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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금까지 저성과자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개인의 인식

에 초점을 두었다. 귀인이론을 이용하여 매니저나 동료 근로자들

이 저성과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반응

이 달라짐을 연구하였다. 즉, 기업이 인사관리 제도가 저성과자들

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직무

순환 제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직무에서의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무순환

에 관한 연구 또한 대부분 고성과자와 평균 성과자와 관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무순환과 저성과자의 미래성과 간 관계를 사

회교환이론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고 인적자본 수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저성과자들에게 경고, 근

신, 해고와 같은 부정적인 대우를 주로 행하였는데 직무순환은 다

양한 직무에서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성과자들에게 새로

운 기회로 여겨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야구선수 특히 저

성과자 투수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 저

성과자의 기준을 하위 50%, 25%, 10% 그리고 5%로 설정하였을

때 모두 직무순환은 저성과자들의 미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적자본 수준의 조절효과는 어느 수준에서

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인사제도

를 통해 저성과자들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직무순환, 저성과자, 인적자본, 사회교환이론

학 번 : 2016-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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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근로자들은 조직의 근간이기에 근로자들의 성

과관리는 성공적인 조직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skills), 지식(knowledge), 그리고

경험(experience)은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

겨왔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들의 발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들의

성과관리를 위해 훈련 및 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자원기반

이론 관점에서 인적자원제도(Human resource practices)들은 기업이 지

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업 특수적(firm-specific)

이고 귀중한(valuable) 자원들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전략의 핵심적인 요

소이다 (Lado & Wilson, 1994).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에서 성과관리의

대상들은 대부분 고성과 근로자들에 한정되었다. 비록 지금까지의 성과

관리는 대부분 고성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인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에서 조직이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

성과자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보통성과자, 저성과자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저성과자란 납득할 만한 목

표나 조직 내에서 성과의 지표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달성을 실패한 근

로자들을 뜻한다 (Aminuddin, 2013). 넓게 보았을 때, 성과관리란 조직

내 개인들로 하여금 목표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Amstrong, 1994) 이런 과정을 통해 저성과자가 판별된다. 하지만 지금

까지 기업 내에서 관심을 가지는 성과자들은 대부분 "A" 또는 "B" 성과

자들에게 국한되어왔고 “C" 성과자들에 대한 관리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Axelrod et al., 2002). Green & Liden (1980), Miner & Brewer

(1976)에 따르면 성과가 좋지 않은 부하직원은 매니저나 동료들에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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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 Anderson (1976)은 1,600명의 제조업 종업원들을 연구한

결과 저성과자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밝혔다. 기업이 저성

과자들을 판별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는 저성과자들

의 성과가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에 더불어 그룹 전체의 동기부여와 효율

성을 감소시킨다 (O'Reilly & Weitz, 1980). Axelrod et al (2002) 또한

저성과자들의 존재는 동료들이 더 배우는 것을 방해하고, 조직에 기여하

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조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

였다. 다시 말해,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부재는 다른 우수한 동료들의 발

전과 성장기회를 방해하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동료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수준을 낮춘다. 저성과 리더의 존재는 팀원들로 하여금 불만족

또는 소진(burn out)을 경험하게 하고 (Seltzer & Numerof, 1988), 심지

어 일반 직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Braham,

2005). 이러한 저성과자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이들의 관리에

대해 많은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저성과자를 관리하는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Larson (1984)은 저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비록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성과관리 차원에서 매우 필수

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인사관리 제도 중 하나인 직무순환은 조직 내부에

서 발생하는 근로자와 직무 사이의 수평적인 이동(lateral transfer)을 뜻

하는데 (Campion et al., 1994), 근로자들의 지루함이나 피로를 덜어주거

나 신입 근로자들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사용되어왔다 (Miller,

Dhaliwal, & Magas, 1973; Walker & Guest, 1952; Wexley & Latham,

1981). 본 연구는 근로자들이 납득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저성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관리 제도로써 직무순환(job rotation)을 주목

하였다. 지금까지 직무순환과 저성과자의 미래성과에 대한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유의미한 연구결과 또한 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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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pkotter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직무순환-저성과자의 미래

성과 간 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Ⅱ. 저성과자 관리 이론배경

2-1. 저성과자 기존연구

1950년대부터 시작한 저성과 관리 연구(Maier & Danielson,

1956)는 대부분 부하직원의 저성과에 대한 매니저의 인식과 반응에 집중

해왔다 (Ashkanasy & Gallois, 1994; Butterfield, Trevino, & Ball, 1996;

Crant & Bateman, 1993; Green & Mitchell, 1979; Kipnis & Cosentino,

1969; Klaas & Wheeler, 1990; Miner & Brewer, 1976; Mitchell, Green,

& Wood, 1981; Mitchell & O'Reily, 1983).

저성과자에 관한 기존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귀인이론을 사용하여 매니저가 저성과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Mitchell & Green, 1979; Green &

Mitchell, 1979; Mitchell & Wood, 1980). 매니저들은 부하 직원들의 저

성과의 원인을 추론하는데 있어 특수성(distinctiveness), 일관성

(consistency), 일치성(consensus)에 기준을 두고 내/외적귀인을 한다. 내

적귀인을 할 경우 저성과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동기부여의 부족으

로 보는 반면, 외적귀인을 할 경우 저성과의 원인은 개인의 외부환경 예

를 들어, 직무환경이나 직무의 어려움으로 본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인

적관리 제도(human resource practice)가 저성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 7 -

보는데 (Shaw & Gupta, 2007; Shaw et al (2009), 주로 임금시스템이

고성과자, 평균성과자, 저성과자의 이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계를 보았다.

