의 질, 양, 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지만 기업복지는 이와는 무관

하게 차등 없이 제공된다. 즉, 기업 복리후생은 

노동의 질, 양, 능력이 아닌 신분기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결국 연령, 성별, 지위, 근속

연수 등에 따라 급부조건이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셋째, 기업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집단적 보

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별 근로자마다 다르

게 표시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과는 

달리 복리후생비는 일정기간에 지출한 총액을 그 

기간의 평균 종업원 수로 나누어 1인당 금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종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보상의 성향을 갖는다.

넷째, 기업복리후생비는 필요성의 원칙에 근거

하여 지급된다. 복리후생의 구체적인 내용이 설

정되어 있을지라도, 종업원 자신에게 급부의 상

황이나 조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고용계약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되어지

는 임금과는 달리 복리후생은 사유가 발생할 경

우에 한하여 비용이 지출되므로 필요성의 내용에 

5) 2회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항공사들의 경우 의

료혜택을 강조하는데 이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건강보험 형태가 아니라 기업

이 제공하는 의료보험(민영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6) 김정환(2000), 여기에서 논의되는 복리후생의 특

징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카페테리아플랜)를 고려

하지 않은 전통적 개념의 복리후생을 근간으로 한

다.

따라 그 용도가 제한된다.

다섯째,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달리 기

업복리후생은 현금 이외에 현물, 서비스 등 다양

한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는 경

기변동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복리후생을 탄력

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종업원들은 시장에

서 직접 구입하는 것에 비해 기업복리후생을 통

해 제공받는 현물이나 서비스가 보다 저렴하고 

이용하는데 편의성도 있다. 그리고 정부는 복리

후생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물가안정에 유효하다는 이점을 갖는다.

끝으로, 기업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생활수준

을 안정시켜 주는 특징을 갖는다. 여러 가지 조

건에 따라 차별화되는 임금과는 달리, 기업복지

는 동일한 회사에 근무할 경우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총보상(임

금 및 부가급여)의 차이를 좁히는 효과로 전반적

인 생활안정을 유도한다.

그러나 방하남, 김태기(2001)에 의하면 우리나

라 종업원 복리후생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을 표출되고 있다. 우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의 새로운 욕구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복지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별기업에서 

사회보장기능을 담당하는 법정복리후생비(의료보

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가 매년 증가

하는 추세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

되어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 할 수 있다.

5. 새로운 복리후생제도의 필요성

종업원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으로 사회환경 변화, 기업환경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5.1 사회환경 변화

종업원 복지와 관련하여 주요한 변화로는 고령

사회 진입7), 핵가족화 현상 등 선진국형 사회구

7) UN분류에 의하면 노령인구(65세이상)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규정하며,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

년 7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4년 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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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의 진입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종업원의 퇴직후 노후생활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향상 및 안정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종업원의 노부모에 대한 간병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보험의 확대 또는 사회보험 이외의 대

책이 필요하다.

둘째, 핵가족화 현상과 맞벌이의 증가로 인해 

여성의 노동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종업

원 가구의 복지욕구도 내용과 형식면에서 변화하

고 있다. 특히 자녀보육의 필요성이 일반화됨으

로 인해 자녀보육에 대한 복지가 주요 복지항목

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 보육비

용의 사회적 부담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에 따른 여성의 직

장유입이 많아짐에 따라 여성의 직장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성을 위한 

복지제도의 도입이 확대될 것이다.

가족구성은 부양가족이 있는 종업원은 물론 독

신, 맞벌이 부부, 소위 말하는 DINKS(double

income no kids)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욕구나 니즈는 기업의 인력구성 자체의 

변화와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의식 변화 때문이

기도 한다. 즉 기업에 새로운 사고를 가진 젊은 

인력들이 상당수 충원되고 있고, 또한 이들은 기

업에 대해 미래에 주어질 복지보다는 현재의 복

지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니즈의 다양화, 높은 

자기개발 욕구 및 여가활용 욕구, 은퇴후 대비책 

마련 욕구 등 복지제도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와 니즈를 충족시킬만한 새

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종전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종업원이 근속하는 종신고용을 대상

으로 한 복리제도이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조건 하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근로자들의 니

즈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5.2 기업환경 변화

5.2.1 일반적 환경변화

주요 기업환경 변화로는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

쟁시대의 도래가 가장 큰 변화이다. 국제경쟁력

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은 필연

적으로 비용절감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총인건비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2.2%로 집계되어 고령사

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를 통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다.

