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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문화,리더십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인 자원’을 공통 인 향요인

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 인 자원에 한 역량과 문성 제고 차원에서

체계 이고 략 인 보직 리가 요구되나 그동안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조직에 있어서 이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보직 리는 인력을 재 소에 배치하여 장기간 근속시키면 직무

문성이 제고되어 직무성과를 높일 것이라는 가정과 동시에,동일보직에의

장기근속이 근무의욕 하나 부정부패를 래하여 오히려 직무성과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상반된 가정이 제되어 있다.

본 연구는 보직기간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하여

실제 공기업의 보직 리 유형과 성과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는데

목 이 있다.그동안의 연구경향이 조직문화,조직구조 등 거시 측면의

근을 시도하거나 개인과 조직성과의 계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반면,본 연구는 보직기간과 성과와의 계로 연구주제를 한정하고 실

제 공기업의 구성원과 성과 데이터를 통해 심층 으로 분석해 으

로써 공공조직의 실에 부합하는 실증 인 연구를 시도하 다.

이를 해 연구 가설과 모형을 설정하고 독립변수( 평균 보직기간)

와 종속변수( 성과)간의 인과 계를 검증하 으며, 내의 각 직 (

장ㆍ차장ㆍ직원)가 성과에 미치는 계 향력 수 ,조 변수인 근무

유형(통상근무 는 교 근무)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그리고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비선형 여부 등을 다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하

다.

본 연구는 공기업에서 구성원의 보직기간이 성과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실증했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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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총 1313개 을 상

으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보직기간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 다수를 차지하는 직 인 직원의 보직기간

보다 장과 차장의 보직기간이 성과에 요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통상근무 의 경우 보직기간 증가가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교 근무 의 경우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아울러 보직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

어 회귀분석을 시행해본 결과,보직기간 증가가 성과의 지속 상승

이나 지속 하락과 같은 선형이 아닌 비선형 인 곡선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직 리에 한 공공부문의 인사정책 는 인사운 과

련한 몇 가지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성과에 가장 정 인

향을 주는 평균 보직기간은 약 27개월～31개월이며,이때 각 직 별 평

균보직기간은 직원 약 3년 4개월,차장 약 2년 4개월, 장 약 1년 5개월로

분석되었으므로 공공조직은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 의 특

성에 부합하는 최 의 보직기간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근무유형에 따라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상근무 는 교 근무에 따라 순환보직 등 보직 리 기

을 달리 운 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특히 일부 의 경우 보직기

간이 56개월 과하는 시 에 성과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숙련

과 문성을 고려한 좀 더 세 한 보직 리기 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

다고 할 것이다.

주요어 :보직기간,근무유형, 성과,순환보직

학 번 :2012-2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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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 목 필요성

오늘날 기업이 처한 경 환경은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의 모든 기업이 하나의 시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즉 정보화,세계화,다원화라는 경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이제 기업은 높은 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고

객의 다양한 요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이와 같은 환경변화의 흐름은 공기

업도 외가 아니다.

국내의 공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독 지 를 가지고 한국 경제 발 에 추 인 역할을 수행하 다.

경제성장기에 공기업의 역할은 산업인 라 구축,효율 인 정책 집행,

사회 후생 극 화라는 공공성 측면의 성과에 을 두었으나 에

들어서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경제성ㆍ효율성에 한 성과창출과 기업으

로서의 경쟁력 확보에 한 사회 요구도 증 되어지고 있다.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문화,리더십,동기부여 등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Rainey& Steinbauer(1999)와 Brewer&

Selden(2000),권경득･임정빈(2003)은 각각의 연구에서 “인 자원개발,

문성,인 자본과 능력,인 자원 리”를 성과의 주요한 향요인이라

고 기술하고 있다.약간의 수사 차이는 있으나 인 자원에 한 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에서 공통 이 있으며,21세기 지식정보화 사

회에서 가장 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인 자원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

을 것이다.불확실성이 높고 동태 인 환경변화에 처하기 해서는

국내외 경쟁기업과 차별화되는 경쟁우 (sustainablecompetitiveness)

요인을 찾아내서 이를 략 으로 활용해야 하는데,공기업 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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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화와 성장을 해서 무형자산인 인 자원의 요성이 강조되어

지는 추세이며 체계 이고 합리 인 인 자원에 한 투자와 리의 필

요성이 증 되어 지고 있다. 통 으로 조직연구에서 개인의 성과는

그가 지닌 능력과 동기의 함수로서 이해되어 왔으며,이를 집단에 용

한다면 집단구성원의 지식이나 숙련과 같은 인 자본(humancapital)

요소들이 집단성과의 바탕이 되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흔히 개인

의 경쟁력이라고 표 되는 인 자본 요소들은 실무 으로도 선발,채용,

집단구성 등에서 핵심 인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우리는 이를 집

단성과의 인 자본이론(humancapitaltheoryofgroupperformance)이

라고 부를 수 있다(오흥석ㆍ정명호ㆍ김승용,2006).

최근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인 자원의 역량을 제고하

여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개방형 직 제나 직 공모제,고 공무원제도 등을 통해 인재 확보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부분의 공공기 에서 성과연 제를 도

입하여 구성원간의 경쟁을 통한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 체계

인 인력 양성을 하여 CDP(CareerDevelopmentProgram)와 같은

경력개발 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 략과 인력개발과의 연계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

고 공공부문 구성원의 역량수 이 기 치만큼 제고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

의 다양성은 구비하 으나 련제도를 실제 용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 자원의 역량과 문성을 제고하기 한 방법 하나인 보직

리는 인 요건과 직무요건을 고려한 재 소의 배치가 직무성과를 높

일 것이라는 가정과 동일보직에의 장기근속이 문성을 제고하고,나

아가 직무성과에 정 상 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이 제되어

있다.다시 말하면,특정직 의 순환보직을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장기근속이 경험을 통한 문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이와 같은

문성이 직무성과를 제고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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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직 분류제가 아닌 계 제 조직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경우 기존 인력의 문성을 확보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순환보

직의 유보나 제한은 상당히 정 인 시각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동일보직의 장기근속은 오히려 근무의욕의 하나 능력의 퇴행 상을

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따라서 공무원에 한 보직

리는 재 소의 원칙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보직의 정근

속에 한 검토도 동시에 수반하는 등 제도의 실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김종 ㆍ김 희ㆍ이태구,2008)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한 보제도는 보기간을 2년 내외로 제한

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기간 동안 직무순환을 제한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문성을 확보하고,2년이 경과한 후에는 직무순환을 통해 다

양한 경험 획득과 직무매 리즘 방 등을 목 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보제한규정은 제 로 수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 2011년 앙행정기 일반직 공무원의 보 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 보직자의 보비율이 28.98%나 되고 1년～2년 미만 보비율이

62.3%에 달하는 등 인사운 에서 실효성과 구속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행의 공무원에 보직 리가 조직침

체 부패 방지라는 순환보직의 목 과,장기간 보직을 통한 직무

문성 증 라는 두 가지 목 달성에 유효한 인사 리 수단으로 활용되

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요컨 공공부문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수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조직구성원에 한 효율 인 인 자원

리가 필수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한 인 자원에 한 역량과 문

성 제고를 하여 체계 인 보직 리가 더욱 요시 되고 있는데 그동

안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조직에서 이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

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므로 보직 리와 조직성과의 상호 연 성에 한

보다 심도있는 실증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되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보직 리와 조직성과에 한 그동안의 연구경향은 보직 리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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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무원 보직이동 유형,공직분류체계 개편,인사제도 개 ,경력개발

제도 등에 한 개선방안 모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조직성과 측면

에서는 조직구조( 제 는 료제)ㆍ조직문화ㆍ조직 신ㆍ리더십ㆍ

BSC(균형성과표)등과 조직성과와의 상 계에 한 연구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연구방법의 경우에도 조직 구성원에 한 설문조사 형

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조직효과성 측면에서 조직성과를 직무만족과 직

무몰입을 주로 측정하여 왔다.

즉,기존 연구들은 거시 에서 연구주제를 선정함에 따라 실제

행정조직의 인사운 에서 가장 요한 부문인 구성원의 보직기간과 조

직성과와의 상 계에 한 실증 인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직 리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보직 리 유형과 실

제 성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기존 연구들이 조직문

화,조직구조 등 거시 측면의 근을 시도한 반면,본 연구는 인사

리에서 보직 리와 성과와의 계로 연구주제를 좁힘으로써 좀 더 미시

이고 심층 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한 선행연구들이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 수 을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측정한 반면,본 연

구에서는 원자력발 소에 편제된 구성원의 보직기간과 매년 측정하

는 평가 결과 데이터를 연구분석에 활용하므로 좀 더 행정조직의

실에 부합하는 실증 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연구

상도 개인과 조직성과와의 계가 아닌 조직단 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수원의 경우 부분의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재 소의 원칙과

순환보직제를 보직운 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순환보직제는 다양

한 직무에 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유리한 제도이지만 이를 직무

문성 측면에서 보면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 럴리스트만 양산할 수

있는 문제 의 원인이기도 하다.다만 한수원은 발 소 운 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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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심인력에 해서는 이와 같은 순환보직 상에서 외를 인정하

고 있는데 이는 원자력 발 소를 운 하는 직원들의 발 소 운 에

한 노하우 와 지식의 습득,설비 리의 연속성 차원의 보직 리 정

책이라고 할 수 있다.반면에 고객을 직 상 하는 고객 부서 직원에

해서는 순환보직의 상이 되는 직 ㆍ직무를 구체 으로 설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3년 이내로 보직기간을 제한하고 3년 이내에는 동일

직 ㆍ직무에 재보직할 수 없게 하는 등 통상 인 순환보직 기 에 비

해 훨씬 엄격한 기 을 용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순환보직 강화 기

이 부패방지를 한 선제 방조치라고는 하나 고객응 에 한

경험 직무에 한 숙련이 축 되지 못함으로 인한 고객서비스 수

하와 직무에 한 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 조직 구성원의 보직기간 증가가 성과의

지속 인 향상에 어떠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실증 분석을

목 으로 한다. 한 한수원의 주요한 보직 리 유형인 순환보직과 문

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을 구체 으로 검증하고자 다음와 같이

연구과제를 선정하 다.

첫째, 원들의 평균보직기간이 성과에 어떤 향이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김종 등(2008)의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의 구성원인 개

인과 그에 따른 개인성과에 연구의 을 둔 반면에 본 연구는 조직성

과에 단 조직이 미치는 향에 한 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둘째, 을 구성하는 직 별 보직기간이 성과에 어떤 향을 주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계 회계분석 모형을 통해 독립변수인

체의 평균 보직기간과 평균 보직기간의 하 요인들인 장ㆍ차장ㆍ직

원의 보직기간을 순차 으로 회귀식에 투입시켰을 때 종속변수인 성

과에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셋째,근무유형 에서 순환보직 상 과 순환보직의 외를

용받는 발 소 교 근무 의 보직기간과 조직성과와의 계를 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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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본집단의 근무유형은 통상근무와 교 근무로 구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근무유형이라는 조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계

를 어떻게 체계 으로 변화시키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근무유형의

조 효과 분석을 시행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 연

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순환보직과 교 근무 형태의 보직 리 유형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다른 유사 공기업의 보직 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 보직기간과 성과와의 계가 비선형인지 여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이는 보직기간이 증가하면 일정수 의 기간이 경

과한 시 까지는 조직성과가 향상하는 형태를 보이나 보직기간이 과도

하게 길어지는 경우 직무 매 리즘으로 인해 성과가 정체 는 하락되

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과제를 검증하기 하여 우선 보직 리에 한

련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에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고,2008

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수원의 체 1,313개 을 연구 상으로 선

정하여 상기의 연구가설들을 순차 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만약 보

직기간과 성과에 한 본 연구의 가설검증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면 그 분석결과에 기 하여 공기업 등 공공부문 조직이 높은 조직성

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 이고 체계 인 최 보직 리방안에

한 시사 도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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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보직 리의 이론 배경

1.보직 리의 의의

보직(assignmenttoaposition,placement)이란 공무원을 일정한

직 에 배치하는 행정행 를 말한다.즉 보직은 (官)과 직(職)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일정한 에 임명된 자에게 구체 직의 담당

을 명하는 행정행 다.공무원을 보직할 때는 당해 공무원의 공

분야,훈련,근무 경력, 문성 성 등을 고려해 격한 직 에

임용해야 한다.따라서 보직이란 공무원을 그 능력과 성에 합한

직 에 임용하여 인력의 효율 활용을 도모하기 한 인사 리의

한 방법이다.

보직에는 임보직과 순환보직 등이 있다. 임보직은 신규채용으로

처음 명하는 보직이고,순환보직은 능력 발 는 능력개발을 한

훈련 방법으로써의 보직이다.어느 경우이나 보직은 인력 리에 있어

서 요한 수단이 되며 공무원의 만족과 발 그리고 능률성에 많은

향을 주는 것이므로 보직을 결정할 때에는 조직과 개인을 해 신

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 으로 보직을 결정할 때에는 직무의 성격과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과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직무의

성격이라면 직무의 종류· 문성·곤란성(난이도),그리고 조직에서 차지

하는 비 등을 말하고,공무원의 특성이라면 개인의 성(適性)· 공

분야·근무경력 등을 말한다.만일 보직이 잘못되어 부 응 상이 생겨

날 때에는 이를 해소시키기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 조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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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문가와의 상담이나 보· 직 등의 배치 환(reassignment

andtransfer)이 활용된다.

배치 환(reassignmenttransfer) 는 보직 리는 보수나 계 의 변

동 없이 수평 으로 직 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배치 환의 한 유형은

기 을 심으로 하여 앙정부의 부처간,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그

리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루어지는 수평 인사교류이다.우리나라와

같이 앙인사기 이나 각 역자치단체에서 일 으로 신규공무원을

채용하여 각 부처나 기 자치단체에 임명하는 경우 원하는 곳에 첫 발

령을 받기가 쉽지 않다.시험 에 생각했던 기 이나 성에 맞는 기

이 아닌 곳에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따라서 이들 기 간에 인사

교류를 허용하는 것은 이들 공무원의 능력발 뿐만 아니라 기 의 직무

수행 향상을 해서도 매우 유익한 것이다(유민 ㆍ임도빈,2007).

인사교류보다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배치 환의 유형이 직과

보이다. 보와 직을 구별하면 직은 직 은 동일하나 직렬이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즉 직렬을 달리하여 횡 으로 이동

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보는 동일한 직렬ㆍ직 내에서 직

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즉 동일한 직렬 내에서 동일직 으로 이동

하는 보와 상이한 직렬이 동일직 으로 이동하는 직을 포 하여

수평 이동에 한 인사 리를 보직 리라 한다(강성철외,2006,권

오철외,2005).

보와 직을 구별하는 이유는 과거의 계 제하에서 계 제가 가지

는 장 인 직의 신축성,즉 계 만 같으면 어떠한 직렬로도 횡 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이 악용되어 행정의 부패를 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문화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렬을 달리하는 직 에로의 이동은

설사 그것이 계 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직렬이 요구하는 자격을

가졌는가 여부를 테스트하는 시험을 치르게 하여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이동 하자는 것이며 이것을 직이라고 한다.따라서 직에는 시험이

요청되고 보에는 이러한 시험이 필요로 되지 않는다(박동서,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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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직 리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 같은 인 요건과 직무요건

등을 고려한 재 소에의 보직부여와 다양한 직무에의 경험을 통해 개

인의 능력을 최 한 발 시키고 이를 통해 개인의 직무성과와 조직성과

를 극 화하는데 그 궁극 인 목 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 재와

같은 계 제 공직구조에서 양산될 수 있는 일반행정가의 한계를 보완

하여 해당 직무에 문지식을 갖춘 문행정가도 함께 육성하기 한

략 인사 리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보직 리 용도

직과 보와 같은 보직 리는 행정의 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한 방향으로 시행된다면 조직의 효과성 제고와 개인의 능력발

만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러한 인사행

정상의 의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직 리를 부패방지나 징계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출세나 승진을 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장기

에서 보면 행정목 달성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유민 ㆍ임도빈(2007)은 배치 환의 용도를 구체 으로 조직과 개인

의 두 측면에서 검토하 다.

조직차원에서는 배치 환을 통해 우선 인사 리의 융통성을 확보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기 을 책임진 사람은 필요한 사람을

재 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효과성을 극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인 자원을 가지고 단순히 사람의 배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조직의 성과

를 높일 수 있다면 최고 리자에게 인사배치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구성원이 실 이 좋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훈련을 시켜 능력을 향상시

켜야 한다는 근은 옳지 않다.단순히 다른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얼마든지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배치 환의 유형 에서 특히 보가 융통성 측면에서 가장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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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직은 오히려 최고 리자의 자의 인 융통성

발휘를 통제하기 한 제도로 보아야 한다.

배치 환은 조직의 변화에 응하기 하여 반드시 필요하다.조직의

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한다.조직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체 인 조직의 크기는 같지만 내부 으로 직 의 배열이 달라지기도 한

다.새로운 조직이 생기거나 조직이 없어질 때 새로운 충원이나 해고를

하지 않고 기존의 인원을 달리 배치하는 것이 항을 피하고 비용과 노

력을 감하는 방법이다.

