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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사회는 평가의 사회이다. 위로는 국회의원부터 아래로는

노동자까지 어떤 형태이든 평가의 대상이 되며, 그 평가에 따른

보상(공천, 승진, 급여, 보직 등)을 차등화한다.

평가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두가지이다. 평가를 통한 보상의

차별화가 실제로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과 전통적인

위로부터의 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방향에서의 평가가

좀더 적정한 것인지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를 통한 자원의 차등배분이라는 성과주의

경향의 배경을 고찰하고, 실제로 평가를 통한 보상의 차별화가 조

직성과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평가방식중의 하나인

다면평가가 조직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실제 계량화된 자료

를 통하여 분석한다.

평가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위로부터의 평가

와 여러방향으로부터의 평가이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평가라 함은

위로부터의 평가가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

화가 진행되면서 여러방향으로부터의 평가도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방향으로부터의 평가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다

면평가결과와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진행한다. 실제로

한국서부발전(주)의 각 팀장에 대한 다면평가결과와 내부평가시스

템에 의하여 확인된 팀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독립변수인 각 팀장의

다면평가결과와 종속변수인 각 팀의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

며, 다면평가의 세부항목인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별로 종

속변수인 팀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다. 또한 다면평가의 어

떤 항목이 팀 성과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큰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사군, 발전사업소군, 건설사업소군으로 분할하여 군별로 상

관관계의 특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서부발전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으며, 다면평가결과는 회사 인사시스

템의 자료를 수집하고, 내부평가 결과는 회사 내부평가시스템상의

자료를 수집한다. 규정상 다면평가가 제외되거나 불안전한(동료평

가 부존재, 상사평가 부존재등) 팀을 제외하고 3개년치 219개의 자

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면평가결과는 팀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상사평가평는 결과는 팀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료평가 결과는 팀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하평가 결과는 팀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다면평가 중 상사평가 결과가 팀 성과와 가장 큰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발전사업소군에서 다면평가 결과와 팀 성과와 상관

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다면평가 결과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검

증함으로서 이론적,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

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결론부분에서 제시한다.

주요어 : 다면평가,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 팀평가

학 번 : 2015-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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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6년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공천”과 “성과연봉제”일 것이다.

2016년 4월 13일 총선에 대비하여 각 정당은 공천을 실시하였고,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전면적인 성과연봉제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공천과

성과연봉제는 모두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국민을 대변하는 국

회의원 후보의 선정방식에도 평가가 개입되어 진행되며, 공공기관에 도

입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평가에 근거하여 임금을 차별화함으로서 조직

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공천방식은 크게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

천이 당론이라고 주장하였다. 상향식 공천은 당원과 시민의 평가를 공천

심사에 주요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상부의 특정한 권력자가 국회의

원 후보를 선택하는 하향식 공천과 구별된다. 더민주당은 시스템공천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시스템 공천이란 후보자의 자실을 최대한 계량

화하여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상부의 특정 권력자가 후

보를 간택하는 방식과 구별되는 방식이다.

상기의 “상향식 공천”과 “시스템 공천”은 민주적인 제도로 간주된다.

이는 후보자 추천에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부하나 동료의

평가를 후보자 추천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하 또는 동료

의 평가라는 것은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다면평가방식의 평가이다.

그러나 실제 각 정당의 공천은 전략적 공천 또는 단수 공천 등의 형

태로 상부의 권력자 또는 권력집단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당초

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방식이 아닌 기존의 상사에 의한 추천으로 공천을

함으로 인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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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면평가제도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

는 활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것이다.

2016년 4월 현재 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지

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4월 이전에 도입하는 기관에게는 월봉의 50%

를 지급하고, 5월까지 도입하는 기관에게는 월봉의 25%를 지급하고, 6월

까지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게는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주고, 또한 기준임

금을 동결하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다.(출처 : 전기신문, 2016년 4월 28일

1면)

문제는 적정한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것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느

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다면

평가가 적용될 수 있겠느냐가 논점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

부의 권고안에는 평가기준에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치권에서나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방법으로 다면평가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다면평가가 실제로 조직성과와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한 어떤

평가항목이 조직성과와 가장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가지고 본 연구에 임하였다.

다면평가제도는 1990년대 후반 들어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지

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공부분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연공서열과 정실주

의 인사에서 벗어나 실적과 능력에 중점을 두는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

한 것이었다.

다면평가제도는 1990년대 후반 들어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지

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공부분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연공서열과 정실주

의 인사에서 벗어나 실적과 능력에 중점을 두는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

한 것이었다.

다면평가는 360도 평가, multi-rater feedback, multi-source assesment,

multi-perspective rating, full-circle feedback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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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본래의 근무평정이 상사에 의한 일방적(one direction)인 평정

으로 연공서열주의, 관대화 경향, 편견 등의 문제가 있어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수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면평가제도는 2005년 공공기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

영됨으로서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조직은 직원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도입하였지만, 일부 기관들은 인사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의 경우 다면평가 결과를 통해 직급별, 직군별 하

위 일정비율은 승진대상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다면평가가 신

중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도입되어 운영된 기간이 길고 인사에 활용되는 등 주

요한 제도로 자리 잡은 다면평가가 실제로 조직성과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다면평가 결과와 팀

성과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제도도입의 취지

(조직성과 제고)가 발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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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서부발전(주) 소속 직원 중 교육, 장기파견, 2개월

미만 보직자 등 다면평가 평정제외자를 제외하고 상사, 동료, 부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팀장급 직원의 평정데이타를 수집하여 독립변수

로 활용하였으며, 사내 내부평가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팀 성과를 종속변

수인 조직성과로 설정하여 실증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본 논문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로서 국내외 연구논문

과 각종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정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가설을 설정

하고 변수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한다. 또한 가설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

하여 자료수집과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표

본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각 변수별 기초통계분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제 5장은 결론으로서 본 논문

의 연구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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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제 1 절 한국서부발전의 다면평가제도와 팀 성과평가

제도

1. 다면평가제도

한국서부발전(주)는 다면평가제도를 2005년에 도입하였고 2006년에 시

범 운영되었다. 이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다면평가제 도입근거는 상사의 일방적 평가로 인한 평정의

객관성,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피평가자의 납득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다면평가제도 도입의 목적으로는 인재 발굴, 육성 및

성과주의 인사의 실현으로 정하였다.

세부적인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단 평가대상 및 평가자는 아래와 같다.

〔표2-1〕 다면평가 평가대상 및 평가자

평가대상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

팀(부)장(3직급) 처(실)장 팀(부)장 4,5,6직급

과장(4직급) 처(실)장,팀(부)장 과장(4) 5,6직급

평가요소 및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2-2〕 다면평가 평가요소 및 비율

구 분 의식평가 능력평가 업적평가 리더십 평가

반영비율(%) 20% 20% 30% 30%

평가시기는 10월말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중 년 1회 근평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가비율 및 점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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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다면평가 평가비율 및 점수

등 급 A B C D

인원배분 비율 30% 30% 20% 20%

평가결과 평정자별 가중치 및 최종점수 산출비율을 아래와 같다.

〔표2-4〕 다면평가 평정자별 가중치 및 최종점수 산출비율

구 분 상사 동료 부하

3․4직급 승진대상자 50% 30% 20%

평가시기는 10월말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중 년 1회 근평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자가 동일직급, 동일직군별, 평가항목별로 상대평

가에 의하여 진행한다.

평가결과 직군별, 직급별 하위 20% 이내인 경우 사업소장 추천대상인원

및 승진서열명부 서열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06년 시범운영결과 실제로 대규모의 승진탈락자가 발생하여 실질적

인 승진자격 다면평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실지로 40명

의 탈락자가 발생되어 제도도입에 따른 격렬한 저항이 발생한 것이 사실

이다.

아래는 탈락자 세부현황이다.

〔표2-5〕 3직급에서 2직급에로의 승진 탈락자

구분 승진자(9명) 탈락자(6명)

사무 ‘00(1), ’01(1) ‘00(1), ’01(1)

기술 ‘96(1), ’97(2), ‘00(4) ‘97(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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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다면평가 개선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세부내용

▪피평가자

▪2,3직급에의

승진대상자

(‘06년 206명)

▪2,3,4직급

전체

2,3,4직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승진시

서열명부 하위 20% 제외자는

승진대상자간비교하여 결정

(직군별,직급별)

단, 1직급에의 승진대상자는
승진 참고자료로만 활용

▪평가비율

(인원배분)

▪A (30%),

B (30%),

C (20%),

D (20%)

▪A (20%),

B (30%),

C (30%),

D (20%)

상위 평가비율 감소로 대상자

간 순위 차별화 용이

▪평정자별

가 중 치

▪상사 (50%),

동료 (30%),

부하 (20%)

▪상사 (40%),

동료 (30%),

부하 (30%)

상사평가 비중 감소로 평가결과

왜곡 소지 최소화

〔표2-6〕 4직급에서 3직급에로의 승진 탈락자

구분 승진자(17명) 탈락자(34명)

사무 ‘92(2), ’94(1), ‘96(1) ‘97(1), ’00(3)

발전
‘91(2), 92(1), ’93(1), ‘94(3),

’95(5)

‘78(1), ’79(1), ‘81(1), ’83(1),

‘90(2), ’91(2), ‘93(1), ’94(1),

‘95(1), ’97(3), ‘98(2), ’99(4),

‘00(7)

토건 ‘95(1) ‘90(1), ’97(1), ‘00(1)

이에 아래와 같이 개선을 하였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승진대상자의 하위 20%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 실질적인 다면평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평정자별 가중치는 상사 40%, 동료 50%, 부하 10%로 변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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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다시 상사 40%, 동료 40%, 부하 20%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대량의 승진탈락자가 발생한 이후 충격이 너무나 커서

이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두려움이 크고 상대평가로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인 실질적인 다면평가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 수집한 평정데이타는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진다.

2. 팀 성과평가제도

발전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조직의 설립 목적과

중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BSC 관점의 연간 목표를 수립하고, 전 조

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달성을 추구하고 있

다. 한국서부발전(주)은 업무의 고유성격에 따라 조직 유형을 본사군, 발

전사업소군, 건설사업소군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별

도의 내부평가군으로 구성된다. 이들 평가단위내에는 기능별 처실이 존

재하며 각 처실은 여러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회

사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하여 업무계획을 수립

하고 매년 그 달성정도를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대외적으로 평가받고 있

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매년 초에 조직전체에 대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를 토대로 전 조직이 참여하는 내부평가 공청회 등

을 통하여 평가단위를 확정짓고 당해 연도 달성목표를 설정한 후 1년 동

안 전사적인 목표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익년도 초에 KPI에 대한 목표달

성도 등이 확정되면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다. 팀의 성과지

표는 기본적으로 상위조직의 KPI와 연동되며(공통지표) 팀의 고유 업무

중에서 핵심 업무(고유지표)로 구성되어 팀의 고유기능에따라 상이하다.

또한 실적치의 계량화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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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나눌 수 있다.

팀 내부평가는 팀의 상위부서인 처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연말실적을 기준으로 계량지표는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확정되며

계량지표는 처실장의 평가와 사내평가위원의 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그 비중은 처실마다 달리할 수 있다. 예컨대 본사 경영기획처

의 2013년 팀평가 시행(안)에 따르면 사내평가위원 60%와 처장평가

40%의 비중으로 비계량보고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는 팀 평가 결과를 직원 급여의 인센티브 지급률 확

정에 반영하는 등 성과보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 차등 지

급률(100%기준)에서 팀평가 결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직마다 상이한데,

직원의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의 비율로, 차장이상 간부는 최소

10%에서 20%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림 2-3] 서부발전 팀 내부평가 절차

팀 KPI 확정

⇨

성과 모니터링

⇨

확정평가

⇨

성과시스템반영

▪전사 KPI 및

처실 KPI반영

(공통지표)

▪팀고유지표

확정 및 공개

▪성과관리시스템

월별실적입력

▪부진항목 수시

점검 및 개선

▪계량지표 : 성과

관리시스템 점수

산출

▪비계량지표 :

처실장 및 사내

평가위원 평가

▪평가결과 전직원
에게 피드백

▪성과연봉 차등지급
(비중 :10~30%)

성과관리

담당자
성과관리 담당자 처실장+사내평가위원 성과관리 담당자

팀 평가는 처실내 조직수에 따라 상대평가 하도록 되어있으며 조직수

별 배분 기준 및 환산 점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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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조직수별 환산 점수표

조
직
수

순
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80.00 86.67 90.00 92.00 93.33 94.29 95.00 95.56 96.00 96.36 96.67 96.92 97.14

3 60 73.33 80.00 84.00 86.67 88.57 90.00 91.11 92.00 92.73 93.33 93.85 94.29

4 60 70.00 76.00 80.00 82.86 85.00 86.67 88.00 89.09 90.00 90.77 91.43

5 60 68.00 73.33 77.14 80.00 82.22 84.00 85.45 86.67 87.69 88.57

6 60 66.67 71.43 75.00 77.78 80.00 81.82 83.33 84.62 85.71

7 60 65.71 70.00 73.33 76.00 78.18 80.00 81.54 82.86

8 60 65.00 68.89 72.00 74.55 76.67 78.46 80.00

9 60 64.44 68.00 70.91 73.33 75.38 77.14

10 60 64.00 67.27 70.00 72.31 74.29

11 60 63.64 66.67 69.23 71.43

12 60 63.33 66.15 68.57

13 60 63.08 65.71

14 60 62.86

15 60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최상위(1등)은 100점, 최하위는 60점으로 하고

중간순위는 100점과 60점 사이를 균등 배분한다. 다만, 대상이 2개인 경

우 90, 70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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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면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다면평가 고찰에 앞서 성과평가를 해야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2016년 1월 17일 일요일 오후 TV에서는 “KPOP스타5”가 방송되고 있

었다. 거기서는 두명씩 이루어진 두 팀이 노래실력을 겨룬다. 두 팀의 공

연이 끝나고 나서 심사위원들의 격렬한 평가를 거쳐 다음 경연장으로 갈

팀과 탈락팀이 결정되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흔히 적용되는 대결방

식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평가방식에 대단히 열광한다. 실력을 겨루고 승자와

패자가 바로 결정되는 방식에 만족해한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경쟁

과 평가에 대해 익숙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아

주 당연한 것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그날 승리를 한 팀원들의 얼굴 표정은 밝지 않았다. 공연을 하

고 평가를 기다리고 그 결과를 미리 알지도 못하는 과정을 겪으며 적잖

이 긴장도 했을 것이고, 일견 승리를 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것은 종국

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음 경연에 참가하는 자격이 주어지

는 것에 불과하다. 또 다른 강력한 경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판정결과에 대해서 관중들의 반응은 갈렸다. 승리한 팀이 잘 했

다는 쪽과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양분되었다. 내가 보기에도 어느

팀이 우월한지를 판단하지 못하겠다 싶었다. 심사위원들도 우월을 결정

하는데 몹시 곤란을 겪었으며, 심사위원간 격론이 일어났음을 실토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승리팀과 패배팀을 나누어야(차

등화)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성과를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 다음 경연장에 진

출할 권리를 얻든 아님 상여금을 좀 더 받든 승진을 하던 하는 성과평가

에 따른 차등화는 우리사회에 보편화된 삶의 방식이다.

