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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직의 경영전

략과 연계된 HR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단순한 조직의 인력 운용 및 관리를 뛰어넘어 조직문화, 조직구조, 시스

템,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이 강조되며 조직 내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조직문화 변화 및 육성전략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조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에 대한 입문교육

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입문교육의 방향성이 조직의 직무성

과와 연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인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 공기업인 KEPCO의 2004～2005년 대졸 공

채입사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입문교육을 실시한 결과로서 교육평

가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 즉 입문교육평가 도구의 타당성과 효과성

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입문교육 평가의 성취도 평가와

팀워크 활동 그리고 개인공헌도를 설정하였으며, 직무성과인 종속변수로

는 승진, 승진소요기간, 포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는 입사년도(교육기수), 직군, 성별 등을 설정하여 분

석함으로써 신입사원 입문교육평가 성적이 장기적 직무성과인 승진과 승

진소요기간 및 포상에 어떠한 유의한 결과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2년간의 입문교육 성적 데이터 및 교육종료 직후가

아닌,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이후 연구대상의 승진과 포상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객관적 신뢰도를 높

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직무성과의 첫 번째 변수인 ‘승진’과 교육성적과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독립변수

중 성취도 평가인 ‘직무지식평가’와 팀워크 활동 중 일부(시네마한전)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승진

소요기간’과 교육성적과의 관계에서는, 다중회귀분석결과를 통해 독립변

수 중 직무지식평가와 팀워크 활동 일부(경영시뮬레이션) 그리고 개인공

헌도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종속변수인 ‘포상’과 관련하여서는 회귀분석결과, 어떠한 독립변수

와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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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는

데, 입사년도(교육기수), 직군, 성별, 나이를 사용하였으며, 성별과 직군에

대해서는 직무성과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인적요인이 직무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신입사원 입문교육평가 도구 中, KEPCO의 시험승진

제도와 유사한 평가방식인 성취도 평가의 직무성과 예측타당도가 비교적

높게 나왔으며, 팀워크 활동과 개인 공헌활동도 직무성과에 중요한 의미

를 차지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향후 다양한 인적자원관리활동의 객관적 측정을 통해, 연구대상이

조직입문시기부터 조직 내의 정착한 중견직원으로 성장해 가는 전 과정

을 추적·관찰해 나간다면, 보다 조직에 적합한 인재로 길러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은 STATA14 버전을 활용하여 실증데이터를 가지고 이항로지

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어 : 신입사원 입문교육 평가, 직무성과, 승진, 승진소요기간, 포상

학 번 : 2018-2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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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저성장,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

해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단순히 반복되는 위기가 아니기에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위기’가 아닌

‘극한 환경’이라 부른다. 각 기업은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갈 돌파구 찾

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안팎으로 여건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각종 비용을 감축하기 시작했고 HR관련 예산도 예

외 없이 비용감축 대상의 상위리스트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위기를 천재일우(千載一遇)로 삼고자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재를 확보하고 활용하

는 관점에서 미래가 밝지 않음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글

로벌 컨설팅사 타워스와슨(Towers Watson)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Oxford Economics)가 낸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경에는

필요인력에 비해 공급이 9.3% 부족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

망을 제시하였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구조조정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사

람들, 경력 단절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들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난 최근의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

이고 의아스러운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수준이 고도화할수록 노동시장의

수급은 총량으로만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모순돼 보이지만 취업난과

구인난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른 바, 인재 수급의 미스매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 취업준비생

이 첫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3개월이다. 또한 한국

경제인총연합회가 발간한 『2016년 채용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

입직원의 3년 내 퇴사 율은 27.7%에 달한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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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들의 첫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하다는 통계청

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직률이 높은 조직은 채용과 교육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 평균 연간 이직률이

20% 정도인데 비해 SAS사는 4%에 불과하다. 직원 한 명이 교체되면

연봉의 1.5배에 해당하는 채용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한 해 매출이 8

억 달러(2000년 기준)인 SAS사가 낮은 이직률 덕분에 약 1억 달러의 채

용 비용을 절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HR부서는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주시하고 조직의 경영전