귀인이론을 사용하여 저성과자의 원인을 파악하는 기존 연구들은

주로 매니저의 인식과 동료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다. 매니저가 저성

과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가 달라지

는데, Mitchell and Green (1979), Green and Mitchell (1979) 그리고

Mitchell and Wood (1980)는 저성과의 원인이 내적이유(노력, 능력의 부

족)일 경우 해고와 같은 처벌적인 행동을 하고, 외적이유(직무의 어려움)

일 경우 직무 재설계(job redesign), 훈련(training)과 같은 덜 처벌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O'Reilly & Weitz (1980)는 매니저들이 저성

과자들을 판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문제의 종류(판매부진 등)와 매니저

스타일(해고 비선호 등)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어떠한 처벌을 내릴지

결정하며(구두경고, 문서화된 경고 등), 이러한 상호작용이 그룹의 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Fedor & Rowland (1989)는

매니저가 부하직원들의 저성과를 귀인 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로 매니저-부하직원 간 관계와 매니저의 재임기간(tenure)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매니저-부하직원 간 직무관계(working relationship)가 친밀하

고 기간이 오래될수록 매니저들은 부하직원의 저성과에 대해 외적귀인을

하고 매니저 본인의 재임기간이 오래될수록 더욱 내적귀인을 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Linden et al (1999)의 연구는 최근 들어 기업에서 팀 단위

의 사용이 증가함으로 인해 매니저가 부하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직

접적에서 간접적으로 변하였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동안 연구되어 오던

매니저-저성과자 관계를 확장하여 저성과자와 그룹멤버, 그룹 차원으로

연결시켰다. 저성과자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한 매니저, 그룹멤버, 그룹차



- 8 -

원의 가혹함(severity) 차이를 보고자 한 이 연구는 매니저의 징계결정이

그룹멤버들의 징계결정에 비해 더욱 가혹하고 매니저와 그룹차원의 징계

결정 간 차이는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매니저, 그룹멤버, 그룹이 내적귀

인을 할수록 징계의 가혹함이 강해진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귀인이론의

논문을 팀 레벨로 확장시켰다. Lepine & Van Dyne (2001)의 연구 또한

저성과자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귀인이론에 기반

하여 저성과자들의 특성을 동료들이 어떻게 귀인 하느냐에 따라 행동반

응이 달라지는 것을 연구하였는데, 동료들은 저성과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ability)과 성실성(conscientiousness)에 따라 내/외적 귀인과 정서적

반응이 달라짐으로써 저성과자들을 도우는 행동(helping behavior)을 하

거나 비난(complain/criticize)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저-저성과자

에 대한 연구는 매니저 스스로에 대한 연구로도 이어졌는데, Daley

(2008)은 Hirschman의 이탈(exit), 항의(voice), 충성(loyalty) 모델을 이

용하여 저성과자들을 관리가 매니저에게 주는 영향에 따라 매니저들의

스스로에 대한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연구결과 매니저들은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낄수록 이탈은 증가하고 항의는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급 매니저의 도움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이탈은 증가하고, 항의와 충성은 감소, 무시(neglect)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성과자와 관련된 두 번째 연구흐름으로, 기업차원의 제도가 저성

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Axelrod et al

(2002)는 실무적 측면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저

성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은 먼저 저성과자(c-player)를 판별하고

이들에 대한 사업계획(action plan)을 합의하고, 책임 있는 매니저들을

선정한 후 주기적인 피드백, 코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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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w & Gupta (2007)는 그룹의 보상시스템이 고성과자, 평균 성과자,

저성과자의 이직에 주는 영향력을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각각의 이직

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보상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pay system

communication), 성과 기반 보상 (performance-based pay) 그리고 연공

서열 기반 보상 (seniority-based pay)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

으로 드러났다. Shaw et al (2009)의 연구는 교환이론(exchange theory)

을 기반으로 HRM 유인/투자(inducement and investment)와 HRM 기

대 증진 제도(expectation enhancing practices)에 따라 고/저성과자의 이

직률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 연구결과, 임금수준(pay-level), 복지수

준(benefit-level), 훈련(training)과 같은 HRM 유인/투자는 고/저성과자

의 이직과 부의 관계가 있고 성과급(pay for performance) 등과 같은

HRM 기대 증진 제도는 고성과자의 이직과는 부의 관계, 저성과자의 이

직과는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Kampkotter et al (2016)은 인사관리

제도 중 직무순환(job rotation)이 저성과자들의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이들은 직무순환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초점

을 맞춘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성과와 직무순환 간 관계의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직무순환이 개인

과 직무 간 적합성(fit)을 증진시켜 저성과자들의 성과향상을 이룰 수 있

다고 추론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연구결과, 저성과

자들은 고성과자들에 비해 직무순환 프로그램에 참여되는 정도가 높았지

만 직무순환은 저성과자들의 성과향상 보다는 고성과자들의 성과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저성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고성과자보다

저성과자들이 더 직무순환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Campion et al. (1994)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실증결과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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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와 근로자 간 차선의(suboptimal) 적합성이

존재하거나 저성과자의 동기부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직무순환이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직무순환이 저성과자의 미래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오

히려 직무순환은 저성과자의 미래성과보다 오히려 고성과자의 미래성과

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직무순환과 저성과자의 미래성

과 간 유의미하지 못한 실증결과의 원인 중 하나로 미래성과를 측정하는

기간에 있어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혔다. 미래성과를 예측하기 위

해서 직무순환 1년 후 보너스를 측정하였는데, 저성과자의 경우 1년이란

시간 내에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저성과자들에 대한 연구는 귀인이론을 기반

으로 한 매니저와 동료들이 인지하는 저성과의 원인과 이에 대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기업의 제도가 이들의 이직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에 대한 연구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인의 인