분명한 것은 경쟁에 참여한 팀원들이나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평가단

이나 관중들은 뭔가를 차등화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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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또한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장면은 2016년 1월 18일 케이블 TV가 재방송한 안토니오 실

바와 마크 헌트의 격투기 시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둘은 서로 친

한 친구사이이다. 그러나 또한 강력한 맞수이기도 하다. 둘은 역대 전적

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 그러나 일방적인 게임은 없었고 늘 박

빙을 이루었다.

그러한 박빙이 늘 사람들을 열광시켰고 이것은 계속 리턴매치를 성사

시켰다. 그날 게임에서 초반에는 실바가 우세했지만 후반전에는 헌트가

우세했다. 둘은 피가 터지게 맹렬하게 싸웠고 관중들은 열광했다. 결과는

무승부였다. 그러자 대부분 관객들이 야유를 보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격투신인지 아니면 판정결과인지 의문이 드는 순간이었다.

이렇듯 우리는 평가에 집착하고 있다. 스스로도 평가의 객체가 되면서

도 스스로 평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여기서 우리는 차별화(평가)가 인류

본연의 본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가혹한 평가(경쟁)의 예는 프로듀스101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극한을 이

룬다. 이 프로그램은 101명의 소녀를 걸 그룹 최종 멤버 선택과 데뷔를

목적으로 경쟁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Mnet에서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

으며 2016년 1월 1일에서 2016년 4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상기의 사례

와 같이 이들 참가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장기를 과시하며 승리를 위해

경쟁하며 평가는 전문가와 방송을 본 사람들이 투표를 통하여 승자를 가

르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찬반은 많이 갈리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미성

년자 소녀들을 떼로 모아놓고 잔인하게 경쟁을 붙이는 방식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학입시를 통해 이미 모든 미성년자들이 잔혹한 경쟁을 치르

고, 거기에서 솎아진 20대들도 경기불황에 따른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현

실에서 이러한 과도한 경쟁이 그다지 두드러지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기획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반응이 있다. 즉 출연자들이나 시청자

들이나 처지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 잔인한 경쟁을 즐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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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느 비평자는 소녀들의 고통과 경쟁에 감정이입을

해서 더욱 애틋하게 응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러한 종류의 방송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2016년 총선을 대비하여 새누리당에 영입된 전희경씨는 대기업이 출

연하여 운영되는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다. 그 자유경제원은 신자유주의

를 옹호하는 이론을 개발하여 대기업의 대변하는 기관이다. 그 자유경제

원은 화장실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게시한다고 한다. “격차는 자연스러

운 것이다”. 즉, 우리는 차별과 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법

안의 주된 내용은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다. 저성과자라는 단

어 자체가 성과평가를 전제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과평가결과에서 저성

과자로 분류되면 해고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계의 강력

한 요구사항으로서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여 인건비 압력을 감소하고, 직

원간의 성과경쟁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

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붙임-3의 자료는 이 내용을 알리는 신문기사이다. 본 기사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요구는 노동계 전체를 압박하려는

시도로서,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킨 연후에 금융기관으로 확

대하고, 이후 전체 노동시장에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쓰고 있다.

이처럼 성과평가 대한 요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다.(2016년 1월 29일, 매

일경제, 1면)

그러나 평범한 피고용자만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 최상위층으로는 국회의원부터 아래로

는 초등학생까지 평가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 또한 평가의 영역은 지

금도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시도였으

며, 공공기관에서는 일반직원까지 성과연봉제, 즉 평가를 통한 보수의 차

등화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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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평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급여 차등

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된 사무관들도 교육기간 평가에 따라 하위 10%

는 탈락시키는 방안을 도모중이다.

성과평가의 개략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성과평가란 구성원 혹은 집

단의 업무 수행결과를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의해 측정, 평가하고 이를

다시 구성원들에게 피드백시킴으로써 구성원이나 집단이 수행한 결과가

조직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인지시키는 과정으로서 성과평가의 목적

은 구성원들의 성과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조직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과 임금, 승진, 해고, 직무배치 등의 관리적

목적,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가 필요한 직무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개발의 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성과평가는 흔히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뉜다.

첫째 단계는 성과계획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이 달성할 업무(주요 직

무 책임, 수행할 목표 및 프로젝트), 직무수행방법(조직이 구성원에게 기

대하는 행위와 역량), 개인 계발계획등을 논의한다.

둘째 단계는 성과수행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목표와 주요 직무책임

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셋째 단계는 성과측정이다. 평가를 수행하는 관리자인 상사가 평가표

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넷째 단계는 성과점검이다. 성과 점검을 위해 관리자와 직원은 면담을

통해 관리자가 작성한 평가표를 살펴보고, 개인이 얼마나 과업을 훌륭히

수행했는지 확인한다.

성과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성과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여러 조직들이 성과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 평가 절차를 통해 개인은 지난

12개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업무를 잘 해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앞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승진 결정을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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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는 중요한 직위에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명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3) 구조 조정이나 해고 결정을 용이하게 해준다.

경제적 상황으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때, 성과 평가는 가장 우수한

직원은 유지시키고 성과수행 능력이 좋지 않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극한다.

성과 평가 시스템의 고전적인 이유이다. 성과 평가는 여러 방식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5)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한다.

목표 설정이 일관성 있게 탁월한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

리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성과 평가는 전 구성원이 효과적인 목표를 수

립하고 달성하는 데 사용된다.

6)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과 상담한다.

성과 평가는 관리자들과 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한다.

7) 보상의 변화를 결정한다.

성과 평가는 훌륭히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도구이다.

8) 코칭과 멘토링을 촉진한다.

관리자는 팀원에게 훌륭한 코치이자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

는다.

9) 인력 계획을 지원한다.

잘 운영되는 조직은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후보 진용을 평가한다.

10) 개인의 교육과 계발 요구를 결정한다.

성과 평가 절차에 개인의 계발 계획이 포함되면, 개인으로서 역량과

기술을 계발하고 회사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을지를 더 쉽게 알 수 있

다. 그 결과 승진 기회는 높아지고 해고 가능성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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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용 결정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새로 채용한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야 비로소 기업은 적합한

사람을 고용했는지 알게 된다.

12) 인사 결정에 대한 법률적 당위성을 제공한다.

충실한 성과 평가 기록은 인사 결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차별이라

고 주장할 때 반박할 수 있는 법률적인 당위성을 제공한다.

13) 조직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킨다.

성과 평가 절차는 성과에 대한 기대를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게 하

고 개인이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게 한다.[네이버 지

식백과] 성과 평가 [outcome evaluation]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한국

심리학회)

이창길은 “인적자원행정론, 2013, 법문사”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

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직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로 나

눌 수 있다고 하였다. 역량평가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평

가하는 것이고, 성과평가는 직무수행의 결과 또는 직무성과로서 인적장

원이 도출한 산출물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Armstrong & Baron,

1998 ; Heirich, 2002 ; Bouckaert & Halligan, 2008)

인적자원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평가(evaluation)와 발전(development)으로

설명한다. 평가적 목적은 평가결과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발전적

목적은 평가과정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Robert & Behn, 2003)

평가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평가는 승진·전보,이동·징계·퇴

직 등 인사조치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보수결정의 기준

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발전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평가는 개인은 물론 조직의 발

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김우호, 2006). 우선 인적자원평가를 통하여

각 개인의 우수역량, 부족역량 또는 잠재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적자

원평가는 조직이 개인들에게 요구하는 필요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

무책임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환류 기능도 갖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직무평가와 직무설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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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과정에서 상사와 부하 상호간에 직무성과에 관하여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성과평가는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기반하여 자원을 차등적으로 배분

하는 성과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곽채기 교수는 「의정활동 평가,

왜 해야 하는가. 2005. 국회보」에서 2005년 새로 도입된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 예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성과에 따라 지원예산을 차등 배분하

여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민의 세

금으로 조성된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 예산”의 가치(value for monet)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향적인 예산배분 시스템을 도입하여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

하기 위해 성과지향적인 예산배분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

인 추세라고 설명하였다. 즉,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수준에

비례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보았다.

또한 OECD는 회원국에 학교의 교육역략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

적인 방법으로 학교평가와 교원평가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들은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경쟁력 제고차원에

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평가제 역시 교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차별적으로 자원(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성과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평가받기 싫은 게 당연하다.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남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이미 남의 시선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항상 주인의 눈치

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대로 해애 한다. 자기가 싫어도 해애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설파하였다.

그러나 대세는 “평가”이다. 국가와 기업도 평가대상이며, 대학도 평

가된다. 게다가 이른바 잘 사는 국가들일수록 각종 평가제도가 치밀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시 그 이유가 무엇이든 평가를 거부하

는 이유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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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평가”가 필요한가? 런던경제대학의 마이클파워는 현대

사회를 “평가(감사)사회”(The audit society)로 진단한다. 파워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고도로 복잡해지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감소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곧, 행동과 결정을 할 때 근거가 되는 준

거점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신뢰의 저하속에

서 행동과 결정을 위해 필요한 믿을 만한 근거를 찾는 것, 바로 이 일을

평가와 감사(監事)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현대사회에서 팽배하고 있다

고 보았다.

미셀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자율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권력이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기제로서 스스로를 권력이 원하는 방

향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과평가는 자율규제의 한 방법으로서

늘 누군가 자신을 평가한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서 스스로를 규율하는

권력현상으로서 작동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는 개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화, 즉 권력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본다. 죄인은 이러한 권력의 존재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비가시성, 그게 권력이 원하는 바이자 과거

중세 시대의 왕권과의 차이이다.

권력의 가르침을 죄수들에게 주기 위해, 감옥 내에서 권력은 여러 가

지 규율을 만들어 냈다. 이 규율은 감옥 그 자체에서 새로 생성된 법이

아니다. 이미 권력이 한 개인을 사회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다른 시스

템에서 차용된 내용들이 가득하다. 학교, 군대, 수도원, 병원에서 이미 그

효과를 입증하였던 규율은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반성하게 하는데 이용한

다. 규율을 통해 권력은 인간의 신체가 아닌, 인간의 정신을 공격해 들어

온다.

길들여진 몸을 만드는 여러 기법들과 전술을 통틀어서 푸코는 '규율'

이라고 명명한다. 규율적 권력이 동원하는 세 가지 주요 기법인 "관찰,

규범적 판단, 검사"의 실례들을 예시하는데 『감시와 처벌』의 상당 부

분이 할애된다. 이 기법들이 모세혈관처럼 전 사회 영역을 관통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규율하는 사회, 나아가 인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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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과 자화상 자체를 창출하는 장소가 바로 '규율 사회'인 현대 사회라

는 것이다.

개인이 항상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복종을 유지하게 만

드는 요체다. 정보화사회의 현실이 이것을 실감나게 한다. 거리나 건물

곳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감시 카메라의 존재는 단적인 예에 불

과하다. 일찍이 조지 오웰은, 모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이 송두리째 감시

되고 사람들의 꿈과 무의식조차 '빅 브라더(Big Brother)'의 전방위적

감시체계에 의해 조작되는 초(超)전체주의 체제를 소설의 형태로 고발한

바 있다. 오웰의 소설은 물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옛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진화와 함께 우리 사회도 푸코적인 판옵티콘

(Panopticon)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국가기관의 도청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정부가 도입을 포

기하고 있지 않은 전자주민증의 경우, 한 인간의 모든 중요 이력과 정보

를 깨알만한 전자 칩에 담음으로써 국가의 시민 통제가 훨씬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규율 권력으로서의 관찰의 함의는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위성통신

감청망인 에셜론의 존재에 의해 다시 한번 입증된다. 첩보위성과 초고성

능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를 오가는 E메일, 팩스, 유무선 전화를

무차별적으로 도-감청하고 있는 에셜론은 심지어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

는 사람의 육성조차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을 사용해 디지털적으로 데이터

베이스화해 녹취함으로써 판옵티콘적 고도 감시체계를 지구적 차원에서

현실화시키면서 미국의 세계 지배의 첨병 노릇을 하고 있다.

푸코적 규율 권력의 두 번째 기법인 규범적 판단은 사회구성체의 모

든 곳을 관류하면서 개체를 부단히 비교, 분리, 계층화, 동질화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 학교, 공장, 군대, 회사 등의 모든 장

소에서 전 방위적으로 동원되는 다양한 규범적 판단들의 실례를 상기할

수 있다. 『감시와 처벌』은 그 생생한 역사적 사례들을 상세하게 설명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특히 흥미롭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 20 -

곳에서 항상적으로 규범적 판단과 만난다.

가정에서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손발을 깨끗이 씻어라", "부

모님께 효도하라", 학교에서의 "공부 열심히 해라", "주위를 정돈해라", "

떠들지 마라",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라", 회사에서의 "열심히 일하라

",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라", 군대에서의 군기 잡기, 교회나 절에서의 영

혼과 신앙을 위한 훈화 등도 푸코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몸을 주류적 가

치관과 생활 형태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규범적 판단의 연속인 것이다.

판옵티콘적 사회에서 그 누구도 이런 규범적 판단의 융단폭격으로부

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이 규범적 판단에의 동조를 거부하는

순간 그는 결격자이거나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낙인찍혀 사람대접을 못

받게 된다. 이런 규범적 판단의 궁극적 목표는 대상을 '정상화'하는 데

있으므로 정상인은 누구나 이 규범적 판단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다.

