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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Prior studies have sought to find antecedent to improve firm performance. However, research on 

compensation systems and employees' psychological mechanisms have been relatively limited. In this sense,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impact of compensation gap between TMT and employees on firm performance, 

and explor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bove relationship.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 impact 

of compensation gap on firm performance. In addition, the process of compensation gap to firm performance 

is assume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employees' recognized promotion system and satisfaction with 

TMT. Therefore, we examined moderating effects of both promotion probability and opportunity, and sat-

isfaction with TM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nsation gap and firm performance. 

Methods: For empirical test, financial variables were collected from TS-2000 database, and moderating varia-

bles were collected form Job Planet for listed firms in Korea. We conduc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test hypotheses.

Results: The findings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ompensation gap between TMT and employ-

ees had a posi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Second, when promotion probability and opportunity was high, 

the effect of compensation gap on firm performance was strengthened. Third, when satisfaction with TMT 

was high, the positive effect of compensation gap on firm performance was also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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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Our findings have expanded prior research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labor relation 

by identifying the positive role of compensation gap between TMT and employees on firm outcome. Moreover, 

our results also indicated that promotion probability and opportunity, and satisfaction with TMT, which has 

not been addressed well in previous studies, were important conditions enhancing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mpensation gap and firm performance. Finally, this study suggest several theoretical and mana-

gerial implication with future research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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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에서 경영진의 연봉은 평사원의 연봉에 비하여 매우 높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에 따라 최고경영진의 윤리성 문제와 최고경영진의 높은 연봉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다. 이후, 미국 대다수 상장기

업들은 2017년부터 최고경영진의 임금이 직원 임금에 비하여 중간 값이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임금격차 공시를 의

무화하였다(김지영, 지상현, 2018). 한국의 경우 2013년 이후 5억원 이상의 보상을 받는 경영진들은 개인별 보상을 

공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종업원들은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차별적인 보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

우가 많아졌다. 또한 한국에서 경영진과 종업원 간의 연봉 격차 수준은 51배로써 미국(354배), 독일(147배) 등에 비

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연봉 격차의 수준은 매우 높다(김현종, 김수연, 2014; Kiatpongsan and Norton, 

2014).  

보상격차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다. 인지적 평가이론(Deci and Ryan, 

1985), 상대적 박탈이론(relative deprivation)에 따르면 보상격차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Crosby, 1984). 반면, 기대이론(Vroom, 1964; Lawler, 1971), 토너먼트이론에 따르면(Connelly, Tihanyi, Crook 

and Gangloff, 2014) 보상격차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Lazear and Rosen, 1981). 또한 보상격

차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거나 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도 존재한

다(Bloom and Michel, 2002; Shaw and Gupta,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경영진과 종업원 간 보상격차

가 시간에 따라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격차가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밝혔듯, 보상격차의 효과는 조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Yang and Klaas, 2011) 종

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인식은 보상격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직의 승진 시스템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Phelan and Lin, 2001), 종업원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극한다(Takahashi, 2006). 또한 조직 내에서 수직적 이동 가능성에 대한 정도인 승진기회인식

(perception of promotion opportunity)의 수준에 따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Benson, Finegold 

and Mohrman, 2004). 이는 종업원이 승진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향후 자신이 

승진하였을 때, 자신의 보상수준이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Gerhart and Milkovich, 1989). 따라서 종

업원이 조직에서 인식한 승진가능성 및 기회는 높은 보상격차가 존재하더라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보상격차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며 기업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종업원이 느끼는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는 보상격차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조절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최고경영진의 리더십, 성별, 학력, 경력 등과 같은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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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지배적이었다(조진호, 2017; Cannella, Park and Lee, 2008; Wang, Tsui and Xin, 2011). 