식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관계 또한 매니저 또는 동료-저성과자 간 관

계만을 연구하였다.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저성과자들의 성과향상과

의 관계를 보는 연구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실증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인식이 아닌 기업차원에서 저성과자의 개선

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인사관리 제도 중 직무순환이 저성과자의 성과향상에 미치는 메커니즘과

조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저성과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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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순환이 저성과자의 미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서 우선 저성과자의 특징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Vroom(1964)은

근로자들의 직무성과는 일할 의지(forced to perform) 또는 동기부여, 역

량 간 상호작용의 함수라고 주장하였다. Porter & Lawler (1968) 또한

성과는 노력, 동기부여, 역량, 그리고 역할인식(role perceptions)의 상호

작용 함수라고 주장하였다. 통상적으로 개인의 직무성과는 역량, 동기,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Campbell et al.,1994). 따라서

저성과의 원인 또한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 부족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의 부재 또는 이로 인한 동기부여의 감

소 또한 저성과의 원인 중 하나라고 고려 할 수 있다.

저성과자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들 종합해 보았을 때, 저성과

근로자들은 낮은 수준의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직무몰입

(job engagement),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그리고 동기부여

(motivation)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근로자의 성과

함수 중 하나인 시스템의 부재로 직업적응이론 (Theory of Work

Adjustment)을 통한 개인-직무 적합성의 불일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업적응이론 따르면 근로자들의 능력과 직무의 요구의 일치는 근로자들

의 직무만족, 이직의도, 동기부여,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Dawis &

Lofquist, 1984). 직업적응이론의 세 가지 원리(tenet)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근로자들의 요구(needs), 가치(value)와 그들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강

화물(reinforcer)과의 일치는 근로자들의 직무에서의 만족과 연관이 있다.

둘째, 근로자들의 능력과 직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과의 일치는 근로자들

의 만족과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은 근로자들의 재임기간

(tenure) 즉 이직의도와 연관이 있다.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업적응이론

을 기반으로 하는데, 개인-직무 적합성이란 개인의 능력과 직무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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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needs)와 열망(desire)과 직무

에서 제공되는 바가 일치하는 정도 즉, 개인과 특정 직무 간 호환성

(compatibility)이라고 정의 된다 (Edward, 1991). 개인-직무 적합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측면인 욕구(needs)-공급(supply) 관

점은 개인의 열망(desire)과 이러한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직무의 특성

(characteristics and attributes)을 포함 한다 (Sekiguchi, 2004). 개인의

열망은 목표(goals) (Locke, Shaw, Saari, & Latham, 1981), 심리적 욕구

(Dawis & Lofquist, 1984), 흥미(interests) (Campbell & Hansen, 1981)

그리고 가치(value) (Holland, 1985)를 포함하고 직무에서 제공하는 것은

직무의 일반적 특성 (Holland, 1985), 임금 (Lawler, 1981) 그리고 기타

직무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욕구-공급의 일치성은 환경이 개인의 욕

구, 열망, 선호를 충족시켜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Sekiguchi,

2004). 두 번째로는 요구(demands)-능력(ability) 관점인데, 여기서 직무

요구(job demands)는 통상적으로 해당 직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s), 그리고 능력(ability)를 포함하고 있고

(Caldwell & O'Reilly, 1990) 개인의 능력(ability)은 교육, 경험, 그리고

근로자의 지식, 스킬, 능력 수준을 의미 한다 (Caldwell & O'Reilly,

1990; Dawis & Lofquist, 1984; French, Caplan, & Harrison, 1982). 요

구-능력의 일치는 개인이 가진 능력이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킬 때 발생

한다 (Kristof, 1996). 많은 연구들이 개인-직무 적합성의 결과를 연구해

왔다. 높은 수준의 개인-직무 적합성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데,

Edward (1991)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낮은 직무 스트레스 (job stress), 동기부여 (motivation),

유지(retention),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 그리고 직무성과

(task performance)로 이어진다. Kristof-brown et al (2005)의 메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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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 강한 상

관관계가 있었고, 조직 동일시, 전체적인 성과, 압박과 보통의 관계

(modest relationship)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

는 능력이나 욕구가 직무가 원하는 것 또는 제공하는 것과 맞지 않을 경

우 즉 불일치(mismatch)가 발생할 경우 개인, 조직에게 모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개인들은 직무에 불만족하게 되고, 더 나은 직장을 찾

기 위해 이직을 고려 한다 (Edward & Shopp, 2007). 또한 스트레스를

야기시며 부정적인 심리적, 신체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불일치는 조직에게도 해가 되는데, 충분히 이용되지 않은

(underutilization) 노동력들은 생산성의 감소를 야기하고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조직이 경쟁우위를 달성하는 것을

저해 한다 (Kalleberg, 2008). 또한 저성과자들은 낮은 수준의 자기효능

감(self-efficacy)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orman (2004)는 그

의 연구에서 고성과자들은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경향

을 보이지만 이와 반대로 저성과자들은 낮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지

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요약하자면, 기업 내의 저성과자들은 대체로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 동기부여, 조직몰입,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고 조직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가설

3-1. 직무순환 기존연구

근로자들의 능력, 지식,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은 기업이 글로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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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경쟁우위를 얻기 위한 주요한 원천이다 (McKinsey, 2006). 능력,

지식 그리고 기술 개발은 효과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고 이는 또한 근로

자들의 동기부여나 몰입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Meyer & Allen, 1991).

근로자들이 그들의 직무에서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기업은

근로자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훈련이란 현

재의 성과와 원하는 성과 간을 이어주는 일종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

는데, 주로 코칭(coaching)이나 멘토링(mentoring) 등을 통해 이루어진

다. 훈련은 근로자들의 능력개발 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여금 그들의 인

적자본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하게 하

기 때문에 기업이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근무지에

서 필요한 능력과 경쟁력을 개발토록 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다 (Jie &

Roger, 2005).