검사는 규율 권력의 두 기법인 관찰과 규범적 판단을 결합시킨 것이

다. 검사는 개개의 대상을 분류하고 객관화시킴으로써 모든 존재를 특정

한 방식으로 규격화시킨다. 나아가 검사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 축적과 등록 체계를 수반한다. 검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은 기술되고 분석될 수 있는 대상으로 정착된다. 그

결과 개인은 제재되고 조정될 수 있는 가시성의 대상으로 환원되고 만다

는 것이다. 정신병원에서의 광인이라는 범주의 탄생, 감옥에서의 범죄자

의 정립은 그 단적인 예지만 푸코의 분석은 당연히 특정 규율 권력의 기

제를 넘어서는 전체 사회적인 지평을 가리킨다.

끊임없는 판단과 검사를 통해 인간 행동의 객관화와 자료화가 달성되

며 이것이 근대 인간과학의 탄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까지 푸코는

주장하면서 『감시와 처벌』을 마무리한다. "개인은 특별한 규율적 권력

기법이 생산한 실재"라는 것이다. 이 명제는 근 현대를 추동한 서양적

합리주의의 동역학에 대한 푸코적인 바깥으로부터의 사유가 도달한 한

극점으로서, 나중에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비슷한 맥락으로 데이비드 라이언은 「감시사회로의 유혹」에서 평가

는 곧 사회적 분류라고 주장한다. IT 등 신기술 발달에 따라 모든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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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범주화 할 수 있는 시대가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일테면 검찰, 경찰

등의 사정기관은 시민들을 범죄성향에 따라 범주화 하고 싶어 하고 그것

이 신기술로 인하여 가능하여 지고 있다고 본다. 보험사는 고객들의 사

고이력을 범주화하고, 마켓팅 담당자는 고객들의 소비성향을 범주화 한

다는 것이다.

호오손 실험[ Hawthorn experiment ]을 통해 성과평가의 한 단면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호오손실험은 미국 시카고 교외의 서부 전기회

사(Western Electric Company) 호오손 공장에서 하버드 대학의 메이요

(A. Mayo)와 뢰슬리스버거(Roethlisberger) 교수의 지도와 협력 아래

1924년부터 1932년까지 8년간에 걸쳐 행해졌던 일련의 실험활동으로 여

기서는 조명실험(照明實驗)·계전기(繼電器) 조립실험·뱅크 배선(配線) 실

험 등이 행해졌다.

호오손 실험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

① 모든 조직에는 비공식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여 공식적인 권한의

명령 체계보다 작업의 습성이나 태도에 대하여 작용을 미친다.

② 대규모의 조직은 소단위(小單位)로 결합되기 쉬운 다수의 작업집단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조직 전체를 구성하는 작업집단 사이의 상관성(相關性)에 대하여

민감한 지각을 가지는 기능은 감독자가 틈틈이 살필 일이 아니라 최고

관리층이 전력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호오손 실험의 성과로는 조직을 감정의 요인이 들어 있는 인간 협동

체계로 파악하게 되고, 작업집단의 생산량을 물적 환경의 함수가 아니라

작업집단에 있어서의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로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관리자는 협동체계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탱할 수 있는

균형조건을 유지하는 기능을 통하여 사기(士氣)의 수호자 혹은 보전자가

되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만 관리자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호오손 실험 [Hawthorn experiment] (교육학

용어사전, 1995. 6. 29., 하우동설)

이상은 호오손실험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성과평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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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유추할 수 있는 통찰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인지

만으로도 성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통찰이다. 즉, 누군가 우리들을

실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상의

많은 경영자들은 그러한 통찰에서 종업원들이 늘 관찰이 되고 있고, 그

래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성과평

가시스템이 항시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고전 행정이론인 맥그리거의 X-Y이론에서도 성과평가의 근본적인 평

가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은 미국의 경영학자 맥그리거가 1960년

대 주장한 조직관리에 있어서의 인간관 또는 인간에 관한 가설 유형의

하나이다. 인간본성을 부정적, 수동적 인간형으로 보고 이를 관리하기 위

해서는 독재적 관리유형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맥그리거(Douglas M.

McGregor)가 인간본성을 두 가지로 구분한 이론(XㆍY이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X-이론은 인간은 원래 일하기 싫어하고, 보통 지휘 받

기를 좋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를 원하여 명령ㆍ지시 받은 것만 실행하

며, 야망도 거의 없다는 가설이다.[네이버 지식백과] X이론 [theory X,

─理論]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행동이론 측면에서 보자면 X 이론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적 보상(성취

감, 자존감)보다는 외적 보상(금전 보너스, 승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다 내/외를 막론하고 보상보다는 처벌회피의 유인동기가 크다. 따라서 X

이론에 입각한 경영/관리는 각자의 업무영역을 철저하게 세분화하고 각

항목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는 방식이 된다.

전통적 경영이론에서는 노동자를 X 이론에 입각하여 바라본다. 대공황

이전 개인을 컨베이어 벨트처럼 취급하던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주의가

가장 대표적이다. 자율성을 최대한 배제한 극한의 행동지침이 핵심. 정해

진 지침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달성했을 경우 돈을 주는 방식. 이 '극한

의 관리'의 결과를 숫자로 관리하고자 했던 것이 KPI와 MBO(Management by

Objectives)가 된다.

2016년 2월 1일 파이낸셜 뉴스 3면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에 확대되고

있는 성과평가의 항 방법인 성과연봉제를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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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를 직원까지 확대할 것을 기관에게 주

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공공기관은 내부 동기부여가 미흡하

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기반하여 임금,

승진, 보직이동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성과주의의 대표적인 실례일 것이

다.

이렇듯 평가 즉 분류는 대세로서 점점 더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평가가 실제로 성과를 제고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다. 이것은 흔히 평가의 객체가 사람이기 때문

에 기인한다.

박석희는 「공기업 경영평가가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 조직역

량 및 조직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중심으로, 2006」에서 기관평가제도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성관관리제도의 위상과 유용성에 대해 한편으로는 조

직성과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반대로 공

공기관의 경영혁신과 관리개선을 촉진함으로서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Downs & Larkey, 1986)고

제시한다.

이것은 성과평가는 성과제고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고정

관념에 대한 놀라운 소개이다.

그러나 박석희는 「공기업 경영평가가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

조직역량 및 조직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중심으로, 2006」에서는 성과평

가가 실제로 조직성과를 제고함을 논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첫 번째 분석대상변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영평가제도(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되고 강화된 1985년 및 1993년을 기

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정부투자기관의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의 평균값

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1년 동안의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시설관

리공단)의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서의 변동추세를 비교해 보면 지방공기업

의 경우 뚜렷한 개선추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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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안정적인 개선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두 번째 종속변수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영평가제도는 전반적으

로 공기업의 조직역량과 조직생선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은 경영평가제도의 도입(1984년) 직

후보다 경영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된(1993년) 이후 보다 유의미하다고 분

석되었다.

그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선행연구들이 논의한 바와 같

이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함으로서 조직성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공기업 성과관리제도

전반에 걸쳐 공기업의 성과책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존

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경영평가제도는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경영목표 설정 및 인센티드 제공을 통해 대리인으로서의 행태를 통제하

고, 공기업간 혹인 공기업내 간접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며, 경영상의 비

효율과 문제점을 진단·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물론 공기업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제도는 단순히 사후적 평가라는 의미를 넘어 공기

업 관리를 간접적·유인적 방식으로 변환시켰으며, 효과적인 기업지배구

조의 한축으로서 공기업 성과관리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상기의 논문은 2004년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정부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정부투자기관제도가 도입된 1984년 이

전의 조직성과의 변동과정과 이후부터 2004년까지 21년 동안의 조직성과

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조직성과는 조직역량성과와 조직산출성과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조직역량은 다시 종합경영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 사업관리 등 네 가지로, 조직산출성과는 사업실적, 고객만족도,

노동생산성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와 같은 연구범위를 설

정하여 밝힌 것으로서 성과평가가 조직성과에 유의미하다는 결론은 나름

객관적으로 실증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김주찬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직무담당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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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2014」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의 비전과 목적 및 기관 운

영 시스템 개혁에 기여했다고 본다. 기관의 조직목표 달성 및 효과적인

경영기법의 개발과 활용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경영평가 결과가 일

선 사업부서의 사업추진 방식과 예산배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경영평가가 비전과

목적 및 운영시스템 개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고

밝히면서 성과평가에 의한 조직성과의 제고가 가능함을 밝혔다.

그러나 성과평가와 이에 따르는 인센티브 차등의 성과주의가 조직성

과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한다.

카렌 펠란(Karen Phelan)은 「제가 당신의 회사를 망쳤습니다, 2015」

에서 사람을 숫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비즈니스란

사람이다. 이론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예측이

불가하고 창의적이며 의외의 행동을 하는 재능을 갖고 있으며 때로는 대

단히 독창적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영학은 부를 일궈내기 위한 도

구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담금질

하는 자들이 바로 경영 컨설턴트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객사에게 더

많은 부와 가치를 창출해주기 위해 부지런히 프로세스를 계량화하고, 성

과를 측정하고, 등급을 매긴다. 나아가 쉴 새 없이 경영이론들을 창시한

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창시한 BSC, ROI, KPI등의 온갖 경영기법과 성

과지표와 숫자들이 적용된 기업이 과연 성공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시한다.

그는 직접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며, 오히려 ‘직장의 비인간화를 중단

하고 인적 요소를 잘 관리하라’라고 제안한다. 개인의 성과를 다룰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은 이를 개인에게 맞게 처리하는 것이다. 표준화된 양식,

회의 주제, 체크리스트, 산신 등은 표준화된 종업원에게만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그런데 표준화된 종업원이 세상에 존재할 리가 없다. 경영진과

종업원은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업하여야 한다. 그는 이것이야

말로 사람을 재고자산처럼 점수를 부여하고 등급을 매겨 꼬리표를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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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보다 더 나은 경영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버릇처럼 외는 경영학의 주문 중 하나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말은 지표를 감독, 수집, 구성, 보고하

는 것이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도외시하고 있다. 그는 지표는 객

관적이지 않고 거짓말을 말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은 지표

의 취약점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때로는 이를 조작하기도 한다. 지표체계

란 자동차의 대시보드와 같다. 길을 보지 않고 대시보드만 쳐다보면 사

고가 난다라고 말한다.

지표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례를 경향신문(2016. 4. 28. 3면)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한 공공기관의 신입직원들은 입사직후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일하며 월급을 70%만 받았다. 기관이 공공기관 평

가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정원의 1%를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해야 하는데

희망자가 없자 신입직원으로 돌려막은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경영평가지료를 강화하고 실적 없는 기관장을 인

식개선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등 “성과내기”에 주력하면서 벌어지는 촌

극이라는 것이다.

그는 MIT 학부 및 동 대학원 졸업 후 딜로이트 해스킨스 & 셀즈(현

딜로이트 투시 토마츠), 제미니 컨설팅 등에서 전략, 오퍼레이션, 조직개

발, IT분야의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였다. 이후 제약사인 화이자로 이적

하여 교육부분을 담당하다가 해외조직의 IT관리 및 각종 인수, 매각등을

진행하였다. 이후 존슨앤존슨에서는 소비자 대상의 온라인 마케팅 담당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30년에 걸친 커리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

린 그의 평가는 나름 성과평가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한다.

또한 성과평가가 실제로 성과를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며, 내일신문(2016. 4. 28. 3면)의 기사를 소개한다.

상기 기사에서는 미국행정학회지를 빌려 1978년에 공공부분에 적용된

성과급제도가 준비부족과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해 1984년에 폐지되었음

을 보여준다. 또한 1981년도 미국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하여 연방정부부

처의 성과급 도입준비가 소홀함을 밝혀준다. 미국은 1989년도에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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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이번에는 고성과자에게 추가로 보너스를 지급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평가에 대한 불신과 노력에 비해 보상이 부

족하다는 불만을 해결하지 못했고, 1993년에 미국 의회에 의해 폐지되었

음을 소개한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 발생을 계기로 세 번째로 국방부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제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상호약탈식의 제로섬 보수체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커져, 2008년에 미국 감사원은 오히려 동기부여와 사기

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국

방부에 대한 성과급 적용을 폐지했음을 소개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성

과급제도는 실패한 제도임을 천명하고 있다.

내일신문(2016. 2. 1. 8)에서는 2011년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게재된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논문 「Mission Impossible? 공무원 성과급의 이상

조건과 현실 상황의 괴리 분석」에 따르면 공공부문 성과급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성과급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했음을 밝힌다.

또한 2009년 미국행정학보에 실린 제임스 페리교수의 연구논문은 〃

1977년부터 2008년까지 공공부문의 성과급을 직접 다룬 57개의 선행연

구들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이들의 결론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공부문

의 성과급은 의도했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행동론 분야에서 유명한 미국의 티모시 박사가 2010년 10월에 발

표한 논문에는 금전적 보상과 직무만족도의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힌다. 티모시 박사와 공동저자 4명은 120년에 걸쳐 발표

된 논문을 검토하고 92개 계량실험을 조사했으며 1먼 5,000명이 넘는 인

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15개 요인을 분석했

다. 그 결과 금전적 보상과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는 0.14에 불과했

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맹거스 디턴 교수도 금전적 보상이 가

지는 동기부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논문을 2010년 발표했다. 그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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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벌인 실험을 통해 소득이 7만 5,000달러에 이를 때까지는 소득증

가가 감정적인 만족을 증가시켰지만 그 이후 구간에서는 소득이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승주는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 근거이론 적용, 201

0」에서는 성과경쟁, 차별적 금전보상이 공무원에게 어떤 의미로 경험되

었는지를 검토한 결과, 공무원들은 공공조직에 내재된 구조적 제약을 강

하게 인식하고 있어 “모순된다고 판단하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과급제도(성과평가에 의한 차별적 금전보상)의 성

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응답자들의 표현을 빌면, 공무

원들에게 관료제 질서는 “큰 구조”이며 성과급제는 “작은 제도”라서, 현

실의 구조에 맞추어 성과급 제도를 암묵적으로 변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 균형이었다. 수직적 생태계 속에서는 아무리 개인을 수평화

시키려 해도 수직질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

속에서 성과급 제도를 통한 동기유발의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연구결과

에서 제도도입 취지에 진심으로 동감하고 적극 순응하는 태도가 발견되

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성과급제도는 동기유발이 아닌 성과를 인식하자

는 각성운동에 그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성과평가가 실제로 조직

성과 제고에 이바지 하는 바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통한 자원의 차등적 배분에 대한 성과주의에 대해서는 상

기와 같이 강화하려는 흐름과 의심하는 흐름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기업들이 인사고과 과정(등급제)을 통해 의욕 넘치고 행복한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현상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

갭, 어도비 시스템즈, 마이크로소프트(MS)같은 기업들은 이런 등급제

가 협력을 방해하고 직원들의 불안(인사고과 과정은 사람을 위축시킨다)

을 부추긴다는 경영의 판단으로 등급 제도를 폐지했다.

