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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저성과자 퇴출 등 유연한 인적자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직에 맞는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향후 인사관리 및 전략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채용선발도구의 입사 후 직무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타당도 분석은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동안 기업은 성공적인 채용을 위해 여러 가지

채용선발도구를 사용해 왔으며, 그 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에 관

심을 가져왔으나 인사자료 접근 한계 등으로 실증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KEPCO(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의 2002년

∼2003년 대졸공채 입사자 471명을 대상으로 채용시 선발도구가 입사 후

개인별 직무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채용

시 선발도구인 독립변수로는 입사시 필기, 논술, 면접, 적성점수를, 직무

성과인 종속변수에는 승진, 기본연봉, 포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는 입사년도, 직군, 성별, 학력수준을 설정

하여 분석함으로써 공기업 채용도구의 특징에 따른 직무성과 타당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기존연구가 설문조사 방식에 의존하거나 채

용도구와 단기적 근무성적과의 분석(2∼3년)에 그쳤다면, 본 연구는 보다

장기적인(10년)관점에서 근무성적 이외 다양한 변수설정을 통해 직무성

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

뢰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 첫 번째 종속변수인 승진에는 독립변수 중 필기전공점수와

적성점수가 (+)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기본연봉수준에는 독립변수 중 필기전공점수와 면접점수가 (+)의 유의미

한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세 번째 포상의 경우에는 어떠한 독립변수

도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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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요인(입사년도, 직군, 성별, 학력

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종속변수 중 포상을 제외하고 승진,

기본연봉수준에는 (+)의 대부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 또한 컸다.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인적요인이 직무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채용선발도구 중 논술이나 면접 같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채용도구보다는 전공필기나 적성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채용도구의 직무성과 예측타당도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는 공기업에

서 객관적인 채용도구의 직무성과 예측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향후 객관적인 채용도구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면접의 구조화를 통

해 지속적으로 타당도를 높여 나간다면 보다 조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

선발로 채용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은 SPSS를 활용하여 실증데이터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어 : 채용선발도구, 직무성과, 타당성, 승진, 급여, 포상

학 번 : 2013-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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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부존자원도 없는 한국이 세계 10위1)('05년)의

경제규모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도의 경제성장에서 공기업의 역할은 컸으며 그 중에서도 우수한 인적

자원은 중요한 요소였다.

지난 30년간(1980년부터) 전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규모는 각각

6배와 8배가 증가2)하였으며 전세계 GDP 대비 자본 이동의 금액도

5%(’90대 초)에서 17%(’06년)수준으로 증가 하면서 전 세계는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가경쟁력에 영향은 미치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노동력” 일 것이다. 일찍이 춘추전국시대의 관자(管子)는 " 하나를 심어

서 하나를 거두는 것은 곡식이고, 하나를 심어서 열을 거두는 것은 나무

이고, 하나를 심어서 백을 얻는 것은 사람이다." 라고 했다.

특히 기업에서 특정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여 조직의 생산성

과 부가가치를 높이기까지 소용되는 노력과 비용을 고려해 볼 때, 뛰어

난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성패

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잘못 된 채용 및 선발은 직접 소요되는 비용 및 교육비용 등

1) IMF에게 보고된 각국의 2005년 경상 GDP 자료를 재정경제부가 2005년 말 환율을 적용해 달러

로 환산, 글로벌 TOP 10의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은 중국, 스페인과 함께 GDP 규모 세계 10

위에 올랐다.

2) 자료 : WTO (국제무역통계, 2009) - 상품 ($2,034 billion → 12,461billion)/ 서비스 수출 ($365 billion

→ 3,311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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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간접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단순히 사람 하나를 잘못 뽑는

실수에서 더 나아가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사업전개에 치명적인 리스크

를 안겨다 주기도 한다.

공기업의 경우 다른 민간 기업에 비해 근속년수가 길고, 저성과자 등

의 퇴출구조 경직성으로 인하여 인력채용 단계에서 조직에 맞는 인재를

선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기업의 특성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관료제의 특징인 신분보장

이 되기 때문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민간조직에 비해 훨씬 더

요구된다. 그로인해 그동안 공기업의 채용은 면접 비중보다 전공필기 등

보다 객관적인 선발도구를 선호해 왔다. KEPCO의 경우 최근 2012년부터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적성검사와 면접을 강화함으로써 채용선발도구의

변화를 주고 있다.

KEPCO는 한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발전자회사 및 다른 공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바, 현 시점에서 필기시험 등 채용선발 도구들과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기업 채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 했다.

최근 채용관리 중점사항은 단순히 “사람을 선발한다.”는 관점에서 채용

후 조직과 개인의 성과실현을 위한 재능(talent)과 역량(competency)을 확

보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용선발도

구의 타당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선행연구가 근무성적을 토대로 단기적 성과분석(2∼3년)에 그쳤다면,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10년)뿐 만아니라 직무성과를 승진, 급여, 포상

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채용성적과 입사 후 직무성과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많은 기존연구가 survey 방식에 의존한 것에 비해

실제 축척된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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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KEPCO 2002∼2003년 대졸 공채입사자 471명을 대상으로

하여 입사성적(필기, 면접, 적성검사)과 직무성과(승진, 기본연봉수준, 포

상)와의 관계(채용선발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대표 공기업으로서 KEPCO의 채용방식이나 제도는 다른 6개 발전 자

회사나 다른 공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그들의 채용방식에도 많은 영

향을 미쳐왔다. 그러므로 KEPCO의 채용 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

분석 연구의 결과는 다른 공기업의 채용전략이나 방법에 있어 시사 하는

바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또한 대다수 공기업이 저성과자나 무임승차자에 대한 확실한 퇴출구조

가 미흡한 상태에서 최초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업의 채용은 민간기업보다 더 채용선발도구

와 채용 후 성과간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기업 채용도구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가 향후 공기업 채용선발방법의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2002∼2003년 대졸공채입사자로 한정한 이유는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발전부문(6개)이 분리되면서

당시 인력도 각 자회사로 분리되어 이전의 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성과

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부터 “열린채용”

으로 인해 지원자의 학력 및 연령이 철폐되었고 어학가점 및 자격증 가

점 강화 등 입사제도가 이전에 비해 대폭변경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연구오류를 줄이기 위해 연구대상은 채용선발방식

이 동일했던 2002∼2003년 대졸공채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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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EPCO 채용제도 변천사

통 합 이 전 ∘주로 전형 채용, 일부 공개 채용(경전에서 1956년도부터 시행)

통 합 이 후
(1961~1969)

∘주로 공개 채용, 일부 전형 채용

  1967. 3. 1 ∘자녀 대치 채용 제도 도입

  1976. 3
∘군장교 전형 선발제 도입

∘자녀 대치 채용 삭제

  1977. 3.17 ∘4직급으로 재채용에 따른 근거 마련

  1981. 8.25 ∘한국과학기술원 출신 및 수도공고 출신자 입사 근거마련(특별채용)

  1984. 5. 1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신원보증제도의 개선

  1989. 6.30 ∘기능직 계열전환고시 부활(1978년에 폐지되었음)

  1990 ∘수도공고 특별채용 제도 폐지  

  1993 ∘발전소 운전원 한지 채용, 공고생「2+1」채용

  1994.10. ∘지방사원제도 도입

  1995.10
∘기술계 우수대학 졸업자 확보여건 확대
- 우수대학 이공계 추천전형 신설

  1997. 5
∘전공분야 배점확대 및 영어, 상식과목 배점 축소
- 해당분야 전공지식 평가 강화

∘전문대 추천전형 폐지

  2004.10.21 ∘6직급 공개채용 시 학력제한 폐지, 어학, 자격증 가점 강화

  2005. 4.11 ∘6직급 공개채용 시 연령제한 폐지 

  2007. 4.23 ∘사회 소외계층 채용제도 도입

  2008. 6.30
∘직능등급제 폐지에 따라 입사수준별 채용
- 고졸수준, 전문대졸수준, 대졸수준, 대학원졸수준으로 구분 채용

* 출처 : 인사제도 해설집, 2010, p84, 한국전력공사

  2001.4 전력산업 구조개편(발전자회사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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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행연구가 입사후 2∼3년간의 근무성적으로 직무성과를 측정

(조학래,1997, 심재권, 2001)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직무성과 측정 영역

을 확대하여 승진, 기본연봉, 포상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초급관

리자 승진여부 측정을 위해서는 입사 후 최소 10년이 되어야 유의미할

것이며, 포상 또한 모범직원의 사장상의 경우 근속년수가 만 10년이

초과해야 하므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집단이 2002년∼2003년

KEPCO 대졸공채 입사자들이다.

2002년∼2003년 동안 고졸수준 입사자와 특별채용 입사자가 있으나

실험집단의 동질성을 위해 대졸공채입사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KEPCO의 채용선발방법은 일반 대졸공채의 경우 서류전형→ 필기시험

→ 면접→ 신원조회 및 건강검진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는

2002년∼2003년 대졸공채의 경우 동일한 채용선발 도구와 방식으로

동일하기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절차 및 채용도구(필기, 면접, 적성검

사)는 KEPCO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채용

절차 및 채용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필기, 면접,

적성검사는 거의 대부분 필수적인 입사시 선발도구 변수로 사용되었다.

[그림1 : KEPCO 채용절차(2002∼2003년)]

본 연구에서 입사성적(채용선발도구)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입사성적(필기, 논술, 면접, 적성)을 독립변수로 적용하고 직무

성과(승진, 기본연봉, 포상)를 종속변수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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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입사성적은 2002년 9월, 2003년 12월 입사자 총 471명의

입사성적을 KEPCO 채용관리 시스템에서 추출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승진은 매년 1회씩 이루어 졌으며, 승진의 기회는 입사 후

6년, 정상적인 군복무를 마친 남자의 경우에는 만 4년 이후부터 승진기회

가 주어진다. 예비조사 결과 2002년과 2003년 입사자 중 첫 초급관리자

(차장) 승진자는 2008년에 나왔다.

포상은 입사경력이 만 1년 이상이면 내부포상 자격(외부포상은 제한

없음)이 주어지므로 입사 1년 후부터 포상자료를 측정한다. 기본연봉수

준은 입사시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동안 본인의 근무성적과 승진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연봉 수준이 다르므로 최근(2012년)의 개인별 기

본연봉을 측정값으로 적용하였다.

여기서 유사한 주제의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는 입사 후 단기(2년)간의 근무성적의 자료를 활용(단, 인사

고과가 공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거나 피평가자와 평가자의 주관

적인 설문방식을 통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직무성과를 측정하는데

신뢰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학문적인 접근이 어려웠던 이유는

연구자의 무관심보다는 자료접근의 한계가 주요원인 이었다.” (심재권,

2001)

또한 “직무에 성과를 내는 것이 꼭 '입사 후 2년 이후 3개년 인사고과

평균 점수이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의 한계이다. 이는 그 지원자의 회사

생활 전체를 대변하기에도 무리다.” (박종욱, 2009)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행연구보다

장기적인 직무성과(10∼11년)를 승진, 급여, 포상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실증 데이터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자료접근 한계를 극복하였

으며, 결과의 신뢰도 또한 높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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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채용 및 선발도구의 의의

Neal Schmitt 교수는 인재채용 및 선발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분야 중 하나이며, 적어도 100년 넘게 연구되어 온

영역 이라고 했다. 이러한 채용 및 선발방법에 대한 연구는 개인별 차이

를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각 개인별 차이를 어떻게 계량화 하고

이 계량 값이 채용 후 어느 정도의 직무성과의 차이를 보일 것인가를

예측하는데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선발방법과 직무성과와의 관계 즉, 채용도구의 타당도는 보통

채용선발시 채용도구로 측정한 성적과 입사후 직무성과와의 상관관계를

타당성 계수로 나타내는 방법의 연구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처럼 채용

도구의 타당성이 오랫동안 경영학, 행정학, 교육학, 심리학 등에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채용선발이 기업 활동의 첫 단추이며 기업

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선발은 고용을 위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며,

선발과정은 미래의 개인과 조직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환경적

제한요건 아래서 수행 된다’라고 정의하였다(Gatewood & Field,1987).