훈련과 관련한 많은 기존 문헌들이 효과적인 훈련의 장점을 제시

하고 있는데 근로자와 조직성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arelli & Montei, 1996; Becker, 1975). 훈련은 기존에 약한

제도(practice)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직무와 관련된 제도로 대체시킴으

로써 (Kathiravan, Devadason and Zakkeer, 2006), 근로자들의 자기효능

감을 제고시키고 이는 뛰어난 성과로 이어 진다 (Svenja, 2007). 효과적

인 훈련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에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앞으로 다가올 도

전에 쉽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Wei-Tai, 2006). 또한 근

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 획득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직무에서의 오류와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Robert, 2006).

본 논문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훈련제도 중 하나인 직무순환

에 주목하였다. 직무순환은 교차훈련(cross-training)이라고 불리기도 하

는데,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 (on the job training)의 형태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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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순환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와 직무 사이의 수평적인

이동(lateral transfer)을 뜻하는데 (Campion et al., 1994), 근로자들은 다

른 기술과 능력을 요하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 한다 (Huang, 1999). 지금

까지 연구에서 직무순환은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능력, 커리어 발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raskin and Campion,

1996). 직무순환은 다양한 이유로 사용되어 왔는데, 일련의 연구들에 따

르면 생산직(production job) 근로자들의 빈번한 직무 순환(daily)은 지루

함이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Miller, Dhaliwal, &

Magas, 1973; Walker & Guest, 1952). 또한 가치 있는 핵심 요소인 근

로자들의 모멘텀 (employee momentum)과 능동적인 직무참여를 위해

사용되어왔고 (Zeira, 1974) 신입 전문직 근로자들의 오리엔테이션과 배

치를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Wexley & Latham, 1981). 또한 직

무순환은 커리어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 (Hall, 1984;

Wexley & Latham, 1981).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는 직무 경험(work

experience)이 중요한데 (Gutteridge, 1986; London & Stumpf, 1982), 직

무순환을 통한 직무경험은 직무학습(job learning)을 가능케 하고

(Morrison & Brantner, 1992) 이는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직무순환은 조직 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재능(talent), 열정,

동기부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루틴(routine)을 확립하게 해주며

(Friedrich, Kabst, Weber, & Rodehuth, 1998), 근로자들이 다양한 활동

을 통해 기술을 배우게 하고 소진(burn out)되는 것을 막아준다

(Olorunsola, 2000). 또한 직무순환은 근로자들의 능력, 직무와 상호 간

이해(understanding), 승진기회, 팀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 시킨다

(Faegri, Dyba, & Dongsoyr, 2010). Campion et al (1994)는 그들의 연

구에서 직무순환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들을 연구하는데, 연구결과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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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초기, 높은 교육수준, 고성과를 내는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

해 직무순환에 더욱 관심을 보였고, 직무순환은 이들의 임금상승,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rtega

(2001)에 따르면 직무순환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와 매니저들

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i) 직무순환은 근로자들에게 기

술의 습득을 가능케 하며 직무에 대해 더 배우게 할 수 있다 (employee

learning), (ii) 직무순환은 근로자들이 직무에 대해 흥미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동기 부여시킬 수 있다 (employee motivation), (iii) 직

무순환은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경쟁력을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기업에 도움이 되고 (employer learning) 근로자와 직무 간

적합성의 질을 제고시켜준다. 근로자 동기부여 관점에 따르면 직무순환

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낮은 성과와 관련 있는 지루함, 피로를 감소

시켜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직업생활을 더욱 흥미 있게 만들어주고 (Hsieh

& Chao, 2004) 직업 동기부여를 제고 시킨다 (Campion et al., 1994;

Miller, Dhaliwal, & Maga, 1973). 특히 낮은 성과나 불성실한 직무태도

로 특징지어진 정체된 근로자(plateaued employees)들에게 직무순환은

새로운 직무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개인-직무 적합성의 질을 제고시켜

준다 (Feldman & Weitz, 1988). 실제로, 직무할당(job assignment)은 근

로자들의 발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강조되어 왔다 (McCall,

Lombardo, & Morrison, 1988; McCauley, Ruderman, Ohlott, &

Morrow, 1994; Saari et al., 1988; Tesluk & Jacobs, 1998). Wang, Jaw,

Tsai, and Chen (2010)은 직무순환이 미래의 직무성과와 커리어 발전에

필요한 기업/직무 특수적인 학습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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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무순환과 저성과자

본 논문의 목적은 직무순환과 저성과자의 미래 성과 간 유의미하

고 긍정적인 관계를 실증하는 것이다. 직무순환에 관한 지금까지의 대부

분 연구는 직무순환이 고성과자들의 미래 성과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순환과 저성과자들의 미래 성

과 간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개인의 성과는 역량, 동기부여, 시스템의 함수다 (Campbell et al., 1994).

