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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경영학자 또는 경영 컨설턴트들이 말

하는 ‘경영의 진리’ 중 하나는 직원이 회사

와 업무에 만족할수록 회사 성과에 더 많

은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직원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을수록 고객의 니즈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므로 회사는 이익을 높이

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인재를 유지할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 회사의 지속가능성

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직원 만족도와 경

영성과가 항상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직원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직원과 회사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금전적 보상이 직원 만족도에 전부일

까? 그렇지는 않다. 굉장히 영향을 미치

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

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끼치

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정 수

준의 금전적 보상이 보장되는 직원들의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전적 보상 이외

의 심리적 만족감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

한 보상과 제도, 리더십, 그리고 조직문화 

등이 어우러져야 그들의 만족도·행복감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직장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MZ세대는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일

과 자신의 삶의 균형을 위한 직장과 직업

을 선택한다. 타인의 취향을 인정하지만 

조직내 자유로운 소통이 당연시되며 노력 

대비 보상과 현재를 중요시 한다. 또한 가

치를 중시하고 성장기회 부여를 원한다. 

이러한 세대의 직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소통을 늘리

고 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방안

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소통 - 공유와 참여

슈피겐코리아의 기업 슬로건인 ‘Some-

thing you want’는 슈피겐의 기업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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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가 회사의 성장을 주도하며 이끌어 나가고 있다. 

금전적 보상이 전부가 아닌 그들의 성장과 가치, 그리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통한 내재적 차원에서의 보상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다.

내재적 차원에서의 보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

사례특집 
조직 및 업무만족 제고를 통한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 ▶  슈피겐코리아 사례

•설립 ｜ 2009년 2월 18일

•업종 ｜ 아마존 플랫폼 이용한 

모바일 액세서리 제품 판매

•종업원수 ｜ 374명

 (계약직 포함, 2021년 3월 기준)

•매출액 ｜ 4,033억 1,902만(2020년 기준)

•영업이익 ｜ 441억원(2019년 기준)

•비전 ｜ 제품 다각화(차량용 제품, 

 ex. 테슬라 모델3 전용 강화유리 제작 등)

 글로벌 Top3 Player. 해외 매출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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