략과 연계된 HR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단순한 조직의 인력 운

용 및 관리를 뛰어넘어 조직문화, 조직구조, 시스템, 전략의 효율성을 높

이는 역할이 강조된다. 조직 내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조직문화

변화 및 육성전략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조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에 대한 입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신입사원 입문교육은 새로운 조직

구성원이 진정한 조직의 일원이 되어 조직이 기대하는 인재로 성장하도

록 하는 대표적인 조직사회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이 요

구하는 인재를 조기에 전력화시키는 문화적 동화 과정이며, 신입사원들

에게 회사, 직무, 작업집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초기의 훈련 및 개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박소연(2013)에 따르면, 신입

사원 입문교육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 기간 중에 얻어지는 경험은 새로운 구성원들이 향

후 갖게 될 태도나 행동,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될 직무관련 또는 직무외

적으로 조직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입사 직후부터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최영록

(2014)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교육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2013년

현재 교육훈련 기간과 1인당 총비용은 2008년 조사당시에 비해 감소하였

지만, 매월 투입하는 비용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우리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집중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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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공기업의 입문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공기업의 경우, 다른 민간

기업에 비해 근속년수가 긴 반면, 노동유연성이 매우 떨어지는 만큼, 인

재를 육성 및 관리가 그 어느 조직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KEPCO

또한 신입사원 입문교육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발전

자회사 및 다른 공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바, 현 시점에서 직무지식

필기평가, 그룹미션(Group) 수행 등 신입사원 입문교육 평가도구와 직무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기업 입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려

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입사연차

3～5년 미만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조직몰입, 직무만족도 및 교육만족

도 평가 관련 내용이었다. 물론, 김재성(2015)의 논문처럼, 교육훈련의 세

부요인 중 공공봉사동기(PSM)가 조직몰입에 유의미하다는 연구도 있었

으나, 조직에서 시행하는 입문교육의 평가시행 도구들이, 어떻게 신입사

원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직 내에서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지, 즉 직무성과와의 객관적 성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또한, 기업조직은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위해 다양

한 프로그램 및 평가도구를 사용하였고, 교육의 성과측정과 직무성과와

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왔으나 인사자료 접근 한계 등으로 실증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프로그램 및 그 시

행방법도 다양하여 일반화하여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금번 연구에서는 위에 언급한대로, 공기업의 대표주자로서 KEPCO의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입문교육과 직무성과와의 관계

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입사 후 10년)뿐

만 아니라 직무성과를 승진, 승진소요기간, 포상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

여 교육평가 성적과 입사 후 직무성과에 대한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또

한 기존연구가 survey 방식에 의존한 것에 비해, 조직 내 축적된 데이터

를 기반으로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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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KEPCO 2004～2005년 대졸 공채입사자 1,200명을 대상으

로 하여 교육평가도구(성취도평가, 팀워크활동, 개인공헌도)와 직무성과

(승진, 승진소요기간, 포상)와의 관계, 즉 입문교육평가 도구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표 공기업으로서 KEPCO의 인재육성 제도는 다른 발전 자회사 및

그룹사나 다른 공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그들의 HR 전략에 많은 영

향을 끼쳐왔다. 그러므로, KEPCO의 교육평가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

분석 연구의 결과는 다른 공기업의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 시사한 바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2004～2005년 대졸 공채입사자로 한정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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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당시 인력도 각 자회사로 분리되어 이전의 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KEPCO는 2004년

부터 현재까지 ‘열린 채용’으로 인해 지원자의 학력 및 연령이 철폐하였

고 어학가점 및 자격증 강화 등 입사제도를 이전에 비해 대폭변경 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직무성과 측정 영역은 승진, 기본연봉, 포상을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초급관리자 승진여부는 입사 후 최소 10년이 되어야 유의

미할 것이며, 포상 또한 모범직원의 사장상의 경우 근속년수가 만 10년

이 초과해야 하므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 집단은, 결국 변경된

제도로 선발되어 입사 10년이 갓 지난 2004～2005년 대졸공채 입사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KEPCO의 신입사원 입문교육 과정은 집합교육 형태로서, 서울 노원