이처럼 경영진의 특성과 역량이 기업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경영진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만

드는 종업원 시야에서의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리더에 대해 만족하는 종업원은 기

업에 유익한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반생산적 행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왕선, 손승연, 정원호, 2015; 

Bateman and Organ, 1983). 따라서 경영진에 대한 만족은 보상격차가 기업성과에 이르는 과정을 더욱 강화할 것으

로 예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진과 종업원 간의 보상격차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강

화하는 요인으로서 종업원이 인식하는 승진가능성과 기회,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의 역할을 분석하고 실증적으로 검

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성과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보상 및 인적자원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보상격차와 기업성과

보상격차란 기업의 임금구조에 의해 형성된 임금의 차이, 불평등을 의미한다(Milkovich and Newman, 1996). 구

체적으로 직무나 조직 계층 간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임금의 차이를 의미한다(Shaw, 2014). 보상격차는 수

직적(vertical), 수평적(horizontal) 격차로 구분되며(Shaw, 2014), 수직적 보상격차는 조직 내 계층 및 직무 간의 상

대적 보상차이를 의미한다. 반면 수평적 보상격차는 동일 직급 및 직무 내 상대적 차이를 의미한다. 즉, 경영진과 종

업원(Heyman, 2005), 종업원들의 직급 간 차이는 수직적 보상격차로 분류되며(Park, Kim and Sung, 2017), 동일

직급 내 보상(Yang and Klaas, 2011), 동일직무 내 연봉(Trevor, Reilly and Gerhart, 2012) 등은 수평적 보상격차

로 분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영진과 종업원 사이의 보상격차 효과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수직적 보상

격차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기대이론에 따르면 성과를 개인의 능력(ability)과 동기부여 하는 힘(motivational forces)의 함수로 간주한다. 기

대이론에서는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한 노력이 주어진 성과와 성과가 가지는 보상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여긴다(Vroom, 1964). 즉, 개인의 동기부여는 노력을 하면 성과가 오를지에 대한 확률인 기대

(expectancy), 성과가 오르면 임금인상이나 승진여부에 대한 확률인 수단성(instrumentality), 그리고 임금인상이나 

승진에 대한 욕구 크기인 매력도(valence)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기대이론의 논리에 기반으로, 개인이 높은 동기

수준을 가지고 노력하다보면 높은 성과를 내게 되고, 그 결과, 고성과는 임금상승과 승진 등의 보상을 가져오게 되며 

이들 보상에 대해 개인들이 높은 가치를 부여할 때 개인은 더욱 많이 동기부여를 받고 다시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

게 된다. 즉, 사람들이 성과를 내면 보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기대한 보상이 충족될 때 또다시 고성과를 내도록 

동기부여 되며, 이후 임금 상승이 적을 때보다 큰 경우에 보상에 대한 매력도(valence)가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은 더욱 동기부여 된다(Lawler, 1971). 즉, 기대이론에 따르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임금 상의 구분이 보다 명확

해지고 임금 상승 크기가 현저히 차이가 날 때, 성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토너먼트 이론에 따르면 계층 별로 정해진 보상을 순서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한 순위 토너먼트에 의해 순

서대로 보상이 지급되어 계층 간 보상격차가 클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종업원들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다(Lazear and Rosen, 1981).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경영진과 종업원 간 임금격차가 위계적인 구조를 

가질수록 종업원들의 동기부여를 자극시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Ding, Akhta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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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2009; Heyman, 2005). 따라서 경영진과 종업원 간의 보상격차는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성과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경영진과 종업원 간의 보상격차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승진가능성 및 기회의 조절효과

위계적 임금체계가 보편적인 조직 환경에서 종업원들은 기업에 애착과 높은 동기부여 수준을 갖기 어렵다. 하지만 

승진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승진 및 경력개발에 대하여 기회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심리적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토너먼트 이론에 따르면 승진을 통한 큰 폭의 임금상승은 동기부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Lazear, 1989). 이는 개인은 신분상승 욕구가 있으며(Ostroff and Clark, 2001), 승진

을 통하여 얻게 될 임금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기 때문이다(Johnson, Griffeth and Griffin, 2000). 즉 종업원이 경

영진의 임금수준을 매력적으로 느끼면 승진을 위한 일련의 동기부여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영진으로 

승진하게 되면 경영진들이 받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업무에 더욱 몰입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의 정보공유 등 긍정적 행동을 하게 된다(Ding et al., 2009; Heyman, 2005). 또한 경영진의 매력적인 임금