노동시장의 유동성 증가 및 능력․성과주의 인사

제도의 도입 등의 노동환경 변화와 IMF 구제금

융이후 불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환경 변화 등

을 들 수 있다.

연공서열 및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됨에 따라 

종업원들의 직장 이직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따

라서 종업원들은 더 나은 임금 및 복지제도를 가

지고 있는 기업으로의 이직을 희망할 것이고, 이

에 반해 기업은 유능한 인력을 확보․유지하려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현행 복지제도를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업

무량의 가중 및 경쟁 격화로 인해 종업원의 스트

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들에게 동

기부여 및 일하는 보람에 대한 증진 대책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왔다. 노동시장의 유연

화 중에서 고용조정(정리해고, 명예퇴직 등)과 취

업형태의 다양화로 지칭되는 수량적 유연성

(numerical flexibility)과 연봉제로 지칭되는 임금

유연성(wage flexibility)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특

히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급피치를 이루어 1999년 

4월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임시 및 일용근

로자)의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은 이후 지속

적으로 5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형

태는 주말 근무자, 투잡족(two job), 임시직, 파견

직, 경력단절 여성근로자의 복귀 등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변형근로시간제, 변형근무일제, 교대

근무제 등이 생겨남에 따라 기능적으로도 수평적

으로도 노동시장은 유연화,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실태는 기업의 

총인건비 관리와 인력관리의 수월함을 추구하고

자 하는 기업의 수요의도와 노동력 구성과 노동

에 대한 가치변화, 실업 증대 등의 공급요인이 

맞물리면서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갈 것으

로 전망된다. 고용형태가 다양화될수록 기업은 

고영형태별로 복지수혜 혜택을 차별화할 경우 차

별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차별이 근로자간 

이질감이나 근로의욕 저하를 낳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과 실행이 뒤따라야할 숙제를 안게 된다.

2003년 8월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할 것 같

으면 법정주당 근로시간은 이듬해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법정 주당근로시간의 단

축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선 기업복리

후생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노동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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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할 수 없다. 노동비용의 상승은 총 인건비를 

통제하려는 기업입장에서는 기업복리비용중 법정 

복리비를 줄이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

이상과 같은 저 성장기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매출에 의한 수익의 증대를 불가능하게 한다. 따

라서 기업으로서는 매출의 증대보다는 비용의 절

감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려는 상황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종업원 복지비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는 종업

원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2.2 항공운송업의 새로운 환경

항공운송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항공운송업은 대표적인 서비스업이며 이전의 경

쟁구조는 국적항공사로서의 내수수요를 기반으로 

한 노선별, 스케줄별, IT 등 장비, 기내서비스 등

의 측면에서 경쟁구도를 형성했으나 저비용항공

사의 출현, 항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계 항공사

의 진출,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맞물려 새로운 

경쟁패러다임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국내 대형

항공사들은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며, 고객의 소

리를 서비스동향 파악의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

고 있고 이를 사내 전임직원들과 공유하여 개선

과제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8).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고 임직원 

모두가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기업은 이러한 노력

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할 것이며 특히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애사심 고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크다.

항공사 종사자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인정

되고 있으며 근무특성으로 상당수의 종사자가 스

케줄 근무를 하고 있다. 감정노동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직업존중감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며 스케줄근무자의 경우 교우관계나 관

혼상제 등 인적교류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생활

이 어렵게 되기 쉽다. 이러한 상황은 곧 사회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동호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교육

기회의 확대, 여가활용을 위한 활동 지원, 직업에 

8) 양재필 외, 항공산업의 역사적 고찰 및 향후 전망,

경영사학, 제28집 제4호.

대한 자존감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체류지

에서의 문화활동 지원 등 역시 필요하다. 직업 

및 직장만족과 문화적으로 성숙한 안목은 직업존

중감을 높일 것이며 원숙한 서비스제공을 가능하

게 할 것이다. 실제로 임병수(2011)의 연구를 보

자면 체화된 문화와 조직몰입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화된 자본이란 한 개인이 가지

고 있는 품위, 세련됨, 교양 등을 말하며 후천적

으로 노력하여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항공사 종사자는 업무 및 근무상황의 특성상 

은퇴후 새로운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은퇴가 가까운 직원에 대한 은퇴

후 대비 교육이 필요하며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

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은퇴후 대

비 교육은 은퇴후 생활을 위한 자금계획에 대한 

교육은 물론 은퇴후의 직업을 위한 교육을 포함

하는 것이 호응을 받을 것이다.

항공사 내에는 사내 커플(couple)들이 많다. 이

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특히 복리후생의 경

우 중복에서 오는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

안을 마련해 줄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누구보다 

기업에 대한 애착이 클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

이기도 하다.