즉, 채용선발은 회사 전체 HRM (Human Resources Management)에

있어 첫 번째 단계이며 조직의 기본요소인 인적자원을 선택·공급하는

과정으로서 그 결과가 미래의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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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기 때문에 채용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채용과 선발도구에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영학자들이 말하

듯이 “Hire Easy, Manage Hard" 보다도 “Hire Hard, Manage Easy"가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채용은 인사관리의 시작이며 우수

하고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경우 그만큼 향후 조직의 성과뿐만

아니라 입사 후 시행되는 교육들 다른 부분에서 비용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고 근속기간이 민간기업에

비해 길기 때문에 채용 후 loss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작단계인

인재선발 및 채용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과거 기업이 학력, 학점, 자격증 등의 계량화되고 수치화 될 수

있는 Know-What, Know-How의 양적 유형측면을 강조했다면 현재는

직무간 경계의 모호성 증가, IT 및 복합융합기술의 발달 등 급변하는

시대에서 양적 접근이 불가능한 잠재적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즉 Know-Where, Know-Why의 질적 유형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공기업의 채용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Know-What, Know-How의

양적 유형의 선발도구에 치중해 왔다.

공기업 등 공공조직의 인재채용 및 선발에 중요한 특성은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대외 신뢰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외부청탁 등 채용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선발결과의 수용성이 높은 계량

화 할 수 있는 양적유형의 선발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간기업과 같이 정성적인 부분이 많은 파격적인 선발도구를 사용

하는 것은 그만큼 공기업 채용담당자가 공정성에 대한 Risk taking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발도구로 채택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

업 채용의 경우 스펙을 초월한 창조적인 인재를 찾는 노력보다 안정적

이고 검증된 채용도구를 통과한 인재를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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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시스템

선발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전략적 주요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렇지만 Jeffrey & A.Mello.(2007)는 그 선발과정에는 피선발자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오류, 시간 및 비용의 제약, 선발 당사자 결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부족 등과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적합한 인재의 선발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직무의 특성과 자격조건에

대하여 지원자의 능력과 동기가 적합한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채용도구와

시스템을 연구하고 설계 해 온 것이다.

선발시스템 구성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의 선발도구를 사용하기

도 하고 여러 가지 선발도구를 사용하여야만 평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선발시스템 속에서 선발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점수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선발절차

의 결합 하에서 어떻게 점수를 조합하고 탈락시키느냐에 따라 다중장애물

과정(multiple hurdles processes), 보완적 과정(compensatory processes),

혼합과정(hybrid processes)의 3가지 방법이 있다.(이재훈역, 2002)

1) 다중 장애물 과정(multiple hurdles processes)

다중 장애물 과정에서는 각각의 예측치 즉 선발도구는 독립적이며,

지원자가 뛰어 넘어야 하는 장애물로써 작용한다. 즉 일정기준을 뛰어넘지

못하면 즉각 탈락하게 된다.

이 방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평가되는 요소인 능력이나 동기가 해당직무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면 곧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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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서의 실패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능력의 부족은 다른

뛰어난 능력으로 보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통 대다수 직무

는 절대적인 능력이나 동기 등의 자격요건을 요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중 장애물 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지원자를 탈락시키거나 혹은 더

많은 지원자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의사결정이 일련의 연속되는

차단도구(hurdles)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주로 첫 번째 차단도구는 알아내기 쉬운 지원자의 정보에서부터 시작

된다. 그 다음은 좀 더 획득하기 어려운 지원자의 정보 수집을 위한

차단도구가 사용된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수록 보다 더 적은 수의

지원자들이 남게 되고 보다 더 심층적인 차단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다중 선발도구를 통해 지원자를 차단함으로써 초기에 보다 저렴한

선발도구를 통해 지원자 Pool에 쓸데없는 인원을 줄이고 소수의 지원자

가 남았을 때 고비용의 타당도 높은 선발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장애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최종선발의

타당성을 보여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전 장애

물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직무와 연계된 개인 간의 특성차이가 제거되어

지고 다음 단계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Schmitt &

Neal, 2005)

2) 보완적 과정(compensatory processes)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우수한 능력 분야가 다른 능력의 부족

을 보완한다고 가정한다. 즉, 여러 가지 특성의 조화가 성공적인 직무성

과를 이끌어 낸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모든 선발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선발의사결정은 모든 선발도구가 사용된 후 집계된 결과



- 11 -

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보완전 과정이 다중 장애물 과정에 비해 보편적이고 현실

적이다. 대부분의 여러 분야의 능력과 동기는 직무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지원자는 선발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선발절차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3) 혼합과정(hybrid processes)

혼합과정은 다중 장애물 과정 방법과 보완적 과정 방법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이 방법에서는 직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거나 최소한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장애물로 설정하고 이 기준을 통과한 지원자들은

다른 선발절차의 결과를 집계함으로써 우수한 능력분야가 부족한 분야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선발도구의 상대적인 중요성 뿐 만 아니라 상대적인 비용에 의해

서도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선발도구

대하여 다중 장애물 방법을 사용하고 그 단계를 통과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지원자들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선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KEPCO의 채용시스템의 경우 1차 서류

전형에서 학점, 어학점수, 자격증 등을 통해 hurdle을 설정하고 2차 전공

필기와 면접점수 및 적성검사 점수를 합계하는 보상적 과정을 거치는

혼합과정 방법의 채용시스템에 해당된다.

위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한 채용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지만,

채용과정을 거치면서 지원자를 선택하고 탈락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건보

다도 어떠한 분야에 세분화되고 필요한 조건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겠

다는 Positive 시스템과 특정조건만 두면서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을 탈락시켜 나가는 Negative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민간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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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채용의 분야의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어 보다 positive한 선택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기업의 경우는 직무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negative한 선택방법을 쓰는 경향이 있다. 즉 어느 한 분야의 능력이 뛰

어나면 다른 조건에 관대하기 보다는 여러 분야에 골고루 능력을 보여주

는 지원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해당직무에 아무리 뛰어

난 능력과 자격을 지니고 있다더라고 흔히 모가 난 인재는 공기업 선발

에서 거부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즉 해당직무에 맞는 best people

보다는 조직에 적합한 right people을 찾기 위한 과정이 공기업채용에서

더 강조 되어왔다.

3. 채용의 기능과 효율성

채용의 기능은 단순히 말하면 전체 지원자 속에서 조직에서 필요한 인

재를 성공적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채용의 기능이 얼마나 잘 작

용했는가를 보려면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채용의 효율성은 비용,

채용의 양적측면과 질적측면 등이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채용인력의 입사후 성과수준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채용의 질적측면에 관심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선발제도의 조건은 채용 성공률

(selection success ratio)을 높이는 데에 있다. 채용 성공률은 합격한

사람들 중 만족할 만한 업무수행평가를 얻은 사람들의 비율이다. 결국

채용기능의 궁극적 목표는 채용 성공률의 비율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여기서 선발비율과 기초비율이라는 개념이 있다. 먼저 선발

비율(selection ratio)은 선발인원과 지원자수의 관계로 선발비율(SR) =

선발인원/지원자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선발비율이 낮을수록 경쟁률이

높고 선발비율이 높을수록 경쟁률이 낮아진다. 선발비율이 낮아 경쟁률

이 상승하면 비교적 우수한 지원자들이 선발되므로 높은 선발성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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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며 따라서 선발의 타당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발성공률은

높을 수 있다. 기초비율이란 지원자들이 무작위로 회사에서 입사할 경우

그들 중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기초

비율이 낮으면 인력시장의 노동의 질이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용선발

도구 자체의 타당도를 높여야만 채용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이학종,양승

혁, 2011)

한 기업이 채용선발기능 수준을 정하고자 할 때는 비용과 노력을 고려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다음의 두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기초비율이 낮아 지원자의 변별이 필요할 경우와 둘째 선발비율이 낮아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채용선발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채용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이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효용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채용선발도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투자 할 것인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2 : 채용 성공률 설명표]

1. 정확도

= [A+C]/[A+B+C+D]×100

2. 기초비율

= [A+D]/[A+B+C+D]×100

3. 선발비율

= [A+B]/[A+B+C+D]×100

4. 성공률

= A/[A+B]×100

* 출처 : 이학종·양승혁(2011)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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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선발도구의 요건

채용에 있어서 채용선발도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원자의 미래

직무성과 또는 직무적응능력을 타당성 있게 예측하는 데 있다. 즉 “현재

의 채용선발 평가도구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입사 후 높은

직무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 타당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용 평가도구

(입사성적과)와 직무성과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

적인 방법이었다. 이 상관관계 값을 주로 ”타당성계수 (validity

coefficient)"라고 한다. 이 타당성 계수는 채용선발도구의 직무성과 예측

의 우수성 및 효용성(utility)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어왔다. 채용선발도구

의 타당성 계수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용선발의 효용성이 높다는

뜻이 된다. 채용선발도구의 효용성이 크다는 것은 채용시 평가의 성적이

미래 직무성과의 예측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채용시 효율적

인 미래 인재선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채용선발 평가도

구 성적이 미래 입사자의 직무성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크면 채용비용 및

향후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고성과자를 선발할 가능성이 높아져 조직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된다.

모든 측정도구는 측정의 대상이 무엇을 하든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측 채용선발도구로서 정당성을 가지려면 신뢰성고 타당

성이 제1의 필요요건인 것이다. 이외에도 선발비율, 난이도, 객관성 등이

부수적인 요건이라 하겠다.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도구의 측정결과가 보여주는 일관성을 말

한다. 즉 시기와 장소에 따라 측정기준이 변화되어서는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시험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람이 여러번 반복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동이 없는 경우 신뢰성을 갖는다고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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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은 일관성(consistency)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일관성에는

종적일관성과 횡적일관성이 있다. 종적 일관성은 서로 다른 시기에 측정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횡적 일관성은 같은 시기에 서

로 다른 집단이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을 때 안정된 값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신뢰성은 지원자간 신뢰성(inter-rater reliability)과 지원자내

신뢰성(intra-rater reliability)으로 나눌 수 있다.

지원자간 신뢰성는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서 두 명 이상의 면접자의

평가가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지원자 내 신뢰도는 동일한 지원자를

서로 다른 시기에 평가했을 때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검사-재검사

신뢰성(test-retest reliability)라고도 불린다.

채용선발도구의 첫 번째 필요조건인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채용도구의 요소는 타당도(Validity)이다. 타당도란 측정도구

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말한다.

이를 어떤 기준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기준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기준타당성은 채용선발도구와 실제 선발도구로 측정하고자 했던 기준

사이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말한다. 따라서 기준타당성은 채용선발도구

(시험 등)라는 예측치(predictor)와 직무성과라는 기준(criterion)의 상관관계

로 측정한다. 다시 말해, 채용선발시험에서의 기준타당도란 선발도구가 채

용하는 사람의 직무성과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

한다. Schmidt & Hunter(1998)에 따르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선발방법

의 특징은 예측 타당성이며, 이 예측 타당성은 선발된 사람의 미래의 직

무성과 및 직무교육 적응도 등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을 예측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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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용선발도구의 타당도가 낮다는 것은 그 채용

방법에 의한 예측치(predictor)가 직무성과라는 기준치(criterion)와 연계

되지 못하여, 선발상의 1종 오류 또는 2종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검증방법으로는 자료수집의 시차에 따라 동시적 타당성 검증

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이 있다.