수준은 유능한 직원을 유인 및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나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Milkovich, Newman 

and Gerhart, 2013; Shaw, 2015). 선행연구에서도 기대이론 관점에 따라 종업원들이 상위 집단의 임금수준을 지각하

고 자신이 노력하여 승진한다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더욱 동기부여 된다고 보았다(Gupta, Conroy 

and Delery, 2012). 즉, 종업원이 승진가능성 및 기회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경영진과 보상격차가 크더라도 승진하게 

된다면 경영진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기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종업원의 직무만족은 기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만드는 요소이다(김상철, 이현수, 2002). 직

무만족과 관련하여, Myers(1964)는 성취감, 책임, 성과, 승진, 작업의 즐거움, 안정감 등을 직무만족요인으로 보았으

며 Vroom(1964)은 감독, 작업집단, 직무내용, 임금, 승진의 기회, 작업시간 등이 직무만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제

시하였다. 이처럼 승진은 직무만족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종업원이 더욱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

다. 즉, 높은 보상격차가 존재하더라도 종업원들의 승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자신도 승진할 수 있다는 믿음과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함으로써 기업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권력거리가 높은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성공의 지표로 보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보다 승진을 더욱 선호할 수 있다(Nguyen, Dang and Nguyen, 2015). 따라서 승진기회는 기업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높은 보상격차가 존재하는 기업

에서 종업원들이 자신에게도 승진가능성 및 기회가 있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경영진이 받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함으로써 보다 업무에 몰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금전적 보상에 유인되는 것과 

별개로 승진을 통하여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기업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승진가능성 및 기회는 보상격차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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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의 조절효과

기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영진의 영향력은 종업원의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기업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는 경영진의 연령, 근속연수, 교육수준, 업무처리

방식, 리더십 등의 특성이 조직 및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조진호, 2017; 채희원, 송재용, 

2009; Cannella et al., 2008; Carmeli, Schaubroeck and Tishler, 2011; Lindgaard, 2009). 또한 경영진에 의해 

생성된 가치, 문화, 규범, 절차 등은 종업원의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키며(Purvis, Sambamurthy and Zmud, 2001) 

종업원이 리더를 신뢰하고 호혜적 관계를 맺고 있어 리더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증가하며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Bateman and Organ, 1983; 

Morgan and Hunt,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더에 대한 종업원들의 만족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보상격차에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라는 상황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리더인 경영진은 종업원들이 기업성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종업원들이 경영진을 존경

하고 만족한다면 종업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높아진다(Laschinger and Finegan, 2005; Sleebos, Ellemers 

and de Gilder, 2006). 이러한 경영진과 종업원 간의 긍정적 관계는 신뢰적 분위기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Morgan 

and Hunt, 1994) 종업원이 경영진과의 보상격차를 공정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경영진과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기업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경영자에 대한 만족을 한 종업

원은 조직몰입이 증가하고 이직의도가 감소하며(DeConinck and Stilwell, 2004) 경영진의 가치, 목표, 비전 등을 수

용, 공유하여 경영진, 조직과 일체감을 느끼는 종업원은 더욱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Van Knippenberg et al., 

2004). 이러한 경우 종업원들은 경영진의 경영방침을 따르고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간은 긍정적 

정서와 태도를 가지는 경우 친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Clark and Isen, 1982) 종국적으로 경영진에게 

만족한 종업원들은 경영진과 조직에 유익한 행동을 할 뿐 만 아니라 해로운 행동을 줄이게 된다(Bateman and 

Organ, 1983). 따라서 경영진에 대한 만족이 높으면 보상격차가 존재하더라도 종업원들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

다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가치 및 비전을 받아들이고 기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는 보상격차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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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0년 12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중 매출액 상위 300개 기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을 제외하였다. 또한 선정된 기업들 중 ‘잡플래닛

(www.jobplanet.com)’ 리뷰와 재무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을 제거하여 총 272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인 거래소 구분, 기업연령, 자산, 부채비율, EV/EBITDA, 매출액 증가율, 보상격차 Tobin's 

Q, ROA는 상장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TS-2000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승진가능성 및 기회,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

는 종업원이 기업에 대하여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잡플래닛’에서 수집하였다. 