등급제를 없앤 기업들은 직원들이 자기 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

끼고 있으며 숫자에 집착하는 대신 관리자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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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 MS의 인적자원 임원인 존 리치는 MS가 직원들의 등급과 순

위를 매기던 관행이 위험 부담과 협력의 장애물이 됐다고 말한다. 2013

년 이 관행을 중단하자 팀워크가 향상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갭은 등급

제를 없애는 대신 매월 코칭 세션을 열고 직원과 관리자 간의 대화를 자

주 가졌다. 17년간 갭에서 일한 홀리본즈는 상사와 더 자주 대화함으로

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더욱 잘 파악하고 있고 등급에 대해 걱정하

는 것보다 스트레스도 덜하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성과평가시스템의 열렬한 신봉자이자 전도사였던 GE마저

이 제도를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붙임-11은 GE의 제니스 셈퍼 조직

문화혁신팀 총괄부사장과의 인터뷰를 기사화한 자료이다. 이 기사에서

GE는 잭 웰치가 도입한 “10% 룰”이 이미 폐기했음을 소개한다. “10%

룰”은 젝 웰치가 도입한 저성과자 하위 10%를 해고 대상으로 올리는 경

영기업을 말한다. 셈퍼 부사장은 “10% 룰”에 대해 요즘 같은 디지털 시

대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은 옛날애기라고 설명한다. 오히려 미국·유

럽에서는 웰치 경영지침서를 버려라(Tearing up the Jack Welch

Playbook)이라는 관용어가 통용될 정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없애는 데 어려움을 격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 인텔

은 오랫동안 10만 5,000명 가량의 직원들을 평가하고 “뛰어남”에서 “개

선이 필요함”까지 4등급으로 분류해 왔다. 데브라 존슨 인적자원책임자

는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70%의 직원 중

상당수가 평가등급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텔은

성과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테스트했다. 2년 동안 인사과 직원 1,700

명에게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피드백만 제공한 것이다.

인텔은 등급이 없어도 성과를 구별하고 보상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을 알아냈다. 그러나 인텔의 임원들은 등급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등급이 없어지면 직장에 필요한 긴장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

한 것이다. 수많은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등급 제도를 싫어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시스템을 선호한다. 인텔의 인사팀은 다시 등급을 매기

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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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업들이 직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등급은 여전히 주관적이라는 것이

다. 딜로이트는 성과 등급이 그 등급을 매기는 관리자에 따라 달라진다

는 것을 깨닫고 최근 성과관리시스템을 개혁했다.

조립식 주택 운영사인 선 커뮤니티스의 마크 파루자 인적자원부사장

은 등급의 정확성을 우려한다. 일부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퇴사할 것을

걱정하여 보너스를 최대로 주기 위하여 높은 점수를 주고, 어떤 관리자

들은 그저 편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평균 점수를 준다. 직원들은 이 등급

이 공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연간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불평

한다. 파루자는 “등급이 유익하기는커녕 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필요한 피

드백을 받지 못할 거라는 주장으로 등급제 폐지를 반대한다.

또한 성과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실제로 성과를 향

상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과

협력하는 리서치 및 자문회사 CEB는 직원 3만명을 분석한 결과 성과

등급은 성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말한다.

전기신문(2016. 3. 24. 16)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

는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의 반대사유를 보여준다. 그는 “어떻게 성과를 평

가할 것인지 성과지표가 있나요? 또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동의

가 있어야 합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노동개혁이 안 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평가에 반영해 도입한 기업은 인센

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돈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공기업 내에서 줄 세우기 문화를 확

산시키고 조직 문화를 피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 간에 협

력보다 경쟁을, 장기 비전보다는 단기 이익에 매몰되게 할 뿐”이라고 지

적한다. 성과평가에 따른 연봉의 차등을 골자로 하는 성과연봉제의 폐해

를 상식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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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7일 동아일보에는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대가 2014년 학생평가를 절대평가로 변화시켰던 바, 우려

와는 틀리게 학업성취도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기사이다.

〔그림 2-1 : 연세대 의대 발표자료〕

연세대학교는 2014년 본과 1학년 학생부터 절대평가를 적용한 뒤 학

생들 학업성취도가 올라간 것을 6일 확인했다. 학생들을 무한 경쟁시켜

ABCDF(총 13등급)오 나누는 상대평가에서 P(Pass)와 NP(Non-pass)로

만 성적을 평가하는 체제로 바꿨는데 우려와 달리 오히려 성취도가 높아

졌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의대생들에게 부족한 요소로 꼽혔던 “협동

심”과 “학습동기”까지 상승했다.

무의미한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환자 마음을 잘 헤아리는 의사”를 키

우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작한 연세대 의대의 실험은 성공함 셈이다. 미

국 상위 25개 의대와 일본 교토데 오사카 대 의대 등은 오래전부터 절대

평가를 해 왔지만 국내 의대들은 방대한 의학지식을 암기하려면 경쟁교

육밖에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다른 의대들이

노하우를 배워가고 있어 의대의 성적평가 체제 개선 움직임이 확산될 것

으로 보인다.

절대평가 도입 당시 일각에서 “경쟁을 안 하면 실력이 떨어지고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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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 할 것”이라고 했지만 기우였다. 연세대 의대가 절대평가를 도입한

건 고교 성적 상위 0.1%∼0.5%의 영재급 학생들이 들어와 열심히 공부

하는데 왜 점점 좌절감을 느끼고 세계적인 의학교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

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상대평가에서는 학생들을 무조건 줄을 세워 0.1점 차이로라도 등급을

가른다. 1∼10등은 괜찮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절망한다.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성적에 절망하곡 자신감을 잃는다. 실제로 연세대 의대가

학생들을 상담했더니 “친구들이 다 적으로만 보인다 ” “이렇게 일단 공

부만 하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의사가 될 수 있나?”같은 고민을 털어놨

다고 한다.

하지만 절대평가 도입 뒤 학생들의 학습태도나 교유관계도 점차 향상

되었다. “동료들을 경쟁자로 여기기 않게 돼 긍정적” “평가만을 위한 공

부가 아니라 오히려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반등이 이어졌다고 한

다.

이것은 최근에 한국에서 새롭게 발견된 경쟁(성과평가)이 성과(학업성

취도 등)에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사례일 것이

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최동석 아시아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

은 상대평가는 서로를 경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

라고 주장한다. 서로 경쟁하도록 해서는 경쟁력이 생기지 않으며 이것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한다.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길러야 개인

과 조직의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또한 야마다 경영으로 유명한 일본 미라이 공업 야마다 사장의 인터

뷰에서는 성과급의 실패사례로 오사카의 “아사히 솔라”란 일본 최고의

태양열 온수기 판매회사를 들고 있다. 아사히 솔라사는 직원들이 물건을

잘 팔면 돈(성과급)을 더 주었다고 한다.그러니까 직원들은 소비자에게

멀쩡한 물건을 문제가 있다고 속여서 새 물건을 팔았다. 물론 사원들은

성과를 올려서 급여를 더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가

소비자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그 회사는 망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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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성과급을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2016년 3월 삼성전자는 성과급 제도를 16년만에 대수술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목표를 달성한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TAI(목표달성장려금)과 초과이익의 20% 한도 내에

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1년에 한번 지급하는 OPI(성과인센티브) 등 두

가지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PI는 부여된 업무의 성격이나 분야에 따라 성과급이 크게 달라지는

복불복 같은 데가 있어서 임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예컨대 스

마트폰 사업부로 배치된 사원은 최대치 성과급을 받는 반면 소비자 가전

사업부로 배치된 사원은 성과급이 상대적으로 적다. 업무 능력이나 성과

와 상관없이 배치된 업무에 따라 성과급이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업무나 업종 특성에 따라 일종의 가중치인 배분율을 도입하

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성과평가는 “대세”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닌 제

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 직원들의 자부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기업

이 현재 대다수라는 것이다.

성과평가와 이에 따른 자원의 차등배분이라는 시스템은 IMF 이후 한

국사회에 빠르게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입을 가장 열심히 주장한

회사가 맥켄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맥켄지가 최근 계간지인 “맥켄지 쿼

털리”에서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성과관리제의 미래”에서

“직원 성과평가라는 연례행사가 엉터리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라고 머리글을 달았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열에 아홉은 기존의 성과평가제를 실시하고 있

지만, 현행 제도는 “직원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은 물론 “직원들로 하여금 등급 평점과 보수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평

가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도리어 업무수행을 해칠ㄹ 수도 있

다”고 맥켄지는 지적한다.

이처럼 성과평가제는 일견 조직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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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직성과 제공에 이바지하느냐 하

는 문제는 명확하지 않다. 설사 조직성과 제고에 이바지 한다고 하여도

구성원들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제도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성과평가시스템와는 달리

상사, 동료, 부하에 의한 다면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다면평가”가

대안적인 성과평가제도로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하지만 성과평가시스템 자체를 폐지

할 수는 없는 실정에서 상사, 동료, 부하평가가 실시되는 “다면평가”를

성과평가시스템으로 활용하면, 공정성이나 수용성에서 좀 더 진일보한

발전이 아닐까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다면 평가는 상사, 부하, 동료, 본인(자기), 고객 등 다양한 평가 주체

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 제도는 평가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

으로 하기보다는 성과 관리 또는 그 이상의 조직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또한 상사에 의한 단독 평가가 가져올 수 있는 관대화, 후광, 의도적

조작 등의 오류 요인과 평가자의 개인 특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정확한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다. 평가 주체 간의 관련성이 상

대적으로 낮고 각 평가 주체의 정보가 독특한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평가 주체의 점수는 자기인식 증가를 통해 성과 관리와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다면 평가를 사용한 것은 정기적인 인사 평가

제도보다는 평가위원회(assessment center)의 방법에서 유래했다. 2차 세

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첩보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한

사람의 지원자에 대해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에 참여한 것이 최초의 다면

평가이며, 평가위원회는 AT&T와 같은 사기업 조직에 전파되기 전까지

주로 장교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었다.

다면평가제도가 사기업 조직에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미국에서는

디즈니(Disney), GE 등이 리더십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해 도입했다. 다

면평가는 지금도 리더십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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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미국의 인적자원관리협회(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58%의 기업이 리더 육성과 개발

목적으로 다면평가제도를 활용했으며, 인사결정을 위한 목적에는 25%만

이 사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다면 평가가 발달하면서 평가 결과를 개발과

육성을 넘어 연봉에 반영하는 등 인사 결정에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몬

산토(Monsanto) 나 HP 등이 연봉 결정에 다면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Lance, Baxter & Mahan, 2006).

국내 기업에서는 다면평가제도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인사제도의 하나로 도입되었고, 성과주의 조직으로 변화하는 시

대적 추세를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서 사기업과 공공 조직에서 광범위하

게 활용되고 있다(한태영, 2013). 특히, 2000년대에 정부 기관과 공공 조

직은 인사 평가 혁신이 기관평가 요소에 중요하게 고려되었기 때문에 중

앙행정 기관 중 85%에 이르는 기관이 다면 평가 제도를 승진, 보직 이

동, 성과급, 포상 등에 활용하고 있다.

평가의 주체는 크게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상

사가 부하를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는 조직에서 가장 일반적인 평가 방법

이다. 상사는 조직의 관점으로 부하직원을 보고 상위층에서 하달된 업무

목표를 할당하고 지시하는 입장이므로 피평가자인 부하의 업무수행을 관

찰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평가 주체가 상사인 경우 권한 위계와 같은 방향의 평가가 이루어지

며, 전통적이며 수용성이 높고, 성과 중심 인사결정에 직접 활용이 가능

하며, 실시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평가 오류와 부정확성에 노

출되며, 단일 평가자로서 평가 오류에 취약하고, 상사의 편향에 대한 부

하의 거부감이라는 단점이 있다.

동료 평가는 자신의 업무를 직접 보고하는 상사나 보고를 받는 부하

가 아닌 피평가자와 유사한 직급에 있는 동료에 의한 평가를 말한다. 다

면 평가에서 동료 평가는 여러 이유 때문에 전통적으로 비교적 덜 쓰이

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직의 구조가 전통적인 위계조직에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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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수평조직으로 변화하면서 그 활용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Conway, Lombardo & Sanders, 2001; Greguras, Robie & Born, 2001;

Maurer, Raju & Collins, 1998). 또한 동료 평가가 신뢰도나 타당도 등의

심리측정 준거 면에서나 유용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Dierdorff & Surface, 2007).

동료 평가는 동료의 인간관계 측면의 평가에 용이하고, 익명성과 책임

성을 조화시킬 수 있으며, 팀 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한편, 구성원 사이에 경쟁을 유발하고 팀워크를 손상시킬 위험과 우정효

과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운 단점이 있다.

부하 평가는 피평가자의 직접적인 명령체계 하부에 있는 구성원이 상

사를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이다. 관리∙감독은 대개 하향적이기 때문에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 방법은 조직위계상 권력의 역전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조직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지만, 학생이 교수 강의를 평가하는

것처럼 교육 장면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부하가 평가 주체로 참여하면 권한을 위임받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관리자의 하향적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으며, 상하 간 원활한 의사

소통의 기회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부하들에게 부자연스러움과 두

려움을 야기하고, 권한 위계와 반대 방향의 평가로 인해 피평가자의 불

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상사의 직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있다.

최근에는 고객만족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는 조직이 많기 때문에 고객

을 또 하나의 정보 제공자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산

업구조도 서비스직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상당

수 조직의 구성원이 서비스 직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도 핵심기술기능(technical core)을 해외로 이전한 경우가 많아

서 상대적으로 서비스 직무의 피평가자 비율이 높다.