2)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기준타당성은 예측하고자 하는 직무성과의 기준치가 분명하거나 충분한

경험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충분한 계량적 자료(통상

30명 이상)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기준타당성 적용이 곤란 하다. 이러한

경우에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타당성이다.

내용타당성은 해당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채용도구들의 세부적

내용이나 항목들이 직무수행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채용선발도구를 통해 측정하는 능력이나 질문 주제의 내용이 직무수행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또한 내용 타당도는

조직에서 채용선발도구로 사용되는 도구나 평가시 그 질문 및 문항들이

직무수행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로 판단 할 수 있다.

3)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

내용 타당성이 어느 정도 추상적이지만 전문가의 검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구성타당도는 행태 과학적 조사를 통해 고도의 계량적 분석기법을

이용한다. 성공적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자질적 특성의

계량화하는 측정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보통 추상성이 아주 강해 단순한

판단만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인간의 특성을 측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

는 구성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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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선발 기준과 비용의 관계

직원을 선발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선발에 드는 직접

적인 비용도 있지만, 선발오류에 의한 손실과 같이 간접적으로 발생 할

수도 있다. 직접적인 비용은 통제가 용이하지만, 간접적인 비용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간접비용의 규모는 채용기준의 높낮이와 관련이 있다. 채용선발의

타당도 즉 채용 선발률을 높이려면, 채용기준을 높여야 하는데 일반적으

로 채용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모집비용과 선발비용 그리고 1종

오류(잘못된 불합격)에 의한 손실이 증가하고 반면 훈련비용과 2종 오류

(잘못된 채용결정)에 의한 손실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채

용기준을 설정할 때는 실제비용과 잠재 비용을 고려한 총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박영배, 2012)

[그림 3 : 채용기준과 비용과의 관계]

* 출처 : 박영배(2011) 현대인적자원관리 참조

채용선발 기준이 높아지면 총비용은 점차 감소하다가, 채용기준이

어느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총비용도 같이 증가한다. 따라서 채용기준은

총비용이 최저가가 되는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채용기준과 총비용의 관계는 기업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게 마련이므로 기업에서는 총비용이 최저가 되는 자신만의

최적의 채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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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채용선발 도구의 타당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채용도구의 직무성과 예측 한계

1) 예측치의 타당도

이론상 채용도구의 타당도 계수는 “1”에 도달(100% 예측) 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측치(선발도구)와 평가기준(직무성과)의 상관계수

가 0.6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지원자의 미래의 직무성공률을

예측하는 데에는 실수와 오류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타당도

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박영배, 2012)

2) 예측치의 신뢰도

예측지표의 신뢰도는 채용선발도구들의 내적 일치성을 말한다. 즉 선

발도구의 신뢰도가 높으면, 측정결과에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 신뢰도는

시기나 대상을 달리하여 측정한 후 그 결과를 비교 혀여 판단해야 되는

데 그 과정에서 결함과 사용자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치의 신뢰

도 확보가 쉽지는 않다.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보면 신뢰성이 있어

야 타당성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신뢰성이 없는 측정도구가 타당

성을 갖는 것은 불가능 하다. 즉 신뢰성이 타당성의 전제 조건이다.

2. 채용선발 도구의 종류와 타당도 논의

1) 직무지식 테스트(필기시험)

1980년대 후반까지 대다수 대기업이 입사시험에 영어, 경영학, 법학 또

는 회사의 필요한 전공지식을 묻는 필기시험 형태의 직무지식테스트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삼성이 SSAT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직무지식 테

스트 (필기시험)를 채용선발도구로 지속해서 사용한 기업군이 있다면,

그것은 공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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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는 2011년까지 시행해오던 직무지식 테스트를 2012년에 폐지하

였다. 하지만 아직 많은 공기업이 채용선발도구로 직무지식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러한 직무지식평가의

타당도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Milkovich와 Boudreau (1997)에 의하면 직무분석으로부터 주의 깊게

구성된 직무지식테스트는 0.45 정도의 타당성을 보여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에서의 연구결과이며 이 타당도를

바로 한국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국내 선행연구에는 심재권(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면접보다 필기

시험에서 직무성과의 정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온 사례가 있다.

2002년,2003년 KEPCO의 지식 실무테스트는 사무의 경우 경영, 법학,

IT, 일반상식 등으로 구성되었고, 송배전 직군은 전기공학 등 전공상식

이 중심을 이루는 문제로 구성되었다.

2) 면접

채용에서 면접이란 “대화와 관찰을 통해 채용결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

하는 과정”을 말한다.(BSC연구개발부, 2012)

IRS에 의해 수행된 조사(1996년)에 따르면, 면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자가 69%로 매우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면접은 낮

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생각해 볼 때 면접을 선발도구로 생각하기 보다는

조직이 함께 일하고자 하는 협상의 장이나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라는 Peter Herriot의 말처럼 면접은 공정성과 수용성에 많은 의구심

을 가지게 된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를 통해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면접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Hunter and Hunter, 1984)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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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1992년 Anderson에

의해 그리고 1995년 Taylor와 O'Driscoll에 의해 정리된 바도 있다. 면접

관의 오류를 보면 시각적 효과의 오류, 정보취득순서에 의한 오류, 투사

효과 심리오류, 논리적 추론 심리오류, 대비효과오류, 채용분야 직무지식

효과 오류, 시간지배에 의한 면접관 오류, 면접과 고의적 판단오류, 면접

관 주관적평가에 의한 오류 등 상당히 많은 평가의 bias가 존재한다.(윤

광희, 2009)

이처럼 면접이 채용 수단으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증거들이 제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면접은 여전히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채용도구이다.

이러한 면접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많은 인사 담당자가 면접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알고 있

더라도, 경험을 통해 이것이 효과적인 것이라는 신념이 있다는 것이다.

(Kumra and Beech, 1994) 둘째, 면접관들은 그들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면접의 타당성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면접

은 대인관계능력이나 언어능력 같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항에 대해서 평

가하기에는 여전히 유용한 방법론이라는 것이다. (Einhorn and Hogarth,

1978)

면접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비구조화된 면접은 타당성이

매우 낮지만 구조화된 면접은 타당성이 0.60이상의 범위를 나타낸다고

한다. (Milkovich and Boudreau, 1997)

이러한 면접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나온 것이 구조화된 면접으로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행위기술면접 (behavior description interview :

BDI)과 상황면접(situation interview : SI) 그리고 포괄적인 구조화된 면

접(comprehensive structured interview: CSI)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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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기술면접(BDI)은 미래를 행위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

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주로 과거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면접질문은 직

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 What did you

do?라는 포맷의 질문을 통해 주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행동 사례를 바탕

으로 미래에 지원자가 택할 행동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상

황면접(SI)은 개인의 의도가 미래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목표설정이

론(goal setting)에서 나왔다. 직면할 수 있는 직무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BDI와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질문의 초점이 과거행동이 아니라 미래 의

도(intention)에 있다는 것이다.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가

설적이지만 직무관련 상황을 지원자의 의도에 맞춤으로써 과거의 경험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잠재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SI는

직무전문가를 통해 일정한 모범답안을 미리 설정하고 이를 기초하여 면

접관에게 평가 및 점수 지침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별 인터뷰는 여

러 연구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Janz, 1982; McDaniel et

al., 1988; Orpen, 1985).

포괄적인 구조화된 면접(CSI)은 SI와 같은 상황적 질문과 직무지식에

대한 질문, 직무모의실험(job simulation), 작업자 요건 등 4가지 유형의

질문을 포함한다. CSI도 SI와 마찬가지로 면접관을 위한 평가 및 점수지

침을 구성한다.

우리가 경험 많고 숙달된 경영자 (또는 인사관리자)의 직관적 방법

(intuitive method)에 의한 선발이 반드시 통계적 선발기법 보다 우수하

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영자의 직관에 의

한 방법은 개인적 편견(personal bias)이나 후광효과 (halo errors), 그리

고 사회적 고정관념(stereotyping)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면접의 타당성 향상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면접평가의 구조

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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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성검사(지적능력 테스트)

우리는 흔히 ‘적성’이라고 하면 “나는 사무직보다는 영업직이 내 적성

에 맞아”와 같이 어느 일에 적합한 성질, 성격 등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

나 적성검사(aptitude test)에서 ‘적성’은 통념과는 다르다. 1910년에 최초

고안된 적성검사는 특정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적능력(intellectual

ability)의 잠재력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이다. 즉 일종의

“지적능력 테스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BSC연구개발부, 2012)

지적능력은 정신적 활동(사고활동, 추리활동, 문제해결활동 등)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흔히 IQ테스트(지능지수)나 SAT, ACT그리고

GMAT(경영대학원 입학시험), LSAT(로스쿨), MCAT (의대)등 대중적

인 입학시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지능차원의 변수들간에는 상관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언어이해력이 높으면 공간지각능력도 우수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직무의 정보처리 요구수준이 복

잡할수록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종합적 지능

(general metal ability ; GMA)이 요구된다. (이덕로 외 역, 2011)

지적능력테스트의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0.40이상이며 높은 경우에는

0.80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Milkovich and Boudreau, 1997)

인적성검사는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는 요소이므로 어떤 사업분야에서는

입사 후 직무성과의 예측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체개발한 인적성검사가 직무성과와 관련하여 우수한 예측력을 보인 사

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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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직무성과에 대한 개념 및 논의

1. 직무성과의 개념

모든 조직은 조직의 목표가 있고 그 구성원 각자가 본인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조직의 존재의미가 있는 것

이다. 이를 보통 직무성과라고 하는데 Brewer & Selden(2000)은 “성과는

매우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 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보통 직무성과(job performance)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과되는 의무사항의

완수정도, 즉 결과를 말한다.(Robbins & Judge, 2011) 즉 구성원 각자가 맡

은 직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느냐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성과(performance)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Pincus(1986)는 목표달성의 정도, 생산성, 신축성, 적응력 효율성, 상사의

평가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았고 Porter(1968)는 조직이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결과, 즉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의 실행정도라고 정의

했으며, Rogers(1990)는 민간개념으로는 성과는 기업의 경영성과로 인식

는 것으로 투자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업의 규모, 서비스 품질 등 정량

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보았고 공공개념으로는 정보가 공공서비스

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David(1993)는

생물학적·기계적·사회적 시스템으로서의 개념으로서 성과를 개인의 기대

나 목표 혹은 목적의 달성도 수준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윤수재외,

2009 재인용)

직무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결과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과정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개념이 달라 질 수도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결과

가 중요하지만 구성원의 능력향상이나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즉 과정이 중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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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측정되는 성과는 경영평가나 내부평가 등 주로

단체 및 조직의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개인적인 수준에서 성과

측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공공조직의 성과 측정의

어려움 때문이다.

2. 직무성과 평가의 중요성

조직구성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크게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와 역량평가

로 나누어진다.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조직에서 창출한 성과에

중점을 두는 경우이며 이는 조직에서 조직원의 성과에 대해 확인하고 관

찰하고 측정하며 개발해 가는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모든 조직은 조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형태이든 어떤 방식

이든 조직, 팀, 개인단위 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조직화, 지휘통제 등 조직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었다

기업의 경영에 있어 인력의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직무성과의 실적과 그에 대한 평가가 조직

몰입 및 동기부여 등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더 나아가 조직의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심재권(2003)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 실적, 태도 등을 평가하여 교육훈

련 수요, 승진 및 보수결정 등의 인사관리 자료를 얻고자 하는 인적자원

관리상의 중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

한편 기업에서 개인별 직무성과는 주로 인사고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인사고과가 그리 좋은 직무성과 준거자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각 기업이 자신회사의 인사고과가 믿을만하다고 자부하기는

힘들다. 특히 연공서열 등의 영향으로 공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인사고과 자료 자체를 분석해보면 입사 초기에는 인사고과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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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권이지만 승진 직전에는 최고치가 되었다가 승진 후에는 다시 급격

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BSC연구개발부, 2012)

3. 직무성과평가의 목적 및 활용

(1) 조직적 차원

조직적 차원에서는 직무성과 평가가 조직 전체의 효율성 향상에 활용

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첫째, 채용선발 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직무성과 평과 결과와 선발시험의 성적을

비교하여 연관시켜 봄으로서 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검증 할 수

있다. 둘째, 직무성과 평가를 통해 조직의 현재 역량 및 장·단점을 진단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피드백 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효율

적인 조직설계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조직원들 사이에 직무의

난이도 및 업무량에 대한 평가 즉 직무분석이 가능해져 개인의 역량에

따라 업무분장을 재설계 하고 보다 효율적인 직무설계가 가능해 진다.