한편, 국내에도 이미 5개의 저비용항공사가 활

약하고 있으며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들의 활발한 

진출 및 추가적 저비용항공사의 설립에 대한 움

직임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은 제한된 시장 여건 등을 볼 때 시장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주로 M&A를 통한 

방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M&A

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도 유연한 복리후생제도

를 도입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cafeteria-style benefits plan) 라고도 불리우

며 종업원의 선호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6.1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개념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종업원의 개인적 욕구

나 선호도에 적합한 복리후생 설계를 통하여 종

업원의 욕구충족, 만족감의 증대, 고용의 안정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이다.9) 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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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개인에게 할당된 일정 복지 금액 한도 

내에 제공된 여러 복지메뉴(의료비 지원, 주택 

관련 자금 지원, 자녀 교육 지원, 건강지원, 개인

연금 지원, 자기 계발 지원 등) 중 원하는 것을 

필요한 만큼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적 복리후생에 대한 관심과 도입이 확산된 

직접적인 계기는 1978년 미국 조세법(IRC) 125조

에 카페테리아 플랜이라는 제도를 추가하면서 부

터이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소개된 

선택적 복지제도는 지난 20년간 매우 빠른 속도

로 증가하여 포춘지 선정 미국 500대 기업 가운

데 3/4이상이 도입하고 있고10), 100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는 약 10%가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1)

기업 복지솔루션 전문업체인 이지웰페어에 따

르면 1997년 IBM코리아가 국내에선 최초로 선택

적 복지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 말 기준으로 

1,000개 이상 기업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2).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종업원들의 복지만

족도가 높게 나타나 앞으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2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유형

선택적 복지제도는 각 기업마다 다른 형태로 

설계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나 부

여되는 선택의 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

9) 미국의 경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flexible

benefits plan)와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

(cafeteria-style benefits plan)는 엄격한 의미

에서 구분되는 용어이다. 카페테리아플랜은 과세대

상 보상과 비과세대상 보상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반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이

러한 좁은 의미에서의 카페테리아플랜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보상, 즉 현금옵션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카페테리아플랜을 호환해서

사용한다 (MaCaffery,1992).

10) 송계전ㆍ박귀현 (1997).

11) US, Department of Labor (1997).

12) 정부기관 및 공기업은 도입을 완료했으며, 대기업

의 경우 삼성그룹과 LG그룹이 가장 활발히 운영하

고 있다.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

자, 보험, 은행,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52개 기업

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LG전자, LG유통, LG화학, 삼성생명, 대우건설,

하이닉스, 한국수력원자력 CJ, 케이티프리텔, GS

리테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아이비엠, 경찰청, 포스

코, 등이다.

으로 구분된다.13)

6.2.1 추가급부형 (Additional Allowance

Plan)

추가급부형은 기존의 전통적 복리후생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되 기업이 개별적으로 복리예산을 

부여하고 그 한도 내에서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추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6.2.2 모듈 선택형 (Modular Plan or

Prepackaged Flex)

모듈 선택형은 동일한 조건의 복지항목을 포함

하고 있지만 수혜(benefits)정도가 다르게 설정되

어 있는 모듈 또는 패키지를 만들어 종업원이 본

인들의 욕구나 니즈(needs)에 따라 적합한 모듈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모듈간의 

복리후생제도의 종류에 차이는 없고 각각 다른 

수준으로 구성된다.

6.2.3 선택항목 추가형 (Core Plus Option

or Core Carve-out Plan)

선택항목 추가형은 모든 종업원에게 최소한의 

복리후생항목을 기본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이들

이 각자에게 부여된 일정점수 한도 내에서 공통 

항목의 수혜범위를 증가시키거나 핵심항목14)외의 

별도항목(option)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6.2.4 혼합 선택형(Mix and Match)

혼합 선택형은 종업원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

리후생제도 내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의 정도와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기업복지의 구성을 본인의 

욕구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즉, 개인별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리후생항목과 수혜율을 선택하는 형태이

다.

13) 박우성 (2001).