평가 주체가 고객인 경우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가 가능하고, 직무

수행에 관한 소비자의 견해를 알 수 있으며, 조직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무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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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 직무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피평가자가 심리적으로 반발할 가능성

이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위의 네 가지 평가주체중 상사, 동료, 부하평가에

의한 다면평가가 일반적이며, 고객평가까지 확대되어 있지는 않다.

다면평가의 유용성에 대해서 윤주명은「공무원 다면평가제 의의와 문

제점 그리고 미래, 2011, 지방자치」에서 다면평가제도 도입의 근거로 전

통적 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한계를 상당히

보완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고 설명한다.

먼저, 다면평가제도는 특정 피평가자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입

체적·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거들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상급자 중심의 중심의 단면적 평가가 피평가자에

대한 편견, 좁은 시야, 정실의 작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객관성과 공정성

의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 반해, 다면평가제도는 다원적 평가자

가 피평가자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고 평가에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의 개입 여지를 줄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다면평가제도는 오늘날 공공조직의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의 변

화를 반영하는 평가방식으로서 이를 도입함에 따라 조직의 효과성을 높

일 수 있다고 본다. 즉 오늘날 전산화, 팀제의 도입 등과 같은 업무 여건

의 변화는 상사와 부하 간 접촉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한편, 조직의 계층제적·권위주의적 성격이 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

직문화로 변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상사가 부하를 평가하는 전형적인 하

향적 평가제도의 적실성이 감소하고 대신 다면평가제도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다면평가제도는 조직성원들로 하여금 상급자 외에 다양한 사람

들을 중요 인물로 여기도록 하기 때문에 조직 내 사람들 간에 원만한 관

계를 증진하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협조, 팀워크 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다면평가제는 조직원들이 다면평가를 통해 주변의 관련자들로부

터 자신의 장단점을 피드백 받도록 함으로서 조직 내에서 자기개발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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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면평가제도는 조직원의 리더십 개발에 크

게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다면평가제도는 공공조직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고객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즉 다면평가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권력의 흐름

외에 아래에서 위로 향한 권력 및 수평적 권력관계를 추가함으로서 조직

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고객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공공조직 고객의

능동성을 높인다.

다면평가 점수는 평가 주체들이 동일한 피평가자의 직무 수행을 관찰

하여 내린 점수이므로 이상적으로는 동일한 점수를 주거나 적어도 피평

가자들의 평가 순위가 비슷해야 하지만, 실제로 각각의 평가 주체의 점

수에 대한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이러한 기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연구에서는 동료 평가와 상사 평가의 상관이 0.62, 자기

평가와 상사 평가의 상관이 0.35,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의 상관이 0.36

에 불과했고, 다른 연구에서는 상사와 부하의 평가간의 상관이 0.24, 부

하와 자기 평가의 상관이 0.19밖에 되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상

관의 크기가 다양하게 나왔는데 상사와 동료의 평가는 0.79까지 양호하

게 나온 반면에, 부하와 자기 평가 간의 상관은 0.14에 머물렀다.

또한, 다면 평가에 관한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meta analysis) 결

과를 보면 평가자 간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상사의 부하 평가가 가장 높

다. 상사의 평가는 평가자 간 신뢰도가 0.50이며, 동료 평가의 신뢰도 평

균은 0.37, 그리고 부하의 상사 평가는 0.3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한태영, 인사평가와 성과관리, 2013)

평가 주체마다 평가 점수가 다르고 그들의 점수 간에 상관이 애초에

기대한 것보다 높지 않다는 점은 다면 평가의 결과를 과연 정확한 평가

점수로 수용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낮은 상관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상관이 낮

은 현상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은 각 평가 주체의 목표지향적 동기의 차

이를 생각할 수 있다.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는 조직의 목표는 평가 과

정에서 구성원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다를 수 있다. 다면평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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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따라 조직과 개인이 충족하고자 하는 목표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또한, 각 개인의 경우에도 다면 평가를 통해 상사가 얻고자 하는

것과 부하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이런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이 다르면 평가자들이 고성과자에 대한 심상(心象)이나 직무

수행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는 점을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피평가자

는 평가자에게 있어서 동일한 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사로서 피평

가자에 대한 직무 수행의 개념과, 피평가자가 동료로서 다른 동료를 평

가할 때 생각하는 직무 수행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직무 수행

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기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이론적 이슈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실제 평가 전에 각 평가 주체가 특정 피평가자를

관찰할 기회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나타난다. 인지적으로 평가자는 판단

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각 평가자는 정보 수집의 기회

가 다를 수 있다. 또한 두드러지게 관찰할 수 있는 직무 수행 차원이 평

가 주체마다 다르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다면평가는 여러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

는 민주적이라는 정당성 때문에 다면평가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

제도는 다면평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밑으로부터의 평가(상향식)로 후보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다방면의 평가결과를 중시하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에서 하위 20%의 현역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

하는 심사에서도 동료 간의 다면평가가 가장 주요한 기준이 되었음을 언

론에서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천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새누리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에서나

당초 약속과는 틀리게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하향식공천이 이루어지

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는 늘 이런 평가방식의 갈등이 있어왔다. 하향식

공천은 기업에서 상사에 의한 근무평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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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공천은 부하나 동료의 평가를 공천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현재 공

공부분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면평가방식의 모습을 보인다. 상향식 공천

은 당원과 시민들의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더욱 평가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는 정답이 없을 것이

다. 그러나 늘 민주적이고 공정하다는 이유로 다면평가방식을 주장하나

실제로는 하향식 평가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시에는, 아직까

지 한국은 하향식 평가방식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면평가가 조직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

이다. 즉, 다면평가가 기존의 하향식 근무평정방식보다 조직성과에 보다

더 유의만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

사에 의한 평가보다 동료나 부하에 의한 평가보다 조직성과와의 상관관

계가 더욱 강하게 나온다면, 대안적 근무평정방식으로서 다면평가방식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면평가는 공기업의 승진심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의

2016년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을 사례로 소개한다. 2016년 1(을) 직급 및

2직급(부장급) 승진인사를 추진하면서, 서부발전은 승진심사위원회를 구

성하였다. 승진심사위원회는 1갑 3명, 1(을) 3명, 2직급 9명, 3직급 1명으

로 총 16명으로 구성하였다. 심사대상이 1(을)직급과 2직급임을 감안하

면, 심사위원중 1갑 직원은 상사평가를, 1(을) 및 2직급은 동료평가를, 3

직급은 부하평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경영진은 다만 승진심사위원

회에서 근무평가 점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심사한 배수(흔히 3명

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2배수를 추천한다) 이내에서 승진자를 결정함을

감안할 시에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인사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았을 때, 심사위원의 구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승진심사위원회

의 구성에 다면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그만큼 다면평가가 상

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보다 좀 더 객관적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다.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상사, 동료, 부하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면접을 실시한 결과, 팀장에 대한 다면평가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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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이에 다면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독립변수일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다면평가제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서경제

도이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로, 대성권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임무를 담당한 기구는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이며, 조선 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이다. 왕이 관리를 임명하고자 할

때 관리의 본가, 외가 4대 조상의 행적을 조사하여 관리 임명에 동의를

하는 기구이다. 왕이 총애하는 사람을 관리로 임명하고자 할 때 낭사와

어사대에서 합리적 사유를 들어 거절하면 왕은 이를 따랐다. 이에 왕권

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서경권 [署經權]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2001. 12. 10., ㈜신원문화사)

조선시대 암행 감찰제도인 암행어사도 다면평가적 요소가 있다. 당시

지방관리의 근평은 관찰사가 시행하였으나, 왕은 일방적인 상사평가만을

신뢰하지 않고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그들의 평가를 참고하였던 것이다.

파견된 암행어사는 주로 젊은 하급관료였으며, 이는 동료평가나 부하평

가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다면평가가 대안적 인사평가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승계는 「대안적 인사평가제도 : 다면평가의 한계와 과제, 현상

과 인식, 2005」에서는 다면평가가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주어지는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관점의 정보가 수집이 가능하

므로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주관적 편견이 적고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

고 납득성(acceptability)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와 실태분석을 근거로 들며 다면평가의 가장 중

요하고도 본질적인 목적은 관리자의 능력과 리더십 개발임을 강조하면

서, 단기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승진이나 성과급, 직책 관

리를 위한 업적관리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애트워트(L. Atwater)와 왈드맨(D. Waldman)에 의하면 장점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즉, 다면평가 결과가 업적평

가에 활용될 것이라는 것을 평가자가 알면 피평가자의 개인신상에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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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주거나 보복이 두려워하여 점수를 후하게 주는 관대화 경향

(Leniency effect)을 보이거나 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피평가자의

노력집중,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긴장과 갈등초래, 직속상사의 평가비

중 감소에 따른 평가책임의식과 부하육성의지 저하 등을 수반하게 된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규창과 김판석등에 의하면 가능한 한 먼저 개발목적

으로 도입하여 360도 피드백에 조직구성원들이 좀 더 익숙해진 후 그 유

용성이 입증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확보될 때 업적평

가 목적으로 전환하거나, 또 다른 대안으로 안희탁은 초기에 개발목적과

업적평가를 일정비율로 연계하다가 점차 업적평가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은 다면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70개국, 5만 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하는 인사부분 수석 부사장 라즐로

복(Laszlo Bock)은 2016년 4월 11일 The Huffington Post와의 인터뷰에

서 구글의 다면평가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대단하면서도 무서운 업무다. 1년에 두 번씩 10∼15개의 질문을 토대

로 상사에 대한 조사를 한다. 상사가 특정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지

평균인지 혹은 낮은 평가를 받는지 운영자들이 쉽게 볼 수 있다. 코멘트

칸에 글을 쓰면 상사는 물론 상사의 상사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직원 입

장에서 이 조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익명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상사 입장에서 두려

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급여나 승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이지 위협적인 도구가 아니다”

상기와 같이 구글은 “익명성”과 “급여나 승진”과의 연계를 없애는 형

태로 다면평가 중 상사평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다면평가

활용에서 깊은 통찰을 주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윤주명은 이승계는 「공무원 다면평가제 의의와 문제점 그리

고 미래, 2011, 지방자치」에서 정권의 성격에 따라 다면평가 활용이 변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본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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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던 다면평가제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그 활용에서 변화를 보이

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2009년까지만 해도 다면평가제는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교육훈련등에 활용되었으나, 행정안전부가

2010년부터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다면평가는 기관이 자율로 운영하고, 공무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승진이

나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근거 자료가 아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면평가제의 문제점을 내생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한다. 다면평가제의 내생적 한계로는 먼저, 다면평가제는 공공조직의

근간이 관료제모형에 있는 한 조직속성과의 불일치성을 내포하고 있다.

관료제 조직의 기본적 권력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의 통제방식이 구조화되어 있는 바, 하급자에 의한 상급자 평가,

동료평가 요소는 이러한 관료제적 성격과 조화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다면평가제는 상급자의 권위 훼손, 상급자의 방어적 태

도 조장, 조직통제 효과감소 등이 지적된다.

다면평가제의 두 번째 내생적 한계는 피평가자로 하여금 일종의 합리

선택적 행위로서 업무 자체보다 다원적 평가자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에 관심으로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태는 이 제도하

에서 생존하기 위한 조직성원들의 자연스러운 적응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데, 그 결과 다면평가제도는 “인기투표”적 성격을 가진다고 비판된다.

다면평가제의 세 번째 내생적 한계는 객관성과 정확성의 한계를 지닌

다는 점이다. 다면평가는 평가자를 다원화 해 일종의 평가결과의 상호주

관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 완전한 객관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즉 개별 평가자가 평가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자의

수를 늘린다고 평가의 오류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면평가제는 그 운영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평

가비용의 과다성, 평가자 교육훈련의 부족, 평가기준의 문제, 청탁의 가

능성 상존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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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다면평가제도가 지금의 상태로 마냥 머물러 있으란 법은

없다고 본다. 조직의 문화와 구조가 더욱 민주적으로 변화되고, 다면평가

제의 유용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용도가 확산되는 동시에 제도시행에

대한 정치적 의도성을 가능한 한 배재할 때, 다면평가제는 지금보다 훨

씬 넓고 심도 있게 공공조직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6년 3월에 삼성전자는 인사제도를 변경하면서 승진과 보상을 위한

평가에 다면평가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종전까지는 부서장에 한해서만

다면평가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전 직원을 다면평가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부 경쟁이 아니라 내부 협업이 이뤄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

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삼성전자가 가지는 한국 내에서의 위상으로 미루

어 보면 이러한 인사정책의 변경은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

인다. 이것은 다면평가가 기존의 리더십 배양 등이 목적인 것에서 인사

나 급여까지 확대되는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례인 구글을 보겠다. 구글은 팀을 프로젝트에 따라 구성한

다. 똑같이 OS인 크롬과 아드로이드가 각자 자기 목표를 가지고 경쟁해

왔다. 팀 간 스카우트도 하고, 채용도 팀 별로 이뤄진다. 동료들이 360도

평가(다면평가중 동료평가) 평가를 하면서 가장 좋은 피드백을 받은 사

람이 리더가 된다. 그래서 승진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다고 한다.

선진기업의 또 다른 다면평가 사례를 살펴본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잭 웰치의 “10% 룰”를 버린 GE가 현재 채용하고 있는 인사 시스템인

“GE PD(GE Performance Development)”을 소개한다. 이 제도는 우선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임직원 평가를 수시 평가로 전환했다. 여전히 직

원들은 평가 대상이다. 과거에 비해 더 자주, 더 다양한 사람들이 직원을

평가한다. 즉 상사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수시 평가는 모든

직원이 언제든지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피드백들이

모여 추후 직원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세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회사들이 다면평가제도를 수용하

고 있음에 따라 실제로 다면평가제도가 조직성과와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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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016. 1. 30. 23면) 기사에서는 최근 성과평가에 의한 급여의

차등화(성과연봉제)가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것은 곧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높은 생산성을 위한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일

방에 의한 평가가 아닌 다면평가가 대안적인 평가방법인지 여부를 확인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2016년 기획재정부에 의해 공공기관에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통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성과부진자

선정에 다면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2-3 : 공정인사지침 정부 권고안〕

이에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와 조직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실증

적으로 탐구하여 어느 항목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은, 기존

의 상사의 일방적인 평가방식으로 근무평정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동료나 부하평가를 근무평정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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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20대 총선의 공천이 완료된 2016년 3월 28일 현재의 공천방식

을 보면 크게 기존의 전통적인 상사에 의한 근무평정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진보적 방식인 다면평가 형태의 상향식 경선

제도가 크게 이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라

는 형식으로 주장한 상향식 공천방식과 더민주당의 직전 대표인 문재인

대표의 “시스템 공천”은 모두 당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공천자를 선

택하는 다면평가형식의 공천방식이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상

향식 공천을 주장한 이유로 민주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

다.