‘잡플래닛’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국내 연구에서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으며(김동욱, 강주영, 임재익, 2016; 최기철, 

이상용, 2017) 국외에서는 ‘잡플래닛’과 유사한 글래스도어(Glassdoor)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Huang, Li, Meschke and Guthrie, 2015; Luo et al., 2016).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독립변수인 경영진과 종업원 간의 보상격차는 상장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TS-2000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상격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등기이사의 1인 평균 보수지급액과 종업원 1인 평균 지급액 차이의 자연로

그 값을 활용하였다. 

조절변수인 승진가능성 및 기회와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잡플래닛’의 리뷰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승진가능성 및 기회와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종업원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접근

법은 인터넷이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적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종속변수인 기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Tobin's Q와 ROA를 사용하였다. 회계지표는 과거 기업성과만을 반영하

는 속성이 있으며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상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달라지는 취약성이 있으며 시장가치 지표는 회

계지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나 투자자의 관점만을 반영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McGuire, Schneeweis and 

Hill,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회계적 성과지표인 ROA[ROA 

= 영업이익/총자산]와 시장가치 성과지표인 Tobin's Q[Tobin's Q=((보통주 주식수×보통주연말종가)+(우선주 주식

수×우선주연말종가)+총부채 장부가치)/총자산 장부가치]를 모두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측정변수 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스

피와 코스닥 시장 간에 기업규모, 경영성과, 건전성 등이 차이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존재하므로 통제

하였다(홍철규, 2012). 기업연령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Coad, Holm, Krafft and Quatraro, 2018) 

통제하였으며 2020년을 기준으로 설립년도 이후 존속기간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기업 규모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

하여(Fleak and Wilson, 1994) 자산을 통제하였으며 총자산을 자연로그 취한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부채비율이 높

을수록 불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McWilliams and Siegel, 2000) 부채

비율[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을 통제하였다. 기업수명주기와 같은 기업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율을 

통제하였으며 매출액 증감액을 전기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으며(Anthony and Ramesh, 1992),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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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EV/EBITDA를 활용하였으며 기업가치(EV)를 세전영업이익(EBITDA)로 나누어 측

정하였다. 

4. 분석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래소 별로 83.5%가 코스피 상장기업이었으며 16.5%가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다. 평균 기업

연령은 34.98년이었으며 평균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은 28.24, 평균 부채비율은 113.22로 나타났다. 

Variable Mean SD 1 2 3 4 5 6 7 8 9 10 11

1 Market .17 .37 -

2 Firm Age 34.98 20.35 -.192** -

3 Asset 28.24 1.29 -.329** .163** -

4 Debt Ratio 113.22 189.19 .004 -.072 .037 -

5 EV/EBITDA 13.92 15.64 -.038 -.143* .125* -.031 -

6

Net Sales 

Growth 

Rate

4.06 63.25 .196** -.071 -.049 -.030 .043 -

7
Compensat

ion Gap
19.88 1.01 -.078 .067 .491** -.095 .177** .032 -

8
Promotion 

Probability
2.85 .31 -.247** .059 .393** -.061 .133* .011 .156** -

9
Satisfaction

with TMT
2.44 .40 -.279** .064 .391** -.031 .098 -.003 .284** .737** -

10 Tobin's Q 1.28 1.41 .082 -.178** .129* -.076 .665** .290** .293** .222** .212** -

11 ROA .05 .06 .247** -.143* -.150* .087 -.022 .672** .132* .011 .036 .367** -

Note: N=272;  N=272.  *P<0.05; **P<0.01. (two-tailed test).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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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 검증

Variable
Tobin's Q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arket  .077  .061  .083  .090*

Firm Age -.076 -.078 -.076 -.075

Asset  .103*  .012 -.047 -.028

Debt Ratio -.058 -.039 -.027 -.035

EV/EBITDA    .632***    .612***    .598***    .607***

Net Sales Growth Rate    .246***    .240***    .232***    .234***

Compensation Gap    .178***   .112*  .110*

Compensation Gap × 

Promotion Probability
 .183**

Compensation Gap × 

Satisfaction with TMT
  .169**

R2  .530  .552  .572  .570

R2 change    .022***   .020**   .018**

Note: N=272, *p < .05, **p < .01, ***p < .001.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reported.

Table 2.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Tobin's Q.