(2) 개인적 차원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개인

의 능력향상 및 동기부여의 기회가 된다. 둘째는 개인성과에 대한 보상

의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직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에게 승진의 기회제공, 급여수준 책정, 포상 등의 수준이 달라진다.

셋째, 개인의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직무성과 평가의 결과를 통해 주요 직무에 대한 보직과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등 적재적소에 인력을 이동,

배치, 교육시킬 수 있는 근거 및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인적자원

의 질의 향상에 기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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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

(1) 승 진

승진은 직급상의 직위상승을 말한다. 승진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증가

하게 되지만 이에 비례해서 유형적 무형적 보상이 수반된다. 또한 심리

적 성취감과 신분상승 및 동기유발의 효과를 보게 된다.

승진의 기준으로 주로 연공서열과 실적을 말한다. 연공서열은 기계적

으로 조직의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실인사나 청탁 등이

배제되지만 직무성과가 좋은 직원의 경우 사기와 업무동기를 떨어뜨려

직원의 능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게 된다. 실적은 결과를 나타내는

직무수행실적이나 시험성적 등을 말하기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

을 말하기도 한다. 실적에 의한 기준은 구성원간의 경쟁원리가 작용하고

성과와 능력에 따라 승진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동기부여의 효과 및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현실에는 두 가지를 적정한 비율로 반영

하는 혼합 형태의 승진제도가 다수이다.(유민봉, 2010)

KEPCO의 경우도 승진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 근무성적, 자격

증, 어학점수, 실무 및 리더십역량평가 등 연공서열과 실적이 혼합되어 있

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초급관리자 승진은 실무시험와

리더십역량평가(일종의 적성검사)의 비중이 높아 결과적으로는 실적 특히

시험점수에 치우친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급 여

급여를 일반적으로 금전적 보상 즉, 보수라고 말한다. 보수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하나는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과 또 다른

하나는 직원 및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활보장적 급부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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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공기업 등 공공조직의 급여의 특징은 보수수준의 결정에 상당히

법적·정치적·경제적인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의

출처가 국민의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유민봉, 2010)

보통 공공기관의 보수 구성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수당으로 이루어진

다. 현재의 공기업 보수의 트렌드는 생산성 향상 등 성과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직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KEPCO의 경우도 연간 기본연봉결정시 이전 근무평정에 따

라 개인별 차등인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과에 따른 보수연계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EPCO의 성과연봉은 주로 개인보다는 조직

의 성과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수당은 직무종류나 근무형태 및 환

경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는 연구수준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직무성

과와 관련 있는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연구하였다.

(3) 포 상

포상의 사전적 의미는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줌”이라는 의미로 조

직에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성과가 우수한 일원에게 상을 주는 것을 말

한다. 즉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

공공조직 중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 선행연구(이광로, 2002)에서 포상제

도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68.4%였으며 그 이유로 대상자 추천과정에서의

불공정성(65.7%)과 불분명한 추천기준(40.8%)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포상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삼아야할 기준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업무실

적이라 응답했다. 이는 포상의 문제점이 대상선정의 공정성과 선정기준

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KEPCO의 경우는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포상건에 대해 해당부서

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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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선행연구 요약 및 비교]

제  목

공기업 인력선발 도구의 

직무성과 예언타당도 분석

(심재권, 2001)

선발도구의 직무성과 

예측성에 관한 연구

(박종욱, 2009)

공기업 채용 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분석

(본연구, 2013)

독립변수
(입사성적)

영어,전공,논술,면접 인적성검사, 면접 전공,논술,면접,적성

종속변수
(직무성과)

- 1년 후 근평

- 2년 후 근평

- 입사 후 2년 뒤

3년간 근평점수

- 승진

- 포상(포상점수)

- 연봉수준(기본급)

통제
변수

- 직군, 입사년도 - 학력(출신대학 수준)
- 학교수준  - 성별

- 직군  - 입사년도

통계
기법

- 상관관계분석

- 다중회귀분석

- 상관관계분석

- 다중회귀분석

- 상관관계분석
- 다중회귀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본수 n = 475 n = 354 n = 471

결 론
-필기(영어,전공,논술)가 
면접보다 직무성과에 더 
큰 유의미성이 있음

- 인적성 : 유의미 ×
- 면  접 : 유의미 ×
- 학  벌 : 유의미 ×

?

* 『선발도구의 예측치와 직무성과와의 관계(조학래, 1997)』

: 상대적으로 면접의 타당도 높음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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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연구를 통해 KEPCO의 입사자들의 입사성적(전공시험,논술,면접, 적성

점수)이 입사후 직무성과(승진, 기본연봉, 포상)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다. 독립변수인 입사성적 변수는 KEPCO의 2000년대 초반(2002∼2003)

대졸공채 입사자들의 입사성적의 측정된 결과를 적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성과는 KEPCO 채용관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급여

관리시스템 등 KEPCO의 ERP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승진통계, 급여자

료, 포상현황을 통해 측정된다. 개인수준의 분석을 시도하는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 직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

진 직군, 성별, 근무년수, 학력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틀을 확장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4] 연구의 분석틀

입사성적 → 직무성과

<독립변수>

전공시험점수

논술점수

면접점수

적성점수

<통제변수>

성 별

직 군

학 력

입사년도

<종속변수>

승진여부

기본연봉수준

포상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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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선정

1.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입사 후 입사성적 변수는 KEPCO의 2000년대 초반(2002∼

2003) 대졸공채 입사자들의 입사성적(전공필기, 논술, 면접, 적성점수)의

측정된 결과를 적용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의 표본집단을 2002∼2003년 입사

자로 한 것은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 2004년 학력, 연령 철폐 등 열린

입사채용에 따라 입사채용 Tool의 변화가 있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오류를 회피하고자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또한 동기간에 특별전형과 고졸입사자는 입사채용 Tool, 즉 측정 도구가

달라 제외하였다.

입사성적은 정량적 평가(전공필기, 적성검사)와 정성적인 평가(면접, 논술)

로 나뉜다. 이 데이터는 KEPCO 채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보하였다.

2. 종속변수

보통 직무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는 급여인상 등의 금전적

보상일 수도 있고 승진, 포상 등 비금전적 보상일 수도 있다. 선행연구가

주로 근무성적을 직무성과의 측정치로 사용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직무

성과의 보상의 결과인 승진, 급여, 포상으로 직무성과를 측정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직무성과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승진,

급여인상, 포상의 기회가 많았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승진, 기본연봉, 포상을 직무성과의 결과로 보고 종속변수

로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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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의 승진은 공기업의 특성상 연공서열의 영향력이 큰 상태에서

차장승격소요연수가 향후 승격(부장, 처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

나 차장승격은 근무성적, 업무지식 시험(필기), 역량평가, 다면평가, 자격

증 가점, 어학점수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요

인보다 개인의 직무성과와 개인능력에 따라 승진여부가 결정되는 특징을

지닌다.

현재 KEPCO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의 근무평정의 결과가

매년 기본연봉설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근무평정의 결과가 기본연봉수준

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상점수는 장관상, 사장상, 사업소장상 등으로 나뉘고, 1등급과 2등급

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포상의 중요도 비중과 횟수를 통해 포상 점수로

치환3)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연봉수준(기본연봉)을 결정짓는 것은 근속년수와 개인 근무평가 성적

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기본연봉은 개인의 직무성과가 차별적으

로 반영되어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승진소요연수, 포상점

수, 기본연봉수준은 KEPCO의 ERP 시스템을 활용한 승진통계, 포상현

황, 급여자료를 통해 확보하였다.

3. 통제변수

채용 후 직무성과 변수인 승진과 기본연봉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통제변수의 선정에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진 성별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KEPCO의 경우 군경력을 근속년수에

산입해 주기 때문에 승진(차장)시험자격이 대졸 입사자 남자는 입사 후

3) 개인별 포상 내역을 추출하여 장관상 이상 3점, 사장상 1등급 2점, 사장상 2등급과

사업소장상 1점으로 구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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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여자는 6년이 지난 뒤 승진 자격이 주어지고 급여에서도 최초 호봉

에서 2년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별의 통제는 중요하다.

또한 KEPCO의 경우 직군에 따라 매년 승격소요인원이 상이하여 승격

소요연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군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 (김종구, 2009)에 의하면 일반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 되는

대학교별 수준(학력)과 인사고과 평가에 상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관련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기업의 경우 학력이 인사고과와 공기업

직무성과(승진, 포상, 연봉)에는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봉수준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2002∼2003년 입사

자를 통합분석시 입사년도로 통제하여 측정하였다.

[표 3] 변수의 측정

구 분 변 수 측정방법

독립
변수

입사
성적

전공필기

논술점수

인사처 채용관리 시스템에서 입사 시 필기

성적을 전공과 논술로 각각 추출하여 적용

면접성적
인사처 채용관리 시스템에서 입사시 개별

면접성적을 추출하여 적용

적성점수
인사처 채용관리 시스템에서 입사시 개별

적성검사 점수 추출하여 적용

종속
변수

직무
성과

승 진
ERP의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2013년 8월현

재 승진한 집단추출

기본연봉

수준

ERP의 급여관리시스템에서 개인별 기본연

봉수준을 추출하여 산출 (2012년말 기준)

포상점수

ERP의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개인별 포상

내역을 추출하여 장관상 이상 3점, 사장상

1등급 2점, 사장상 2등급과 사업소장상 1점

으로 구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통제
변수

성별, 직군,
학력(대학수준)

ERP시스템에서 성별과 직군을 구분하여

추출/적용

입사년도
ERP 시스템에서 승격소요연수, 연봉수준

자료 추출시 개별 근속년수 추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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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1. 연구가설

그동안 채용 후 그 채용 Tool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

가 있었다. 선행연구는 채용 Tool(입사성적)이 채용 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다수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KEPCO의 2002년∼2003년 입사자들의 채용시 성적(전공필기, 논

술, 면접, 적성점수)이 채용 후 직무성과(승진, 기본연봉수준, 포상)가 좋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1. 채용시 성적이 높을수록 채용 후 승진집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설 1-1. 채용시 전공시험성적이 높을수록 승진집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설 1-2. 채용시 논술시험성적이 높을수록 승진집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설 1-3. 채용시 면접성적이 높을수록 승진집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설 1-4. 채용시 적성점수가 높을수록 승진집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설 2. 채용시 성적이 높을수록 채용 후 기본연봉이 더 높다.

가설 2-1. 채용시 전공시험성적이 높을수록 채용후 기본연봉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2. 채용시 논술시험성적이 높을수록 채용후 기본연봉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3. 채용시 면접성적이 높을수록 채용후 연봉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4. 채용시 적성점수가 높을수록 채용후 연봉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 채용시 성적이 높을수록 채용 후 포상점수가 높다.

가설 3-1. 채용시 전공시험성적이 높을수록 채용후 포상점수가 높다.

가설 3-2. 채용시 논술시험성적이 높을수록 채용후 포상점수가 높다.