이런 점에서 직무순환이라는 시스템은 저성과자들의 역량과 동기부여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들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역량 측면에서 직무

순환 프로그램에 참여된 저성과자들은 다양한 직무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이는 역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다. 물론 저성과자라는 사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

문일 수도 있지만 동기부여 측면이나 시스템측면에서 즉, 자신이 수행하

고 있는 업무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간의 적합성(fit)이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근로자 학습(employee learning) 관점에서 직무순환은

근로자들을 다양한 경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직무에 대해 배우

고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축적하기 위해 자주 사용 된다

(Kampkotter et al., 2016). 직무순환과 개인-직무 적합성과 관련하여

Kampkotter et al (2016)은 Ortega (2001)가 제시한 근로자학습 이론을

적용하여 직무순환이 개인-직무 적합성의 부재로 인한 발생한 저성과자

들의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가 현재 자신의 직무와 맞지 않는 근로자들은

성과가 낮고 동기부여의 정도가 낮은데, 이는 만약 기업이 직무순환 같

은 제도를 통해 새로운 직무를 제공한다면 발전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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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제시하였다 (Kampkotter et al., 2016). 따

라서 비록 저성과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직무순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새로운 직무에서의 경험과 학습기회는 저성과자들의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직무순환은 저성과자들에게 있어 기업

의 호의적인 대우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

대된다. 기업이 저성과자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Kipnis &

Cosentino (1969)에 따르면 기업이 저성과자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해고,

구두경고, 인사상의 불이익, 직무순환이 있다. 또한 Rosen & Jerdee

(1974)는 무급정직, 구두경고, 해고 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O'Reilly &

Weitz (1980)은 비공식/공식 경고, 급여삭감을 제시하였고 Gavin et al.,

(1995)은 경고, 근신, 해고, 논의라는 방안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요약하

자면,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는 대부분 해고나 경고 등 부정적인 관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직무순환은 다른 부정적인 대우

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저성과 근로자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한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의 관점에

서 직무순환은 저성과자의 미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사회교환이론은 개인이 조직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

한 틀로써 인식되고 있다 (Blau, 1964; Homans, 1974).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이해(self-interest)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기이

해는 경제적, 비경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들은 자기이해 충족시

키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 Homans (1961)에 따르면, 개인과 조

직 간 상호작용의 질은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상(reward)에 따라

결정된다. 직무순환제도는 해고, 경고, 근신, 인사 상 불이익과 같은 기업

의 대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저성과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줌

으로써 저성과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동기부여,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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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몰입 등을 제고시키고 최종적으로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직무만족

이란 개인이 직무 또는 직무경험을 평가함에 따른 긍정적인 감정인데

(Locke, 1976) 직무특성이나 감독관, 동료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

해 제고되며 (Russell, Spitzmuller, Lin, Stanton, Smith, & Ironson,

2004), 다양한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Judge, Heller, &

Mount, 2002). 또한, 높은 직무만족은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조

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직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 평가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 (Eagly & Chaiken, 1993; Judge, Bono,

Thoreson, & Patton, 2001).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란 외적 요

인이 없는 상태에서 직무에 대해 노력하고 싶은 욕구를 뜻한다 (Deci,

1975 & Deci & Ryan, 1985). 내재적 동기는 개인이 느끼는 경쟁력

(competence), 자율성(autonomy), 그리고 관련성(relatedness)을 촉진하

는 직무환경과 개인 성향에 따라 제고되며 (Gagne & Deci, 2005), 이러

한 세 가지 내재적 요구는 조직이 가치를 두고 있는 목표를 내재화시킴

으로써 자기 동기부여(self-motivation)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과에 영향

을 미친다 (Baard, Deci, & Ryan, 2004). 직무몰입(job engagement)이란

직무와 관련된 생활에 대한 긍정적이고 동기부여적인 상태(Leiter and

Bakker, 2010) 또는 직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몰입 (Bakker,

Albrecht, and Leiter, 2011)을 뜻한다. 직무몰입은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직무 역할에 있어 높은 수준의 몰입정도를

갖는 근로자들은 직무와 관련된 목표에 신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할 뿐

만 아니라 인지, 감정적 측면도 강하게 연결 된다 (Ashforth &

Humphrey, 1995; Kahn, 1990). 반면, 낮은 수준의 몰입정도를 갖는 근로

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인 에너지를 쏟지 않으

며, 기계적, 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Goffman, 1961; Hochs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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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Kahn, 1990). Kahn(1990)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업

무맥락이나 특성에 대한 인식은 직무역할에 더욱 더 몰입 할 수 있게 만

드는 심리적 조건을 촉진시킨다. 개인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심리적

조건은 해당 업무가 자신에게 있어 얼마나 의미 있는지(심리적 의미성)

안정적(safe)인지(심리적 안정성), 그리고 자신이 수행가능한 일인지(심리

적 유의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Kahn, 1990). 세 가지 심리적 조건을

각각 살펴보면 심리적 의미성은 직무나 역할과 관련된 조직요소들에 대

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심리적 안정성은 사회 시스템에 대

한 인식, 마지막으로 심리적 유의성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기성실

성에 의해 영향 받는다 (Kahn, 1990). 이를 토대로 Rich et al (2010)은

직무만족, 내적 동기부여, 직무몰입의 선행요인들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 그리고 가치적합성(value congruence)이 심리적 의미성,

안정성 그리고 유의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직무만족, 내적 동기부여, 직무

몰입의 수준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성과 또한 향상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

다. 심리적 안정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개인이 부정적인 결과에 개의치

않고 자신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Kahn, 1990). Kahn (1990)

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조직이 지원적인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고 조직

내 다른 근로자들과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을 때 심리적 안정성을 경험

한다. 조직후원 인식은 근로자들이 조직의 에이전트나 감독관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조직이 자신들의 기여에 가치를 두고 근로자들의

웰빙(well-being)을 신경 쓰고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Eisenberger,

Humington, Hutchison, & Sowa, 1986). 조직의 후원을 인식한 근로자들

은 조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맡은 직무역할에 대해 완전한 몰입을 한다 (Edmondson, 1999).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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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psychological availability)이란 개인이 측정순간에 있어 몰입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이다 (Kahn, 1990). 심리적 안정성이 갖춰진 개