배치 환 는 순환보직은 부수 으로 부패방지의 효과가 있다.한

직 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시민과 친숙한 인간 계를 유지하게 된다.

시민의 청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직무의 허 까지도 악

하게 되어 부정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순환보직은 한 직 에서의

최장 근무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의도 으로 고객과의 착 계를 막으려

는 것이다.경찰,세무공무원 등 공직부패의 우려가 높은 직렬에 더욱

필요한 제도이다.

순환보직은 한 형평성의 실 을 해서 필요하다.어느 기 이든

직무분석이 잘 되어 직무의 배분이 균등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모르지만,

그 지 않은 경우 같은 성격의 직무라 하더라도 근무지에 따라 는 근

무부서에 따라 일의 양이 다르고 때로는 질 인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근무조건이 차이가 나는 데 한 장소나 부서에서만 오래도록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무의 형평성에 어 나는 것이다.

배치 환은 인간 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조

직생활은 많은 사람과의 공동생활이다.업무 계이든 개인의 사 인

계이든 많은 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갈등의 계에 놓일

수 있다.갈등 계로 인해 업무 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상 방에

한 비방으로 조직분 기를 흐린다든지 하면 결국 조직 체에 해로운

향을 가져오게 된다.조직의 리자는 이러한 때 업무상 이 필요

없는 부서나 아니면 지역 으로 완 히 떨어진 부서로 한 사람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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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킴으로써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끝으로 배치 환은 승진의 숨통을 트거나 승진기회의 균등을 해서

필요할 때가 있다.특정 직 에 어느 한 사람이 무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부서의 능력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 기회를 갖지 못한

다.이런 경우 한 자리에 장기근무한 사람을 다른 수평직 에 임명하고

바로 에 사람을 승진시켜 그 부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다.때로

는 기 간에 승진소요연수가 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이의 형평을

하여 기 간 교류를 시도할 수 있다.

개인차원으로는 첫 보직이 마음에 맞지 않게 배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첫 보직은 괜찮았다 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해 가면서 새로운 심

분야가 생겨날 수 있다.이 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하면서 보람을 맛볼

수 있고 능력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를 구나 원하게 된다.특히 경력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사교

류나 직의 활용은 필수 이다.경력상의 성공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여러 다양한 직무의 경험이 보장되어야 한다.

배치 환은 한 개인의 능력발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이러한 목

으로 배치 환을 제도화한 것이 순환보직(jobrotation)이다.순환보직과

같이 조직에 의해 계획된 배치 환은 특히 그 구속력이 강하다.순환보직

은 다양한 직무에 한 경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폭넓은 능력을 발 시

킬 수 있다.기능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직 에 근무 함으로써 각 조직

단 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참신한 변화를 기 할 수 있다.

개인의 배치 환요구가 항상 능력발 이 순수한 목 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때로는 단순히 개인의 생활근거지나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의 근무를 원하기도 하고,직장 내 다른 사람과 불편한 계를

피하기 해 배치 환을 활용하기도 한다.더구나 다른 기 이 직렬에서

승진이 더 빠르고 사회 평가가 더 높다는 이유로 배치 환을 요구하

을 수도 있다.그 어느 경우이든 하나의 용도로 배치 환을 신청하는 경

우는 드물 것이다.이들 요소가 복합 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직 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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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박동서(1990)는 종래의 잘못을 시정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에 기

여할 수 있는 보의 이용방법으로 ⅰ)공무원의 훈련 능력발 을

한 다른 앙기 ,지방기 ,사기업체와의 교류,ⅱ)새로운 기 의 신설

행정조직 변 등으로 인한 유능한 인력의 보충,ⅲ)인간 계의 개

선,ⅳ)개인의 능력ㆍ흥미에 부합하는 직 로의 근,ⅴ)하 직의 경우

반복된 직무수행에 따른 권태방지,ⅵ)우선순 에 따른 인사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 이와 같은 보의 합리 이용을 해 근본 으로

인사권자의 남용에 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과 보에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해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직을 해서는 일부 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직

시험을 거쳐야 하며, 보 직을 해서는 최 재임기간을 채워야

한다.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특수자격증 소지자,특수 목 학교의 졸

업생 등의 자격으로 특별 채용된 공무원은 3년간 다른 직렬로 직할

수 없으며,5년간 4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직 임용될 수 없

다.다만 직제 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한 규정의 용

을 받지 아니한다. 보의 경우에는 제한 규정이 있다.일부 외는 있

으나,일반 공무원은 당해 직 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

로 보될 수 없으며,특별 채용된 공무원은 4년 이내에 다른 직 로

보될 수 없다. 한 특정한 업무의 수행을 해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

은 원칙 으로 다른 직 로의 보 발령이 불가능하다(강성철외,1999).

보와 직 등이 올바르게 활용된다면 개인의 역량 제고와 조직성과

창출에 정 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하지만 징계나 사임을 강요하는

수단이나 징계의 회피 수단 등으로 활용된다면 오히려 개인의 근무의욕과

조직성과를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래할 수 있다.따라서 인사권자의 보

와 직제도의 오ㆍ남용 차단과 근본 목 훼손 방지를 한 지속 인 연

구가 필요하며,부작용을 일 수 있는 공정하고 책임있는 보직 리가 요

구되어 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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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직 리 원칙

1) 재 소주의

보직 리는 조직성과를 최 화하기 하여 기존 인력을 가장 효율 으

로 활용하기 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재 소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임용권자 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그

직 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 요건을 고려하여 상호 부합성이 최

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 소에 배치되도록 임용하여야 한다.직 의

직무요건으로 ⅰ)직무의 종류 문성,ⅱ)직무에 필요한 능력수 ,ⅲ)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ⅳ)직무의 조직상의 비 ,ⅴ)기타 당해직무수행

에 필요한 조건 등이 있으며,공무원의 인 요건으로는 ⅰ)직렬 직류,

ⅱ)경력ㆍ학력 공분야,ⅲ)훈련실시,ⅳ)정책 단ㆍ업무추진능력,

ⅴ)통솔능력,ⅵ)성품 신망도,ⅶ)청렴도 건강 등이 있다.1)

임용권자 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정도에 따라 직

를 등 화하고,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 등에 따라 능력을 히

발 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2)개인이 갖추고 있는 인 요건인

능력ㆍ 성과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조건 사이에 불균형이 나타날 경우,

자격과잉(overqualified)혹은 자격미달(underqualified) 상이 나타난다.

자격과잉의 경우 직무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자격미달인 경우 직무

에 한 두려움 그리고 성과미달로 인한 보상의 삭감 등에 한 불안감

을 갖게 된다.보직 리에서 직무요건과 인 요건과 함께 요한 요인은

시간 합성(timing)이다.‘직무-능력’간에 합성이 존재할지라도 보직

리의 시기에 한 원칙을 잘못 정한 경우 문성ㆍ능률성 해 매

리즘(mannerism)유발이라는 문제 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간 합성

은 조직 개인의 입장에서 보직 리의 시기에 한 합리성과 련되는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박경규,1999).

1)공무원임용령 제43조 2항

2)공무원임용령 제4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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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재육성주의

인재육성주의는 공무원의 환배치와 같은 보직 리를 통해 공무

원 개인의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즉 공무

원의 개인 인 능력 발 는 능력개발을 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 이 필요한데 보직 리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유효

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경력개발 차

원에서의 공무원 개인의 능력 신장은 결국에는 조직의 성과로 당연히

귀결되므로 보직 리에서 인재육성주의 원칙은 아주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에서의 개인은 다양한 직무교육 훈련을 통해서 직 인 방법

으로 지식 기능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간 인 방법인 새로운 직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지식ㆍ기능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조직은 개인에게 보다 창의 이고 도 인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직무수행을 통한 능력신장과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성

장욕구 자기 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인재육성주의는 바로 ‘개인의 성장욕구-직무’간의 합성을 극 화시

키는 보직 리 원칙을 말한다.

앞에서 언 한 두 가지 원칙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조직

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균형 인 보직 리가 요구된다.즉 개인

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성장욕구들을 재 존재하는 수행가능 직

무들이 100%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능력-직무’,‘성장욕구-직무’간의

합성 정도를 상 으로 극 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경규,

1999).따라서 개인별 직무 합성의 극 화차원이 아닌 조직 체

차원으로 보았을 때 ‘개인-직무’간의 연결의 합이 조직력 증가, 업

시스템 구축,구성원의 체 사기의 증가로 귀결되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다 균형 있는 보직 리가 요

구되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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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보직 리의 유형

배치 환 는 보직 리는 순환보직과 문보직을 동시에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즉 보의 경우 보직기간의 일부 제한은 있지

만 순환보직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직의 경우에는 직렬간

직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볼 때 순환근무를 지양하는 문보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민간 기업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보직 리의 유형에는 정

기 순환근무,교 근무, 문원ㆍ연구원에 한 보직 리, 견과 같

은 인 교류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보직 리의 여러 유형 에 직무다양화와 련 있는 순환보직 유형

과 순환보직을 지양하는 문보직경로제와 같이 직무 문가 육성과

련이 있는 문보직 유형에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보직 유형

의 경우 기존 인사행정 이론에서 명확한 개념 정의는 되어 있지 않고

순환보직과 비되는 의미로 주로 이해되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보직이라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유형 (1):순환보직제

1)순환보직제의 개념

순환보직은 조직구성원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여러 다른 직 에

보 는 배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재 소의 원칙과 함께 우리나라 공

무원 인사의 근간이 되는 인사 리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

서 순환보직은 공무원으로 하여 여러 가지 직무의 경험을 통하여 넓

은 안목을 갖게 함으로써 리능력 향상을 목 으로 주로 쓰이는 인사

리의 한 방법이다.이러한 인사 리 방식은 다양한 보직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무에 한 종합 지식과 경험을 축 함으로써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고,하나의 직무수행을 통해 익힌 것을 다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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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으며,다른 부서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

과 조 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 이 있다.

조직차원에서 순환보직의 이 은 동일한 인 자원을 재 소에 배

치시킴으로써 인사 리의 융통성을 확보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

다. 한 조직이 신설ㆍ폐지되거나 내부 으로 직 의 배열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에 있어서 충원ㆍ해고없이 기존의 인

원을 달리 배치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비용 비 편익이 크다고 할 것

이다.순환보직은 한 직 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객과의 착 계가

발생함에 따른 내외 인 청탁과 직무의 허 을 악하게 되어 발생하

는 부정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부패방지의 효과가 있다.같은 성격의 직

무라 하더라도 근무부서에 따라 양 ㆍ질 차이가 발생하므로 순환보

직은 형평성 실 차원에서도 필요하다.순환보직은 조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공 ㆍ사 인 인간 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순환보직은 승진 체를 해소하거나 균등한 승진기회 부여를

해 필요하며 기 간 승진소요연수가 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 기 간

교류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순환보직은 한 개인의 능력발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이러한 목

으로 배치 환을 제도화한 것이 순환보직(jobrotation)이다.순환보직

과 같이 조직에 의해 계획된 배치 환은 특히 그 구속력이 강하다.순

환보직은 다양한 직무에 한 경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폭넓은 능력을

발 시킬 수 있다.기능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직 에 근무 함으로써

각 조직단 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참신한 변화를 기 할 수 있다(유민

ㆍ임도빈,2007).즉 개인차원에서의 순환보직 이 은 개인의 심분

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일에 한 보람과 능력을 인

정받을 수 있고,특히 개인의 경력 리 차원에서 다양한 직무의 경험을

보장하는데 있어 필수 인 제도이다.

그러나 순환보직의 기간이 짧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 수

행의 문성과 능률성을 하시키고 행정의 일 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

며,훈련을 받는 자도 제 로 업무를 익히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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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그래서 순환보직에 의한 교육 훈련에 있어서는 보직변경의 기

간을 보통 3개월에서 1년으로 다소 길게 하고 한꺼번에 많은 수의 순환

보직을 피하고 있다. 통 으로 보ㆍ 직은 부패방지의 수단으로,

는 징계의 수단으로, 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하여 이용되어 오기

도 했다.그러나 보ㆍ 직은 작은 범 내의 권한이지만 권이 부

여되어 있으므로 자칫 남용되는 경우 오히려 조직의 사기와 능률면에

하를 래할 수도 있다(김 양,1996).

인사 리의 하나로 직무를 주기 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보직 리와

유사한 맥락에서이다.따라서 순환보직은 직무확충(jobenlargement)과

직무다양화(jobenrichment)를 통해 융통성 있는 인사 리,부패방지 효

과,승진기회 제공,개인의 능력발 ,보직 부 응 해소 등의 효용을 가

지는 반면에 행정의 문성,능률성,일 성을 하시킬 수 있는 문제

도 내포하고 있다.즉,순환보직은 효율 인 인력활용을 한 인사 리

의 한 수단이므로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에 공헌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2)우리나라의 순환근무제 황

공무원임용령 제44조 “임용권자 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같은 직 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 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과다하게 잦은 보로 인한 문성 능률의 하를

방지하여 안정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하여 정기 으로

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보에

있어서의 순환보직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실제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재직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직

기간의 하한선에 해서는 규정을 두어 지나치게 잦은 보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45조의2에서는 조건에 따라 2

년，1년 6개월，1년 등의 보제한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에는 원칙

으로 보를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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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Z-shaped'PersonnelShiftChain3)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직이동 행태는 소 말하는 Z자형 보직이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상기의 <그림 2-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동일직

내에서도 자리의 가치가 있고 하 와 상 의 보직이 Chain형태로

존재한다(조석 ,1992).즉 ‘동일 직 내에서 하 보직 → 동일 직

의 상 보직 → 상 직 의 하 보직 → 상 직 의 상 보직’으로

이동하는 행태를 계속하는 것이다.승진 등으로 인해 조직내 한 직 에

결원이 발생하면 동일직 의 하 보직자와 바로 아래의 하 직 최상

보직자들의 연쇄 인 보직이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즉 장기근

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 인 직무수행,인력의 재 소의 배

치라는 순환근무제의 근본 인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

직이동은 구조 인 요인에 따른 순환보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 2-1>은 공무원의 보 제한 기 에 한 공무원임용령

45조 ①항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 제한은 공무원이 1년～2년 동

안 해당 직 에 보직된 후에 다른 직 로의 보를 제한하여 직무의

문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하지만 이와 같

은 취지와는 상반되게 최소 1년～2년 동안만 해당 직 에 보직하면 다

른 직 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3)김 호,“공무원 순환보직에 한 연구”,한국개발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

103호),2008: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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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공무원의 보 제한 기

련조문
제한

기간
상 직

공무원임용령

45조

(보의 제한)

①항

2년 해당 직 에 임용된 공무원(통상 인 기 )

1년

6개월

정부조직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에

두는 보조기 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 직 에

보직된 3 는 4 공무원

1년 고 공무원단 직 에 재직 인 공무원

따라서 상기의 제한 기 은 순환보직제를 제도 으로 뒷받침하는 규

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순환보직이 그만

큼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이와 같

은 순환보직 기 에 따라 공무원들은 1년만 지나면 자신의 직무에 한

문성과 일 성을 유기하기 한 목 이 아닌 가치가 높은 보직으로의

이동을 구상하기 시작한다.이와 같이 자주 보하게 되는 기본 인 원

인은 직을 자신의 경력발 과 조직의 성과향상에 두지 않고 보다 많

은 가치의 장악,출세ㆍ승진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이다. 한 순환보직제도는 징계와 사임의 강요 수단, 는 잘못을 덮어

주고 징계를 피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기도 하며 우리나라 인사의 고질

병폐인 인사 청탁과 정실인사와 같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 제도 자체를 폐지

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며 공무원의 능력발 과 인사

리의 융통성,조직의 침체방비 부패방지를 해 필수 인 제도이

므로 순환근무의 근본취지와 목 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인사

리에 정 인 효과가 있다.

공무원은 한 직 에 최소한 2년 이상은 있어야 행정결과를 기 할

수 있으며 그 후에 다시 직책에 따라 1년～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이의 수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이와

동시에 보의 무원칙을 시정하기 하여 인사권자의 지나친 재량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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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 제한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성과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고 있는데 앞

으로 이의 수를 한 노력만 있다면 행정발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박동서,1990).

2.유형 (2): 문보직경로제

1) 문보직경로제의 개념

문보직경로제란 공무원의 순환 보를 제한하고 수행 가능한 문

직무분야를 심으로 일정한 그룹이나 범 를 한정하여 인력을 리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즉,개인의 목표 성,능력,희망에 한

분석과 조직의 목표와 직무분석을 통해 재 소 배치와 한 분야

인근분야에서의 승진,보직이동,교육훈련이 이루어져 문성이 극

화 되고 문화된 일반행정가(specializedgeneralist)를 양성할 수 있

는 인사 리체제를 말한다.통상 으로 ‘문화된 일반행정가’란 상당

기간의 공직 경험과 교육훈련을 통한 문 인 직무 지식 보유,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능력과 주요정책 개발능력 보유,유 분야 업무에

한 이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가로 볼 수 있다. 와 같이 다

원화된 사회에서는 기존의 ‘일반행정가’보다는 ‘문화된 일반행정가’

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행 보직 리는 이동기 이 객 화ㆍ표 화되어 있지 않고 공 분

야,훈련,근무경력, 문성, 성 등을 고려한 보직 리의 원칙 등이 거

의 고려되지 않고 있어 문성의 제고를 해하고 있다.그러나 문보

직경로제는 직무분야별로 보직이동범 를 제한하여 직무수행의 문성

을 확립하고,공무원의 공 성 등에 부합되는 직무에 장기간 보

직시켜 업무 효율성 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고,경력경로(career

path)확정하여 인사의 측성과 직무몰입도를 높이며,직무 ㆍ성과

등 능력별 보수제도의 도입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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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직경로제는 기본 으로 실ㆍ국별 문보직경로제를 지향하되

본격 인 실ㆍ국별 문보직경로제 도입에 앞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문보직경로그룹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실ㆍ국별 합리 인 기능배분상

의 문제 과 타부서와의 업무 조가 필요한 분야가 상존하는 종합성을

지향해야 하는 업무가 존재하는 행정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별

문보직경로제를 보완 으로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문성과 종합성

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한다(최병 ,2003).