가설 3-3. 채용시 면접성적이 높을수록 채용후 포상점수가 높다.

가설 3-4. 채용시 적성점수가 높을수록 채용후 포상점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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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채용시 입사성적이 입사후 개인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본집단의 객관적인 직무성과지표로

승진, 기본연봉, 포상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직무성과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직군, 학력, 근속년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틀을 확장하였다.

그동안 채용 후 그 채용 tool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

가 있었다. 하지만, 그 측정이 장기간에 축척된 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

에 쉽게 측정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선행연구는 채용

tool(입사성적)이 채용 후 성과에 관계의 유의성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채용 후 직무성과에 어떠한 채용도구가 유의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다중회귀모형은 [그림 3]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5] 다중회귀모형

Yi = α + β1X 1 + β2X 2 + β3X 3 + β4X 4 + β5Z + ε

<종속변수>

직무성과 : Y1 = 승진여부, Y2 =기본연봉수준, Y3 = 포상점수

* 종속변수 Y1(승진)은 질적변수이며, 이항변수 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사용

<독립변수>

입사성적 : X1 = 전공시험 점수, X2 = 논술점수,

X3 = 면접점수, X4 = 적성점수 

<통제변수>

개별차이* : Z = 직군, 성별, 입사년도, 학력(대학수준)

* 더미변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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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절 기술적통계분석 및 다중 공선성진단

1.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전공시험, 논술, 면접, 적성점수는 2002년과 2003년 합격자

의 개별점수의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가설에 의하면 점수가 높다는 것

은 채용시 입사후 직무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 전공시험, 논술, 면접, 적성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4]와

같다.

[표 4]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공시험 471 100 188 145.71 14.331

논술 471 64.7 83.0 72.053 3.6455

면 접 471 68.3 90.0 82.044 4.0182

적성점수 471 2 10 6.44 2.203

독립변수 중 필기시험 변수에서 직무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전공시

험과 회사와 관련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수험자의 의견과 문장 표현력

을 측정하는 논술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직무성과는 입사 후 개인의 직무성과의 결

과라고 할 수 있는 승진, 기본연봉, 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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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여부 및 포상내역은 KEPCO 인사관리시템에서 추출했으며, 개인

별 기본연봉은 ERP 급여관리시스템에서 확보하였다. 여기서 포상은 장

관상이상 3점, 사장상 1등급 2점, 사장상 2등급과 사업소장상 1점을 부여

하여 포상의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포상점수로 나타냈다.

종속변수인 승진여부, 포상점수, 기본연봉 수준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

은 [표 5-1]과 [표 6-1]과 같다.

[표 5-1] 종속변수「승진여부」의 기술통계량(빈도분석)

　종속변수 빈 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미승진 283 60.1 60.1 60.1

승 진 188 39.9 39.9 100

합계 471 100 100 　

[표 5-2] 종속변수 「기본연봉」「포상점수」기술통계량

종속변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본연봉(만원) 471 3237 4962 4053.99 256.189

포상점수 471 0 9 2.65 1.896

[표 5-1]을 보면 2002년과 2003년 입사자가 처음 차장(3직급) 승진자가

나온 2008년 이후 2013년 까지 188명이 나왔고 승진한 그룹과 승진하지

못한 그룹의 빈도가 분석하기에 충분한 빈도라 할 수 있다.

[표 5-2]에서 포상점수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9이고 표준편차 1.896

으로 변수로서 충분한 변별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본연봉은 최대값

과 최소값의 차이가 1,725만원이고 표준편차가 약 256만원으로 충분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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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빈 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입사년도
2002년 250 53.1 53.1 53.1

2003년 221 46.9 46.9 100.0

직군
사무 100 21.2 21.2 21.2

기술 371 78.8 78.8 100.0

성별
남 373 79.2 79.2 79.2

여 98 20.8 20.8 100.0

학력

(대학수준)

상위대학4) 81 17.2 17.2 17.2

기타 390 82.8 82.8 100.0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입사자들의 입사년도, 직군, 성별, 학력 을 통제변수로 설정 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 통계량(빈도분석)은 [표 6]과 같다.

[표 6]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빈도분석)

2002년과 2003년의 채용전형이 비슷하나 필기전공시험 난이도 등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며, 직군에 따라 전공시험 난이도가

다르고 해마다 3직급(차장)승진소요인원 등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승진 및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많고,

학력에 따라 직무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국과학기술원,포항공대,서강대,한양대,성균관대

이 기준은 박종욱(2009) 28p의 대학구분기준을 참고하여 “나”군에 한양대와 성

균관대를 포함하여 상위대학으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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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진단

본 연구는 채용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

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 중에 서로 상관이 높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분산·공분산 행렬의 행렬식이 0에 가까운 값이 되어 회귀 계수의

추정 정밀도가 매우 나빠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다중공선

성이라 한다. (컴퓨터 인터넷 IT용어 대사전, 2011)

이러한 이유로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고 독립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공선성 진단이 필요하다. 세 개 이

상의 변수들의 관계에서 실제로는 한 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더라도 공선성이 높으면 통계결과가 설명력이 낮게 나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하는 것이다. 두 개의 변수간에 상관계수가 1에 가

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아 완전한 공선성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0에 가까

울수록 공선선이 적어지는 것이다. 보통 독립변수간에 0.7이상이면 일반

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0.9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

관계로 볼 수 있다.(남궁근, 2012)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여기서 변수들간에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직군(Z1)과

학력(Z2)로 Pearson 상관계수 값이 0.479이나 이 값은 0.7보다 적다. 따

라서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선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중공

선선을 판단하는 다른 방법은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을 보는 것인데 이는 제2절의 각 회귀분

석모형에서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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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간의 상관계수

구 분 X1 X2 X3 X4 Z1 Z2 Z3 Z4

X1

Pearson
상관계수

1 .130 -.157 -.073 .185 .079 .320 .350

유의확률
(양쪽) 　 .005 .001 .113 .000 .086 .000 .000

N 471 471 471 471 471 471 471 471

X2

Pearson
상관계수 .130 1 -.099 .026 .170 .050 -.051 .247

유의확률
(양쪽) .005 　 .031 .575 .000 .277 .272 .000

N 471 471 471 471 471 471 471 471

X3

Pearson
상관계수 -.157 -.099 1 .130 .154 .188 -.054 -.391

유의확률
(양쪽)

.001 .031 　 .005 .001 .000 .241 .000

N 471 471 471 471 471 471 471 471

X4

Pearson
상관계수

-.073 .026 .130 1 .133 .313 -.103 -.153

유의확률
(양쪽) .113 .575 .005 　 .004 .000 .026 .001

N 471 471 471 471 471 471 471 471

Z1

Pearson
상관계수 .185 .170 .154 .133 1 .479 -.130 -.00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1 .004 　 .000 .005 .986

N 471 471 471 471 471 471 471 471

Z2

Pearson
상관계수 .079 .050 .188 .313 .479 1 -.085 -.146

유의확률
(양쪽)

.086 .277 .000 .000 .000 　 .065 .001

N 471 471 471 471 471 471 471 471

Z3

Pearson
상관계수

.320 -.051 -.054 -.103 -.130 -.085 1 .105

유의확률
(양쪽) .000 .272 .241 .026 .005 .065 　 .023

N 471 471 471 471 471 471 471 471

Z4

Pearson
상관계수 .350 .247 -.391 -.153 -.001 -.146 .105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1 .986 .001 .023 　

N 471 471 471 471 471 471 471 471

* X1 : 전공시험점수, X2 : 논술점수, X3 : 면접점수, X4 : 적성점수

**Z1 : 직군, Z2 : 학력, Z3 : 성별, Z4 : 입사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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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회귀분석 결과

1. 승진모형 (가설 1 분석)

본 연구에서 KEPCO의 채용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하여 직무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승진”을 사용하였으며,

승진집단과 미승진집단간의 차이에 독립변수(선발도구)가 어떠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기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2002년과 2003년 입사자에 대해 각각 분석[표 8,표 9]하고, 2002

년과 2003년 입사자를 통합하여 분석[표 10]하였다.

[표 8] 2002년 입사자 승진모형 분석결과

- 2002년 입사자 (n=250명), 집단 1 = 미승진, 집단 2 = 승진

▶ 모형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Snell의R-제곱 Nagelkerke R-제곱

1 279.177a 0.224 0.3

▶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  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단계

단계 63.289 7 0.000

블록 63.289 7 0.000

모형 63.289 7 0.000

▶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8.467 8 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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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변  수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전공시험(X1) 0.019 0.011 2.81 1 0.094 1.019

논    술(X2) 0.089 0.047 3.558 1 0.059 1.093

면    접(X3) 0.045 0.046 0.94 1 0.332 1.046

적성점수(X4) 0.140 0.067 4.408 1 0.036 1.151

직군(Z1)사무=1 1.371 0.487 7.924 1 0.005 3.94

학교(Z1)상위=1 1.182 0.627 3.553 1 0.059 3.262

성별(Z1)남자=1 0.936 0.46 4.13 1 0.042 2.549

상 수 항 -15.248 5.934 6.603 1 0.010 0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이 어느 정도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형 요약 및 모형계수 전체테스트를 살펴 볼 수 있

다.

[표 8]에서 -2 Log 우도(-2 log likelihood;-2LL)는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2LL이 낮을수록 적합도는 높아지고 0인 경우 적합도는 완

벽한 상태가 된다. 여기서 -2LL의 값은 279.177이고 독립변수를 포함시

키지 않고 상수항만으로 구성된 모형의 -2LL과 차이는 모형계수 전체테

스트 표의 카이제곱 63.289이다. 이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상수항으로

구성된 모형의 -2LL의 값은 342.466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수항으

로 구성된 모형(-2LL=342.466)에 비해 독립변수들이 포함됨으로써 모형

(-2LL=279.177)의 적합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8]의 모형계수 전체테스트 표는 상수항만으로 구성된 모형과

독립변수 모형의 적합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 한 결과이다.

이표에서 모형은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들의 계수가 0 (즉, 로지스틱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예측하는데 유용하지 않음)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의 유의확률이 .000이기 때문에 귀무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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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 : 모형은 유용하지 않다)은 기각되므로 결과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0이라 할 수 없으며, 모형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Hosmer와 Lemeshow 검정을 살펴보면, 이표의 카이제곱 값

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fit)를 나타내는 값이다. 카이제

곱 값은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모형에 의한 예측치간의 일치정도를 나타

내는데 그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높다.

여기서 카이제곱이 8.467이고 유의확률이 0.389 이므로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간이 차이가 작으며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 수준임을

나타낸다. 만약 그 값이 유의적이라면(유의확률이 .000에 가까움), 모형의

적합도가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B의 부호가 +이면, 그 변수의 값이 클수록

승진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면 그 반대가 되는데 여기서

모든 변수가 +이므로 각 변수의 B값이 클수록 승진집단에 속할 가능성

이 커진다.