인들은 그들 자신의 육체적(physical), 인지적(cognitive), 감정적

(emotional) 에너지를 맡고 있는 역할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라고 인식하고 높은 몰입의 정도를 보인다 (Rich et al.,2010). 가치적합

성이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의 일치를 뜻한다

(Rich et al.,2010). 만약 역할에 대한 기대 즉 조직에서 기대하는바와 자

신들이 추구하는 가치 즉 선호하는 스스로의 이미지가 일치할 경우 가치

적합성이 발생하며 근로자들은 그들의 역할에 가치를 두고 더욱 몰입하

게 된다 (Kahn, 1992). 높은 수준의 가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들은 심리적 의미성을 경험하게 되고 심리적 의미성을 경험한 개인들은

자신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가치 있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Kahn, 1990). 다시 말해, 개인이 자신의 직무역할

에 대한 선호하는 스스로의 이미지와 조직이 역할에 대해 요구하는 행동

과 일치할 경우 근로자들은 심리적 의미성을 더욱 발견하게 되고 이는

높은 수준의 직무몰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Rich et al., 2010).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직무순환제도는 저성과자들의 조직후

원인식, 핵심자기평가 그리고 가치적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교환이론의 핵심은 호혜주의적 원칙에 기반 하는데, 조직의 호의적

인 대우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의무감을 발생 시킨다는 것이다. 직무

순환은 해고나 근신과는 달리 조직이 근로자들의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훈련프로그램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조직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호의적

인 대우라고 할 수 있다. 조직후원인식이란 근로자들이 조직이 그들의

생활(well-being)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인데,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조직후원인식이 높을수록 근로자들은 조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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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무감을 갖게 된다 (Eisenberger et al., 1986; Rhoades &

Eisenberger, 2002). 조직후원인식 측면에서 저성과자들에 대한 직무순환

은 이들에게 있어 남다른 의미가 된다. 직무순환을 시행하는 주 원인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배울 수 있고 인적자본을 축적하게 함으

로써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Bidwell, 2011;

Dragoni et al.,2009; McCall et al., 1988; McCauley et al., 1994). 앞서

설명하였듯이, 직무순환은 근로자들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직무순환이 근로자들의 기술다양성(skill variety),

업무 중요성(task significance), 자율성(autonomy), 업무 정체성(task

identity)을 제고 시킬 수 있는 특성을 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Zeira,

1974; Schein, 1968; Pruden, 1973; Near, 1985; London, 1983). 일반적으

로 직무순환제도는 기업 내 간부 개발 또는 근로자들의 능력 개발을 사

용되어왔다 (Zeira, 1974; Beatty, Schneier, and McEvoy, 1987-근로자의

시각). Campion et al (1994)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순환 제도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높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실제로 미

국에서의 33개의 메이저 기업을 조사한 결과 Derr, Jones, 그리고

Toomey (1988)는 직무순환이 고성과자들에게 기업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직업교육임을 밝혔다. 이렇듯 직무순환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저성과자들

이 아닌 기업 내에서 핵심인재라고 여겨지는 근로자들이다. 저성과자들

에 대한 직무순환은 저성과자로 하여금 조직이 자신들의 가치를 여전히

인정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질 것이다. 따라서 직무순환은 저

성과자들의 조직후원인식을 제고시키고 심리적 안정성이 형성될 수 있도

록 할 것이다. 이는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을 가능케 하는 선행요소가 되

며 최종적으로 성과 또한 향상 될 것이다. 심리적 유용성에 영향을 미

치는 주 요인은 개인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투자를 가능케 하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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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능력과 상태에 대한 자신감이다 (Kahn, 1990). 이러한 자신감은 핵

심자기평가(core-self evaluation)에 반영되어 있는데, 핵심자기평가란 인

간으로써 자기 자신의 가치(worthiness), 효과성(effectiveness), 능력

(capability)에 대한 평가를 뜻 한다 (Judge, Locker, & Durham, 1997).

높은 수준의 핵심자기평가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쉽게 적응하며 긍정

적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Judge, Erez, Bono, &

Thoresen, 2003). 일반적으로 성과가 낮은 근로자들은 핵심자기평가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직무순환이 제공해주는 새로운 기회라는

신호는 저성과자들의 핵심자기평가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저성과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봉이나 퇴

출 같은 처벌적인 재제가 주어지지 않고 직무순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시킬 것이다. 사회교환이론에

서 이야기 한 것처럼 직무순환 제도는 저성과자들에게 있어 상호 호혜적

인 관계를 구축할 것이고, 이는 심리적 유용성, 직무몰입 그리고 직무만

족으로 이어짐으로써 저성과자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

치적합성 측면에서 직무순환제도는 저성과자들과 기업 간 가치 적합성을

제고시키고 심리적 의미성을 부여할 수 있다. 직무순환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기존의 직무가 아닌 새로운 직무를 부여한다. 직무순환제도가 근

로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효과는 바로 다양한 직무에 대한 경험이다

(Campion et al., 1994). 이러한 직무순환은 근로자들에게 있어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로 여겨진다 (Huang, 1999; Adomi,

2006).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조직으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기도 하다. 많은 연구들이 직무순환을 통한

다양한 직무에서의 경험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업적응(work

adjustment), 개인적인 발전(personal development), 학습(learning)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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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케 한다고 주장하였다 (Gabarro, 1987; Guthrie & Olian, 1991;

Howard & Bray, 1988; McCall et al., 1988). 기존의 직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저성과자들이 직무순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직무를 맡

게 된다면 새로운 직무역할에 대해 추구하는 스스로의 이미지 또한 변할

것이고 조직의 기대 또한 기존의 직무와는 다른 새로운 기대로 변화 할

것이다. 이는 저성과자와 조직 간 가치가 일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 가치 적합성이 높아진 저성과자들은 심리적 의미성을

가지게 되며 이들은 업무에 있어 자신이 가치 있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더욱 몰입하게 될 것이며 성과 또한 향상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직무순환은 해고, 감봉, 근

신과는 달리 저성과자 근로자와 조직 간 상호호혜적인 관계의 구축을 가

능케 한다. 이렇게 형성된 상호 호혜적 관계로 인해 저성과자들은 조직

후원인식, 가치적합성, 핵심자기평가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심리

적 의미성, 안정성, 유의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직무순환으

로 인해 심리적 의미성, 안정성, 유의성이 제고된 저성과자들은 직무만

족, 직무몰입, 동기부여 수준이 증가될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 직무순환은 저성과자의 미래 성과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

다.