Variable
ROA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arket  .078  .056  .070  .075

Firm Age -.067 -.070 -.068 -.068

Asset -.080   -.205***   -.245***   -.232***

Debt Ratio   .103*   .129**   .137**   .132**

EV/EBITDA -.043 -.071 -.081 -.075

Net Sales Growth Rate    .653***    .645***    .639***    .641***

Compensation Gap .246***    .202***    .200***

Compensation Gap × 

Promotion Probability
 .123*

Compensation Gap × 

Satisfaction with TMT
 .115*

R2  .489  .533  .542  .541

R2 change    .044***  .009*  .008*

Note: N=272, *p < .05, **p < .01, ***p < .001.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reported.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R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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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거래소구분, 기업연령, 자산, 부채비율, EV/EBITDA, 매출액 증가율을 통제하였다. 보상격차가 기업성과에 미칠 것

이라는 가설 1은 <표 2>와 <표 3>의 모델 2에서 각각 긍정적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β=.178, p<.001; β=.246, 

p<.001).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가설 2는 승진가능성 및 기회가 보상격차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

로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분석결과, <표 2>와 <표 3>의 모델 3에서 각각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183, p<.01; β=.123, p<.05).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은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가 

보상격차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분석결과, <표 2>와 <표 3>의 모델 4에

서 각각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69, p<.01; β=.115, p<.05).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보상 및 인적자원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경영자 보상과 기업성과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홍철규, 2012), 경영진과 종업원 간의 보상격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특히, 종업원이 느끼는 승진

가능성 및 기회와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가 보상격차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보상격차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상황요인

으로 승진가능성 및 기회와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분석함으로 기존의 기업 내 보상과 기업성과 연구에 다음

과 같은 점에서 이론적으로 기여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성과에 미치는 경영진과 종업원의 보상격차의 긍정적 효과를 조명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보상격차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지만(임정대, 2019; Kepes, Delery and 

Gupta, 2009; Shaw and Gupta, 2007) 보상격차의 영향력이 부정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상격차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보상격차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둘째, 보상

격차의 일관되지 않은 효과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대두되었다(김용근, 

천장현, 김영상, 2020). 본 연구는 보상격차가 기업성과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승진가능성 및 기

회와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를 조절변수로 추가함으로써 보상격차 연구를 확장하였다. 다양한 매개, 조절변수를 고려

한 연구가 일부 있으나(김재엽, 최장호, 2018; 박지성, 신수영, 2017; Jaskiewicz, Block, Miller and Combs, 2017; 

Wang, Zhao and Thornhill, 2015) 종업원의 시야에서 승진가능성 및 기회에 대한 인식과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보상격차가 기업성과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제

공하고 이들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절변수의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보여줌으로 향후 연구를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상 시스템

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상격차는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가 혼재되어 있지만(Connelly, 

Haynes, Tihanyi, Ganache and Devers, 2016) 보상의 공정한 분배를 통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보상격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종업원들이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명한 보상시스템 설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종업원들의 기업 내에서 승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경영자는 현대 기업의 조직구조 변화로 인해 고속승진 및 높은 임금상승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종업원들이 지각할 수 있는 유리천장과 같은 비가시적 차별적 관행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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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종업원들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승진, 보상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

하도록 노력해야함을 시사한다. 셋째,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보상격차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됨으로 경영진은 종업원이 느끼는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를 기업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

다. 즉, 경영진은 종업원들이 경영진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경

영진과 종업원 간의 교환관계의 질이 높으면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 및 조직몰입이 증가할 것이다(이정아, 이기종, 

2016; Duchon, Graen and Taber, 1986). 또한, 경영진의 조직경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아울러 높은 

도덕성을 유지함으로 종업원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만족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과감

한 권한을 부여받은 종업원은 자신의 직무와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Namasivayam, Guchait and Lei, 2014). 따라서 경영진은 종업원들과 상호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

야 하며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직무설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유용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산업별로 보상격차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Anderson et al., 2000)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 간 비교 분석 등 보다 다양한 샘플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예, 잡플래닛) 공개된 데이터이긴 하나 조사기관

의 성격과 기간, 방법에 따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

집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의 샘플은 

상장기업들 중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의 샘플을 포함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재벌과 비재벌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조절변수로 승진가능성 및 기회와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상

격차가 기업성과에 이르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하여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발굴한다면 보상격차

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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