유의성을 검증해보면, 독립변수 중 2002년 입사자들의 적성점수가 유

의확률 .036으로 적성점수가 높은 입사자가 승진집단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p<0.05 수준)

또한 논술(0.059), 전공시험(0.094)도 승진집단과 어느 정도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 할 수 있다.(p<0.10 수준)

Exp(B)의 값은 각 변수가 1만큼 증가하는 경우 미승진 집단에 속할 확

률보다 승진집단에 속할 확률이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 여기서 적성점수가

유의적으로 나왔는데 적성점수의 값이 1만큼 커지면 승진집단에 속할 확

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151배 커진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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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전공시험(X1) 0.030 0.015 3.968 1 0.046 1.031

논    술(X2) -0.066 0.043 2.317 1 0.128 0.936

면    접(X3) -0.017 0.044 0.145 1 0.704 0.983

적성점수(X4) 0.108 0.084 1.663 1 0.197 1.114

직군(Z1)사무=1 1.812 0.51 12.619 1 0.000 6.122

학교(Z1)상위=1 0.597 0.436 1.877 1 0.171 1.816

성별(Z1)남자=1 1.567 0.465 11.369 1 0.001 4.791

상 수 항 -1.465 4.976 0.087 1 0.768 0.231

[표 9] 2003년 입사자 승진모형 분석결과

- 2003년 입사자 (n=221명), 집단 1 = 미승진, 집단 2 = 승진

▶ 모형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Snell의R-제곱 Nagelkerke R-제곱

1 237.378a .205 .282

▶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  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단계

단계 50.783 7 0.000

블록 50.783 7 0.000

모형 50.783 7 0.000

▶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9.087 8 0.335

▶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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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2003년도 입사자 종속변수 승진여부에 대한

모형을 검증해 보면, -2LL 값이 237.378이고 카이제곱 값이 50.783이며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Hosmer와 Lemeshow 검정에서도 카이제곱이 9.087이고 유의확

률이 0.335 이므로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간이 차이가 작으며 모형

의 적합도가 수용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변수들의 B의 부호가 +이면, 그 변수의 값이 클수록

승진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면 그 반대가 되는데 여기서 독

립변수 중 필기전공시험과 적성점수는 양(+)이지만, 논술과 면접은 음(-)

의 값을 가진다. 하지만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논술과 면접은 유의미한

수준이라 볼 수 없다.(p<0.10 수준)

여기서 독립변수 중 2003년 입사자들의 전공시험이 유의확률 .046으로

전공시험점수가 높은 입사자가 승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유의미

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p<0.05 수준)

2002년과 2003년의 통제변수 분석결과를 보면 예상대로 직군, 성별,

학력에 따라 승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많이 달라진다. 즉 직군은 사무,

성별은 남성, 학력은 상위권대학에 속할수록 승진집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p<0.05 수준)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면접점수는 2002년과 2003년 모두 종속변

수인 승진여부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은 2002년과 2003년의 채용전형은 필기시험(전공, 논술) 난이도

등으로 인해 다소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채용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했다

고 볼 수 있다. 그래서 2002년과 2003년을 통합하여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입사년도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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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02∼2003년 입사자 승진모형 분석결과

- 2002,2003년 통합분석 (n=471명), 집단 1 = 미승진, 집단 2 = 승진

▶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  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단계

단계 105.649 8 0.000

블록 105.649 8 0.000

모형 105.649 8 0.000

▶ 모형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Snell의R-제곱 Nagelkerke R-제곱

1 528.002a .201 .272

▶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5.228 8 0.733

▶ 분석결과

변  수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전공시험(X1) 0.021 0.009 5.569 1 0.018 1.021

논    술(X2) 0.007 0.03 0.053 1 0.818 1.007

면    접(X3) 0.018 0.03 0.371 1 0.542 1.018

적성점수(X4) 0.127 0.051 6.114 1 0.013 1.136

직군(Z1)사무=1 1.612 0.315 26.188 1 0.000 5.014

학교(Z2)상위=1 0.701 0.334 4.403 1 0.036 2.016

성별(Z3)남자=1 1.371 0.331 17.209 1 0.000 3.941

입사년도
(Z4)2002년=1

0.314 0.254 1.527 1 0.217 1.369

상수항 -8.031 3.538 5.154 1 0.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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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과 2003년 입사자를 통합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2LL 값이 528.002이고 카이제곱 값이 105.649이며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Hosmer와 Lemeshow 검정에서도 카이제곱이 5.228이고 유의확

률이 0.733으로, 카이제곱 값이 2002년(8.467)과 2003년도(9.087) 각각 분

석했을 때보다 작은 수치로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간의 차이가 입

사년도에 따라 각각 분석했을 때 보다 모형의 적합도 의 수용도가 높다

고 말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독립변수 중 전공시험의 유의확률이 .018이고 적성점

수 유의확률이 .013으로 전공시험점수와 적성점수가 높은 입사자가가 승

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

다.(p<0.05 수준)

반면에 독립변수 중 논술과 면접의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아 승진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p<0.05 수준)

결과적으로, 가설 1 중에서 채용성적의 전공시험과 적성점수가 높을수

록 승진집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 가설 1-1(전

공시험)과 1-4(적성점수)는 채택하였으며, 연구가설 1-2(논술)와 1-3(면

접)은 기각하였다. 즉 3직급 차장승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전공시험점수와 적성검사 점수였으며, 반면 논술점수와 면접점수는 승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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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연봉모형 (가설 2 분석)

본 연구에서 KEPCO의 채용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하여 직무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기본연봉수준”을 사용하였

으며 입사성적이 기본연봉액과 어떤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먼저 2002년과 2003년 입사자에 대해 각각 분석[표 11, 표 12]하고,

2002년과 2003년 입사자를 통합하여 분석[표 13]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2002년 입사자 기본연봉 모형 회귀분석결과 (n=250명)

R R 제곱 수정된R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611a 0.373 0.355 192.009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5312660.027 7 758951.432 20.586 .000a

구 분

변 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2622.327 489.284 　 5.36 0.000 　 　

전공시험(X1) 1.947 0.94 0.112 2.071 0.039 0.892 1.121

논    술(X2) 6.385 3.963 0.087 1.611 0.108 0.892 1.121

면    접(X3) 5.237 3.83 0.081 1.368 0.173 0.744 1.344

적성점수(X4) 4.669 5.615 0.045 0.831 0.407 0.902 1.109

직군(Z1)사무=1 5.621 40.591 0.01 0.138 0.890 0.536 1.866

학교(Z2)상위=1 113.436 45.386 0.154 2.499 0.013 0.678 1.475

성별(Z3)남자=1 347.706 33.884 0.545 10.262 0.000 0.919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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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이 얼마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는 모형의 적합도를 통해 알

아볼 수 있다. R2값은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결정계수이다. 그러

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수정된 R2값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회귀식에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가 추가 될수록 수정

된 R2값이 커지고 설명력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2002년도 입사자의 기본연봉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서 수정된 R2값이 0.355로서 약 35.5%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회

귀모형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F값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 이모형에서 F

값은 20.586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확률 또한 .000으

로 모형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다중공선성은 공

차한계값(최대값 1)이 작을수록, VIF 값이 클수록 높다. 일반적으로 공

차한계 .10이하, 분산팽창요인(VIF) 10이상인 경우에 다중공선성에 문제

가 있다고 말한다.(이학식,임지훈, 2013) 여기서는 공차한계값은 .10보다

훨씬 크며 VIF값도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서 회귀계수 B는 독립변수 한 단위가 증가 할 때 종속변수

가 몇 단위가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여러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회귀계수라

할 수 있다. 2002년도 기본연봉 모형에서 독립변수 중 전공시험만이 유

의확률 0.039로 유의미 하다고 판단된다. 즉 회귀계수 값이 1.947인 전공

시험점수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봉수준은 1.947단위(만원) 증가

함을 의미한다. 또한 유의미한 전공시험의 경우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

이 0.112로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기본연봉 수준에 영향력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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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R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691a 0.478 0.461 179.14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6258657.943 7 894093.992 27.861 .000a

2002년도 기본연봉모형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회귀계수 347.706) 과 학

력(회귀 계수 113.436)에 따라 기본연봉수준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회귀계수에서도 성별의 경우 값이 0.545로

기본연봉수준의 차이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표 12] 2003년 입사자 기본연봉 모형 회귀분석결과 (n=221명)

구 분

변 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2787.916 380.072 　 7.335 0.000 　 　

전공시험(X1) 1.988 1.059 0.107 1.877 0.062 0.755 1.324

논    술(X2) -1.253 3.209 -0.02 -0.39 0.697 0.963 1.038

면    접(X3) 7.734 3.357 0.118 2.304 0.022 0.934 1.071

적성점수(X4) 6.344 6.286 0.054 1.009 0.314 0.872 1.147

직군(Z1)사무=1 112.654 35.017 0.189 3.217 0.001 0.707 1.414

학교(Z2)상위=1 74.746 34.384 0.129 2.174 0.031 0.692 1.445

성별(Z3)남자=1 338.174 31.527 0.604 10.727 0.000 0.772 1.295

2003년도 기본연봉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에서 수정

된 R2값이 0.461이고 모형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F값이 27.861 으로 상당

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확률 또한 .000으로 모형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03년도 기본연봉 모형에서 독립변수 중 면접점수가 유의확률 0.022

로 유의확률 5%이내에서 유의미하며 전공시험은 유의확률 0.062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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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10%이내에서 유의미 하다고 판단된다. 즉 회귀계수 값이 7.734인

면접점수 1단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봉수준은 7.734단위(만원) 증가함

을 의미한다. 또한 유의미한 면접점수의 경우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0.118로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기본연봉 수준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03년도 기본연봉모형에서도 2002년과 마찬가지로 통제변수인 성별이

기본연봉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기본연봉모형도 승진모형과 같이 2002년과 2003년 입사자를 통

합하여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표 13] 2002, 2003입사자(통합) 기본연봉 모형 회귀분석결과 (n=471명)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694 .482 .473 185.957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4871482.625 8 1858935.328 53.757 .000

　
구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2877.880 286.789 　 10.035 0.000 　 　

전공시험(X1) 1.823 0.697 0.102 2.615 0.009 0.738 1.356

논    술(X2) 1.892 2.476 0.027 0.764 0.445 0.903 1.107

면    접(X3) 4.445 2.367 0.070 1.878 0.061 0.813 1.229

적성점수(X4) 4.539 4.148 0.039 1.094 0.274 0.881 1.135

직군(Z1)사무=1 59.261 25.006 0.095 2.370 0.018 0.702 1.424

학교(Z2)상위=1 96.212 27.352 0.142 3.518 0.000 0.689 1.451

성별(Z3)남자=1 343.059 22.858 0.544 15.008 0.000 0.853 1.173

입사년도(Z4)
2002년=1

149.912 20.345 0.292 7.369 0.000 0.712 1.404



- 51 -

2002∼2003년 기본연봉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에서

수정된 R2값이 0.473로 각각 년도를 분석한 수정된 R2값보다 높으며, 모

형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F값이 53.757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

으며, 유의확률 또한 .000으로 모형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보다 유의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02∼2003년 통합한 기본연봉 모형에서 독립변수 중 전공시험점수가

유의확률 0.009로 유의확률 5%이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며 면접점수

는 0.061로 유의확률 10%이내에서 유의미 하다고 판단된다.