문보직경로제 도입을 해서는 아래 <표 2-2>와 같이 다양한

문보직경로 유형이 모색될 수 있는데 상 직을 상으로 문보직경로

제를 실시하는 유형,하 직을 상으로 실시하는 유형,특정 상･하 직

을 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유형 상 직으로 갈수록 문보직경로

제의 범 를 확 하는 유형 등이 그것이다.

<표 2-2> 문보직경로의 유형

구 분 내 용

“⊥”자형
ㆍ하 직 개방

ㆍ일정직 후 문보직경로

“⊤”자형
ㆍ하 직 문보직경로

ㆍ일정직 후 개방

"Ⅰ"자형

ㆍ하 직 개방

ㆍ일정직 후 문보직경로

ㆍ일정직 후 개방

“역피라미드”형 ㆍ상 직 으로 올라갈수록 문보직경로 확

공무원의 직무 문성을 해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그 원인 의 하나가 순환보직이라는 사실에는 큰

이견이 없으며,공무원의 보직이동을 제한하는 유형은 체로 타직렬로

의 이동을 보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문

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22-

<표 2-3> 앙행정기 일반직 공무원의 보 황 (2011.1.1～ 2011.12.31)4)

구 분

동일부처 내 보
부처간

보
합계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고 공무원 228 193 34 13 1 2 97 568

3 107 132 33 9 4 0 67 352

4 1,148 925 383 123 48 46 237 2,910

5 1,788 1,679 1,009 218 69 98 341 5,202

6 2,100 2,330 2,484 660 247 271 220 8,312

7 2,231 2,969 2,556 840 269 412 303 9,580

8 1,952 2,355 1,439 521 233 330 148 6,978

9 1,851 2,549 504 234 63 43 78 5,322

연구직 191 198 144 77 35 107 29 781

지도직 3 3 3 3 1 1 1 15

합계 11,599 13,333 8,589 2,698 970 1,310 1,521 40,020

비율 28.98% 33.32% 21.46% 6.74% 2.42% 3.27% 3.80% 100%

공무원임용령 45조 ①항에 따르면 임용권자 는 임용제청권자에 의

해 해당 직 에 보직된 공무원의 경우 보제한 기한을 2년으로 두고

있으며 고 공무원단에 재직 인 공무원의 경우 1년 동안 보를 제한

하고 있다.하지만 상기 <표 2-3>의 실제 2011년 앙행정기 일반

직 공무원의 보 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 보직자의 보비율 28.98%

나 되며 1～2년 미만 보비율은 62.3%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즉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은 실제 인사운 차원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사문

화된 조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보직 리에서 직과 보의 구분의미는 무분별한 배치 환에서 오

는 부작용을 막기 해서이다.즉 직무의 성격이 다른 직렬까지 아무런

4)행정안 부 통계자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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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없이 이동이 가능하면 행정의 문화를 해하고 청탁이 개입될 여

지가 많게 되므로 직렬을 변경하는 직의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한 경

우로 한정함으로써 직의 남용을 차단시키고 있다(유민 ㆍ임도빈,

2007).다시 말하여,보직순환의 상을 유사 는 동일업무로 범 를

제한함으로써 상당기간 동일업무의 수행을 통해 문성을 제고할 수 있

다는 것이다.

2)우리나라의 문보직경로제 황

우리나라의 의의 문보직경로제 운 은 문분야 지정 문직

운 에서 찾을 수 있다.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 2①에서 “소속 장

은 3 는 4 의 복수직 직 에 보직된 3 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 보 등 인사 리를 통하여 문 분야별로 양성· 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문분야별 보직 리를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

임용규칙 제 50조에 따르면 소속 장 은 임용령 제43조의2에 따라 분야

별 보직 리를 하는 경우에는 기 체조직(소속기 을 포함)을 문

분야와 공통분야로 구분하고,이를 제47조에 따른 자체 보직 리기 에

반 하여야 한다.

<표 2-4> 문분야 공통분야의 구분5)

련조문 내 용

문

분야

각 부처의 고유기능을 수 개로 분류한 업무 역으로서,

분야별 보직 리를 통해 업무의 계속성과 문성 축 의 필

요성이 높은 업무분야

공통

분야

총무․재정기획․자체감사․홍보 등 부처 공통 인 기능

는 다양한 집행업무나 종합 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하나의 문분야로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업무분야

5)공무원임용규칙 제50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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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분야는 개인별로 2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 인사기록카드에 기

록 리한다.개인별로 지정된 문분야는 장기 국내․외 훈련

견근무를 통해 해당분야의 문성을 갖춘 경우,해당분야의 석․박사

학 를 취득한 경우,해당분야 업무수행에 직 련된 자격증을 취

득한 경우, 재의 문분야에서의 근무실 이 극히 조한 경우,직

공모에 의하여 타 분야의 직 에 임용된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

고는 다른 문분야로 변경할 수 없다.

공통분야에 속하는 직 에 해서는 개인별 문분야나 그 지정여

부에 계없이 기 별 인사운 상황을 감안하여 격자로 인정되는

자 에서 보직할 수 있으나 문분야에 속하는 직 에 해서는 우

선 으로 같은 문분야에 속하는 자 에서 격자를 선정하여 보

직하며, 문분야에 지정된 공무원은 다른 문분야에 속하는 직 에

보직시킬 수 없다. 한 동일 문분야내의 실ㆍ국간 보시에도 특

히 필요한 경우만 인정하며 소속장 의 사 승인을 얻어야 보할

수 있다. 문분야 지정 공무원은 직무수행능력 평정에서 당해 문

분야 근무기간이 긴 공무원을 우 할 수 있으며,직무수행능력 수

에 가산 을 부여할 수 있다.승진 보 등의 인사에도 다른 자격

요건이 동일할 경우 문분야에 장기간 재직하여 문성이 높은 공

무원을 우 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훈련 견 상자 선정시에도

문성 함양기회를 고려하여 우선 선발하는 등 인사상 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 3에 ①에 따르면 “소속 장 은 해당

기 의 직 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 를 문직 로 지정하

여 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공무원의 보직

리에 있어서의 문보직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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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문직 의 지정6)

문 직

① 외 인 상․교류․ 력에 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

② 해외기술 도입․외자구매․외국제도연구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

③ 부처별 핵심업무 장기간의 직무경험 는 특수한 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

④ 부처별로 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

⑤ 기타 소속장 이 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

공무원임용규칙 제54조에 따라 소속 장 은 상기와 같이 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 를 문직 로 지정하여 리할 수 있으며 임용규칙

제56조,57조에 따라 문 으로 선발되어 문직 에 근무 인 공무원

에 해서는 문직수당 외국어 가산 을 지 하며 해당 공무원 소

속장 은 문직 지정 황,직 별 직무수행요건,수당지 기 등을

자체 보직 리기 에 반 하여야 한다.아울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

3의 ②에서는 “ 문직 에 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 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문 으로 선발하여 임용하

여야 하며, 문직 에 임용된 공무원은 3년의 범 에서 행정안 부장

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직 에 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3년

간 보직이동 제한을 명문화 하고 있다.이와 같이 기간을 제한하는 이

유는 동직보직의 장기근속을 통해 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며 문

성이 요구되는 직 는 일정한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이 요건을 갖

춘 자를 문 으로 선발ㆍ임용하여 문직 에 한 보를 제한하고

있다.이와 같은 보제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에게도 거의 유사하게

용되고 있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에 따르면, 술한 국가공무원

6)공무원임용규칙 제4조( 문직 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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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문성이 요청되는 직 를 문직 로 지정할 수 있고,

당해 직 에 보직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다른 직 로

보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제도 장치 역시 해당직 직무수

행에 필요한 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보직 리의 두 개의 유형은 어느 유형이 좋고 나쁨

을 떠나 두 개의 유형 모두 효율 인 인사 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최근에 인사 리는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의 원인을 공무원의 능력

과 문성 부족에서 찾고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 해결 모색을 해

경력개발제도(CDP)에 많은 심을 갖고 있다.인 자원의 효율 인 활

용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 이 있는 경력개발제도와

같이 최근의 인사 리는 공무원의 직무 문성을 제고하는 데 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제가 융통성

있는 인사 리,부패방지 효과,승진기회 제공,개인의 능력발 ,보직

부 응 해소 등에 효용을 가지는 있다는 것은 기존의 인사행정에서 주

지되어 온 사실이므로 순환보직제 역시 유의미한 보직 리의 방법인 것

이다.즉,각각의 보직 리 유형이 가지고 있는 장ㆍ단 과 재 공무원

조직별 인사 리와의 정합성,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보직 리의 모형에

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된 후에 최 의 유형을 선택해야만 시행착오를

일 수 있을 것이다.

3.한국수력원자력(주)보직 리 황

1)한수원의 순환보직제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인사 리규정 19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보직 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보직 원칙은 ⅰ)각 업무의

소요자격 요건에 가장 합한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는 ‘재 소의 원

칙’과,ⅱ)모든 직원은 각자의 자력에 합한 업무에 보직될 기회가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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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히 부여되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그리고 ⅲ)모든 직원은 가

능한 한 각자의 욕구가 충족되어 개인의 안정과 발 이 보장될 수 있도

록 보직되어야 한다는 ‘욕구충족의 원칙’이 그것이다. 한 동일 규정

26조에는 문직무에 한 보직 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2직 이하 직

원으로서 문직무에 근무하는 자에 하여는 업무의 문성을 유지하

기 하여 장기보직될 수 있도록 보직 리를 하여야 하며 문직무의

범 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의

문성을 도모하기 함이다.

한수원의 인사 리지침에는 신입사원의 경우 최 3년간은 동일보직

1년을 원칙으로 자체계획에 따라 순환보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의 침제를 방지하고 일정기간 동안 안정된 분 기

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2년간의 특수직 보직기간

의 설정하여 운 하고 있다.여기서 말하는 특수직 는 처(실)장,발

소장(2직 이상),특수사업소장,해외사무소장을 말하며 보직기간이 경

과되면 보직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동 지침 제29조의 2항에서는 “동일사업소 동일보직에의 장기근무

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직원 각자의 기회균등을 하여 직무의 문

화를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순환보직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 은 따로 정한다."라고 순환보직에 한 기 을 설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 (실)장 이하 직원에 한 순환보직 세부기 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6>장기근무자 순환보직 기 (한수원 내부 인사기 )

직

구분

외이동 상 내이동 상

동일 처(실) 사업소 장기근무자 동일 장기근무자

(하 직 포함)직 근무기간 하 직 포함기간

(실)장 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차장 10년 이상 15년 이상 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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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 동일 장기근무자에 한 내이동기 은 동일 직무의

보직기간을 최 5년으로 제한한 것이며,장기근무자에 한 외이동

상 선정기 에서 특이한 은 하 직 을 포함하여 동일 사업소 1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다른 사업소로의 외이동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는 동일사업소 장기보직에 따른 부조리 발생을 사 에 차단하고 장기근

무에 따른 매 리즘과 조직 침제를 방지하기 함이다.이와 같은 순환

보직 기 은 차장 이하 직원에게도 유사하게 용되어 운 되고 있다.

한 이와 같은 순환보직 기 은 장기간 보직시 부조리 발생 개연성

이 히 높은 고객 근무자의 경우에는 더욱 강화하여 운 하고 있

다.고객 근무자 순환보직지침에 따르면 고객 근무자의 부조리

방을 해 주기 인 순환보직이 요구되는 직 ․직무의 설정 운

과 련된 업무처리기 을 정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순환 상 직 ․직무는 부조리 발

생사례가 있고 업무의 성격상 장기보직시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

주기 인 순환보직이 요구되는 직 ․직무로서 본사와 사업소의 순환

상 직무와 순환 상 직 를 세부 으로 구분하여 운 하고 있다.

아래의 <표2-7>의 순환보직 상 직 ․직무보직자에 한 리책

임은 해당 소속장에게 있다.조직장은 상자의 찰․ 검,부조리

방 책의 강구 순환보직 등에 하여 최종 인 책임을 지며,이러한

직 ․직무에는 청렴도 등이 높은 모범직원을 보직하여야 하며,징계말

소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에 해서는 보직할 수 없다.순환 상

직 ․직무의 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단 사

업의 일 성과 문성을 유지하기 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고도의 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사업을 해 1개월 이상 문교육

을 이수한 경우에는 각각 당해 사업의 종료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한 순환 상 직 ․직무 보직자를 순환보직한 경우 3년 이내에 동일

직 ․직무에 재보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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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순환 상 직 ․직무7)

구 분 순환 상 직무
순환 상 직

원 장

본

사

리처 • ․ ,유가증권의 출납/보 ○ ○

략구매실
• 물가조사,공 자 리

• 공사․구매․용역 계약
○ ○

발 처 • 공사․구매․용역 설계,시공 계약 ○ ○

설비기술처 • 공사․구매․용역 설계 시공 ○ ○

건설기술처 • 공사․구매․용역 설계 시공 ○ ○

건설처 • 공사․구매․용역 설계 시공 ○ ○

사

업

소

계약 • 공사․구매․용역 계약 ○ ○

용지보상 • 용지보상업무 ○ -

건설․운 • 공사․구매․용역 설계 시공 ○ ○

품질 • 제작검사,업체 등록 리 실사 ○ -

한수원의 순환보직은 장기근무자에 한 순환보직을 의무 으로 시

행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특정 직무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공무원의 통상 인 보제한 기한인 2년보다 다소 긴 기 을

운 하고 있는데,이는 순환보직과 문보직의 순기능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한수원 보직 리의 제도 취지라고 볼 수 있다.

2)한수원의 문보직경로제

공무원의 직제도와 유사하게 한수원의 경우 직군을 달리하여 보직

할 시 2직 이상의 경우에는 사장이,3직 직원은 인사담당본부장에

게 직군을 변경하여 보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직변경을 엄격

히 제한하고 있다.

한 술한 같은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기 에서 외를 인정하는

직무가 있는데 발 교 근무자, 외 견자가 그 상이다.이 경우 발

7)한국수력원자력 내부 규정 :고객 근무자 순환보직지침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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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근무자는 직무의 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외 견자는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외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한수원의 문

보직경로제의 표 인 사례는 기장제도 발 핵심인력 리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장(技匠)제도는 발 소의 자동제어업무,발 소 운 업무 성능

향상업무,안 리 핵연료 리 등에 보직한 일반직원 에 해당 직

무에의 문성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해 일부 직원을 선

발하여 운 하는 제도이다.선발된 직원은 별도로 정하는 여상의 혜

택 등을 부여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직변경이 제한된다.기

장제도에서는 기장(을)→ 기장(갑)→ 기정(技正)→ 기감(技監)(을)→

기감(갑)으로 아래 표와 같이 기본보직년수 는 자격기 이 충족하면

순차 으로 상 등 으로 선발되어 보직할 수 있다.

<표 2-8>기장제도의 기본 보직년수 자격기

구 분 기 본 보 직 년 수 자격기

기장(을)

4(을)직 3등 입사자의 경우 3년
원자로조종사 면허취득자로서

운 계열 업무에 보직된 자
4(을)직 2등 입사자의 경우 5년

4(을)직 1등 입사자의 경우 7년

기장(갑) 기장(을)로서 3년
원자로조종사 면허취득자로서

운 계열 업무에 보직된 자

기 정 기장(갑)으로서 4년 -

기감(을) 기정으로서 5년 -

기감(갑) 기감(을)로서 5년 -

기장으로 선발된 직원은 본래의 직무이외에 경험에 입각한 직무 노

하우과 기능의 보 교육과 작업과정,작업방법 등의 개선에 한

상사의 보좌,그리고 비 검 장작업지도 같은 직무를 수행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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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장으로 선발되어 보직된 직원은 기장으로 임명된 자에 하

여는 동일계열업무에 계속 근무하도록 리하고 본인이 원할 때,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는 상임인사 원회의 결의에 의할 때

이외에는 동일계열업무 이외로 보직을 변경할 수 없다.상기 표와 같이

기장(을)에서 기장(갑)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20년이 소요되므로 기장제

도는 원자력발 소의 주요 직무에 한 문성을 확보하기 해 운 되

는 표 인 문보직제도라 할 수 있다.