14) 핵심항목은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복리후생이거나

법으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정기업

복지가 포함되며, 이러한 핵심항목에는 모든 근로

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최수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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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소비계정형(Flexible Spending

Account : FAS)

소비계정형은 복지계좌형이라고도 하며, 이미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복리후생비와 개별 종업원

에게서 갹출한 금액을 종업원 개인의 복리계좌에 

예치하고, 종업원들은 이 계좌의 금액 범위 내에

서 회사가 제시한 복지항목의 다양한 제도나 서

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

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카페테리아 복리후생 

즉, 선택적 복지제도의 모형 이라기보다는 선택

적 복지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6.3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선택적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많은 장점에도 불

구하고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존재한다.15)

첫째, 선택의 옵션이 많을수록 전산개발비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복리후생 관리업무 증대 및 이

에 따른 비용증가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조직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시킨다.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는 보상체계와 관련되

는 개념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조

직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볼 때 선택에 대한 결과의 

상이로 말미암아 조직원간의 갈등과 불만을 조장

할 수 있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단점을 최소한으로 줄

이고 장점은 최대한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첫

째, 종합적 보상정책과의 연계성이다. 둘째, 균형

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수적이다. 셋째, 효율적

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종업원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장점이 제대로 작동되

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세제혜택

은 물론 내부자거래 등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제도 및 운영이 소극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복지제도는 각 

기업마다 다른 형태로 설계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나 부여되는 선택의 폭과 

15) 최종태 (2004).

7. A항공사의 복리후생제도 현황 및 운영

7.1 복리후생 현황

국내 항공사의 복리후생제도는 항공사의 특성

에 어울리게 무료/우대탑승 항공권 지원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좋은 제도를 종업원에게 지원 

및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업원들은 삶의 

질과 직장생활에 활력을 갖게 하고 다양한 여행 

경험으로 인해 고객 응대 시에도 노련하게 대처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종업원의 이

익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상당히 큰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 즉 항공사의 대표적인 법

정외 복리후생제도인 항공권 지원의 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종업원들의 경험된 서비스를 고객

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재 구매를 이끌어내는 

것에 일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업이익도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

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여성친화기업16)을 선언하고 우수한 여성 인재 양

성 및 확보를 위해 승무원의 경우 약 2년여 정도

의 육아 휴직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이 제도 또한 동기 부여를 북돋아 이

직 및 퇴직률을 낮춤으로 기업의 운영비용을 절

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A항공사의 복리후생제도로는 자금지원, 여행지

원, 여성지원, 시설지원, 생활지원, 문화지원을 들 

수 있다. 자금지원은 주택 구입 자금/전세 자금 

대출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보육 수당 지급,

가족수당 지급, 출산 축하금, 각종 경조금 지급 

지원, 상조회 운영이며, 여행지원은우대 탑승권 

지원, 여행 시 체류 호텔 지원, 각종 할인 여행상

품 지원, 장기근속자 항공권/여행비 지원 등이

다. 여성지원으로는 산전후휴가제도(육아휴직 포

함), 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시설지원으로는 의료

비 지원 및 의료시설(항공의료원)운영, 헬스클럽 

시설 운영, 수영장 운영, 직원용 세탁소 운영, 직

원용 구두 미화 시설이고, 생활지원으로는 휴가

지원, 통근버스 운영, 조조/심야 택시비 지원, 근

무 고충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문화지원은 

사내동아리 지원, 자율 도서실운영, 사내보/사외

보 발간, 각종 문화행사 또는 강연회 개최, 외국

어자격시험 및 사이버 외국어 강좌지원이 있다.

16) 육아와 양육을 책임지는 여성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 친화적

기업 환경조성을 유도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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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현행 복리후생 제도 분석 및 개선

방향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A항공사 복리후생의 만

족도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만족도의 전체 평가

점수에서 높게 평가된 바 있으나, 성별 연령 결

혼여부 등에 따라 또한, 각 세부 항목(자금지원,

무료/우대 항공권지원 등)에 따라 만족도의 편차

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김형래, 2009). K

항공사에 대한 사례조사결과 역시 상당히 유사하

게 나타나고 있다(강윤호, 2009). 이들 연구는 객

실승무원을 중심으로 실증조사 되었기에 한계가 

있지만, 객실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직종 분

야에 따른 성별 연령 결혼여부 등의 입장이 다른 

종업원의 복리후생 선호도가 다르므로 복리후생

의 만족도 편차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법정외 복리후생 중 무료

/우대 탑승권 지원은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기준으로 50%할인 탑승은 매년 무제한, 무임할

인(ZONE FARE)은 매년 왕복 35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실상 종업원 각자의 근무환경이나 일신

상으로 인해 우대 탑승권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 항공사의 특성상 훌륭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변화된 환경에서 종업원의 욕

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객만

족은 기업내부 고객인 직원의 만족도에서부터 시

작하기 때문에 계층별 만족도의 괴리를 완화시키

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와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

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입장에서 같은 복리후생 비용으로 

최대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하기에 기업은 

적은비용으로 종업원이 만족할 만한 다양한 복리

후생을 제공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 방법에는 복

리후생 제도 설계시 종업원을 참여시켜 복리후생

에 대한 인지도와 수용도가 높아지게 하여 높은 

만족도를 끌어내야한다.