3김 시대에는 권위적인 당대표의 일방적인 공천이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졌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후 여당이나 야당이나 위로부터

의 일방적인 공천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시류가 형성되었다.

이에 공천 이전부터 여당 및 야당을 가리지 않고 밑으로부터의 상향

식 공천을 하겠다는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상향식 공천은 사라졌다. 유일하게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순

번을 정함에 있어 중앙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공천이 이루어

졌을 뿐, 나머지 정당들은 “단수공천” 또는 “전략공천” 등의 이름으로 하

향식 공천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공천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격렬한 반대에 봉착했는데, 그

것은 권력자의 일방적인 “사천”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비민주적이고

공당의 공천을 권력자 개인의 입맛에 따라 정했다는 반발이다.

여기서 유서 깊은 하양식 공천(기존의 전통적인 상사에 의한 근무평

정)과 상향식 공천(다면평가 요소가 가미된 방식) 사이에 투쟁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통찰할 수 있다고 본다면 너무 큰 비약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최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도 상사 일방에

의한 평가방식과 다면평가방식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시에 공공기관에서 성과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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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면평가를 도입하여 승진, 보직,

성과급 등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이전에 다면평가가 조직성

과와 인관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와 각각의 평가가 조직성과와 어떻게 상

관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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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공공부분의 조직성과는 조직 및 구성원들이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을

위해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의미한다(박중훈, 1999). 성과는 기과의 목표

와 임무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산출물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

였다(이세구, 최순영, 김지영, 2001). 이러한 성과는 경제성, 생산성, 효과

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직은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적으

로 결합시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펼쳐나간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

의 중간적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게 된다.(윤태익, 2007)

조직성과에 대한 선행이론을 살펴보면, Price & Mueller(1968)는 조직

성과를 목표 달성도라고 정의하고, 여기에서 목표란 조직이 현재의 활동

범위를 통해서 추구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목표달성 변수

로서 생산성, 사기, 조직규범과 업무의 적합성, 동조성, 외부환경의 지지

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성과는 조직의 목표와 조직구성원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신유근, 1985)

Rainey & Steinberg(1999는 조직성과를 조직이 임무를 추진하는 행정

적·운영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성과라고 정의하면서 조

직은 조직 및 그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한대로 그 임무를 달성하거나 성공

적인 방법으로 목표의 달성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Katz & Kahn(1978)은 조직은 조직의 순환과정에 따른 결과물로서 수

익의 극대화 정도를 조직효과성으로 정의하고 있다(윤태익, 2007)

조직성과는 크게 인적자원 결과, 조직 결과, 재무적 결과로 구별할 수

있다(Dayer & Reeves, 1995). 인적자원에 의한 결과는 근로자의 태도와

행동이 조직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조직결과는 생산성, 고객지향성 등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며, 재무적 결과

는 조직의 매출액, 순이익 등 계량적인 지표를 포함한다.

박석희는 「공기업 경영평가가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 조직역

량 및 조직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중심으로, 2006」에서 조직성과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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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조직생산성으로 유형화하였다.

조직성과(organizational competence)이란 Selznick(1952)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후로 조직성과 달성에 요구되는 조직의 제반 능력(capabilities)

이나 특성(characteristics)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개

방체제 관점에서 볼 때 조직역량은 환경과 우호적인 자원의 흐름을 유지

함으로서 획득되는 조직의 장기적 성장과 생존을 위한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조직의 지속적인 혁신과 효율화를 통해 증대될 수 있

다. 조직은 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는데(Miles et. al., 1974)

이에 따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조직간에도 조직역량이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Andrews, 1971 ; 이장호, 1999; 조남신, 1999 ; Snow &

Lawrence, 1980 ; Moeden, 1997), 이것이 궁극적으로 조직생산성 혹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조직역량이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조직에 있어 이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관심은 최근 들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김병국·권오

철, 1999). 즉 공공부분에서 조직성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것

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조직역량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

행 기관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의 주요차원으로서 조직역량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다. 물론 조직역량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이 조직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분

석으로 시도하고 있다.

김병국·권오철(1999)은 역량을 개인이나 조직의 현재 및 장래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제반 보유능력으로 정의하면

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크게 조직구성원 영역, 조직구조적 영역, 조직

문화적 영역으로 구분한 바 있다. 또한 Snow & Lawrence(1980;321)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의 핵심역량을 종합경영, 재무관

리, 마케팅/판매, 시장조사, 제품연구/개발, 순수 및 응용엔지니어링, 생

산, 분배, 법적 소송, 인사관리 등 10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바 있다.

조직생산성(organizational productivity)은 일반적으로 조직활동의 결

과로서 산출되는 조직목표달성도로서 조직외부 차원의 조직성과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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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흔히 조직성과나 조직효과성 등의 유사용어들과 혼용되기도

한다. 조직성과에 관한 논의를 집대성한 Van de Ven(1976)은 조직성과

를 조직의 효율성(투입비용 대비 산출효과), 생산성(조직의 목표달성도),

구성원의 행태특성(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이직의도 등)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조직성과는 매우 다차원적 구성개념

(multidimensional construct)이며 그 중에서 특히 조직생산성은 조직산

출성과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직성과, 조직생산성, 조직효과성에 관한 정의는 다

소 상이하다. Venkatraman & Ramanujam(1986)은 기업성과를 재무적 성과

(financial performance), 사업성과(business performance), 조직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으로 구분한 바 있다. 또한, Campbell(1978: 357-359)은 조직효과성

(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의 측정변수로서 총체적 효과성, 생산성, 능률,

사고율, 성장률, 결근율, 이직율, 직무만족, 사기, 조직몰입, 갈등/응집도,

인적자원가치, 참여 등 30개의 변수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Gaertner &

Rammaryan(1983: 97-107)은 개념의 이용의도(일반적 혹은 조직특수적)

와 초점(과정 구조 혹은 결과)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조직효과성모형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조직생산성은 조직의 목표달성도와 같

은 조직의 산출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효율성이 가미된 개

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조직생산성은 다양한 조직성과의 차원들

중에서 산출측면과 효율성이 복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직생산성의 개념 구성요소 측정방법 등은 조직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가

정에 따라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조직생산성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준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공공조직이

지닌 가치의 다원성이나 조직목표의 추상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조

직생산성은 재무적 성과는 물론 비계량성과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조직생산성을 몇 가지 변수만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기업은 이윤극대화가 아닌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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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조직생산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공기업의 조직생산성을 수익성은 물론, 생산적 효율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다 넓게 정의하였다. 조직생산성을 이와 같이 정의하게 되면

이것은 조직산출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공기업의 수익성과

요소생산성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재무적 관점

에서의 수익성지표와 생산성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비계량성과

의 경우에는 개념이 지니는 이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분석

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다면평가제도의 도입목적이 개인의 역량개발, 조직문화의 변화 등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성과제고에 있기 때문에 조직성과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성과를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몰입도등의 인

적자원에 의한 결과(행태주의) 보다는 생산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적으로

정의된 제도에서 측정된 개념으로 조작화하여 분석한다. 한국서부발전의

팀성과는 주어진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한국서부발전의 팀 성과 평가는 매년 초에 조직전체에 대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를 토대로 전 조직이 참가하는 내

부평가 공청회 등을 통하여 평가단위를 확정짓고 당해 연도 목표를 설정

한 후 1년 동안 전사적인 목표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익년도 초에 KPI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이 확정되면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정해진 절

차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다.

팀의 성과지표는 기본적으로 상위조직의 KPI와 연동되며(공통지표)

팀의 고유 업무 중에서 핵심 업무(고유지표)로 구성되어 팀의 고유기능

에따라 상이하다. 또한 실적치의 계량화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계

량지표와 비계량 지표로 나눌 수 있다.

팀 내부평가는 팀의 상위부서인 처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연말실적을 기준으로 계량지표는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확정되며

계량지표는 처실장의 평가와 사내평가위원의 평가를 합산하는 식으로 산

정하며 그 비중은 처실마다 달리할 수 있다. 예컨대 본사 경영기획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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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공공부문에서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념정의들
학자 성과평가의 개념정의

Anderson, J.
실제의 현실생활조건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측정해보고

자 하는 시도

Dye, T. 정책의 결과에 대해 학습하는 것(learning)

Epstein & Tripool 사업의 효과성 및 능률성을 측정하는 과정

Hatry, H.

특정한 정부사업이 국민에게 미친 모든 장 단기적 효과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정부사업을 체계적

으로 검토하는 것

Jones, C. 정부사업계획의 업적(merit)을 판단하는 것(judging)

Nachmias, D.

정책이나 공공사업계획이 그 대상에 미치는 효과를 달

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지어 객관적, 체계적, 실증적

으로 검토하는 것

Poister, T.
설정된 목표에 도달해가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

Rossi & Freeman

사획적 성격의 개입프로그램(social intervention

programs)의 개념화와 설계, 실시 및 효용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Vedung, E.

정부개입의 과정 산출 및 그 결과의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사후적으로 정밀하게 사정하여 미래의 실제적인

행동에 반영하는 회고적 점검작업

Wholey, J.

국가사업계획의 전반적인 효과성(목표달성도)을 사정하

는 것 또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사업의 상대

적 효과성을 사정하는 것(assessment)

출처: 김명수(2000); Vedung(1997)

2013년 팀평가 시행(안)에 따르면 사내평가위원 60%와 처장평가 40%의

비중으로 비계량보고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상기를 감안하면 한국서부발전에서 내부평가 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되

는 팀 성과는 종속변수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된다고 보았다.

설문지 조사를 통한 인식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의 목적을 의식하는

주관화의 우려로서 실증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다.

아래의 표는 박석희는 「공기업 경영평가가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 분

석 – 조직역량 및 조직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중심으로, 2006」에서 성

과평가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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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지

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다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이 중시되면서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위해 다면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운영되는 근무평정제도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이다.

기존의 상사에 의한 근무평정방식과 다면평가이다. 기존의 근무평정결과

는 승진, 보직, 보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

다. 때문에 기존의 근무평정방식에 의한 평정결과와 팀 성과간의 상관관

계가 있음을 연구한 논문은 발견할 수 있다.

고승희의 「인사제도 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충청남도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2013」은 충청남도 공무원 1,037명에 대

한 설문분석 연구에서 인사제도의 공정한 운영은 조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근무평정결과와 팀 성과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연구도 존재한다.

일단 윤승철의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준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

석, 2014」에서는 상사에 의해서 근무평정 중 역량평가항목에서 평가되

어지는 윤리수준이 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유인승의 「공기업에서 공유된 리더쉽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2015」에서 상사에 의하여 근무평정 중 역량평가항목에

서 평정되어지는 리더십 점수와 조직성과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제

시하였다.

상기 두 논문은 모두 한국서부발전의 사례를 연구한 것인데, 근무평정

이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로 구분됨에 착안하여, 역량평가 항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팀 성과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즉 역량평가 항목에서 평정된 윤리수준과 리더십 수준이 조직성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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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이것은 개인을 평가하는 근무

평정제도와 성과주의 확대를 위해 도입된 내부평가제도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있다.

이처럼 근무평정제도와 내부평가제도를 연계하여 연구한 논문은 존재

하지만, 다면평가제도와 내부평가제도를 연계하여 분석한 논문은 찾아보

기 어렵다.

이규환은 「지방공무원의 다면평가실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에서 다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방향은 다면평가제도의 도입,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연구와 공직사회에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두방향이 큰 줄기

라고 소개한다.

다면평가제도의 도입, 운영, 방법에 대한 접근을 살펴보면, 첫째, 제도

의 도입과 추진방법에 관한 연구로서 김판석 등은 다면평가 도입목적과

추진과정에서의 평가 방법 간의 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다면평가 도입의 문제점 극복방안으로 직원 참여, 평가의 익명성 보장,

업무량 증가 최소화, 평가문화의 정착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및 대인관계

기술력 향상, 정기평가를 프로젝트별 수시평가로 전화하여 평가의 적시

성 향상 등을 제시가하고 있다.

조경호 외등은 다면평가제도의 향후 개선과제로 다면평가제도의 대한

낮은 인식, 사적 지향적 인사평가에 치중, 계층간 갈등 조장, 평가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부족,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결과의 전략적 활용성

제고, 실적과 부처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델의 설계, 평가대상범위의 조

정, 사전준비 철저, 평가단 구성과 평가자별 참여비율의 합리성 제고, 평

가결과의 환류강화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면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반응에 대한 방향에 대한 연구로서는 이희

태의 연구가 있다. 그는 부산광역시청과 4개구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단

위로는 수용성, 기대효과 및 한계에 대한 반응, 평가대상 및 요소에 대한

반응, 평가자에 대한 반응,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반응, 성공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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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응분석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한 후

다면평가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다면평가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방법으로 첫째, 피평가자 및 평

가자의 수용가능성의 증진 둘째 평가과정과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비 셋째 평가문화의 정착 넷째 상사평가의 객관성과 신뢰

성 제고 다섯째 평가자 및 평가요소의 공정성, 합리성 확보 여섯째 정기

적인 다면평가의 실시를 들고 있다.

이처럼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연구의 주된 방향은 다면평가제도의 운

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우선 박석희, 김민웅의 「공공기관 다면평가제도의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201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은 설문분석 방식을 통해 독립변

수인 평가준거(평가요소 등),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 최고경영자의 지지,

사전교육등이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조직몰입, 직무만족, 자기개발)에 조

직효용성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즉,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있어 단순한 인기투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서는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평가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평가준거의 타당성 제고 및 최고경영자의 지지를 제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경호, 박천호의 「중앙행정기관 다면평가제도와 운영개선방안- 공

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2004」은 평가의 적실성을 위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합의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부처별 특성이나

목적에 따라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계의 「대안적 인사평가제도 : 다면평가의 한계와 과제, 2005」

오히려 기존의 근무평정과 다면평가의 활용목적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즉 전자는 전체종업원의 과거 업적평가를 통한 승진,

임금, 보직등의 인사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후자는 관리자들은 현재 및

미래의 능력과 리더십 개발이라는 육성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제안한다.