3-3. 조절변수

직무순환이 저성과자의 미래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조절변수

로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수준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근로자 학습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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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무순환은 근로자들의 인적자본을 축적시키고 능력(ability)을 발전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직무순환의 효과는 근로자들의 개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Kampkotter et al., (2016)의 연구에서 직무

순환의 효과는 저성과자보다는 고성과자들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고성과자들은 기존에 높은 능력을 가지

고 있음으로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저성과자들은 학습의 속도가 느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Schmidt & Hunter, 1998, 2004;

Gibbons & Waldman, 1999. 즉, 직무순환이 근로자들의 미래 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능력, 즉 인적자본의 수준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하였듯이

직무순환이 저성과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동기부여를 제고시키고 다

양한 직무에서의 경험을 통해 역량을 제고시키더라도 저성과자의 미래성

과는 저성과자 개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접에서 저성과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능력 즉

인적자본 수준은 직무순환과 저성과자의 미래성과 간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변수가 될 수 있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개인이 가지

고 있는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을 의미 한다 (Coff, 2002). 조직 내 인

적자본의 효과성과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오늘날의 기업들이 성과

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초석이다 (Crook et al., 2011). 이러

한 극대화는 개인이나 조직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

는데, 실제로 전략적 인사관리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분야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investment)가 개인/조직 수준의 긍정적

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음이 연구되고 있다 (eg., Becker & Huselid,

2006; Brown & Ostroff, 2004). 자원기반관점 (Resource-based view)

(Barney, 1986; Lippman & Rumelt, 1982)의 도입은 뛰어난 인적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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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델>

어떻게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얻을 수 있는지 밝히면서 인적자본

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당연하게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의 효과는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의 수준 즉 지식, 기술,

능력 등이 높을수록 커질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뛰어난 인적자본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Castanias & Helfat (1991)은 평균 이상의

CEO들과 같은 뛰어난 인적자본은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Hitt et al., (2001)의 연구 또한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지

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명문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개인들은 그렇

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암묵지(tacit

knowledge)를 배우고 축적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지적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Miller et al (2015)의 연구는 인적자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연구하기 위하여 아이비리그(ivy league)출신 CEO들의 성과를

연구하였고,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뛰어난 성과

를 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직무순

환과 저성과자의 미래 성과 간 관계에 있어 저성과자가 가지고 있는 인

적자본 수준을 고려해야 함을 인식하고 저성과자의 인적자본 수준을 조

절변수로 제시한다. 연구모델은 그림1과 같다.

가설2: 직무순환과 저성과자의 미래성과 간 관계는 저성과자들의 인

적자본 수준에 의해 조절 될 것이다. 인적자본의 수준이 뛰어날수록

직무순환의 효과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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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4-1) 연구자료

본 연구는 대한민국 야구선수 중 투수들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데

이터는 스탯티즈(www.statiz.com)을 통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

년도 동안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최종인원은 630명, 최종 관측치는

1811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프로야구 투수들의 2008년-2017년 총 10개

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분석의 장점은 횡

단자료와는 다르게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횡단자료 분석은 변

수들 간 정적인 관계만 추정하는 반면 패널자료 분석은 동적 관계를 추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지명순위 변수는 시간이 지나도 바

뀌지 않는 변수이므로 확률효과모형을 시행하였다 기술통계량은 표1과

같다. 또한 본 연구는 저성과의 기준을 각각 나누어 실증분석 하였다. 저

성과의 기준은 매우 다양한데, Yee, C. C., & Chen, Y. Y. (2009)은 저성

과의 기준을 하위 50%라고 제시하였다. Kampkotter et al.,(2016)은 하위

25%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저성과자라고 제시하고 연구하였다. 실제

기업에서 GE는 하위 10%, Ford, MS, Cisco는 하위 5% 인원을 저성과

자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저성과의 기준을 하위 50%, 25%,

10%, 5%로 선정하고 각각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4-2) 측정

종속변수. 종속변수로써 투수들의 ERA(Earned Run Average,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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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자책점)를 선정하였다. ERA는 9이닝마다 투수가 허용한 ‘자책점’을 뜻

하는데, 투수들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ERA는 (총 자책점*9)/등판 이닝 수를 통해 산출된다.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투수들의 한 시즌 내에서 투수들의 직무순

환 발생 여부이다. 선발투수/구원투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선발투수로

서의 출장이 0이거나 구원투수로서의 출장이 0인 경우 직무순환이 일어

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0으로 코딩하였다. 이 외의 경우 직무순환이 일

어난 것으로 보고 1로 코딩하였다. 또한 인적자본수준을 측정하기 위하

여 투수들의 프로지명 시 지명순위를 선정하였다. 프로지명제도는 각각

의 팀이 돌아가면서 고졸/대졸 선수들을 지명하는데 순위가 빠를수록 시

장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로써 본 논문은 투수들의 나이, 소속팀 순위,

작년도 성과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투수들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

소 중 개인의 나이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팀에 순위는 투수들의 성적

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직무순환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직전년도 성과

또한 통제하였다.