2002년, 2003년 모두 사무직군이 기술직군에 비해 연봉 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으며, 학력이 좋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기본연봉 수준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본연봉과 유의미한 독립변수는 전공시험점수와 면접점수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논술과 적성점수는 기본연봉수준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가설 2 중에서 채용성적의 전공시험과 면접점수가 높을수

록 기본연봉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 가설

2-1(전공시험)과 2-3(면접점수)은 채택하였으며, 연구가설 2-2(논술)와

2-4(적성점수)는 기각하였다. 즉 지원자의 입사 후 기본연봉수준과 유의

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전공시험점수와 면접 점수였으며, 반면 논술점

수와 적성점수는 승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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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상점수 모형 (가설3 분석)

본 연구에서 KEPCO의 채용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하여 직무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포상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입사성적이 포상점수와 어떤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먼저 2002년과 2003년 입사자에 대해 각각 분석[표 14,표 15]하고, 2002

년과 2003년 입사자를 통합하여 분석[표 16]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14] 2002년 입사자 포상모형 회귀분석결과 (n=250명)

R R 제곱 수정된R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212a 0.045 0.017 1.896

모 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40.808 7 5.83 1.621 .130a

잔 차 870.092 242 3.595 　 　

합 계 910.9 249 　 　 　

2002년도 입사자 포상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다중회귀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보기 위해 수정된 R2값을 측정해 보면 0.017이고 분산분석결과

도 F값이 1.621, 유의확률이 0.130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포상점수 모형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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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2003년 입사자 포상모형 회귀분석결과 (n=221명)

R R 제곱 수정된R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257a 0.066 0.035 1.845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51.39 7 7.341 2.156 .039a

잔차 725.216 213 3.405 　 　

합계 776.606 220 　 　 　

구 분

변 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6.603 3.915 　 -1.687 0.093 　 　

전공시험(X1) -0.008 0.011 -0.053 -0.692 0.489 0.755 1.324

논    술(X2) 0.028 0.033 0.058 0.855 0.393 0.963 1.038

면    접(X3) 0.092 0.035 0.182 2.651 0.009 0.934 1.071

적성점수(X4) 0.064 0.065 0.07 0.988 0.324 0.872 1.147

직군(Z1)사무=1 0.524 0.361 0.114 1.454 0.147 0.707 1.414

학교(Z2)상위=1 0.301 0.354 0.068 0.849 0.397 0.692 1.445

성별(Z3)남자=1 0.112 0.325 0.026 0.346 0.730 0.772 1.295

2003년 포상점수 모형은 분산분석에서 F값이 2.156이고 유의확률이

0.39로 어느 정도 모형으로 적합도는 가지고 있으나 수정된 R2값이

0.035로 설명력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유일하게 면접만이 유의확률 0.009로 유의미한 관계

를 보이고 있다. (p<0.0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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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2002∼2003년 입사자(통합) 포상모형 회귀분석결과 (n=471명)

R R 제곱 수정된R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133a 0.018 0.001 3.515

모 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102.557 8 12.82 1.038 .407a

잔차 5707.877 462 12.355 　 　

합계 5810.433 470 　 　 　

2002, 2003년 입사자의 포상점수를 통합분석한 결과 수정된 R2값이 0.001

이고 분산분석 F값이 1.038, 유의확률 .407로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기

어려웠다.

포상점수 모형에서는 유일하게 2003년 입사자 분석에서 면접이 유의미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수정된 R2값 값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포상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포상결과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설 3 채용시 성적이 높을수록 채용 후 포상점수가 높

다는 가설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채용성적과 포상과는 유

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회귀분석 결과 요약

구분
승진모형 기본연봉모형 포상모형

2002년
입사자

2003년
입사자

’02,’03년
통 합

2002년
입사자

2003년
입사자

’02,’03년
통 합

2002년
입사자

2003년
입사자

’02,’03년
통 합

전공

시험
◯
p<0.10

◯
p<0.05

◯
p<0.05

◯
p<0.05

◯
p<0.10

◯
p<0.05

모형
성립
불가

X

모형
성립
불가

논술 ◯
p<0.10 X X X X X X

면접 X X X X ◯
p<0.05

◯
p<0.10

◯
p<0.05

적성 ◯
p<0.05

X ◯
p<0.05

X X X X

※ 통제변수는 제외하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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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분석결과 해석

1. 채용선발도구와 승진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채용시 선발도구(입사성적)와 입사후 직무성과와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먼저 직무성과 중 승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설 1>

“채용시 성적이 높을수록 채용후 승진집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에서

전공시험점수와 적성점수가 승진에 (+)의 유의미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KEPCO의 초급관리자 승진제도의 특징에 있다. 대다수

의 공기업과 같이 초급관리자 승진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기

전공시험 형태의 승진시험 결과이다. 경력이나 자격증 등 가점보다는

기본적으로 실무시험의 성적에 당락이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 KEPCO

의 경우도 승진시험시 실무지식시험과 In-basket, Business case 등

주로 실무지식 및 지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많은

부분이 지적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회사업무의 실무시험은 입사시 전공

시험과 어느 정도 유사한 방법의 측정 도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에서 적성점수와 전공시험점수가 높은 직원이 초급관리자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채용시의 선발의 원리와 초급관리자 승진시의 원리 즉 지적능력

중심의 측정이라는 부분에서 유사점을 갖기 때문에 전공필기나 적성검사

결과가 승진에 강한 유의미적 관계가 나온 것으로 해석 된다.

반면에 논술점수와 면접점수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요소가 많은 정

성적인 선발도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기시험과 같이 정량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초급관리자 승진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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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초급관리자 승진시험에 면접과 유사한 방법이 채택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KEPCO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기업이 초급관리자 승진시

삼사에 의한 승진보다는 KEPCO와 유사한 실무시험이나 업무능력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겠다. 보다

확대해서 보면, 초급관리자 승진 후 부장, 처장 등 승진시에는 연공서열

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급관리자가 빨리된 직원이 최고위직으로

최종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입사시

적성점수와 필기전공시험 점수가 높은 직원이 KEPCO에서 고위직 빨리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공기업 채용도구 타당성 연구(심재권, 2001)에서도

전공필기가 다른 채용선발도구에 비해 직무성과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공기업에서 초급관리자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개인성과 측정의 어려움이다. 비록 근무평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적보다

는 연공서열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고 민간기업에 비해 계량적인 실적을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근속년수가 길어 근속이

나 심사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 질 경우 인사적채가 심해지고 젊은 직원

들이 관리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기업은 초급관리자 승진에 어떠한 형태로든 실무지식이나 역량

평가 등 지적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승진제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

는 결국 입사시 지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전공시험점수나 적성점수가

좋은 지원자가 더 많이 초급관리자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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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선발도구와 기본연봉과의 관계

채용시 선발도구(입사성적)와 입사후 기본연봉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설 2> “채용시 성적이 높을수록 채용후 기본연봉수준이 높을

것이다”에서 회귀분석결과 전공시험점수와 면접점수가 기본연봉수준에

(+)의 유의미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PCO 직원의 기본연봉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속년

수(호봉), 직급, 근무성적이고 할 수 있다. KEPCO는 직원은 호봉제를,

관리자(간부직원)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이

좋을수록 호봉이 더 빨리 올라가며, 관리자의 경우도 근무성적이 기본연

봉의 연간 급여인상률에 반영되기 때문에 근무성적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무성적 평가는 보통 정량적인 면과 정성적인 면이 종합적으로 판단

된다. 주로 근무성적 평가는 팀내에서 이루어지는데 팀내 연공서열과 실

적이 중요한다. 그리고 평정자와의 유대관계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KEPCO의 근무평가는 2008년 이후 MBO평가로 평가가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나뉜다. 이중 업적평가는 피평자에게도 공개되는 반면 역량

평가는 공개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사담당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업적평가는 연공서열과 실적이 중요하

지만, 공개되지 않는 역량평가의 경우는 보다 평정자의 주관적인 선호 및

정성적인 팀 기여도에 따라 근무성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공시험점수가 (+)의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설 1 승진모형에서 전공시험성적이 좋은 입사자의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승진했을 가능성이 높아 승진으로 인해 급여수준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좋은 실적

을 쌓아서 좋은 근무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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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2001년)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입사시 필기점수가 높은 입사자

가 입사후 근무평정 점수가 좋았다는 부분이 이를 뒷받침 한다.

기본연봉모형에서는 면접의 유의미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접은

승진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마도 승진평가에 구술시험이 있었

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면접을 잘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을 남에게 어필을 잘 한

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성과를 상사와 동료들

에게 잘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면접점수가 우수한 집단이 그렇

지 못한 집단에 비해 근무평정을 잘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IRS에 의해 수행된 조사(1996년)에 따르면, 면접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경영자가 69%로 매우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면접은 낮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생각해 볼 때 면접을 선발도구로 생각하기 보다는 조

직이 함께 일하고자 하는 협상의 장이나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Peter Herriot의 말처럼 면접결과 공정성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

지만 면접우수자가 협상력이 있다는 사실은 타당하다.

채용 당시(2002∼2003년) 채용면접은 비구조화된 면접방식이었다.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구조화된 면접의 타당도는 매우 낮다.

하지만 타당도 측면이 아닌 협상이나 상사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

는 의사소통능력으로 본다면 면접점수가 좋은 입사자는 보다 근무평가에

있어 상사에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봉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근무성적에 있어 본인의 업무에 대

해 실제 성과보다 상사에게 더 포장하고 어필한 결과 일 수도 있다. 면

접을 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잘하고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

지 못한 소극적인 직원들에 비해 좋은 근무평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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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노틀담대와 웨스턴온타리오대의 최근

공동연구 결과를 인용, 성격이 까다로운 근로자가 고분고분한 직원보다

최대 연간 18%의 급여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연구팀은 성

격이 나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받는 직원이 더 많은 보수

를 받는 이유를 연봉 협상 때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몸값'을 산정하

고 협상하는 데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 2011.8.17

참조) 이와 비슷한 원리로 면접에 보여준 협상력과 적극적인 태도가 근

무성적 결정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상사들이 까다

롭고 자기주장이 강한 직원의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데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3. 채용선발도구와 포상과의 관계

다음은 채용시 선발도구(입사성적)와 입사후 포상과의 관계를 분석결

과, <가설 3> “채용시 성적이 높을수록 포상점수가 높을 것이다”에서

입사성적으로는 포상에 대한 성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통제

변수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는 공공조직의 포상은 사기업의 포상보

다 성과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이광로, 2002)에서

포상제도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68.4%였으며 그 이유로 대상자 추천과정

에서의 불공정성(65.7%)과 불분명한 추천기준(40.8%)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포상의 문제점이 대상선정의 공정성과 선정기준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포상이 직무성과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공공조직에는 그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 본연구의 변수들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 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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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포상은 조직에서 성과에 대

한 비금전적 보상이지만 포상에 따라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도

한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KEPCO도 포상에 따라 인센티브에 5∼

15% 추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고 있다. 금전적인 보상의 성격 때문에 근무성적 불균형의

보정적인 성격으로 배분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적으로 팀에서 포상

자 추천이나 결정시 포상후보자들의 포상이력을 참고하는 것이 그 예이

다.

또한 포상은 승진시 가점 등에 많이 활용되는데 포상을 복수로 받을

경우에 가장 높은 포상점수 1개에 대해서만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

은 포상을 받는다고 더 많은 가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

로 공기업에서는 포상을 승진에 사용할 포상가점이 없는 사람에게 조직

차원에서 분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즉 공기업에서 포상은 개인적

인 포상보다는 단체의 성과에 따라 주어지며, 개인기여도도 중요하지만

연공서열이나 필요에 의해 조직원에게 배분적으로 이루어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른 실례로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는 우수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제를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하여 지적받은 바도 있다. (연합뉴스, 2013. 9 .4)



- 61 -

제 5 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국내 대표 공기업의 인력채용 시스템에서 채용선발도구들이

입사 후 직무성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예측타당도 관점에서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기업의 긴 근속년수와 인력퇴출 구조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인 채용이 인재육성 및 인력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채용도구의 성과 예측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를 입사자 개인적인 수준에서 실증자료를 통해 객관적

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KEPCO의 2003년∼2004년에 대졸공채로 입사한 47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채용선발도구로는 전공시험과 논술, 면접,

적성검사를 채택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직무성과로서는 조직에서 개인적

인 직무성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승진, 급여, 포상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사년도, 성별, 직군, 학력 등을 통제

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구성 하였다.