둘째, 직원들의 복리후생제도의 투명성 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의문의 증가로 인해 불만이 발생

하면 가치 없는 복리후생이 되므로 회사는 복리

후생의 최대비용을 설정하고 종업원은 그 한도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식 복리 후생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

요가 크다고 하겠다. 항공사의 핵심지원인 항공

권 지원 및 자금지원부분은 공통 항목으로 제공

하고 종업원이 부여받은 일정한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추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항목 추

가형(Core Plus Option or Core Carve-out Plan)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리후생은 형평성이론에 맞게 제공되고, 종업

원은 제공된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을 때 만족도

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결국 회사의 이

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기업이 인적자원관리

를 위한 방안으로 형평성 있는 복리후생을 제공

함으로써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특고할 때 기업이 

성공적인 복리후생제도를 갖출 수 있다.

8.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의 

현주소 및 A항공사의 제도를 통한 실제상황을 

살펴보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개념 및 종류,

그리고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복리후생 정책은 

오늘날 현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기업의 사회적 위상을 수립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같은 선진기업

에서는 복리후생 정책을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다루기도 하며 중요도를 높게 

생각한다. 변화하는 기업환경의 요구에 대응하는 

트렌드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가 기업에서 도입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기업에서도 신속하

게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 살펴본 바에서 대표적 서비스업인 A항공

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는 잘 갖춰진 제도를 

갖고도 종업원의 만족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

고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비된 제도를 기반으로 한 운영

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

입 및 운영방안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점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에 대한 종업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항공사는 대체로 노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고 종업원들의 학력수준도 높은 편이다. 따

라서 사내교육 등을 통하거나 노조설명회를 통하

여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선택적 복

리후생제도의 효율성, 종업원 니즈에 대한 충족

도의 우수성, 저가항공사의 난립에 따른 필연적 

M&A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하다는 

점, 종업들의 원가에 대한 이해(cost

consciousness)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

해 알리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선택

적 복리후생제도의 문제점들 즉, 단점에 대해서

도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에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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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제도는 종업원마다 매년 일정한 한도가 부여

되지만 티켓을 소비하는 횟수는 각각 다르다. 또

한 항공업의 특성상 성수기로 인해 원하는 시간

에 원하는 곳을 갈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이 발생

하고 곧 니즈 욕구에 대한 불만족으로 직결 한

다. 우대탑승 제도에 부여된 항공 티켓 지원은 

비수기나 여유 있는 좌석상황에 따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만족도는 높지 않게 나타

난다. 따라서 종업원의 수혜수준을 종업원이 스

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원 스스로의 

니즈에 맞게 복리후생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카페테리아플랜 즉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의 검토가 필요하다. 부여된 포인트는 항공권 우

대 포인트와 그 외 적절한 항목을 설정하여 여행

계획이 없는 종업원에게는 소멸되는 우대항공권 

대신 종업원 본인이 필요한 항목을 구입할 수 있

게 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이런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는 종업원의 측면에서 좀 더 자신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복리후생을 수혜함에 따라 만족

도가 증가하고, 스스로 복리후생을 선택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이것

은 종업원의 기업 선택과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

서는 사전에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여 치밀한 제

도 설계와 사전 조사를 통해 기존보다 높은 복지 

만족도를 달성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들의 보유와 내

부 고객과 외부고객의 진실의 순간에서 외부고객

의 감동을 이끄는 서비스가 발생한다. 기업측면

에서는 결국 최대 이익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것

이다.

이제 기업은 복리후생제도를 통해 종업원의 관

리 측면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관

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기업 안에 속한 종

업원과의 이해관계를 넘어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

자들에게 기업이미지 재고에 도움이 되는 광고적 

측면까지 함께 염두해 두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

이다. 현재 A항공사의 새로운 틀을 향한 복리후

생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복리

후생제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

은 어떠한 제도이든 그것이 국내 또는 국외의 한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도입하고 보자는 식으로는 성공적인 도입

을 이끌어 낼 수 없다. 현 기업의 능력과 종업원 

의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이해가 없는 외부 

성공사례의 도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많은 기업

들의 경영기법 도입사례와 같이 일과성으로 끝나

는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보다 깊은 자기 성찰

을 통한 제도의 수용과 이를 부분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우

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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