두번째로 발 핵심인력이란 원자력발 소 주제어실내의 운 을 담당

하는 핵심직무를 담당하는 3직 (차장)이하의 직원을 말하는데 이들에

해서는 별도의 인사 리제도를 운 하고 있다.발 핵심인력은 발

운 직무에 보직기간이 6년 이상이고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는 원자

로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직원 에서 원자력발 소 노형(reactortype)

별로 선발한다.발 핵심인력으로 선발된 직원은 상 직 으로 승진하

거나 인사운 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보직변경이 제한

되는데,발 핵심직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따라서 발

핵심인력 리제도의 경우 원자로 운 업무에 최소 11년은 의무 으로

보직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수원의 경우 원자력 발 을 한 핵심직무에 한 보

직 리를 목 으로 기장제도와 발 핵심인력 리 제도를 운 하고 있

는데,두 제도 모두 보직기간의 제한이 필수 으로 요구되며 이를 통

해 발 운 직무에 한 문가를 육성하는데 목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두 제도는 문보직경로제의 유형 “⊤”자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 직의 경우 문보직 경로를 통해 순환보직을 배제하고

승진을 통해 고 직인 발 소장 등 처ㆍ실장(1직 )직 에 오르면 2

년 단 의 순환보직을 의무화한다.이는 하 직에서는 문가 양성,고

직에서는 문화된 일반행정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보직 리의 취지

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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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선행연구 검토

1.순환보직과 조직성과와의 계

김 호(2008)는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한 연구에서 공무원의 최

보직기간은 암묵 으로 경제학의 최 화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을 설명하

고 있다.

아래의 <그림 2-2>를 보면 한 직 에 오래 근무하는 데에는 비용과

편익이 공존하는데， 문성 능률의 축 을 편익이라고 할 수 있고,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편익인 문성과 능률

이 재직기간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증가속도가 감소한다면(즉,한계편

익이 체감한다면)，그리고 비용인 장기근무에 따른 침체가 재직기간에

따라 증가하며 그 증가속도 역시 증가한다면(즉，한계비용이 체증한다

면)，편익과 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 가 되는 최 재직기간이 존재

할 것이다.

<그림 2-2>OptimalTenure8)

8)김 호,“공무원 순환보직에 한 연구”,한국개발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

103호),2008: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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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비용곡선과 편익곡선의 기울기는 각각 한계비용과 한계편익

을 나타내는 것이며，이 두 값이 일치하는 이 바로 최 재직기간이라

는 것이다.

CosgelandMiceli(1999)9)는 순환보직을 시행하는 기업들에게서

찰되는 몇 가지 상들에 해 주목하 고 그 이유를 분석하여 설명하

고 있다.첫 번째는 순환보직이 정년까지 종신으로 고용되는 노동자의

경 참여,기업이윤의 공유 등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고,두번째는 순

환보직을 시행하는 기업이 그 지 않은 기업보다 좀 더 신 인 기업

문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첫 번째 상의 경우에는 순환보

직이 일시 결원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상을 해결하여 노동자의 종신고

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노동자들이 여러 직무를 거치면서

체 생산과정을 포 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기업경 에 보다 효

율 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기업의 이익잉여 의 배당

는 성과 지 등 이윤공유를 시행할 경우 노동자들이 서로의 직무를

충분히 악하고 있으므로 동료집단으로부터의 압력(peerpressure)이

구성원의 근무태만이나 근무회피(shirking)를 방하는 장치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두 번째 상에 해서 이들은 기업의 신이 순환

보직에서 생되는 의도되지 않은 부산물이라는 것이다.즉,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직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한 직무를 수행할 때 보다 좀 더

종합 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업무수행 능력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

게 업무 신이 생된다는 것이다.

Ortega(2001)는 사용자 학습가설 에서 순환보직을 기업이 노동

자의 역량이나 생산성을 알아내는 도구로 활용한다고 분석하 다.사용

자 학습가설이란 처음에는 다른 필요로 의해 시행된 순환보직이 노동자

의 이익에 부합할 때 근로자의 의지에 의해 순환보직이 더욱 진된다

9)MetinM.CoşgelandThomasJ.Miceli,"Jobrotation:cost,benefits,and

stylizedfacts"(JournalofInstitutionalandTheoreticalEconomics),1999,

Vol.155,No.2(Jun.1999),p.3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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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설이다.즉,사용자 학습의 에서는 여러 직무에 노동자를 순환

시킴으로써 각 직무에 한 노동자의 생산성 내지 합성을 알아낼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사용자는 순환보직 시행 결과를 바탕

으로 구성원의 역량과 성에 부합하는 직무에 보직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Ortega는 노동자의 능력에 한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순환보직

의 효용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Arya and Mittendorf(2004)는 순환보직에 해 노동자의 유인

(incentive)에 바탕을 둔 설명을 제시하 다.노동자가 한 직 에 있으

면서 획득하는 정보가 그 노동자에 한 평가에 쓰인다면 자신에게 불

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따라서 순환

보직에 의해 자신이 보고하는 정보가 주로 후임자의 평가에 쓰인다면

획득한 정보를 왜곡하여 보고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여기서 오는

편익이 노동자들을 순환시킴으로써 오는 비효율보다 크다면 순환보직

은 유용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한편，Arya and Mittendorf

(2006)는 유인에 기반을 둔 다른 이론을 제시하 는데 그것은 순환

보직을 통해 조직 내의 보수와 신분이 높은 직 로 우수한 노동자들을

이동시킴으로써 그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호,2008).

PrescottandTownsend(2006)는 여러 사업이 장기간 운 되는 환

경에서 각각의 직원을 시간에 따라 여러 사업에 배치하여야 하는 기

업의 문제를 다루었다.어느 사업 기에 투입된 직원이 그 사업의 상

황을 보고하는 것이 기술 으로 불가능한 불완 계약(incomplete

contract)의 경우,순환보직은 사업상황에 해 알아낸 정보가 손실되

게 하지만 동시에 정보를 가진 직원의 도덕 해이(moralhazard)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두 번째 효과가 첫 번째 효과보다 크다면 순환

보직은 유용할 수 있다.상황에 한 보고가 가능한 완 계약

(completecontract)의 경우 순환보직은 향상 우월한데 이는 정보를

알아낸 직원이 자신의 보고가 본인의 보수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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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고 올바른 정보를 기업에 보고할 것이고 기업은 직원들을 재

배치함에 있어 이 정보를 이용하여 도덕 해이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 호,2008).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분의 공기업이

순환보직을 부패 방을 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Meyer(1994)는 업무가 선임(senior)과 신임(junior)으로 이루어진

에 의해 수행되고 체의 성과만 찰가능하며 원 각각의 생

산성은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것인가에 해 연구하

다.신임을 순환시켜 순차 으로 다수의 선임과 함께 일하게 하는

방법과 순환없이 한 명의 선임과 계속 일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능력에 한 사 불확

실성이 클수록 순환배치가 바람직하다.이는 순환의 경우 모든 선임이

종국에는 동일한 신임집단과 일하게 되므로 선임 개개인의 능력에

한 상 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비순환의 경우 신임

과 선임에 한 상 으로 부정확한 찰을 여러 번 얻는 결과를 가

져오기 때문이다(이규석,2011).

Milgrom(1988)은 순환보직의 역할에 한 독특한 설명을 제시하 다.

인사권자나 고용주는 조직구성원의 보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재량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직배치가 그 표 인 것이다.이 경우

각 구성원은 인사권자의 결정에 향을 미치기 하여 시간 등의 자원

을 낭비하게 된다.따라서 제도화된 순환보직 등을 통해 결정권자의 재

량을 제한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이는 특히 재량에 의한

결정이 분배 효과 이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때 더 잘 성립한다는

것이다(김 호,2008).공기업의 경우 부분 계질서가 강조되는 상명

하복의 조직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사가 부하직원의 인사

여에 한 향력을 미치게 된다.만약 상사와 부하직원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순환보직은 부하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새로운 동료

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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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직기간과 조직성과와의 계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 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직 리 유형은

보이다.순환보직 형태의 보는 공무원의 능력발 과 인사 리의

융통성 확보 등 순기능 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연공서열을 시하는 계 제 성격을 가진 폐쇄형 직원공무원제도 하

에서는 필수 인 제도이며 직무의 다양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정

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이와는 반 로 보와 직을 구분하고 보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업무수행의 안 성과 직무 문성 결여,그리

고 선호하는 직 로의 이동을 한 인사부정 등 무분별한 인사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제도 으로 차단하여 행정의 문화를 확보하기 함

이다.이와 같은 직무 다양화 측면의 순환보직과 문성 확보를 한

보ㆍ 직의 제한은 논리 으로 상충될 수 있고 방법론상의 차이가

발생하지만,두 유형 모두 합리 인 보직기간의 리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정을 제로 하고 있으며 궁극 으로

수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인사 리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박동서(1990)10)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보제도를 조하여 설

명하 다.우선 일본의 경우 고도의 문화를 지향하지는 않지만 우리

와 같이 직 를 가치장악의 수단시하지 않고 보다 일을 한 수단시

하고 있어 보가 빈번하지 않을 것 같으며,미국인들의 경우는 우리

보다 문화를 지향하므로 보의 빈도가 낮으나 같은 직책이면 기

간에도 보를 비교 자주하고 있으므로 일본과 조가 되며 이로

인해 상 으로 미국의 경우 조직,직장에 한 충성심이 다고 하

는 평을 받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계 제 이므로 하나의 직 에 내

포되어 있는 직책의 내용이 다양하고 가변성이 크므로 직무확 (job

10)박동서,“인사행정론”(법문사,1990),p.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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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argement)나 직무다양화(jobenrichment)등이 요청되는 정도가

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실로 빈번한 보가 이루어

지고 따라서 문화가 되지 않는 주요 요인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아마도 사회 체의 불안성과 이동성이 높은데 원인이 있는

것 같으나 최소한도 구나 일단 직(占職)을 하게 되면 2년 이상은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요망된다.따라서 보의 빈도를 감소하는 방

안의 연구ㆍ실천이 요청되고 있으며,최소한 한 직 에 2년 이상은 있

어야 행정결과를 기 할 수 있으며 그 후에 다시 직책에 따라 1년～2

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문제는 보직 리에서 보의 기간제한이 지속 인 문성 확

보와 동시에 직무성과를 담보하느냐 하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보기

간의 제한이 동일업무의 지속 수행을 통해 공무원의 문성을 확보한

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고도 타당한 논리인 것은 분명하지만,직무성과

의 경우 기간제한의 수 이 완 하게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

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보직순환의 정기간에 해서 합의된 결

과는 없지만, 체 으로 상당한 장기근속이 역기능이나 조직의 침체

는 부패 발생 등 부작용을 래한다는 비 도 지 않기 때문이다.

를 들면,엄격하고 합리 인 선발과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

용하여 재 소에 배치하 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장기간의

동일직무 경험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 업무에 한 권태나 능력변

화를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다(김원경,2005).따라서 일정시 에 구성

원의 성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순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한 성에 꼭 맞을 것 같았던 업무도 일정기간이 지나 성과

매 리즘에 빠지게 되면 습 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 이다(구본장,2005).결국,순환보직제도는 조직의 생명력을 속

으로 유지하기 한 인사 리 행 로서 구성원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수 있으며,자신의 경력을 형성하여 일과 생의 보람과 활력소

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매우 요한 일이다(민경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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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석 등11)(2006)은 집단 구성원의 인 자본과 사회 자본이 집단

성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데 인 자본 투자에서 교육과 숙련을

가장 요한 두 가지 요소로 보고 있다.산업특수 (industry-specific)

인 자본으로는 산업 수 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일반 인 인 자본으로

교육정도를,기업특수 (firm-specific)인 자본에는 해당 기업의 독특한

행이나 차에 한 지식과 숙련을 말하며 해당기업에서의 근속기간

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 다.이 연구에서는 집단 구성원의 평균 교

육수 이 높을수록,집단구성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길수록 집단성과는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 으며 국내 11개 벤처기업 등 민간기업

60개 을 연구 표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획득하 다.

독립변수인 평균 근속년수(team tenure)는 입사 이후 개인별 근속년수를

개월 수로 측정하여 별로 평균하 으며,종속변수인 집단성과는 상

의 성과를 업무의 질,생산성(양),주도성,타 과의 조,업무완료

납기 등 7개 항목에 하여 ‘매우 열등(1)’부터 ‘탁월(7)’의 7 척도로

회사의 임원들이 설문 평가하 다.가설에 한 회귀분석결과 상과는

달리 근속기간이 집단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기업특수 지식과 숙련을 나타내는 근속기간이 유의 인

향이 없다는 것은 다소 의외라고 분석하고 있다.더불어 벤처기업의 경

우 근속기간과 집단성과가 부(-)의 계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하 다.

이런 연구 결과는 조사 상 표본 기업 11개 9개가 벤처기업으로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고 표본수가 60개 에 국한된 것이라는 을 고려

한다면 더 범 하고 다수 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한 종속변수인 집단성과를 해당 기업 임원의 설문조사만으로 평가하

는데 민간기업이므로 해당기업의 재무 성과 등 계량 성과도 포함

하여 평가하 다면 좀 더 의미있는 연구가 되었을 것이라 단된다.

11)오흥석ㆍ정명호ㆍ김승용,“집단 구성원의 인 자본과 사회 자본이 집단성

과에 미치는 향”(한국인사ㆍ조직학회 발표논문집,Vol.- No.1 2006),

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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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섭(2011)12)은 한국교육조직의 성과 향상요인에 한 연

구에서 공공조직의 성과가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리자의 능력과 노력,효과 리방식의 채택 등의 리 특성이 조

직성과를 제고시킨다는 친 리 (pro-managementperspective)에

입각하여 있다. 리안 성(managerialstability)은 교육조직의 리자

가 해당 조직에 얼마나 오래 재직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리안 성

이 높을수록 리자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해당 교육조직에 해 갖

고 있다는 에서 학업성취도에 정 향을 미친다.다른 공공조직

과 마찬가지로 교육조직의 리자가 능력을 발휘하기 해서는 조직의

내ㆍ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행 자와 맥락에 한 학습,그리고 상호신

뢰의 형성이 필요한데,이러한 학습과 신뢰의 형성은 일정한 시간의 경

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리안정성이 요하다는 논리이다.그러나

리안정성과 학업성취도의 계는 비선형 일 가능성이 있는데, 리

자의 재직연한이 오래될 경우 리의 경직성이 심해지고 리 신을 억

제하는 성(intertia)이 발생하여 도리어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릴 수 있

다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회귀분석 결과 일반 인 인식과는 달리 교

사평균경력,교장 임교경력 등 재직기간과 련된 독립변수는 학업성

취도에 부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러한 연구는 2008

년 실시된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학교수 의 학업

성취도에 한 향요인을 밝히고자 하는데 목 을 두고 있으므로 연구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 외에 인성,창의성,시민 덕성의

개발 등 다양한 가치 에서 오로지 학업성취도에 한 향 요인에

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교육조직의 경우 통상 인 공공조직과는

약간 이질 인 조직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공공조직에 일반

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교사의 경력이 교사 본인의 직무

수행능력에 미친 향을 분석한 것이 아닌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친

12) 한ㆍ 섭,“한국 교육조직의 성과향상 요인에 한 연구”(행정논총

제49권 제2호,2010),p.23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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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석하 으므로 조직 구성원 개인의 재직기간 는 경력이 조직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주제와

상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종 등(2008)13)은 공무원의 보직 리와 직무성과와의 계에 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 다.국민권익 원회에 소속된 순수 조사업무 수행

공무원의 재직기간과 이들의 1년 동안의 민원처리건수를 분석하 는데,

동일보직의 장기근속이 직무 문성을 높이고 직무성과에 정 향을

미치며 동일보직의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직무성과는 일정기간 상승하

다가 일정 시 이 되면 다시 하향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

다.그 결과 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직무성과인 민원처리실 도 같이

증가하다가 일정 수 에 도달하면 정 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거나 다소

하락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이들의 연구는 보직기간이 업무의 문성을

증 시켜 직무성과를 높이는 측면이 있는 반면 한 직무에 무 장기간

보직시키는 것이 공무원으로 하여 매 리즘에 빠지게 하여 직무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다.우선 국민권익 원회의 1년간의 실 자료를 상으로

직무성과가 정 이 되는 근무기간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시도된 연구

이므로 공무원 체집단에 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

독립변수로 설정한 체 근속기간에는 재 수행하는 직무에 한 과거

의 보직기간이 포함되어 직무성과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으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직무수행 기간에 한 명확한 정의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연구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직

기간과 직무성과와의 계를 직무 문성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는 것

과, 행 공무원의 최소 보제한기간을 획일 으로 2년으로 설정하여 운

할 경우 보직 리의 효용성이 하게 하되는 결과를 래할 수 있

다는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는 은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3)김종 ㆍ김 희ㆍ이태구,“보직 리와 직무성과의 계에 한 실증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3호,2008),p.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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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설계

제 1 연구가설 설정

우리나라 공무원에 한 보직 리에서 보와 직에 한 기간과

범 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인사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여

행정의 문성을 확보하기 함이다.공무원을 재 소에 배치하고 한

분야 는 련분야에 장기간 보직시켜 업무에 한 지식과 경험을 축

시키고,체계 인 교육훈련 등을 시행하면 직무에 한 문성이 극

화된 ‘문화된 일반행정가’를 양성할 수 있으며,이와 같은 공무원에

한 문성 제고의 결과는 직무성과 제고 국민에 한 고품질의 행

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즉,보직기간이 길어지면 그에 비례하여

해당 직무에 한 경험과 지식,그리고 노하우가 축 될 것이고 이런

요소들이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가설Ⅰ은 구성원이 해당 직무에 보직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

과를 높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 다.이는 보직기간이 길어지면

그에 비례하여 해당 직무에 한 경험과 지식,그리고 노하우가 축 될

것이고 이런 요소들이 조직성과를 향상 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다.이와 같은 구성원의 보직기간이 성과에 향을 것이라는

가설은 구성원 체의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검증

을 목 으로 하는 것이다.가설Ⅰ이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주거나

혹은 그 반 의 경우에 성과에 향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한

추가 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즉, 을 구성하는 원들이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칠지에 해서 세부 이고 심층 인 추가검

증이 필요한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을 구성하는 직 를 장,

차장,직원으로 구분하여 장의 보직기간,차장의 평균 보직기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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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보직기간이 각각 성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도 함께 검증

하고자 한다.