김정진, 박경규의 「다면평가 특성에 따른 평가결과 수용도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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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결과. 2008」은 다면평가 결과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자

기 개발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평가항목이 타당해야 하며, 둘째

피평가자가 평가자를 신뢰하여야 하고, 셋째 조직이 평가결과와 관련한

개발기회와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넷째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와 그

결과로서 예상되는 자지개발 동기는 정의 관계가 있으며, 다섯째 평가결

과 수용도와 개발동기와의 관계에서 개인차이로써 학습목표 지향성의 조

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승계의 「다면평가제도의 실효성에 관안 연구, 2005」은 다면평가제

도가 본래의 도입목적과 다르게 승진이나 성과상여금, 보직관리 등에 활

용됨으로서 기존의 인사고과제도와 혼용되면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고 보며, 다면평가의 용도를 관리자의 관리능력과 리더십 개발용으로 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기 이승계의 논문에서 다면평가제도가 기존의 업적평가(인

사고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한국의 정부 및 공공부문 조직들이 거의

예외없이 승진과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등을 위해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미국의 연방정부, GM, Morgan Stanley 등과 일본

의 이토츄상사, 일본 IBM등이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서남진은 「다면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K공사 사

례를 중심으로, 2001」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조직 내에서의 커

뮤니케이션이 확대되고 인간관계가 개선되었으며 관리자의 리더십 향상,

자기개발 노력 확대, 평가의 객관성 제고 등 조직전반에 상당히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다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들은 다

면평가제도 자체의 설계와, 방법 등에 관란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들, 그

리고 공직사회에서의 다면평가제도 시행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것이

다. 혹 사례연구가 있더라도 실태의 기술에 그칠 뿐 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나 혹은 다면평가제도의 영향분석 내지는 그 평가에 관한 연구,

특히 공직사회의 다면평가제에 영향분석 내지는 그 평가에 관란 연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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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공직사회의 다면평가제에 관란 연구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미 도입된지 10년이 경과했으며 인사에 반영하는 그룹과 반영

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겠으나 다면평가제도는 우리사회에 이미

정착한 제도로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면평가결과와 조직 성

과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접근은 향후 다면평가제도의 활용

범위를 인사운영까지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이승계 등의 주장처럼 자기

개발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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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직성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는 의식, 능력, 업적, 리더십을 대상으로 평가되는 다면평가결

과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중 세 방향의 평가 중 어떤 요인이 조직성과와 가장 주요한 상관관

계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평가군은 크게 본사군 51개, 발전사업소군 104개, 건설사업소군 64개

의 자료로 구분되는데, 어떤 군에서 다면평가결과와 조직성과와의 관련

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한다.

또한 팀 성과는 팀원수, 학력, 연령, 근속연수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면평

가결과 외에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생변수를 통제

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팀 성과를 다면평가결과의 함수

로 보고 팀을 분석단위로 하고 팀원수,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을 외생

변수로 통제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인 다면평가결과는 팀성과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팀을 분석단위로 한 인원수, 학력, 근속연수, 연령 등 통제변수

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불분명하게 왜곡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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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 팀 성과

↑

독립변수 종속변수

상사에 의한 평가

동료에 의한 평가

부하에 의한 평가

팀 내부평가 결과

통제변수

팀원수

연령

학력

평균근속연수

직군

이상의 내용을 모형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3-1〕다면평가결과와 팀 성과의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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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기존의 상사가 부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전통적인 인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동료, 상사, 부하로부터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피드백해주는 360° 피드백평가로서, 상사의 일방적 평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과

조직의 개발하는 평가제도로서 도입된 다면평가제도가 실제로 조직성과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에 근거하고 있다.

1. 가설의 설정

다면평가 점수는 평가 주체들이 동일한 피평가자의 직무 수행을 관찰

하여 내린 점수이므로 이상적으로는 동일한 점수를 주거나 적어도 피평

가자들의 평가 순위가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결과 각각의 평가 주

체별 점수에 대한 통계적인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일한 피평가자의 의식, 능력, 업적, 리더십에 대한 상사, 동

료, 부하에 의한 평가점수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

렇지 않다면, 다면평가제도를 인사관리제도로 운영할 수 없다는 자기모

순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면평가점수, 상사에 의한 평가점수, 동료에 의

한 평가점수, 부하에 의한 평가점수가 조직성과(팀 성과)와 정의 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설을 설정한다.

조직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자원을 배분하는 상사의 지원도 필수적

이지만, 동료평가의 주된 요점인 협업이 필요하고, 리더십의 영역인 부하

들의 도움이 요구되어진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H1 : 다면평가결과는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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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H3 : 동료에 의한 다면평가결과는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부하에 의한 다면평가결과는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조직성과는 기존의 근무평정방식인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

방식으로 산출되므로, 3가지 평가요소 중 상사에 의한 평가점수가 조직

성과에 가장 많은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결과가 팀 성과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본사군 및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다면평가결과와 조직성과간의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핵심인재의 편중이 많고 부서간 이동이 잦아

서 위계적 질서가 희박한 본사군보다는 보수적인 사업소군에서 다면평가

결과와 조직성과간의 영향이 강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 발전사업소군에서 다면평가결과가 팀 성과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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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α +β1 X1 +β2X2 + β3X3 + β4X4+β5Z1 +β6Z2 +β7Z3 + ε 

*종속변수 Y = 팀성과
*독립변수 X1 = 다면평가결과

X2 = 상사에 의한 평가
X3 = 동료에 의한 평가
X4 = 부하에 의한 평가

*통제변수 Z1 = 팀원수
Z2 = 연령
Z3 = 학력

2. 분석과 변수 설정

아래의 회귀분석 방정식은 조직 구성원의 다면평가에 대한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모형방정식이다. 즉,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와 두 번째로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 등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

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순차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즉 독립

변수인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 점수를 순차적으로 회귀식에 투입

시켰을 때, 종속변수인 팀 성과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3-2〕위계적 회귀분석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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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팀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이때의 팀 성과는

조사대상 표본이 되는 팀 조직의 성과물로서 매년 한국서부발전의 내부

조직에 대한 평가로 활용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내부

평가의 팀조직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매년 초에 팀조직에 대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를 전 조직이 참가하는

내부평가 공청회를 통하여 확정짓고 당해 연도 목표를 설정한 후 1년 동

안 전사적인 목표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익년도 초에 KPI에 대한 목표달

성도 등이 확정되면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 평가결과 피드백을 시

행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팀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지급률 확정 및

기본연봉 결정, 포상금 지급 등 성과보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팀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점수는 내부평가의 상위조직 성과와 팀 고유성

과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된다. 팀 성과의 경우 팀 자체성과

70%, 직상위 조직 20%, 차상위조직 10%를 반영하는데 이는 조직별 특

성을 성과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차상위 조직은 본부단

위 조직(1차 사업소)을 말하여, 이 경우 발전본부의 리더십 및 책임경영

성과를, 팀 단위 조직은 팀장의 리더십 및 혁신 성과를 반영한다. 팀 성

과지표는 재무 및 혁신, 조직장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는 경비절

감, 혁신은 팀자율 혁신과제, 조직장 평가는 경영목표달성 노력을 평가한

다. 조직장 평가에서는 통상적인 계량지표로 평가할 수 없는 팀장의 리

더십과 경영목표 달성 수준, 윤리경영 수준, 고장정지의 직접적인 발생원

인 제공 등의 팀의 비계량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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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다면평가결과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다면평가는 한

국서부발전이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다면평가 평정자료를 활

용한다. 다면평가는 3직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다면평가결과 자료 중에서 장기교육, 평가보직기간 미만, 장기파견 등

으로 평가가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3가지 모든 평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그 결과 3개년치 219개의 통계자

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본사군은 51개, 발전사업소군은 104개,

건설사업소군은 64개의 자료로 나눌 수 있다.

합리적 분석을 위하여 평가주체별 비중은 동일하게 처리한다. 2012년,

2013년은 상사, 동료, 부하평가의 비중이 4:5:1이었고 2014년 비중은

4:4:2이었으나 모든 자료를 4:4:4로 변환하여 통계에 적용한다.

다.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다면평가결과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다면평가는 한

국서부발전이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다면평가 평정자료를 활

용한다. 다면평가는 3직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사평가,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수는 크게 규모요인으로서의 팀원수와 인구통계

적인 연령, 학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변수는 조직성과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큰 대표적인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위

하여 선정하였다.

첫째로 팀원수는 팀 규모를 의미하는 외생변수로 규모요인으로 통제

하였다. 팀원수는 조직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큰

대표적인 외생변수라 할 수 있다. 팀원수를 통제할 경우 조직성과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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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설명 측정내용 변수특성

독립변수

X1 = 다면평가결과 다면평가 총점 연속형

X2 = 상사에 의한 평가 상사평가 점수 〃

X3 = 동료에 의한 평가 동료평가 점수 〃

X4 = 부하에 의한 평가 부하평가 점수 〃

종속변수 Y = 팀 성과 팀 내부평가점수 〃

통

제

변

수

규모

요인
Z1 = 팀원수 평가시점 인원수 〃

인적

요인

Z2 = 연령 평가시점 연령 〃

Z3 = 학력 입사시점 학력 〃

곡할 수 있는 외생변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연령은 유교적인 영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성과평가시 무

의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세

번째, 근속연수 역시 근속기간이 길수록 조직성과를 평가받음에 있어 유

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크므로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네 번째, 학력은

입사시 고졸부터 대학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인력구조상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를 요

약하면 아래의 〈표3-1〉와 같다.

〔표 3-1〕연구설계에 포함된 변수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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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 설계

1. 자료의 수집

가. 종속변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로 본 연구에서는 팀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

다. 이른 한국 서부발전의(주)의 경영성과 평가군별 팀별 5등급 배분에

의한 팀 평가등급(S 10%, A 20%, B 40%, C 20%, D 10%)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팀 성과는 조사대상 팀장의 3년간(2012∼2014)

소속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처 및 사

업소 단위 팀장 개인단위 다면평가 결과는 개인별 인사노무전산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독립변수인 팀장별 다면평가결과는 3년간(2012∼2014) 한국서부발전

인사전산시스템상의 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통제변수에 해당

하는 자료는 한국서부발전의 인사노무 시스템상 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하

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먼저 표본의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본사군은 51

개, 발전사업소군은 104개, 건설사업소군은 64개로 나타났다. 팀원수는

10명 미만이 64개, 10-19명이 102개, 20-29명이 29, 30명 이상이 24개로

나타났다. 연령은 45세 미만이 14개, 45-49세는 73개, 40-54세는 89개,

55세 이상이 43개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는 20년 미만이 19개, 20-25년은

80개, 25-30년은 55개, 30-35년은 40개, 35년 이상은 25개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가 58개, 전문대는 19개, 대학은 137개, 대학원은 5개로

나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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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표본특성은 아래

와 같다.

〔표 3-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팀원수

10명 미만 64 29.2

17.68(18.26)
10-19명 102 46.6

20-29명 29 13.2

30명 이상 24 11.0

연령

45세 미만 14 6.4

51.06(3.64)
45-49세 73 33.3

50-54세 89 40.6

55세 이상 43 19.6

학력

고등학교 58 26.5

-
2-3년제 대학 19 8.7

4년제 대학교 137 62.6

대학원 5 2.3

전체 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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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서부발전(주)의 본사 및 사업

소 120개의 팀의 팀장의 인사 및 성과자료(전산시스템)를 활용하였으며,

상기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포함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한 후, 변수들 간 상관

관계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진행한 통계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대소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Mean) 및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를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

(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

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기 분석을 위해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IBM SPSS 22.0을 활용하

였으며,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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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통계적 분석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Mean) 및 표준편

차(Standard deviation)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총 219명 중 본사군은 51명(23.3%), 발전사업소군은 104명

(47.5%), 건설사업소군은 64명(29.2%)으로 나타났다. 팀원수는 10명 미만

이 64명(29.2%), 10-19명이 102명(46.6%), 20-29명이 29명(13.2%), 30명

이상이 24명(11.0%)으로 나타났고, 팀원수 평균은 17.68로 나타났다. 연

령은 45세 미만이 14명(6.4%), 45세-49세는 73명(33.3%), 50-54세는 89

명(40.6%), 55세 이상이 43명(19.6%)으로 나타났고, 연령 평균은 51.06으

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는 20년 미만이 19명(8.7%), 20-25년 미만이 80명

(36.5%), 25-30년 미만이 55명(25.1%), 30-35년 미만이 40명(18.3%), 35

년 이상이 25명(11.4%)으로 나타났고, 근속연수 평균은 26.64년으로 나타

났다. 학력은 고등학교가 58명(26.5%), 2-3년제 대학이 19명(8.7%), 4년

제 대학교가 137명(62.6%), 대학원이 5명(2.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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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대소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Mean) 및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팀 성과는 평균 80.90으로 나타났으며,

다면평가 결과의 총점은 평균 104.91로 나타났다. 한편 다면평가의 구성

요소인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평균 34.77, 동료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평균 35.35, 부하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평균 34.79로 나타났다.