구에 있는 KEPCO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한다. [표1]과 같이 그 프로그램

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트렌드에 맞게 변화해 왔으나, 일반적으로 조

직 생활 조기정착을 목표로 시행하는 ‘팀워크활동’과 교육기간 중 학습

성취도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교육’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팀워크’

프로그램은 2004～2005년의 경우, ‘경영시뮬레이션’, ‘시네마한전’, ‘국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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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명목으로 시행하였으며, 평가방식은 사내외 강사진들에 의해 대부

분 정성적 평가로 진행하였다. 반면에, 직무지식평가는 교육기간동안 배

운 직무지식에 대한 정량적 평가로 시행하였다. 또한 교육기간 중 보여

지는 신입사원 개인별 생활태도 및 신입생 대표 역할 수행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개인공헌활동’도 측정하여, 개인의 잠재역량을 평가하였

다.

그리하여, 입문교육 평가도구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하기 위해 교육성적을 독립변수로 적용하고 직무성과(승진, 승진소요기

간, 포상)를 종속변수로 적용하였다.

독립변수인 교육평가성적은 2004～2005년 대졸공채 입사자 총 1,200

명의 교육성적을 KEPCO 인재개발원 교육 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였다.

종속변수는 KEPCO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측정한다. 승진은 매년

1회씩 이루어 졌으며, 승진의 기회는 대졸수준 입사 후 6년 이후부터 승

진기회가 주어진다. 예비조사 결과 2004년과 2005년의 입사자 중 첫 초

급관리자(차장) 승진자는 2010년에 나왔다.

포상은 입사경력이 만 1년 이상이면 내부포상 자격(외부포상은 제한

없음)이 주어지므로 입사 1년 후부터 포상자료를 측정한다. 여기서 교육

우등 포상은, 교육기간 내에서의 성적만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제외한다.

[표1] ’04～’05년 신입사원 입문교육 평가

구분 성취도
팀워크

개인공헌도
경영시뮬레이션 시네마한전 국토순례

내용

교육기간 중

배운

직무지식평가

10명 내외

그룹단위로

경쟁

대본에 따라

집단

역할연기

82KM 행군

교육기간 중

강조되는

교육태도

평가

방식
정량적 평가

정성+정량

평가
정성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정성적 평가

현재

상황

(‘18.

12월)

계속 시행중

*유사한 방식의 他프로그램으로 변경

계속 시행중
그룹미션수행 뮤지컬연기 한계극복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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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신입사원 입문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개념 및 의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아프리카에 살

던 별 볼일 없던 영장류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 행성을 지배하게 되

었나?’라는 질문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이라는 세 가지 혁명의 틀로 바라보며 집단신화를 믿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즉,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 함께 존재하

는 상호주관적 실재인 법, 돈, 신, 국가 등을 믿는 능력 덕분에 인간은

대규모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었고, 이는 사피엔스의 성공비결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조직응집력’이라고 할 수 있

다. 기업조직의 입장에서 조직응집력을 높이는 것은 결국 생존이자 성공

의 기반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기업들이 신입생들의 조직 단위 역

량발전과 응집력 향상을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은 녹록치 않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現 교육부)가 기업 CEO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에서 대졸 신입사원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기업의 요구

수준에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한국능률협

회,2009). 게다가,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이 요구하는 신입사원

역량 요구 수준과, 실제 입사하는 신입사원의 그것의 차이가 점점 더 벌

어지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원이 2007년에 발표한 ‘대졸신입사원 채용과

교육훈련 보고서’에 따르면, 신입사원 현업적응을 위한 교육시간이 평균

8.36개월(대기업 :11.25개월, 중소기업 : 6.23개월) 소요되며, 1인당 교육

훈련비는 248만원(대기업 : 560만원, 중소기업 : 109만원)이 소요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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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한국능률협회,2009).