가설Ⅰ의 분석을 하여 성과를 종속변수로,보직기간을 독립변수

로 하고 기타 구성원의 입사 후 총 재직기간, 의 규모( 원의 수),

구성원의 졸자 비율, 구성원의 평균 교육훈련시간 등을 외생변

수로 통제하는 계 회귀식을 구성하고 귀무가설과 연구가설을 설정

하 다.만약 이러한 가설이 타당하다고 실증 으로 검증된다면 보직

리제도 순환근무제 보다 문보직경로제가 직무 문화와 조직성과의

상 계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비 보직기간 비율은 연구 상 직무에 보직한

기간의 인 양보다는 체 재직기간 해당 직무에 보직한 기간이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한 것이다.여기서

재직기간은 보직기간과는 의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보직기간

이 직무에 보직한 시 부터 기산한 것이라면 재직기간은 직무와

상 없이 입사 후 재까지 총 근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는 체

재직기간 에서 재의 보직에 근무하는 기간이 길면 직무의 문성이

축 되어 조직성과에 많은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이 해당 직무에 보직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과를 높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Ⅰ 구성원의 보직기간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것이다.

Ⅰ-1

Ⅰ-2

Ⅰ-3

Ⅰ-4

장의 보직기간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것이다.

차장의 보직기간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것이다.

직원의 보직기간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것이다.

재직기간 비 보직기간 비율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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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2장 제1 에서 보직 리의 유형을 순환보직과 문보직

으로 나 어 설명하 는데 공무원의 보직 리에서 보는 보직기간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순환보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직렬간의 직

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직의 경우에는 문보직의 유형으로 분

류할 수 있다.한수원의 경우 원자력발 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형태는 통상근무와 교 근무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즉

통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요일까지 오 9시부터 당일

오후 6시까지 주5일제의 통상 인 근무유형을 말하며,교 근무는 하루

24시간을 여러 개의 조로 나 어 근무하는 형태로 ‘4조 3교 ’,‘5조 3

교 ’등으로 운 되며 주로 발 소 운 업무, 는 경비업무 등의 직무

를 수행하고 있다.

한수원의 경우 보직 리 기 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근무는 순환보직을 용하며 교 근무는 순환보직에서 외를 인정

하고 있다.따라서 교 근무 의 구성원들은 통상근무 에 비해 장기간

근무가 장려되고 있으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근무유형이 다른 들 간

의 보직기간과 성과와의 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가정을 검증하기 해 아래와 같이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Ⅱ
보직기간과 성과의 향 계에 있어서 근무유형이

조 작용을 할 것이다.

이처럼 동일업무의 지속 수행을 통해 공무원의 문성을 확보한다

는 것은 설득력 있고 타당한 논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근속이 조직

의 침체 는 부패 발생 등의 부작용을 래한다는 비 도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김종 등(2008)은 동일보직의 근무기간이 증가

할수록 직무성과가 상향되지만 일정 수 에 도달하면 정 에서 정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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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이거나 다소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는 보직 리와 직무성과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은 보직기간 증가가 일정수 까지는

성과에 향을 미치다가 정체하거나 감소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Ⅲ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일정 보직기간이

경과할 경우 정체 감소하는 변곡 을 가진다.

제 2 개념 거 틀

본 연구는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보직기간이 증가함에 따

라 문성이 향상되고,나아가 성과가 지속 으로 향상하는가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설계하 다.즉,직무에 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

하여 숙련도가 높은 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이 그 지 않은 조직보다 높

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조직의 성

과는 조직 구성원의 보직기간 외에 구성원 직무 련 교육훈련시간,해당

조직의 규모,구성원의 학력,성별,남녀비율 등이 요하게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직 구성원의 입사 후 총 재직기간의 경우 분석해 보고자 하는 조직의

보직기간과 일정부분 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보

직기간 외에 조직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생변수들을 통

제하여 연구의 객 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성과( 성과)를 보직기간의 함수로 보고

의 규모( 원의 수), 구성원의 졸자 비율, 구성원의 평균 교

육훈련시간 등을 외생변수로 통제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확립하 다.독

립변수인 구성원의 재 보직기간 는 성과 에 일정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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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으로 상되며, 의 규모( 원의 수), 구성원의 평균 교육

시간 등 기타 통제변수 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계를 불분명하게

왜곡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상된다. 한 조 변수로 근무유형

을 설정하여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조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이와 같은 연구의 분석틀을 앞에서 설명한 변수간 계로

도식화하여 표 하면 아래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 ()

:보직기간

종속변수 ()

: 성과

조 변수

:근무유형

통제변수 ()

:인구통계/업무숙련 변수

1.연구모형

연구가설 Ⅰ～Ⅲ을 검증하기 해 사용되는 연구모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연구모형Ⅰ은 본 연구의 기본모형으로서 보직기간과

성과에 계를 검증하며,모형 Ⅱ에서는 조 변수인 근무유형에 따른

보직기간과 성과의 계를,모형 Ⅲ에서는 보직기간과 성과가 비

선형 인과 계를 보이는지에 하여 순차 으로 검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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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Ⅰ-① Ⅰ-②

종속변수  팀성과   팀성과   팀성과   팀성과 

독립변수

조 변수

 팀보직 간   팀보직 간   팀보직 간   


팀 보직 간 

차 보직 간 

직원보직 간 

 팀재직 간대비보직 간비   근무 형 



통제변수 ～ ～ ～ ～

1)연구모형 Ⅰ :보직기간과 성과의 계 검증

구 분
모형 Ⅰ

모형Ⅰ-① 모형Ⅰ-②

종속변수  팀성과   팀성과 

독립변수

조 변수

 팀보직 간   팀보직 간 

 팀재직 간  팀 보직 간 

차 보직 간 

직원보직 간 

 재직 간대비팀보직 간비 

통제변수 ～ ～

 = + + + +

+ + + + + + +

ㆍ종속변수 := 성과( 의 내부평가 수)

ㆍ독립변수 :=보직기간,= 장 보직기간,=차장 보직기간,=직원

보직기간,=재직기간 비 보직기간 비율

ㆍ통제변수 := 의 규모( 원 수),= 평균 연령,= 내 남자비율,=

연도구분(2008ㆍ2009ㆍ2010ㆍ2011),= 평균 교육훈련시간,=

내 졸이상 직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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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Ⅰ은 가설Ⅰ을 검증하기 한 연구모형이다.모형Ⅰ에서는 의

보직기간과 재직기간에 따른 계 회귀분석을 하기 한 모형이다.

즉,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종속변

수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두 번째로 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 등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상 력 향력의 크기를 순차

으로 악해 보고자 한다.

즉,독립변수인 체의 재직기간과 재직기간의 하 요인들인

장ㆍ차장ㆍ직원의 재직기간과 재직기간 비 보직기간 비율을 순차

으로 회귀식에 투입시켰을 때 종속변수인 성과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물론 모형Ⅰ-①의 다 회귀분석 결과도

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계 회귀분석을 통해 계 인 계를

가지고 있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와의 계에 한 좀 더 심층 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2)연구모형 Ⅱ:근무유형의 조 효과 검증

구 분 모형 Ⅱ

종속변수  팀성과 

독립변수

조 변수

팀보직 간 

 근무 형 



통제변수 ～

 = + + +

+ + + + + + +

ㆍ종속변수 := 성과( 의 내부평가 수)

ㆍ독립변수 :=보직기간,=근무유형

ㆍ통제변수 := 의 규모(원 수),= 평균 연령,= 내 남자비율,

=연도구분(2008ㆍ2009ㆍ2010ㆍ2011),= 평균 교육훈련시간,

= 내 졸이상 직원비율



-48-

모형Ⅱ는 보직기간이 의 근무유형이 성과에 서로 다른 유의

미한 향을 주는지에 한 가설Ⅱ를 검증하기 한 연구모형이다.즉,

표본집단의 경우 근무유형은 통상근무와 교 근무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근무유형이라는 조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계를 어

떻게 체계 으로 변화시키는가를 분석하기 한 모형인 것이다.조 효

과 분석을 해서는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야 하는데,여기서는 독립변수

인 (보직기간)과 조 변수인 (근무유형)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만

들고 이를 회귀분석에 활용한다.

3)연구모형 Ⅲ : 보직기간에 한 비선형 분석

구 분 모형 Ⅲ

종속변수  팀성과 

독립변수 팀보직 간 


통제변수 ～

 = +  
 + + + + + +

 +

ㆍ종속변수 := 성과( 의 내부평가 수)

ㆍ독립변수 :=보직기간

ㆍ통제변수 := 의 규모(원 수),= 평균 연령,= 내 남자비율,

=연도구분(2008ㆍ2009ㆍ2010ㆍ2011),= 평균 교육훈련시간,

= 내 졸이상 직원비율

모형Ⅲ은 가설Ⅲ를 검증하기 한 연구모형이다.즉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일정 보직기간이 경과할 경우 정체 감소하

는 변곡 을 가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한 모형이다.즉,보직기간이

증가하면 일정수 의 기간이 경과한 시 까지는 조직성과가 향상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보직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경우 직무 매 리즘으

로 인해 성과가 정체 는 하락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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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Ⅲ에서 볼 수 있듯이  팀보직 간  독립변수를 팀보직 간 


로 조작하여 가설검증을 한 비선형 회귀분석 모형을 수립하 다.

2.변수설정

본 연구 모형의 분석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통제변수 종속변수

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3-1>와 같다.

<표 3-1>연구 설계에 포함된 변수

변수구분 변수설명 변수특성 측 정

독립변수

 보직기간 연속변수
[(장보직기간)+(차장평균 보직기간)

+(직원 평균보직기간)]/3

 장보직기간 연속변수 장의 상 보직후 경과기간

 차장평균 보직기간 연속변수 차장의 상 보직후 경과기간

 직원평균 보직기간 연속변수 직원의 상 보직후 경과기간

 재직기간 비 보직기간비율 연속변수 ( 보직기간/회사 재직기간)×100

조 변수  근무유형(통상근무/교 근무) 더미변수 통상근무:0,교 근무:1

종속변수  성과(의내부평가 수) 연속변수 내부평가 수(매년 시행)

통제

변수

인구

통계

 규모(원수) 연속변수 원 (매년 ’12.31기 )

 평균연령 연속변수 (체 원 연령 합/체 원수)

 내남자비율 연속변수 (남자 원/체 원)×100

 연도구분(2008～2011) 더미변수 3개의더미변수 생성

직무

숙련

 평균교육훈련시간 연속변수 (체 원교육훈련시간/원수)

 내 졸이상직원비율 연속변수 (졸이상 원수/체 원수)×100

1)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는데 이때의 성과는

조사 상 표본이 되는 조직의 성과물로서 매년 한수원의 내부조직에

한 평가로 활용되는 객 이고 공정하게 운 되고 있는 내부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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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한다.한수원은 매년 에 조직에 한

KPI(KeyPerformanceIndicator,핵심성과지표)를 조직이 참가하는

내부평가 공청회를 통하여 확정짓고 당해 연도 목표를 설정한 후 1년

동안 사 인 목표 리를 시행하고 있다.익년도 에 KPI에 한 목

표달성도 등이 확정되면 결과를 직원에게 공개하여 평가결과 피드백

을 시행하고 있다.한수원은 평가 결과를 인센티 지 률 확정

기본연 결정,포상 지 등 성과보상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수원의 조직에 한 성과평가 수는 내부평가의 상 조직 성과

와 고유성과를 합산하여 100 만 으로 산정된다. 성과의 경우

자체 성과 70%,직상 조직 20%,차상 조직 10%를 반 하는데 이는

조직별 특성을 성과에 반 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즉 차상 조직

은 본부단 조직(1차 사업소)을 말하며 이 경우 원 본부의 리더십

책임경 성과를,직상 조직인 발 소(2차 사업소)는 발 소 안

운 에 련된 성과를, 단 조직은 장의 리더십 신 성과를

반 한다. 성과지표는 재무 신,조직장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

며,재무는 경비 감, 신은 자율 신과제,조직장평가는 경 목표

달성 노력을 평가한다.조직장 평가에서는 통상 인 계량지표로 평가할

수 없는 장의 리더십과 경 목표 달성 수 ,윤리경 수 ,고장정지

의 직 인 발생원인 제공 등의 의 비계량 인 성과에 한 평가를

반 하여 평가한다.

2)독립변수

독립변수로 설정한 구성원의 보직기간은 측정 상 조직인 한수원의

원자력발 소 등에 편제된 단 조직에 근무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단 조직 내 보직기간의 개념이다.즉,한 직원이 해당 에 입하여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월단 기간으로 산정한다.

독립변수인 보직기간과 각 직 별 보직기간 산정은 원 개개인

의 평균 보직기간으로 산정되는데 보통 단 조직은 장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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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편제되며 장(1～2직 )은 1명,차장(3직 )3～4명,직원(4직

이하,과장ㆍ 리ㆍ주임 등)5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구성

원의 보직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체 인원의

보직기간을 산술평균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직 에 따른

성과에의 기여도를 반 하여 산정하고자 한다.원자력발 소의 발 교

근무 의 경우 표 직제는 장 1,차장 3명,직원 5～6명으로 구성

되는데 독립변수인 보직기간 산정시에는 각각의 내 역할 비 을 반

하여 설정한다. 를 들면 독립변수인 구성원의 재직기간을 산정할

시에 장1명,차장3명,직원5명으로 구성된 인 경우 장의 재직기간

은 ( 장의 보직기간),차장은 (차장의 총 보직기간 합계/차장 인원수),

직원은 (직원의 총 보직기간 합계/직원인원수)으로 계산된 결과를 3으

로 나 어 구성원의 체 보직기간을 산출한다.이를 산식으로 표

하면 아래와 같다.

ㆍ 보직기간 =[( 장 보직기간)+(차장 평균보직기간)+직원 평균

보직기간)]÷3

이와 같이 보직기간을 원들의 보직기간에 단순평균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여도를 반 하는 이유는 장과 차장,직원의 성과에 한 기여도를 각

각의 직 에 따라 1:1:1로 본 것이며,통상 으로 동일 내에서 장,차장,

직원의 직무는 동일 직 의 경우 직무 는 권한범 의 유사성을 반 한 것

이다.만약 단순평균으로 보직기간을 산출한다면 원 개개인이 동일한 가

치의 보직기간이 반 되므로 특정 직 는 특정 원의 보직기간이 과도

하게 반 되어 보직기간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수원의 통상 인 승

진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장의 경우 보직기간에 있어서 표본의 통계

왜곡을 일으킬 만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직원의 경우 상 직

으로 승진하지 않고 입사이후 해당 에 계속 근무할 경우도 있으므로 상

기와 같은 기여도에 따른 반 비율을 용하고자 한다. 다른 독립변수인

재직기간 비 보직기간에서 재직기간은 상기의 보직기간 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며,그 결과를 보직기간과 비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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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제변수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수는 크게 원의 수,연령 등 인구통계 인

변수와 교육 등 직무숙련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통제변수인 의 규모는 구성원의 수,즉 의 체 인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의 수는 조직성과에 직ㆍ간 으로 향을 미칠 개연

성이 큰 표 인 외생변수라 할 수 있다. 원의 수를 통제할 경우 조직성

과를 왜곡할 수 있는 외생변수를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

다. 한 의 평균 연령과 내 남자직원 비율 한 비교하고자 하는 간

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한 연구에 포함되는 연

도가 4개년이므로 2008년,2009년,2010년,2011년을 더미변수로 처리하 다.