또한 채용선발도구와 입사 후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가설을 수립하고 승진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분석과 기본

연봉수준과 포상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전공시험은 승진과 급여에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채용선발도구들에 비해 높은 직무성과

예측력을 보이고 있다. 다른 공기업에 대한 채용도구 타당성 연구 (심재



- 62 -

권, 2001)에서도 필기의 채용도구 타당성을 높게 본 것과 비슷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논술의 경우는 직무성과와의 낮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논술

점수는 채점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의한 오류가 많아 일관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적성점수의 경우는 승진과는 높은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급여나 포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면접점수의 경우는 2002년 입사자의 경우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지만, 2003년도와 통합분석 시에는 비교적 높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p<0.05 수준) 이는 면접이 기본연봉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근무성적점수 결정에 있어 높은 협상력을 발휘한 결과로 해석할 수

맀다. 이는 보다 향후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선 승진, 급여, 포상 등 개인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인적요소인 성별, 입사년도, 직군, 학력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포상모형을 제외한 승진과 급여모형에서 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성별은 승진과 급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남녀가 군경력에 의한 호봉차이와 승진시험 자격요건에 필요한 최

소 소요연수에서 2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금재호(2002)는 남성의 승진기회 및 승진경험이 동일근속년수의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에 따른 남녀간의 임금의 격차를 보인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군의 경우는 직군별 초급관리자 선발인원 및 경쟁률이 상이하고 그로

인해 승진의 어려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과에 차이를 보인다. 학력

의 경우 상위 학교의 출신이 지적으로 능력이 우수하다고 본다면,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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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업무실적, 또는 근무평정시 후광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통제변수인 인적요소

가 독립변수인 채용선발도구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채용선발도구의 예측력보다 통제변수인 인적요소들이

직무성과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채용단계에서의 채용도구의 예측력을 분석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채용

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의 유의미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KEPCO의 채용시스템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더 많이 개입

이 되는 논술이나 면접보다는 객관적인 선발도구인 필기전공시험이나 적

성검사의 결과가 더 직무성과와 (+)의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채용 선발시 전공

시험, 면접, 적성검사를 통해 측정했다면, 공기업의 초급관리자 승진시험

에서도 직군별 전공시험, 역량평가 등 채용과 비슷하게 주로 지적능력을

측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는 시험의 Tool은 다소차이가 있지

만 입사시 지적능력과 전공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이 승진여부와 높은 연

계성을 가질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채용과 승진의 선발의 원리

가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업무실적과 능력과는 다소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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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KEPCO의 2002년∼2003년 입사자들의 채용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입사 후 약 10년 동안의 직무성과를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설문조사결과나 단기간의 근무성적

을 성적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한계를 벗어나, 본 연구에서는 기관의

ERP시스템 등에서 추출한 승진, 기본연봉, 포상 등의 실증적이고 객관적

인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기존연구(박종욱, 2009)에서 민간기업으로 추정되는 A사의 경우 적성

점수 결과와 근무성적 간에, 면접점수 결과와 근무성적 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다른 민간기업 대상의 선행연

구(조학래, 1997)에서 면접이 필기시험보다 더 유용한 선발도구로 보았

다. 반면,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구(심재권 2001)에서는 필기

시험성적 등 객관적인 채용선발도구가 직무성과 즉 근무평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또한 객관적인 채용선발도구들

이 더 직무성과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게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은 입사시의 능력보다는 영업실적 등 입사 후의 능력의 측정

이 용이한 반면, 공기업은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 및 성과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계량화된 평가가 어렵다.(전영한, 2004) 그렇기 때문에 스펙에 의

한 후광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인사고과 및 승

진 등의 직무성과가 실적보다도 입사자의 배경(학력, 성별 등) 및 지적수

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민간기업의 채용도구 타당성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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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입사시 성적과 인적요소가 입사후 직무성과와의 연계성이 보다 강

하게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필기전공시험의 경우 채용 후 직무성과에 대한 관계가

다른 선발도구에 비해 높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면접보다

는 필기전공시험 성적이 입사후 성과에 대한 예측 타당성이 높다는 것이

다. 전공시험의 장점은 일종의 실무 능력검사로서 시험의 공정성과 피

시험자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것에 있다. (로버트 우드 & 팀페

인, 2003) 공기업의 경우, 준정부 기관으로서 높은 채용선발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필기전공시험이나 적성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선발도구가 더 유용한 채용선발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반면 필기전공시험의 단점은 다른 선발도구에 비해 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비록 전공시험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용선발하게 되면 업무성과 뿐만 아니라 차후 교육에

대한 부담 및 인력활용도가 높아져 비용효과까지 볼 수 있다. 결론적으

로 2012년도에 KEPCO에서 필기전공시험을 폐지했으나, 외부 공정성의

확보와 비용대비 채용선발 타당도 확보를 위해 공기업에서 필기전공시험

의 채용선발도구로서의 활용은 여전히 매우 유용하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에서 타당도 확보하는 동시에 필기전공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적성검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적

성검사는 필기전공시험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능력검사로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지적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보통 전문 평가기관에 기업이 의

뢰하여 그 기업의 필요역량과 관련지어 테스트를 구성 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도 적성검사는 승진 등 직무성과의 예측성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높은 예측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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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업간의 평가문제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에도

필기전공시험을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중요한 채용선발 도구로써 지속적

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따르면, 면접은 전공시험보다 예측력이 떨어지고 “면접은

낮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생각해 볼 때 면접을 선발도구로 생각하기 보다

는 조직이 함께 일하고자 하는 협상의 장이나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라는 Peter Herriot의 말처럼 면접은 신뢰성과 수용성에 많은 의구

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일반 국민들의 공기업채용의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면접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공기업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사담당자나 경영진은 면접

을 선호하고 있으며 포기할 수 없는 유용한 채용선발도구라 여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은 면접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

보를 위해 면접을 보다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면접평가를 객관화하고 평가자별로의 평가오류를 줄이는 방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KEPCO의 경우 필기전공시험나 적성검사와 같은 선발방

법 즉, 객관적인 채용선발도구가 면접이나 논술과 같은 주관적인 선발도

구보다 직무성과 예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공무원

채용제도 비교(2013, 요엽)의 결론처럼 공기업도 면접 등 주관적이고

인위적인 선발요소를 줄이고 전공시험이나 적성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

증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채용전략을 세우는 것이 채용선발 도구의 타당

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의 결론은 표면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단순히

결과만 놓고 보면 공기업에서 전공필기시험이나 직무적성검사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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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선발도구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공기업의 특성상 성과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실적에 의한 직무성과평가 보다는 승진시험 등 다시 채용선발

도구와 비슷한 tool에 의한 승진자 선택이 이루어진 결과의 영향일 수도

있다. 또한 입사 후 평가에서도 halo effect나 stereotype의 영향력이 컸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통 ‘성적이 좋은 사람이 일을 잘 할 것이

다.’ 또는 ‘명문대를 나왔으니 성과가 좋을 것이다.’와 같이 입사시 면

접관이 범한 오류가 입사 후 직무 평가자도 뚜렷한 계량적 평가 도구가

없을 경우 평가자가 위와 같은 평가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러한 이유

로 지적능력과 학력 등 스펙이 좋은 비슷한 타입의 인재가 공기업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는 조직에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는 없다.

현대사회는 성별, 국적, 장애인 등 외적인 다양성과 경력, 학력, 직군

등 내적인 다양성이 증대 되고 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보다

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조직이 더 활기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한

다.(삼성경제연구소, 2011) 이러한 견지에서 객관적인 선발도구에 의한

채용이 typical한 비슷한 인재만을 선발·육성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있어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조직의 성장과

향상은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의식이 중요하고 혁신의 장기적인 성과를

논하지만 조직내 공식적 역할 외에도 구성원의 창의적인 태도와 행동이

연계되어야만 진정한 혁신이 이루질 수 있다”(임도빈 외 2012) 즉 혁신

적인 공기업조직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지적능력이 뛰어난

인재만 선호하는 것 보다는 보다 창의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여 줄 수 있

는 다양한 인적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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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용 트랜드는 기업별 직무적성 검사와 다양한 면접의 시행이다.

KEPCO는 다양한 계층의 선발을 위해 2004년 이후에 학력 및 연령철폐

등의 채용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최근은 정부의 고용정책에 맞추어 열린

채용을 통해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등을 일정비율 이상을 채용하는 등

다양한 인력채용 제도를 마련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필기나 적성점수

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채용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인력을 골고루 선발하기도 어렵다. 이를

위해 기업에 맞는 적성검사 개발과 구조화된 면접, 면접관 스킬향상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계층의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공기업의 조직문화 변화

나 성과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채용 선발도구의 직무성과 예측력은 기업의 성격이나 처한 상황

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채용방법이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높다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특성에 맞는 고성과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서는 기업이 채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인재상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채용선발도구를 mix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용 후 채용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채용의 선발오류를 줄이고 보다 전략적인 인력채용선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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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채용선발도구와 입사 후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채용시 향후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자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여

선발하였는가를 보고자 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선행연구에 비해 장기간

에 걸친 성과를 측정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반대로 개인의 능력은 입사

후 다른 요인(성숙요인)에 의해 증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양질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경우 그 능력이 증대될 수 있으나 본 연구

에는 그 부분에 대한 측정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가 근무평가에 의존한 것에 비해 직무성과를 보다 다양한

변수를 통해 측정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승진, 급여, 포상만으로 직무성

과를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변수들은 개인적 차원의 성과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겠지만 개인 조직의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와

같은 조직단위의 성과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향후에는 채용선발 도구와 직무성과의 사이에 조절변수로 개인의 교육

수준을 반영하여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문에 기술한 바와 같이 면접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타당도가 떨

어진다. 하지만 면접은 여전히 매력적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채용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면접에 대한 많은 새로운 기법들을

사용하고 보다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면접에 대한

타당도를 높이고 면접관의 평가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면접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측정과 실증적으로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향후에는 최신기법의 면접의 유효성과 타당도에 대

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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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enterprises' hiring

tools and individual job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case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Lee, Jung H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dramatical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securing high-quality

human resource is remarkably important. For public enterprises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operate flexible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cluding

layoff of employees with low performance. Thus, recruiting high-quality

human resources suitable for the organization exert great influence 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strategy in the future.

In this term, validity analysis that can predict the job performance after

the employees enter the company have great significance.

So far, companies have operated various recruiting methods for successful

recruitment, and had interest in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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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ing tool and the job performance afterward. However, due to several

reasons including limited access to personal data, the empirical research

seems insufficient.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iring tool and individual job

performance targeting 471 new employees of KEPCO that are college

graduates from 2002 to 2003.

In the light of these considerations, the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s are

written test, essay, interviews, aptitude test taken for the entrance exam.

Also the dependent variables—job performance—are selected as promotion,

basic salary, and reward. Lastly, the control variables which can affect the

research are set up as entrance year, gender, and education level. Analysis

according to abovementioned variables, this paper investigate the job

performance validity conforming to the feature of recruiting method of public

enterprise.

Until now, previous studies had relied on the survey or analysis of the

recruiting method and the job performance evaluation in short-term(2-3

years of study), but this research collected data from longer term’s

perspective(10 years) both collecting and analyzing empirical data on causal

relationship of job performance through various variable set-ups other than

a mere job performance evaluation, therefore, increasing the credibility of the

result of research.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there was a (+)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dependent variable—promotion, and independent

variables—written test and aptitude test score. However, in terms of reward

—the third variable, non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This study set up human resources which may affect the job

performances as control variables: job group, entrance year, gender, and

education background. Among the dependent variables, except for reward,

there was a (+) significant relationship on promotion and basic salary, which

had a great influence.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studies,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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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find that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esources and

job performance.

As a result, other than essays and interviews which draw subjective

judgement from the evaluators, adoption of objective tools such as written

exam and aptitude test has rendered relatively high predictive validity on job

performance. This result provides insight that objective recruiting method

has higher predictability on job performance. With continuous improvement

on validity through structuralization of the interview, therefore increasing the

validity, the rate of successful recruitment of outstanding individuals will be

much higher.

This research utilized SPSS, used empirical data, and conduc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tc.

keywords : Recruiting & selection tool, Job Performance, Validity,

Promotion, Salary, Reward

Student Number : 2013-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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