한편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

(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성한 다면평가 결과 및 팀 성과는 왜도와 첨도가 모두 2 미만으로 나

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반면에 통제변수 중에서 연령과 근속연

수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팀원수는 정규분포에

서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변수는 회귀분석과

같은 모수통계를 진행하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정규분포와

거리가 먼 팀원수는 범주형 변수로 더미변환을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 기술통계

변수 범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팀 성과 60-100 80.90 13.75 -0.09 -1.25

다면평가 결과 91-119 104.91 6.63 0.18 -0.86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28-40 34.77 2.95 -0.10 -0.77

동료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30-40 35.35 2.70 0.00 -0.91

부하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30-40 34.79 1.69 0.46 0.28

팀원수 2-149 17.68 18.26 4.02 20.20

연령 42-57 51.06 3.64 -0.26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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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팀 성과와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p값 0.05 이하에서

상관계수 0.141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동료 및 부

하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p값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가 높아질수록

팀 성과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다면평가 결과 총점과 그 구성요소인 상사․동료․부하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서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2〕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1. 팀 성과 1

2. 다면평가 결과 .092 1

3.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141* .929** 1

4. 동료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031 .933** .795** 1

5. 부하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067 .807** .623** .672** 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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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가설의 검증

1.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다면평가 결과를 포함하였고 통제변수로 연령, 팀원수, 학력, 직군을 포

함하였다. 한편 근속연수는 연령과 상관성이 높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

생하여 통제변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p값이 0.019이므로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또한 β가 0보다 크므로 다면평

가 결과는 팀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 p<.05). 즉 다면평가 결과가 높아질수록 팀 성과도 높아지는 것으

로 판단되었으며, 가설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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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다면평가 결과 총점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77.199 19.895 　 3.880 .000

다면평가 결과 0.359 0.152 .173 2.364* .019 1.348

연령 -0.771 0.278 -.204 -2.772** .006 1.360

팀원수(10명 미만=0)

10-19명 7.673 2.393 .279 3.206** .002 1.901

20-29명 7.405 3.453 .183 2.145* .033 1.827

30명 이상 -1.784 3.621 -.041 -0.493 .623 1.707

학력(고등학교=0)

2-3년제 대학 -0.718 3.531 -.015 -0.203 .839 1.318

4년제 대학교 0.625 2.239 .022 0.279 .780 1.566

대학원 -18.772 6.183 -.204 -3.036** .003 1.138

직군(본사군=0)

발전사업소군 1.997 2.977 .073 0.671 .503 2.948

건설사업소군 0.523 2.839 .017 0.184 .854 2.224

F=4.310(p<.001), R-square=.172, adjusted R-square=.132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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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면평가 결과 구성요소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다면평가 결과의 구성요소인 상사․동료․부하에 의한 다면평가가 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상사․동료․부하에 의한

다면평가를 포함하였고 통제변수는 전과 마찬가지로 연령, 팀원수, 학력,

직군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p값이 0.027이므로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또한 β가 0보다 크

므로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는 팀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 p<.05). 즉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가 높아질수록

팀 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가설2는 채택되었다.

반면에 동료에 의한 다면평가는 p값이 0.268, 부하에 의한 다면평가는

p값이 0.554로, 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가설3과 가설4는 기각되었다. 한편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만이 유의하게 나왔으므로 가설5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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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다면평가 구성요소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81.066 23.292 　 3.480 .001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 1.238 0.554 .266 2.232* .027 3.586

동료에 의한 다면평가 -0.696 0.626 -.137 -1.112 .268 3.819

부하에 의한 다면평가 0.453 0.764 .056 0.593 .554 2.239

연령 -0.767 0.277 -.203 -2.766** .006 1.362

팀원수(10명 미만=0)

10-19명 7.500 2.412 .273 3.110** .002 1.943

20-29명 7.708 3.483 .190 2.213* .028 1.871

30명 이상 -1.090 3.865 -.025 -0.282 .778 1.957

학력(고등학교=0)

2-3년제 대학 -0.504 3.555 -.010 -0.142 .887 1.344

4년제 대학교 1.039 2.254 .037 0.461 .645 1.597

대학원 -16.939 6.248 -.184 -2.711** .007 1.169

직군(본사군=0)

발전사업소군 1.185 3.051 .043 0.388 .698 3.117

건설사업소군 -1.147 2.997 -.038 -0.383 .702 2.493

F=3.891(p<.001), R-square=.185, adjusted R-square=.137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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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군별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직군별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군별로 표본을 분리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다면평가 결과

를 포함하였고 통제변수로 연령, 팀원수, 학력을 포함하였다. 한편 근속

연수는 전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상관성이 높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

하여 통제변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가. 본사군

먼저 본사군에서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값이 0.174로 본사군의 다면

평가 결과는 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라는 귀무가설

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사군의 다면 평가 결과는 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다.



- 77 -

〔표 4-5〕 본사군의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64.115 36.212 　 1.771 .084

다면평가 결과 0.436 0.316 .224 1.381 .174 1.476

연령 -0.784 0.716 -.189 -1.096 .279 1.674

팀원수(10명 미만=0)

10-19명 11.237 4.903 .325 2.292* .027 1.129

학력(고등학교=0)

2-3년제 대학 -3.718 14.537 -.048 -0.256 .799 1.969

4년제 대학교 5.676 9.009 .130 0.630 .532 2.377

대학원 -13.705 13.304 -.176 -1.030 .309 1.649

F=2.042(p>.05), R-square=.218, adjusted R-square=.11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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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사업소군

다음으로 발전사업소군에서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전사업소군의

다면평가 결과는 p값이 0.033으로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영향이 없

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발전사업소군의 다면평가 결과는

팀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 p<.05).

즉 발전사업소군의 다면평가 결과가 높아질수록 팀 성과도 높아지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표 4-6〕 발전사업소군의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58.756 34.748 　 1.691 .094

다면평가 결과 0.531 0.245 .231 2.170* .033 1.357

연령 -0.713 0.370 -.189 -1.927 .057 1.150

팀원수(10명 미만=0)

10-19명 8.048 4.739 .302 1.698 .093 3.802

20-29명 6.724 5.333 .210 1.261 .210 3.318

30명 이상 -2.791 5.354 -.083 -0.521 .603 3.017

학력(고등학교=0)

2-3년제 대학 0.033 4.112 .001 0.008 .994 1.335

4년제 대학교 0.058 3.009 .002 0.019 .985 1.533

F=3.436(p<.01), R-square=.200, adjusted R-square=.142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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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사업소군

마지막으로 건설사업소군에서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값이 0.610으

로 건설사업소군의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귀

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즉, 건설사업소군의 다면평가 결과는 팀 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건설사업소군의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124.922 42.984 　 2.906 .005

다면평가 결과 -0.178 0.347 -.071 -0.513 .610 1.317

연령 -0.596 0.716 -.144 -0.832 .409 2.054

팀원수(10명 미만=0)

10-19명 4.279 3.994 .160 1.071 .289 1.515

20-29명 7.663 6.740 .170 1.137 .261 1.520

30명 이상 3.521 7.956 .065 0.443 .660 1.460

학력(고등학교=0)

2-3년제 대학 -4.404 8.615 -.071 -0.511 .611 1.305

4년제 대학교 2.711 4.603 .099 0.589 .558 1.920

대학원 -20.456 9.036 -.328 -2.264* .028 1.436

F=1.661(p>.05), R-square=.195, adjusted R-square=.077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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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군별 비교

앞서 직군별로 진행한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발전사업소군 만이

p값이 0.05보다 작아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사군과 건설사업소군은 p값이 각각 0.174,

0.610으로 0.05보다 크므로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발전사업소군의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즉 가설6은 채택되었다.

〔표 4-8〕 직군별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

직군 B S.E. β t p

본사군 0.436 0.316 .224 1.381 .174

발전사업소군 0.531 0.245 .231 2.170* .033

건설사업소군 -0.178 0.347 -.071 -0.513 .61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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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증 결과 요약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면평가 결과는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면평가 결과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만

팀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군별

로는 발전사업소군에서만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설1, 가설2, 가설5, 가설6은 채택되었으며, 가설3과 가설

4는 기각되었다.

〔표 4-9〕 가설 검증 결과 요약

구분 가설 결과

H1
다면평가 결과는 팀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H2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팀 성과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H3
동료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팀 성과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H4
부하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팀 성과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H5
상사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와 가장 큰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H6
발전사업소군에서 다면평가 결과가 팀 성과와 가장 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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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대학평가, 교원평가, 의

정활동 평가 등 성과를 평가하여 자원(예산, 인센티브, 승진, 급여 등)을

차등화 하려는 시도는 우리사회 모든 부분에서 확인되는 현상이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득세 이후 성과평가시스템은 모든 조직에 도입

되었다. 그것은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자원의 차등배분이 조직성과

를 제고한다는 성과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서구 자본주의 사조를 수입하여 이식하는 경우, 공기업

은 그 효과를 시험해 보거나 선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그

런 결과로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의 차등은 모든 공기업에 도입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일부 간부직급에만 적용되었던 성과연봉제

를 일반 직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로 성과평가가 조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가 하

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성과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하향식 평가는 수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다면평가가

대안적인 성과평가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책적 함의를 얻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가 조직성과를 제고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진

행하였다. 성과평가가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관념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성과를 제

고한다는 입장과 성과제고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성과주의 경향이

최극단으로 치달음에 반해, 애초에 성과주의 철학이 태동한 서구 자본주

의 국가에서는 성과주의에 대한 반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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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주의 경영의 성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GE의 “10% 룰”이 없어지고, 성

과주의 전도사라고 불렸던 맥켄지의 성과평가에 대한 비판은 인상적이었

다. 분명 한국에도 늦게나마 그러한 반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적 성과평가제도로서의 다면평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면평가

가 조직성과 제고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최근 3년간 실시된 팀장들에 대

한 다면평가결과와 팀 성과평가 자료를 확보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이는 다면평가에 대한 계량적인 접근의 거의 최초의 시도로서, 다면

평가에 대한 실증분석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기존 상사에 의한 일방적

인 근무평정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몇몇 확

인할 수 있었으나, 계량화된 다면평가 결과와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일단 다면평가 결과와 조직성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하향식 근무평정 방식도

조직성과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실증되었다. 그러

나 다면평가 결과도 조직성과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되었으므

로, 다면평가제도도 성과평가에 대한 대안제도로서 의미가 있음이 밝혀

진 것이다.

실제도 최근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

자 퇴출을 위한 정부의 공정인사지침에서도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라고

권고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도입된 지 10년 이상 운영되어온 다면평가제

도가 단순한 인사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것에서 벗어나 활용도가 좀 더 확

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세계 최고의 기업인 구글, MS, GE등에서 다면평가제도가 확

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최고의 기업인 삼성에서도 다면평

가를 확대하고 있음은 향후 다면평가제도가 구속력 있는 제도로 운영되

리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본다.

연구가설 설정시에 다면평가의 세 가지 평가항목인 상사평가, 동료평

가, 부하평가 중에서 상사평가보다 동료평가나 부하평가가 조직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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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렇다면 다면평가

는 기존의 상사에 의한 하향식 평가와 대치된다. 그런 가설이 증명되면

논쟁점이 도출될 수 있다. 기존의 상사에 의한 하향식 평가와 동료평가,

부하평가가 상충되는 것이고, 과연 어떤 평가가 조직성과에 더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상사에 의한 평가만이 조직성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직성과와 상사평가는 공히 상사에

의하여 하향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서부발전(주)는 다면평가방식과 팀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별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사·동료·부하 세 방향에서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상사에 의한 지원만이 팀 성과를 제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사평가만이 유의미하고 동료·부하평가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이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즉, 상사·동료·부하의 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팀장급의 경우 상사평

가 방향과 동료·부하 평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동료평가의 주

된 요점인 협업과 리더십의 영역인 부하평가가 조직성과 제고에 크게 작

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사평가 대 동료·부하평가 방향이 일치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연구자들의 추가 연구가 필요로 할 것이라 생

각된다. 두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가를 밝히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팀장에 대한 다면평가 중 상사평가와 동료·부하평가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객체인 팀장에 대하여 상사, 동

료, 부하가 평가하는 내용이 틀리다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상사는 유

능하다고 평가하는 팀장에 대하여 동료나 부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록 한국서부발전(주) 1개사의 자료를 통

해 확인한 경향이지만, 추가 연구를 통하여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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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결과중 상사에 의한 평가가 조직성과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

을 것이라는 가설은 상사에 의한 평가만이 조직성과와 유의미하다는 결

과로 인해 당연히 채택되었다.

발전회사는 크게 본사군과 사업소군으로 근무하는 장소가 틀리다. 본

사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획, 홍보, 조직, 인사, 계획 등 창조적인 업

무를 수행한다. 사업소는 전기 생산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하다. 특히

사업소는 안정적인 전기 생산을 위해 설비관리가 주된 업무가 된다.

발전사업소군에서 다면평가 결과와 조직성과와의 상관관계가 더 강하

게 나타나는 것은 이런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사는 창의

적인 업무, 빈번한 인사이동, 승진자의 대거 배출 등으로 유동적인 상황

이 늘 이어진다. 반면 사업소는 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고 승진자가 비교적 소수만 발생하기 때문에 인적 구성

이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발전사업소군의 이러한 보수적인 근무환경

이 발전사업소군에서 다면평가 결과와 조직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높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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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최근 공기업 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와 조직

성과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자 진행한 연구이다. 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위에서 도출한 결과가 나름 일반

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서부발전 1개 회사 자료를 통한 분석을 시도

하여 일반화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서부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는 2002년 한전으로부터 분사

하면서, 비슷한 용량과 비슷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부

발전의 사례분석이 타 발전회사에도 비슷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발전회사의 근무평정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은 ‘조직 및 인

적자원 관리“라는 항목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수검하고 있다. 평가항목에

다면평가결과를 인사제도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이 있으므

로, 다면평가제도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서부발전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결과가 다른 5개의 발전회사에서 비슷한 경향을 가

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향후 발전회사에 확대하여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일반화를

시도하였으면 유의미할 것이고, 전체 공기업에 확대되는 것도 정책적 의

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이 환류 되어 다면평가제도 결과를

인사제도에 확대 적용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상사평가 결과와 동료 및 부하평가 결과 간에 이질성이 존재한

다는 것도 추가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분명 조직의 성과는 상사,

동료, 부하의 평가가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되는바, 상사평가 결과만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동료 및 부하평가

결과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은 상사와 동료, 부하 평가 간에

상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충관계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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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ulti-source

assesment on Team’s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case of KOWEPO-

Oh, You Keu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n

multi-source assesment on team’s peoformance. To verify this,

hypothesis and model for the research was set up and the casuality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multi-source assesment) and

subordination variable(team performance) was verifi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First, multi-source assesment was found to have a meaningful

influence on team’s performance.

Second, supervisor appraisal of multi-source assesment was

found to have a meaningful influence on team’s performance.

Third, colleague appraisal of multi-source assesment was not

found to have a meaningful influence on team’s performance.

Fourth, subordinate appraisal of multi-source assesment wa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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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to have a meaningful influence on team’s performance.

Fifth, supervisor appraisal of multi-source assesment was found

to have the biggest meaningful influence on team’s performance.

Sixth, multi-source assesment of site was found to have the

bigger meaningful influence than headquarters on team’s performance.

The research is considered to have made signific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 by empirical study on multi-source

assesment in public sector. In addition, several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are suggested at the conclusion as

well.

 

keywords : multi-source assesment, supervisor appraisal,

colleague appraisal, subordinate appraisal, team

performance evaluation

Student Number : 2015-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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