앞서 선행연구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인 자본이 집단성과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 에서 산업특수 (industry-specific)인 자본으로는

산업 수 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교육정도를,기업특수 (firm-specific)

인 자본에는 해당 기업의 독특한 행이나 차에 한 지식과 숙련을

말하며 해당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졸자 비율은 원 졸이상 학력비율을 의미하

는 것이며, 구성원의 졸자 비율은 산업특수 인 자본 측면의 교

육수 에 포함되어 조직의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제변수로

설정하 으며,네 번째 변수인 구성원의 평균 교육훈련시간의 경우

도 기업특수 인 자본 측면에서 독특한 행이나 차에 한 지식

습득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외생변수를 설정하여 종속변수에 한 왜곡

을 통제하고자 한다. 구성원의 평균 교육훈련시간은 원들의 직무

련 교육훈련시간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 변수인 근무유형은 원자력발 소에 재직 인 직원들

의 근무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근무인 경우 0을 교 근무인 경우

에는 1로 설정하 다.이와 같이 더미변수를 설정한 이유는 근무형태가

통상근무인 경우와 교 근무인 경우 보직기간에 따라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이 어떠한지에 한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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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료의 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자료는 한수원의 고리,월성, ,울진원

자력발 소 등에 편재되어 있는 약 1,313개의 구성원의 인사자료

성과를 상으로 수집하 으며,조사 상 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

년이다.연구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한수원 조직 내

들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 다.

연구분석에 최종 표본으로 선정된 직원수는 총 14,681명이며 연도별로

는 2008년 3,775명,2009년 3,339명,2010년 3,453명,2011년 4,114명이다.

연도별 수는 2008년도 304개,2009년 314개,2010년에는 333개,2011년에

는 362개 이다.연구에 사용된 인사기 data는 한수원의 인사 산 시스템

에서 추출한 자료를 활용하 다.

이와 같이 추출된 표본을 토 로 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한

분석을 실시한다.우선 종속변수 독립변수,통제변수에 한 인구통계학

분석을 포함한 기 통계 분석을 실시한 후 변수들 간 련성의 정도와 방향

을 악하기 하여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Ⅰ～Ⅲ 검증을 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다 회귀분석, 계

회귀분석과 조 효과 분석,비선형여부 분석을 실시하 으며, 한 독립변수

들과의 상 계를 좀 더 정확히 해석하기 해 모든 회귀분석시 다 공선성

체크를 시행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되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가설검증은 SPSS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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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통계 분석

제 1 기 통계 분석

1.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종속변수로 설정된 성과의 기술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표 4-1>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평가 결과 1,313 93.16 99.84 98.57 1.25

종속변수인 평가결과는 최소값이 93.16이고 최 값은 99.84로 최

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6.68이며 평균은 98.57이다.표본의 기술통계량의

변별력이 크지 않은 이유는 내부조직평가를 구성하는 KPI(Key

PerformanceIndicator:핵심성과지표)의 지표별 득 변별력을 약 5%

수 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며,이와 같이 변별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어떤 한 지표가 조직평가결과에 지나치게 큰 향을 미쳐서 평가의 공정

성과 평가결과에 한 내부의 수용성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함이다.

한수원의 경우 조직평가에서 가장 높은 가 치와 변별력을 가지는

KPI가 주로 원 운 원 안 과 련된 지표인데 만약 상반기에

불시 고장정지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에 목표달성이 불가능하여 상당수

의 감 이 상되는 경우 성과 리를 사 에 포기해 버리는 폐해를

막고 신활동 등 다른 정성 노력을 반 하는 KPI를 통해 하반기에



-55-

일정부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해 사 에 지표별 최하득 (지

표별 가 치의 60%)과 변별력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기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평가결과의 최소값과 최 값의 차이

가 크지는 않지만 본 연구의 목 이 원들의 평균 보직기간이 성과

에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함이지,보직기간이 평가결과

차이에 어떠한 수 의 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 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목 방향성에 큰 향을 주지 않

는다고 볼 수 있으며 종속변수의 유효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평균보직기간, 평균재직기간,직

원보직기간,차장보직기간, 장보직기간 재직기간 비 보직기간비율

에 한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4-2>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평균보직기간 1,313 1.00 71.40 30.96 12.81

평균재직기간 1,313 14.08 354.14 132.04 62.92

직원보직기간 1,313 .00 95.60 38.16 18.49

차장보직기간 1,313 .00 82.33 29.81 14.83

장보직기간 1,309 .00 92.00 24.12 17.34

재직기간 비

보직기간비율
1,313 .34 35.68 13.67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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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들의 표본수는 1,313개이고 기술통계량은 평균보직기간에

한 기 통계량에서와 같이 최소값 1.00,최 값 71.40로 차이가 상당

히 큰 것을 알수있다.보직기간의 최소값이 0인 독립변수의 경우 실제

보직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인사운 상 승진,직제 개편 등으로 장

는 차장,직원 결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 인 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실제 표본을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어떤 한 직 이 공석인

은 체 표본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평

균보직기간이 30.96이고 결측치가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 단할 때 최

소값이 1인 표본들은 빈도분석에서 0.2%에 불과한 퍼센트를 보이

고 있으므로 연구에서 사 에 제외하지 않아도 연구결과에 큰 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단된다.이러한 편차는 연구 상인 평균보직

기간이 충분히 실질 인 변별력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직원보직기간은 평균재직기간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

과 차장은 평균보직기간보다 짧게 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부분 조직에서 직원들이 간부직원들보다 동일 보직에 장기간 근무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장기간 보직하는 직원들이

평가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본 연구에서 흥

미로운 연구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내 보직기간은 “ 장보직기간 〈 차장보직기간 〈 직원보직기

간”의 순서인데 비해 실제 평가결과에 향을 주는 정도는 어떠한지

를 확인해 보는 것도 본 연구에서 검증해야할 요한 가설의 하나이다.

가설Ⅰ에서는 계 회귀분석을 통해 평균보직기간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향뿐 아니라 평균보직기간을 구성하는 하부 요인인 장,

차장,직원의 보직기간이 평가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도 함

께 분석해 으로써 평가결과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내 직 가 무

엇인지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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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통제변수로 설정된 인원수,평균연령,남자직원비율,평균교육훈련

시간, 졸이상직원비율에 한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4-3>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통제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인원수 1,313 4.00 132.00 15.55 7.56

평균연령 1,313 29.92 53.94 39.86 3.66

남자직원비율 1,313 66.67 100.00 96.65 5.60

평균교육훈련시간 1,313 0.00 4640.00 185.16 335.67

졸이상직원비율 1,313 28.57 100.00 80.71 15.25

인원수 등 거의 모든 통제변수의 최소값과 최 값의 차이는 평균

교육훈련시간과 같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직기간이

평가 결과에 미치는 향을 객 으로 분석하기 해서 반드시 통제해

야할 변수인 것으로 단된다.

인원수의 경우 최 값이 132인 이유는 신규발 소의 건설의 마지

막인 시운 단계에서는 발 운 을 담하는 교 근무 을 별도의 으

로 나 어 평가하지 않고 하나의 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과

도기 인 상이며,시운 기간이 종료되고 원자력 발 소가 상업운

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5～6개의 교 근무 으로 분할하게 된다.평균

교육훈련시간의 경우에는 통상근무 조직 신설된 이거나,통상근무

조직 원수가 소수인 경우 당해연도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고,발 소의 원 운 교 근무 의 경우 의무 인 실

무교육훈련시간이 주어지게 됨에 따라 최소값과 최 값의 편차가 과도

하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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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계수는 0.05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 계수는 0.01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제 2 상 계 분석

보직기간과 성과의 인과 계 분석을 한 가설 검증에 앞서 검정하

고자 하는 변수들간의 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악하기 하여 선정된

종속변수 독립변수를 변수를 상으로 상 계분석을 시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간 상 계를 측정하기 하여 등간척도 는

비율척도일 경우 사용하는 피어슨(Pearson)상 계 분석을 사용하 다.

송지 (2011)은 상 계의 정도는 0에서 ±1사이로 나타나며,±1에

가까울수록 상 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 계는 낮아진다고

하 다.즉,변화의 강도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높고,변화의 방향은

+는 정의 방향,-는 음의 방향이다.상 계 분석은 변수들 간의 련성

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변수들간의 향 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두

변수간의 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4>구성개념간 상 계 분석결과

변 수　
구성개념간 상 계(Inter-ConstructCorrelations)

1 2 3 4 5 6 7

1. 평가결과 1

2. 평균보직기간 -.200** 1

3. 평균재직기간 .146** -0.035 1

4.직원보직기간 -.067* .804** .108** 1

5.차장보직기간 -.207** .755** -.069* .510** 1

6. 장보직기간 -.230** .667** -.140** .254** .307** 1

7.재직기간 비

보직기간비율
-.242** .897** -.429** .656** .692** .6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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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성과와 독립변수인 평균보직기간, 평균재직기간,

직원보직기간,차장보직기간, 장보직기간,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의

상 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 0.01수

에서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평균보직기간과 평균

재직기간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계는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인 평가결과와 련성의 정도가 높은 독립변수는 평균보

직기간과 장보직기간,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로 나타났으며,직원보

직기간이 종속변수와 가장 낮은 련성을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들 간에 가장 높은 상 계는 평균보직기간과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는 변수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일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독립변수인 평균보직기간과 평균재직기간은 유

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평균보직기간이 짧은

이 재직기간도 반드시 짧은 것은 아닐 수 있으며,반 로 평균재직기

간이 긴 의 평균보직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 계분석에서 특이한 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상과 계 방향

이 평균재직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부(-)의 상 성을 갖는다는 것이며

이는 보직기간 는 재직기간이 평가 결과에는 부(-)의 련성을 보인

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 상 계 분석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수 값이 0.9이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

으며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해 가설검증시 공차한계값을 조사하여 확인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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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가설의 검증

1. 보직기간과 성과의 계 검증 :가설(Ⅰ) 가설(Ⅰ-1～Ⅰ-4)

가설 Ⅰ 구성원의 보직기간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것이다.

Ⅰ-1

Ⅰ-2

Ⅰ-3

Ⅰ-4

장의 보직기간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것이다.

차장의 보직기간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것이다.

직원의 보직기간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것이다.

재직기간 비 보직기간 비율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것이다.

종속변수인 평가결과와 독립변수들간의 인과 계를 검정하기 하

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우선 가설Ⅰ인 구성원의 보직기간과

성과와의 인과과계를 검증하기 하여 성과를 종속변수로 보직기

간과 재직기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다

시 평가결과를 종속변수로,독립변수는 보직기간, 장보직기간,차

장보직기간,직원보직기간,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을 설정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검증(다 회귀분석)

구성원의 평균보직기간이 평가결과(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것이라는 가설Ⅰ의 검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p<.05)에서 77.387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

로 회귀식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2=.373으로 독립변수

는 종속변수를 37.3%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평균보직기간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향은 t값이 -5.619,p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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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으로 나타나 가설Ⅰ은 채택되었고 평균재직기간도 t값이 -2.917,

p값이 .004로 나타나 채택되었다.공차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평균보직기간과 평균재직기간은 통계 유의수 하에서

성과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화된  값을 비

교해 보면 평균보직기간이 -.135, 평균재직기간이 -.110으로 평균

보직기간이 평균재직기간에 비해 종속변수인 성과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변 수
비표 화 계수 표 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표 오차 베타

(상수) 94.867 .719 　- 131.971 .000 　

평균보직기간 -.013 .002 -.135 -5.619 .000 .838

평균재직기간 -.003 .001 -.110 -2.917 .004 .340

인원수 .033 .004 .201 8.289 .000 .821

평균연령 .101 .012 .295 8.089 .000 .363

남자직원비율 -.010 .005 -.045 -1.882 .060 .846

연도더미1 -.244 .080 -.082 -3.059 .002 .665

연도더미2 1.245 .078 .425 15.914 .000 .675

연도더미3 -.457 .079 -.159 -5.774 .000 .634

평균교육훈련시간 .000 .000 -.062 -2.647 .008 .884

졸이상직원비율 .015 .002 .186 6.924 .000 .668

모형요약

(분산분석)

R2=.373,수정된 R2=.368

F=77.387,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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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차장․직원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검증

( 계 회귀분석)

아래 <표 4-6>은 평가결과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계

회귀모델이다.먼 모형1을 살펴보면, 평균보직기간은 평가결과의

변량을 37.3% 설명하고 있으며, 평균보직기간이 늘어날수록 평가결

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5.568,p=.000).

모형2는 모형1에서 평균보직기간의 하 요인인 직원보직기간,차

장보직기간, 장보직기간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R2=.395로 모형1

에 비해 2.2% 더 설명하고 있다.직원보직기간(t=-1.344,p=.179)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장보직기간(t=-4.191,

p=.000)과 장보직기간(t=-3.797,p=.000)은 종속변수인 평가결과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한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

율(t=-3.370,p=.001)도 종속변수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평가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 향력을 평가

하면,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 =-.398)로 종속변수인 평가결과에

가장 큰 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다음은 차장보직기

간과 장보직기간( =-.238)이 두 번째로 향력을 보이는 변수이다.

공차한계는 직원보직기간(.085)과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034)은

0.1이하로 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차장보직기간과

장보직기간은 공차한계가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 공선성에

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의 실제 구성원에 한 보직기간 리에서

요한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즉, 성과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을 구성하는 여러 직 에서 직원 직 에 보직된 원보다는

장 차장의 보직기간 리에 보다 을 둔 인사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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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 회귀분석 결과

모 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표 오차 베타

1

(상수) 94.828 .721 　 131.545 .000 -　

평균보직기간 -.013 .002 -.134 -5.568 .000 .837

평균재직기간 -.003 .001 -.117 -3.040 .002 .325

인원수 .033 .004 .202 8.325 .000 .820

평균연령 .103 .013 .301 8.126 .000 .353

남자직원비율 -.010 .005 -.044 -1.850 .065 .845

평균교육훈련시간 .000 .000 -.062 -2.637 .008 .884

졸이상직원비율 .015 .002 .184 6.804 .000 .665

연도더미1 -.249 .080 -.084 -3.116 .002 .663

연도더미2 1.240 .079 .423 15.777 .000 .674

연도더미3 -.465 .080 -.162 -5.840 .000 .630

모형요약

(분산분석)

R2=.373,수정된 R2=.368

F=77.066,p=.000

2

(상수) 96.545 .772 　 125.014 .000 　-

평균보직기간 .061 .017 .625 3.623 .000 .016

평균재직기간 -.007 .002 -.253 -4.083 .000 .122

인원수 .028 .004 .167 6.812 .000 .777

평균연령 .086 .013 .252 6.574 .000 .319

남자직원비율 -.009 .005 -.040 -1.670 .095 .834

평균교육훈련시간 .000 .000 -.065 -2.812 .005 .884

졸이상직원비율 .015 .002 .177 6.458 .000 .621

연도더미1 -.268 .079 -.091 -3.379 .001 .649

연도더미2 1.255 .077 .428 16.200 .000 .671

연도더미3 -.500 .079 -.174 -6.344 .000 .620

직원보직기간 -.007 .005 -.100 -1.344 .179 .085

차장보직기간 -.020 .005 -.238 -4.191 .000 .144

장보직기간 -.017 .005 -.238 -3.797 .000 .119

재직기간 비보직기

간비율
-.079 .023 -.398 -3.370 .001 .034

모형요약

(분산분석)

R2=.395,수정된 R2=.389

F=60.401,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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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이하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검증

아래 <표 4-7>은 수(30.59523809)이하 평균보직기간과 성과

에 한 회귀분석모델이다.상기에서 평균보직기간이 성과에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 이상과 이하의 보직기간을

구분하여 추가 인 분석을 시행해 으로써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

는 향에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검증하고자 하 다.