Ⅴ. 분석결과

표1은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표

2,3,4,5는 각각의 저성과 기준에 따라 직무순환이 저성과자의 성과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것이다. 또한 인적자본 수준의 조절효과를 파

악하기 위해서 직무순환과 지명순위의 교차항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표2

는 저성과의 기준이 하위 50%인 경우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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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관측치는 584개였고 하위 50% 저성과 투수들은 직무순환을 통해 성

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순환을 시행한 투수들은 시행하지

않은 투수들에 비해 ERA가 4.455143 감소하였으며 p-value 또한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3은 하위 25% 기준의 분석결과인데, 총 관측

치는 453으로 나타났고 이 기준에서도 직무순환은 저성과 투수들의

ERA를 4.812501 감소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p-value 또한 마찬가지로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4는 하위 10% 기준의 분석결과를 나타

낸다. 총 관측치는 183이고 직무순환은 ERA를 6.610823 감소시켰고 0.01

수준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표5는 하위 5% 기준

의 분석결과를 나타내는데, 91개의 관측치에서 직무순환은 ERA를

9.409742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0.05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인

적자본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교차항은 네 가지 기준 모두에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기준에서 인적자본 수준은 직무순환

과 저성과자의 성과 간 관계를 -0.009217, -0.123798, -0.0334349, 그리고

-0.0743983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효과크기 또한 크지

않았고 p-value 수준은 모두 유의미 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분석결과 직무순환은 50%, 25%, 10%, 5%기준에서 모

두 저성과자의 성과를 향상시켜 가설1은 지지되었지만, 저성과자가 가지

고 있는 인적자본의 조절효과는 네 가지 기준에서 모두 지지되지 않았으

므로 가설2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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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기술통계량

표2. 직무순환이 저성과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변수 분석결과 (저성과 기준: 하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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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직무순환이 저성과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변수 분석결과 (저성과 기준: 하위 25%)

표4. 직무순환이 저성과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변수 분석결과 (저성과 기준: 하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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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직무순환이 저성과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변수 분석결과 (저성과 기준: 하위 5%)

Ⅵ. 논의 및 한계

본 논문의 의의는 기업 내 저성과자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제도를 고려했다는 것이

다. 지금까지 저성과자에 관한 연구는 귀인이론을 통해 동료나 상사가

저성과의 원인을 어떻게 귀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측면과

(Ashkanasy & Gallois, 1994; Butterfield, Trevino, & Ball, 1996; Crant

& Bateman, 1993; Green & Mitchell, 1979; Kipnis & Cosentino, 1969;

Klaas & Wheeler, 1990; Miner & Brewer, 1976; Mitchell, Green, &

Wood, 1981; Mitchell & O'Reily, 1983), 기업의 제도가 저성과자의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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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Shaw & Gupta

, 2007; Shaw et al., 2009). 비록 기존의 저성과자 관련 문헌 저성과자와

관련하여 개인-직무 적합성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

는 연구는 몇몇 존재하였지만 (eg., OPM, 1999; Kampkotter et al. 2016)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기업이 저성과

자를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써 직무순환에 초점을 두고 실증분

석을 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증

분석 결과 직무순환과 저성과자의 미래성과 간 관계에서 인적자본 수준

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수집된 샘플 때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야구선수로써 프로리그에 입단한다는 것은 이미 높

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갖춘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점을 고려한 샘플을 사용하여 인적자본의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인 통제변수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

들의 커리어 시기(career stage)나 몸담고 있는 산업의 특성 같은 변수들

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직무순환과 개인의 성과 간 관

계를 통해 개인수준의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자원기반

이론과 전략적 인사관리 측면에서 좀 더 거시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

데 테일러리즘, 관료형, 스타형, 몰입형 시스템 중 직무순환이 저성과자

에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요구된다.

Ⅷ. 결론

저성과자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개인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귀인이론을 이용하여 매니저나 동료 근로자들이 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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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반응이 달라

짐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기업이 인사관리 제도가 저성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직무순환 측면

에서도 저성과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직무순환은 근

로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직무에서의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을 통하여 직

무순환과 저성과자의 미래성과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고 인적자

본 수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저성과자들

에게 경고, 근신, 해고와 같은 부정적인 대우를 주로 행하였는데

직무순환은 다양한 직무에서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성과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야구선

수 특히 저성과자 투수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

성과자의 기준을 하위 50%, 25%, 10% 그리고 5%로 구분하였을

때 모든 구분에서 직무순환은 저성과자들의 미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적자본 수준의 조절효과

는 어느 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인사제도를 통해 저성과자들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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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ies of low performers has only focused on perception of

managers or colleagues to low performers. There are few studies that

how human resource practices enhance low performers performance.

In addition, job rotation has been known to increase employees'

ability and performance by giving lots of experiences to employees.

However, studies of jog rotation have also some limits in that lots of

literatures studied influence of job rotation on employees' performance

has only focused on high performers or average perform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job

rotation on low performers. According to social exchange theory,

benevolent reactions of firms give positive influence on employees.

Traditionally, firms give negative reactions to low performer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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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probation, dismissal and so on. However, because job rotation

makes employees to have experiences on different jobs it could give

positive signals to low performers and then could enhance their

motivation and abilities. By using low performance baseball players of

Korea as samples and panel analysis, this stud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rotation and low performers' future

performance and moderating effects of human capital. Results showed

that job rotation could give positive influence on low performers'

future performance. But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 capital did

not supported. The results have some implication in that it reveal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esource practices and low

performer.

keywords : Job Rotation, Low Performer, Social Exchange

Theory, Huma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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