수이하 평균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검증결과

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표 4-7> 수이하 평균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변 수
비표 화 계수 표 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표 오차 베타

(상수) 97.081 .625 　- 155.370 .000 　

수이하 보직기간 .010 .004 .083 2.676 .008 .957

인원수 .013 .003 .123 3.954 .000 .946

평균교육훈련시간 .000 .000 -.045 -1.392 .164 .874

졸이상직원비율 .006 .002 .116 3.022 .003 .616

남자직원비율 -.005 .004 -.038 -1.208 .228 .939

평균연령 .025 .009 .106 2.871 .004 .667

연도더미1 -.312 .071 -.162 -4.370 .000 .663

연도더미2 1.028 .079 .490 13.090 .000 .650

연도더미3 .549 .083 .250 6.614 .000 .639

모형요약

(분산분석)

R2=.410,수정된 R2=.402

F=49.950,p=.000

회귀모형은 F값이 p=.000(p<.05)에서 49.95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

로 회귀식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2=.410으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해 41.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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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하 평균보직기간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향은 t값이

2.676,p값은 .008로 수이하 보직기간이 통계 유의수 하에서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차한계는 모두 0.1보

다 크기 때문에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수이하의 평균보직기간에서는 보직기간이 늘어나면 성과도 커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수이상 평균보직기간이 성과에미치는 향검증(다 회귀분석)

아래 <표 4-8>은 수(30.59523809)이상 평균보직기간과 성과

에 한 다 회귀분석모델이다.상기에서 수이하 평균보직기간이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음에서는 이와

반 의 다 회귀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수이상 평균보직기간이 평가결과(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검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표 4-8> 수이상 평균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변 수
비표 화 계수 표 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표 오차 베타

(상수) 95.472 1.432 　 66.686 .000 　

수이상 보직기간 -.026 .006 -.131 -4.283 .000 .844

인원수 .061 .008 .247 7.315 .000 .688

평균교육훈련시간 -.001 .000 -.091 -3.006 .003 .861

졸이상직원비율 .018 .003 .170 5.425 .000 .802

남자직원비율 -.020 .012 -.055 -1.695 .091 .749

평균연령 .092 .015 .214 6.093 .000 .639

연도더미1 -.058 .138 -.014 -.418 .676 .666

연도더미2 1.508 .119 .435 12.633 .000 .666

연도더미3 -.946 .114 -.290 -8.268 .000 .641

모형요약

(분산분석)

R2=.490,수정된 R2=.483

F=69.153,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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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은 F값이 p=.000(p<.05)에서 69.15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

로 회귀식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2=.490으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해 49.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수이상 평균보직기간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향은 t값이

-4.283,p값은 .000으로 수이상 보직기간이 통계 유의수 하에서

성과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차한계는 모두 0.1

보다 크기 때문에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이상의 평균보직기간에서는 평균보직기간이 늘어나면

성과가 하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수 이상 는 이하의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이 성과에

미치는 향 검증 (다 회귀분석)

상기 <표 4-6>의 계 회귀분석 결과( 장․차장․직원 보직기간,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따르면 평가결

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 향력 평가에서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차장과 장보직기간 요한 변수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재직기간 비보직기간

비율과 차장의 평균보직기간을 수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하여 성

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추가 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수(13.3387)이하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이 성과에 미

치는 향에 한 검증결과는 아래의 <표 4-9>와 같이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p<.05)에서 62.792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

로 회귀식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2=.466으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해 46.6%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이하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향

은 t값이 3.198,p값은 .001로 수이하 보직기간이 통계 유의수

하에서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보직

공차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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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즉, 수이하에서는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이 증가

하면 성과도 향상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9> 수이하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이 성과에 미치는 향

변 수
비표 화 계수 표 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표 오차 베타

(상수) 96.990 .571 　 169.796 .000 　

수이하 재직기간
비 보직기간비율

.026 .008 .092 3.198 .001 .957

인원수 .013 .003 .125 4.227 .000 .946

평균교육훈련시간 .000 .000 -.041 -1.316 .189 .874

졸이상직원비율 .006 .002 .119 3.381 .001 .616

남자직원비율 -.004 .004 -.028 -.936 .350 .939

평균연령 .023 .008 .099 2.902 .004 .667

연도더미1 -.333 .067 -.174 -4.965 .000 .663

연도더미2 1.034 .071 .521 14.463 .000 .650

연도더미3 .648 .075 .306 8.607 .000 .639

모형요약 R2=.466,수정된 R2=.459,F=62.792,p=.000

아래 <표 4-10>은 수이상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과 성과

에 한 회귀분석결과이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p<.05)에서 71.65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

로 회귀식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2=.500으로 독립변수

는 종속변수에 해 50%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이상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향

은 t값이 -3.638,p값은 .000으로 수이상에서는 통계 유의수 하

에서 성과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보직 공

차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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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즉, 수이하의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에서의 분석결과와는 상

반되게 수 이상에서는 비율이 증가하면 성과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수이하 이상의 평균보직기간과 성

과와에 한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수이상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이 성과에 미치는 향

변 수
비표 화 계수 표 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표 오차 베타

(상수) 97.259 1.427 　 68.147 .000 　

수이상 재직기간
비 보직기간비율 -.044 .012 -.118 -3.638 .000 .737

인원수 .052 .009 .200 5.982 .000 .695

평균교육훈련시간 -.001 .000 -.108 -3.297 .001 .716

졸이상직원비율 .021 .003 .194 6.314 .000 .819

남자직원비율 -.038 .011 -.108 -3.346 .001 .750

평균연령 .086 .017 .181 4.959 .000 .584

연도더미1 .089 .134 .023 .666 .505 .645

연도더미2 1.544 .121 .434 12.729 .000 .666

연도더미3 -1.153 .120 -.351 -9.597 .000 .578

모형요약 R2=.500,수정된 R2=.493,F=71.651,p=.000

6) 수 이상 는 이하의 차장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검증(다 회귀분석)

아래 <표 4-11>은 수(28.0)이하 차장의 평균보직기간과 성

과에 한 다 회귀분석결과이다.회귀모형은 F값이 p=.000(p<.05)에서

45.09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회귀식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R2=.381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해 38.1%의 설명력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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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하의 차장 보직기간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향은 t값이

2.824,p값은 .005로 수이하에서는 차장의 보직기간이 통계 유의

수 하에서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차한

계는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즉, 수이하에서는 차장의 내 보직기간이 증가하면 성

과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11> 수이하 차장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변 수
비표 화 계수 표 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표 오차 베타

(상수) 96.561 .667 　 144.821 .000 　

수이하 차장

보직기간
.013 .004 .088 2.824 .005 .970

인원수 .015 .003 .145 4.555 .000 .931

평균교육훈련시간 .000 .000 -.050 -1.516 .130 .865

졸이상직원비율 .009 .002 .159 4.180 .000 .648

남자직원비율 -.008 .005 -.053 -1.680 .093 .934

평균연령 .038 .009 .160 4.350 .000 .690

연도더미1 -.307 .078 -.150 -3.944 .000 .651

연도더미2 1.014 .085 .459 11.943 .000 .637

연도더미3 .375 .085 .172 4.397 .000 .616

모형요약 R2=.381,수정된 R2=.373,F=45.099,p=.000

아래 <표 4-12>는 수(28.0)이상 차장의 평균보직기간과 성

과에 한 회귀분석결과이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p<.05)에서 66.68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

므로 회귀식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2=.481로 독립변수

는 종속변수에 해 48.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이상 차장 평균보직기간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향은 t값

이 -4.135,p값은 .000으로 수이상에서는 통계 유의수 하에서

성과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차한계는 모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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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크기 때문에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수이하에서의 분석결과와는 상반되게 수 이상에서는 차장 평균보직기

간이 증가하면 성과도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는

평균보직기간과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을 수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

여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결과는 상기에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장 보직기간의

경우에도 수 이상에서는 차장 평균보직과 유사하게 보직기간이 증가하

면 성과에 부정정인 향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2> 수이상 차장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변 수
비표 화 계수 표 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표 오차 베타

(상수) 96.057 1.331 　 72.193 .000 　

수이상 차장

평균보직기간
-.018 .004 -.128 -4.135 .000 .842

인원수 .062 .008 .242 7.306 .000 .732

평균교육훈련시간 .000 .000 -.087 -2.897 .004 .892

졸이상직원비율 .015 .003 .140 4.275 .000 .749

남자직원비율 -.016 .010 -.051 -1.623 .105 .820

평균연령 .066 .016 .150 4.175 .000 .622

연도더미1 -.166 .136 -.043 -1.220 .223 .653

연도더미2 1.410 .117 .415 12.069 .000 .676

연도더미3 -1.022 .114 -.310 -8.976 .000 .670

모형요약 R2=.481,수정된 R2=.474,F=66.680,p=.000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보직기간은 성과에 유의미

한 향을 주고 있으며, 한 재직기간 비 보직기간비율도 그러함을

알 수 있다.특히, 평균보직기간과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차장 보직기

간을 수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하여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가 수 이하에서는 성과에 정 인 향을, 수 이상에서는 부정

인 결과를 다는 공통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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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유형의 조 효과 검증 :가설(Ⅱ)

가설 Ⅱ
보직기간과 성과의 향 계에 있어서 근무유형이

조 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Ⅱ는 조 변수인 근무유형(통상근무,교 근무)이 평균보직기

간과 성과 간에 어떠한 조 작용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제2장 제1 에서는 보직 리의 유형을 순환보직과 문보

직으로 나 어 설명하 으며 한수원의 근무형태는 크게 통상근무와 교

근무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보직 리 기 은 순환보직

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근무는 순환보직을 용하며 교 근무는

순환보직에서 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표본집단의 근무유형이라는 조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

이의 계를 어떻게 체계 으로 변화시키는가를 분석하기 한 것이다.

조 효과 분석을 하여 독립변수인 보직기간과 조 변수인 근무유형

(더미변수)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만들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 다.

조 효과 분석을 하여 1단계로 독립변수( 보직기간)와 종속변수

( 성과)간의 회귀분석을 시행하고,2단계로 독립변수( 보직기간)와 조

변수(근무유형)와 종속변수( 성과)간의 회귀분석,3단계로 독립변수

( 보직기간),조 변수(근무유형),상호작용항( 보직기간 ×근무유형)

간의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회귀분석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순차

으로 계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1)근무유형(통상근무 는 교 근무)이 성과에 미치는 향

검증 (조 효과분석)

아래 <표 4-13>은 근무유형의 조 효과에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여기

서 모형 1,2,3은 조 효과 분석 차인 제1단계,제2단계,제3단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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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근무유형이 성과에 미치는 향(조 효과 분석 결과)

모형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 오차

통계량 변화량

R2

변화량
F변화량

자유도

1

자유도

2

유의확률

F변화량

1 .607 .369 .364 .99638 .369 84.553 9 1303 .000

2 .626 .392 .387 .97811 .023 50.142 1 1302 .000

3 .645 .416 .411 .95921 .024 52.817 1 1301 .000

3단계인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R2변화량이 유의수 하에서 증

가하 는가를 악해보면 모형1은 36.9%,모형2는 39.2%,모형3은

41.6%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 제3단계의 유의확률

F변화량은 0.000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 유의수 하에서 유의

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근무유형은 평균보직기

간과 성과간의 향 계에서 조 작용을 한다는 것으로 단할 수 있

다.즉,근무유형이 통상근무 는 교 근무냐에 따라서 평균보직기간

이 성과에 미치는 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2)통상근무일 경우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검증

상기 1)에서 근무유형의 조 효과 분석을 통해 평균보직기간과

성과와의 계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따라서 아래

에서는 근무유형 통상근무의 평균보직기간이 평가에 미치는 향

과 교 근무의 평균보직기간이 평가에 미치는 향에 해서 알아

보고자 다 회귀분석을 통해 좀 더 세부 인 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우선 통상근무일 경우 보직기간과 성과와의 계를 검증하기 해 “통상

근무일 경우 평균보직기간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임의의 가설을 설정한 후 다 회귀분석을 통해 이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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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일 경우 평균보직기간과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검

증결과는 아래의 <표 4-1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14> 통상근무 유형에서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변 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표 오차 베타

(상수) 9828.091 39.218 　 250.599 .000 　

보직기간(통상근무) .448 .166 .066 2.691 .007 .813

인원수 .887 .299 .073 2.966 .003 .814

평균교육훈련시간 -.005 .004 -.027 -1.109 .268 .834

졸이상직원비율 .223 .129 .047 1.734 .083 .678

남자직원비율 .055 .273 .005 .201 .841 .941

평균연령 -.599 .607 -.027 -.988 .324 .681

연도더미1 -32.731 4.885 -.185 -6.700 .000 .647

연도더미2 104.309 4.942 .593 21.107 .000 .623

연도더미3 91.294 4.821 .530 18.938 .000 .628

모형요약

(분산분석)

R2=.616,수정된 R2=.611

F=138.954,p=.000

회귀모형은 F값이 p=.000(p<.05)에서 138.95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

므로 회귀식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2=.611로 독립변수

는 종속변수에 해 61.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근무일 경우 평균보직기간과 성과에 미치는 향은 t값이

2.691,p값은 .007로 통상근무자의 평균보직기간이 보직기간이 통계

유의수 하에서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

차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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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결과 통상근무 유형에서 평균보직기간이 늘어나면 성과

도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즉,통상근무의 경우 평

균보직기간이 1개월 증가하면 평가결과도 0.448 올라간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수원의 경우 통상근무인 경우에는 정기 인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상기 분석결과는 통상근무자의 경우 장기간 근무하면 오히

려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보이는 이유는 통상근무자의 경우 정기 으로 순

환보직을 시행함에 따라 통상근무자의 평균보직기간이 26.21개월로

체표본의 평균보직기간 30.96개월,교 근무자의 평균보직기간 38.15개

월에 비해 상 으로 짧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4-15> 근무유형별 구성원 보직기간을 살펴보면 을

구성하는 장,차장,직원에 따라 보직기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지

만 통상근무자의 경우 정기 인 순환보직으로 평균보직기간이 교 근무

자보다 짧으므로 직무 매 리즘으로 인한 성과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

이 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설Ⅰ의 계 회귀분석 결과에서 성과에 향을 주는 직

가 직원보다는 차장 장의 보직기간인 것에 비추어 볼 때,통상

근무자의 장의 보직기간이 교 근무 장의 약 0.56배 수 으로 짧고,

차장의 경우도 통상근무자가 교 근무에 비해 0.67배 수 으로 짧기 때

문에 차기 직무로 순환보직 까지 직무 매 리즘에 빠지지 않고 일정부

분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5>근무유형별 구성원 보직기간

구 분 평균 직원보직기간 평균 차장보직기간 평균 장보직기간

교 근무 44.06 37.21 32.84

통상근무 34.26 24.92 18.37

표본 체 38.16 29.80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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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 근무일 경우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검증

다음은 교 근무 유형에서 보직기간과 성과와의 계를 검증하기

해 “교 근무일 경우 평균보직기간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칠 것이다”라는 임의가설을 설정한 후 다 회귀분석을 통해 이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아래의 <표 4-16>은 교 근무 유형에서 평균보직기

간과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다 회귀분석 검증결과이다.

<표 4-16>교 근무 유형에서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변 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표 오차 베타

(상수) 9607.182 247.070 　 38.884 .000 　

보직기간(교 근무) -1.366 .390 -.101 -3.504 .000 .793

인원수 1.320 .670 .062 1.970 .049 .669

평균교육훈련시간 -.127 .057 -.096 -2.228 .026 .357

졸이상직원비율 1.317 .349 .118 3.779 .000 .684

남자직원비율 -.189 2.404 -.002 -.079 .937 .734

평균연령 5.410 2.007 .097 2.696 .007 .513

연도더미1 -18.220 12.386 -.048 -1.471 .142 .625

연도더미2 123.334 15.472 .330 7.971 .000 .387

연도더미3 -236.048 15.735 -.642 -15.001 .000 .361

모형요약

(분산분석)

R2=.661,수정된 R2=.655

F=110.904,p=.000

상기 표에서 회귀모형은 F값이 p=.000(p<.05)에서 110.90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회귀식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2=.661

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해 66.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교 근무 유형에서 평균보직기간과 성과에 미치는 향은 t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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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p값은 .000으로 교 근무일 경우 평균보직기간이 통계 유의

수 하에서 성과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차한

계는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회귀분석결과 교 근무에서 평균보직기간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통상근무와는 반 로 보직기간이 늘어

나면 성과가 내려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즉,교 근무 유형의

경우 평균보직기간이 1개월 증가하면 평가결과도 -1.366 내려간

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수원의 경우 교 근무인 경우에는 설비운 의 연속성과 문 인 기

술역량 확보를 하여 순환보직에서 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상기 분석결

과는 교 근무자의 경우 장기간 근무하면 오히려 성과 하락을 래할 수

있다는 에서 인사운 원칙과 반 되는 검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2 3의 한국수력원자력

(주)보직 리 황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한수원의 원자력발 소 교

근무 직원 발 핵심인력은 상 직 으로 승진하거나 인사운 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보직변경이 제한되는데,발 핵심

직무에 5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발 핵심직무를 수행하

다가 다시 차상 직 으로 승진시에는 원자로 운 업무에 최소 11년

을 의무 으로 보직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통상근무의 경우 승진을 하면 타조직으로 보하거나 타직무로 보직

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교 근무의 경우 직원에서 차장,차장에서 장

으로 승진하여도 권한과 책임수 은 달라지지만 발 소를 운 하는 교

근무를 지속 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보직기간 증가가 성

과에 부정정인 향을 수 있는 것이다.

즉,상기 <표 4-15>에서와 같이 통상근무의 경우 직 별 보직기간

(직원/차장/ 장)이 각각 다른 직무에의 보직기간이라고 본다면,교 근

무의 경우 직 별 보직기간이 유사한 직무라고 볼 수 있으며 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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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기간 합계가 114.11개월(약 9.5년),차장과 장 보직기간의 합이

70.05(약 6년)로 장기간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많아지게 되고 이

에 따라 직무의 문성과 숙련도는 제고될 수 있는데 반해 직무 매 리

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원자력발 소 교 근무자는 불시

고장정지가 발생할 경우 심리 부담감이 크고 인 실수로 인한 고장정

지일 경우 인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발 교 근무를 회피하려

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성과에 일정부분 부정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근무유형별 보직기간과 성과와의 분석결과는 상기1에서 검증한

수이상과 이하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직

기간이 통상근무인 경우에는 수 이하인 경우가 많고,교 근무 유

형에서는 수 이상인 표본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3. 보직기간과 성과의 비선형 여부 검증 :가설(Ⅲ)

가설 Ⅲ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일정 보직기간이

경과할 경우 정체 감소하는 변곡 을 가진다.

가설Ⅲ은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일정 보직기간이

경과할 경우 정체 감소하는 변곡 을 가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선행연구에서 김종 등(2008)은 동일보직의 근무기간이 증

가할수록 직무성과가 상향되지만 일정 수 에 도달하면 정 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거나 다소 하락한다는 보직 리와 직무성과의 계를 실증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즉,보직기간이 증가하면 일정수 의 기

간이 경과한 시 까지는 조직성과가 향상하는 형태를 보이나 보직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경우 직무 매 리즘 등으로 인해 성과가 정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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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가설 검증을 하여 독립변

수인 평균보직기간을 제곱한 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아래의 <표 4-17>은 평균보직기간과 성과에 미치는 향이

일정 보직기간이 지나면 변곡 을 가지는지 여부를 검증한 다 회귀

분석 결과이다.

<표 4-17> 보직기간과 성과의 비선형 여부 검증

변 수
비표 화 계수 표 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표 오차 베타

(상수) 94.582 .716 　 132.146 .000 -　

평균보직기간 .032 .009 .329 3.625 .000 .058

( 평균보직기간)2 -.001 .000 -.493 -5.384 .000 .057

인원수 .029 .004 .177 7.525 .000 .862

평균교육훈련시간 .000 .000 -.069 -2.965 .003 .887

졸이상직원비율 .017 .002 .201 7.834 .000 .717

남자직원비율 -.010 .005 -.045 -1.908 .057 .846

평균연령 .073 .009 .215 8.295 .000 .709

연도더미1 -.270 .079 -.091 -3.402 .001 .661

연도더미2 1.234 .078 .421 15.885 .000 .674

연도더미3 -.373 .078 -.130 -4.789 .000 .645

모형요약

(분산분석)

R2=.382,수정된 R2=.378

F=80.632,p=.000

상기 표에서 회귀모형은 F값이 p=.000(p<.05)에서 80.632의 수치를 보

이고 있으므로 회귀식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2=.382로 독

립변수는 종속변수에 해 38.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보직기간)2가 성과에 미치는 향은 t값이 -5.384,p값은

.000으로 통계 유의수 하에서 성과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따라서 평균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일정 기

간이 경과할 경우 정체 는 감소하는 변곡 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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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Ⅰ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보직기간이 증가하면 성과가 감소하

고, 수이하 보직기간만 한정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보직기간이 증가

하면 성과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며, 수이상 보직기간만 한정

한 회귀분석의 경우 보직기간이 증가하면 성과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기 가설Ⅲ의 검증결과와 같이 보직기간과

성과와의 계에서 변곡 의 존재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1)구간별 평균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검증(다 회귀분석)

평균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경우

정체 는 감소하는 변곡 의 존재여부를 살펴보기 하여 평균보직

기간을 구간으로 나 어서 성과와의 계를 살펴보았다.보직기간에

한 구간설정은 최소 보직기간과 최 보직구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

어 검증하고,그 에서 통계 유의수 을 보이는 구간만을 추출하여

평과와의 계를 검증하 다.

아래 <표 4-18>은 평균보직기간과 성과에 한 구간별 회귀분

석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4-18>구간별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

변 수 상수
비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모형요약

(분산분석) 

구간1 20개월 이하 9753.947 3.132 3.235 .001 .838
R2=.472,F=26.412,

p=.000

구간2 20～25개월 9577.812 5.299 2.404 .017 .932
R2=.823,F=37.841,

p=.000

구간3
27～30.595

개월( 수)
9252.766 13.588 2.091 .038 .976

R2=.377,F=8.684,

p=.000

구간4 30～35개월 10050.108 -9.118 -2.309 .022 .980
R2=.391,F=12.271,

p=.000

구간5 36～40개월 9836.466 -16.681 -2.388 .018 .939
R2=.393,F=9.941,

p=.000

구간6 40～50개월 9609.404 -5.465 -2.030 .044 .971
R2=.557,F=29.873,

p=.000

구간7 56개월 과 975.509 12.835 2.120 .043 .699
R2=.822,F=13.882,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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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4-18>은 회귀식의 기울기를 통한 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하여 종속변수인 평가값에 1,000을 곱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며 통제변수는 원수,평균교육훈련시간, 졸이상직원비

율,평균연령,연도더미1～3이다.

각각의 회귀모형은 F값이 p=.000(p<.05)에서 회귀식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2는 최소 .391에서 최 .822로 독립변수

는 종속변수에 해 39.1%～82.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구간별 보직기간 가장 큰 양(+)의 기울기는 구간3(27개월에서

수)으로 13.588이며,가장 큰 음(-)의 기울기를 보이는 구간5(36개

월～40개월)로 -16.681의 값을 보이고 있다.특이하게도 구간7의 보직기

간 56개월 과시 12.835의 양(+)의 기울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7～30.595개월( 수)구간에서 평균보직기간이 1개월 증가할

때 성과가 13.588로 가장 크게 증가하며,36～40개월 구간에서 성과

가 -16.681로 가장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9>기술통계량(구간3,구간5,구간7)

구 분 N
평균

보직기간

직원

보직기간

차장

보직기간

장

보직기간

근무유형별

빈도(퍼센트)

구간 3

(27개월～ 수)
139 28.90 39.74 28.24 17.28

통상:92(66.2%)

교 :47(33.8%)

구간 5

(36개월～40개월)
148 38.07 47.45 38.07 27.40

통상:70(47.3%)

교 :78(52.7%)

구간 7

(56개월 과)
37 59.65 61.56 53.13 60.45

통상:5(13.5%)

교 :3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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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4-19>와 같이 가장 큰 기울기를 보이는 세 구간에 한

기술통계를 시행해 본 결과 가장 큰 양의 기울기를 보이는 구간 3

의 경우 평균보직기간은 28.90개월,직원보직기간은 39.74개월(약 3

년 4개월),차장보직기간은 28.24개월(약 2년 4개월), 장보직기간

은 17.28(약 1년 5개월)로 나타났으며,이 구간에서 보직기간 증가

가 성과 향상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반 로 구간

5에서는 평균보직기간이 약 3년 2개월,직원보직기간이 약 4년,차

장은 약 3년 2개월, 장은 2년 3개월로 구간3에 비해 직 별 보직

기간이 길며,이 구간에서 성과의 가장 가 른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구간7의 경우 비록 표본수가 37개로 작으나 보직기간이

56개월을 과하는 시 부터 보직기간이 증가하면 성과가 향상되

는 추이로 환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이한 은 구간3에서는 통상근무가 66.2%의 빈도를 보이고 있으

며,구간5에서는 통상과 교 근무가 비슷한 빈도를,구간7에서는 교 근

무가 86.5%로 가장 큰 빈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다.이와 같은 결과는

통상근무의 경우 구간3의 보직기간이 가장 가 른 기울기의 성과향상을

가져오며,교 근무의 경우 구간7에서 가장 큰 성과향상 트 드를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상근무와 교 근무의 보직기간 운 시 구간3과 구간7의 직

별 보직기간을 잘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특히 가설Ⅰ에

한 계 회귀분석 검증결과와 같이 성과에 가장 요한 향을

미치는 직 인 차장과 장의 보직 리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4-1>은 상기의 구간1～구간7의 회귀식의 구간별 기울

기를 그래 로 종합 으로 구 해 본 것이다.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간1(20개월 이하),구간2(20～25개월),구간3(27～30.595개월)에서는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구간4(30～35개월),구간5(36개월～40개월),

구간6(40～50개월)은 하락 추이를,그리고 구간7(56개월 과)에서는 다

시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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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구간별 회귀식 기울기 추세 분석

상기 <그림 4-1>의 구간별 추세분석을 통해서 보직기간과 성과의

계에 해서 체 인 추세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즉,가

설Ⅲ에서 ( 평균보직기간)2를 통해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구간별

다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보직기간과 성과와의 계에 추세 하

락,상승 등의 변곡 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서 특이한 은 56개월 후의 시 이 되면 회귀식의 기

울기가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환되는데 보직기간이 길어지

면 직무의 문성이 축 되어 조직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Ⅰ을 일부분 뒷받침하는 분석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종 등의 선행연구(2008)에서 동일보직의 근무

기간이 증가할수록 직무성과가 상향되지만 일정 수 에 도달하면 정

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거나 다소 하락한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의 구간별 회귀식의 기울기 추세분석을 통하여 보직기간이 증가

하면 성과가 지속 으로 상승하거나 지속 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 )과 같은 비선형 인 곡선 형태를 보일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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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 1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1.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조직성과에 요한 요인인 구성원의 보직 리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설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기업에서 구성원의 보직 리의 요성을 반 한 인사정

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조직성과 향요인 측정을 해 조직문화,리더십

등 거시 근을 시도한 반면,본 연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성원의 보직기간과 성과와의 계를 으로 검증하 으며,특

히 내 어떤 직 가 성과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근무유형이

성과에 미치는 향까지 검증해 으로써 공기업 등 행정조직의 실에

부합하는 좀 더 미시 이고 실증 인 연구가 될 것으로 단된다.

실증분석을 실시하기 하여 순환보직 문보직과 조직성과에

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이와 련된 한

수원의 원자력발 소에 재직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심으로 보직기간,

평가결과 등의 기 자료를 수집하여 SPSS통계 패키지를 활용한 통

계분석을 시행하 다.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종속변수인 성과와 독립변수인 보직기간에 한 가설Ⅰ의

한 회귀분석 결과,보직기간은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직기간 수 이하에서는 보직기간이 성과에

정 (+) 향을, 수 이상에서는 부정 (-)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 구성원 에서는 장과 차장이 동일하게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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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장의 경우 수 이하에

서는 보직기간이 증가하면 성과에 정 (+)인 향을, 수 이하

에서는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가설Ⅱ 근무유형의 조 효과 분석에서는 통상근무 는 교

근무 유형에 따라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이 다르며,통상근무

의 경우 보직기간이 성과에 정 (+) 향을,교 근무 유형의 경우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정체 는 감소하는 변곡 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특히 보직

기간을 구간별로 나 어 분석해 본 결과 통계 유의수 하에서 7개의

구간이 회귀식에서 서로 다른 기울기를 보임으로써 변곡 의 존재 가능

성을 추론할 수 있었다.

2.연구결과의 시사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업의 성과에 구성원의 보직기간이 요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실증했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단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성원의 보직기간은 성과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조직성과 향상 측면에서 보직 리에 한 인사정책

는 운 과 련한 몇 가지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내 보직기간의 증가가 직무 매 리즘 등으로 인해 지속

인 성과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기업은 보직기간과 성과와

의 인과 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구성원들이 지속 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 보직기간을 운 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평균보직

기간이 27개월에서 30.595개월까지일 때 성과 상승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이 때 직원보직기간은 약 3년 4개월,차장보직기간은

약 2년 4개월, 장보직기간은 약 1년 5개월로 나타났다.

한 내 인 구성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직원보다는 장과 차장



-85-

의 보직기간이 상 으로 성과에 더 큰 향력을 미치므로 장과 차장

직 에 한 좀 더 세 한 보직 리가 요구되어 진다 할 것이다.따라서

각각의 공기업은 내부 조직의 특성에 따른 해당 직 별 최 보직기간을

찾아서 인사운 에 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조직성과는 근무유형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므로 통상근무

는 교 근무이냐에 따라서 순환근무제 용기간을 달리 운 해야 할

것이다.통상근무의 경우 평균보직기간이 증가하면 성과에 정

향을 미치는데 반해,교 근무는 보직기간이 늘어나면 성과가 하

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수원의 경우 교 근무인 경우에는 설비

운 의 연속성과 문 인 기술역량 확보를 하여 순환보직에서 외

를 인정하고 있는데 상기 분석결과는 교 근무자의 경우 장기간 근무

하면 오히려 성과 하락을 래할 수 있다는 에서 인사운 기 과

상반된 검증결과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평균보직기간이 56개월을

과하는일부 교 근무 의 경우 성과가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통상근무에 비해 좀 더 세 하고 깊이 있는 보

직 리가 요청되어진다 할 것이다.

제 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한계 에 한 보완

개선을 한 향후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 향력 평가

에서 가장 큰 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재직기간 비보직기간비율로 검

증되었다.하지만 본 연구는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증

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내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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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비보직기간비율 뿐만 아니라 과거에 원들이 경험한 유사한 직

무수행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즉,

직무수행기간과 조직성과와의 인과 계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을 구성하고 있는 원들의 직 별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

치는 계 회귀분석을 통해 장,차장,직원 에서 장과 차장이

성과에 가장 큰 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들의 보직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성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한 검증은 시행하지 않았다.따라서 향후에는 내 여

러 직 들 간의 역학 계,즉 구성비율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즉, 장과 차장,직원들의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이

단순히 평균보직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이 보직한 기간

(長ㆍ中ㆍ短)과 차장 직원의 보직기간이 상호간에 어떤 조합일 때

성과에 가장 정 인 향력을 미치는지,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직 인 직원구성에서 선임직원,후임직

원 등이 보직기간별로 어떤 구성비를 가질 때 가장 높은 시 지효과를

보이는지에 한 깊이 있는 연구가 시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본 연구는 보직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연

구로서 변수들 상호간의 인과 계에 이 맞춰져 있으므로,순환보직

과 문보직의 장 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실 인 보직 리 방

안에 한 안 제시가 상 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향후

에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정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

라 공기업의 이상 인 CDP(CareerDevelopmentProgram,경력개발제

도)설계 등과 같은 보직 리 방안에 한 연구를 시행하여 공기업에

공통 으로 용이 가능한 표 화된 최 보직 리 모형이 제시될 필요

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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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influenceofappointment

periodontheteam performance

:focusedonthecaseofKHNP

Lee,Han-Yong

DepartmentofPublicEnterprisepolicy

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Therearevariousfactorswhichhaveinfluenceontheachievementof

organizationsuchasorganizationcultureandleadershipetc.,andinthe

preceding research,the'human resource'isbeing emphasized asthe

commonfactor.Also,eventhoughthesystematicandstrategicposition

managementforimprovementofcapabilityandexpertiseofthehuman

resourcehasbeendemanded,itistruethattherehasnotbeenenough

discussionaboutorganizationsofthepublicsectorsuchaspublicfirmsetc.

Thereliesan assumed premisethatwhen therightperson is

assignedtotherightplaceforalongterm period,consideringthetask

requirementsand human requirements;eitherthejob performancewill

improveduetotheenhancementofexpertise,or,ontheotherhand,it

mayleadtodeteriorationofone'swilltoworkorthecorruption,which

willeventuallycausethedeclineofjobperformance.

Thepurposeofthisstudyistoanalyzethekindofeffect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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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hasontheperformanceoforganizationthroughthedataof

actualpublicfirmsonthetypesofpositionmanagementandteam

performance.Onthecontrarytotheresearchtrenduptillnowadays

whichwastoapproachthemacroscopicaspectssuchascultureof

organization,structureoforganizationetc.,thisstudy attemptedto

proveempiricallytocoincidewiththerealityofpublicorganizationsby

limitingthesubjecttorelationbetweenappointmentperiodandjob

performance,andbyanalyzing,indepth,throughthedataofactual

membersofpublicfirmsandtheirperformance.

Inorderforthisresearchtoworkproperly,hypothesisandmodelfor

theresearch was setup and thecasuality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averageappointmentperiodfortheteam)andsubordination

variable(teamperformance)wasverified,also,thehierarchicalinfluencelevel

ontheperformancefrom eachrankoftheteam(generalmanager,senior

manager,associate),theinfluenceofworktype(regularhourwork,shift),

whichisthemoderatingvariable,hasonachievementoforganization,and

nonlinearrelationbetweenindependentvariableandsubordinationvariable

etc.wereverifiedthroughthemultipleregressionanalysismethod.

This study finds its significancein proving thehypothesis of

appointmentperiodoftheteam membersinpublicfirmshaving a

crucialeffectonthejobperformance.

Asaresultofananalysisontotalof1313teamsofKHNPfrom

year 2008 to 2011,appointment period has shown to have a

meaningfuleffectontheteam performance,andalsothatappointment

period ofmembersatthemanagementlevelhad moresignificant

effectontheteam performancethanthatofcomparablylowerrank

associates.Also,itwasdiscoveredthatanappointmentperiodofthe

teams thatwork regularhours had positive effecton the team

performance,whereas teams that work shift hours had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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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wise.Inaddition,asaresultofregressionanalysis,dividingthe

appointmentperiodinmanysectors,itwasdeducedthatanincrease

ofappointmentperiodwasshowinganonlinearcurve,notthelinear

onesuchascontinuousincreaseordecreaseoftheteam performance.

Thisstudypresentsseveralsuggestivepointsregardingtopersonnel

managementpolicy orpersonneloperation ofthepublicsectoron

position management.First,the average appointmentperiod which

havethemostpositiveeffectonteam performancewasabout27

monthsto31months,andinthiscase,asitwasanalyzedforthe

averageappointmentperiodtobeabout40monthsfortheassociate

level,28forseniormanagersand 17forgeneralmanagerswhen

classifyingbytherank,underthebasisofthisanalysis,theeffortfor

thepublicorganizationinfiguringouttheoptimum appointmentperiod

consideringthenatureoftheinstitutionwillbeneeded.

Inaddition,itseemscertainthatsincetheinfluenceoftheappointment

period on performancemay vary underdifferenttypesofwork,the

positionmanagementstandardshouldbeoperatedindifferentmanners

underdifferentsituationssuchasregularhourworkorshiftwork.

Especially,sincetheperformancelevelseemedtoinclineatthe

pointofpassing 56monthsofappointmentperiodinsomeofthe

teams,positionmanagementstandardshouldbeestablishedwithina

closeobservation,consideringtheexperienceandexpertise.

keywords:Appointmentperiod,Worktype,Team performance,

Appointmentcirculation,Jobrotation

StudentNumber:2012-2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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