심지어,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2013년 말 기업의 인사담당자

49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인재채용 관련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과반

수가 ‘적합한 인재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공계 인재를 찾는 기업

들은 기업 현장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인력을 찾기 힘들다고 불평하며 연

봉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신입사원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한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외국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과 입사지원자가 갖고 있는 기술 간에 존재(일명 skills gap)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자리가 나면 경력사원 채용을 선호하고 경력이 없는

신입 지원자는 아주 낮은 급여를 주거나 아예 급여가 없는 인턴 직으로

만 고용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맨파워그룹(ManpowerGroup)이

2012년 1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도 채용

담당자의 과반수가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기업 설문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이와 같은 기업의 채용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

고 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 교수이자 와튼 인적자원센터 소장인

피터 카펠리(Peter Cappelli) 교수는 이런 ‘기술격차(skills gap)’의 문제는

구직자의 능력부족이 아니라 기업의 과욕 때문이라고, 최근 발간한 <부

품사회(Why Good People Can't Get Jobs)>라는 저서에서 밝힌 바 있다

(동아비지니스리뷰147호,2014). 그는 동아비즈니스 리뷰(DBR)와 가진 인

터뷰에서 ‘문제의 본질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구직자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기업이라는 것이며,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가

없는 기업은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기업들이

정작 직접 직원들을 교육시키는데는 인색한 이유가 비용이 들어서라고

하지만, 비용이 든다고 해서 직원을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거기서 오는

손실은 더욱 크다’라고 말하며,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 교육시키는 편

이 훨씬 낫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신입사원 입문교육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

록 도와준다. 또한 신입사원 개개인에게는 담당하는 직무에 대하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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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어 업무 성취 및 스스로의

성장과 자기실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이혜림, 2004). 그리고 기업목

적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고(김명관, 2002), 사회적 문화체험(유

영만, 2006)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생애 교육의 제1보로서 경력 개발

의 출발점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이혜림, 2004).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

게 제시되어 왔다. 먼저 백주은(2011)은 신입사원 입문교육이란 신입사

원을 대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육성과 신입사원의 능력향상을 위

하여 경영이념, 기업문화, 기본소양, 지식, 기술 등을 학습하는 입사 직후

실시되는 교육훈련으로 정의하면서, 가지각색의 백그라운드 환경을 지닌

신입사원이 학습을 통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목표와 부합된

가치체계를 형성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

다. 허진호(2008)는 기업의 신입사원에게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함과 동

시에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편으로 교육과 훈

련을 범용하는 것으로 개념화 했다. 또한 강태옥(2005)은 역할에 관계없

이 받게 되는 공통적인 교육과정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

이고 환경변화 대처 능력을 함양하며 기본적인 업무 시스템 및 기업문화

에 대한 이해, 직장인으로서의 프로정신을 고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 외 많은 연구자들이 정의한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개념은 [표2]와 같

은데, 간략하게, 해당 조직이 요구하는 인재를 조기에 전력화시키는 문

화적 동화(enculturation)의 과정(유영만, 2004)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표2]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개념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정의
Keyword

내용 행위

김명관

(2002)

학습과정을 통해

기업조직의 일원으로

인식시켜 기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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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Keyword

내용 행위

김민수

(2005)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혹은 기술을 단시간

내에 체득화하여 ,

조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혹은 기술

-

강태욱

(2005)

역할에 관계없이 받게

되는 공통적인

교육과정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환경변화와

대처 능력을 함양하며

기본적인 업무 시스템

및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 직장인으로서의

프로정신을 고양하는 것

환경변화

대처능력,

업무시스템,

기업문화

이해,

직장인으로서

의 프로정신

교육

김성훈

(2006)

회사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의 부여와

집단으로의 참여의식,

자주적 행동, 소속감

등을 육성하고

담당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부여하는 직장 내 교육

기초지식,

참여의식,

자주적 행동,

소속감,

직무수행

필요지식

교육

이은영

(2006)

신입사원이 입사 후

처음 수행하게 되는

대단위 집합교육

- 집합교육

정희진

(2006)

해당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에 맞도록

조기전력화 시키는

동화과정

- 동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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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Keyword

내용 행위

정기영

(2006)

신입사원들이

지식이나 기능 또는

태도향상을 통해

조직에서 요구하는

업무의 수행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 -

정상헌

(2007)

신입사원 채용 이후

입사시점에 실시되는

기업교육으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기 위한 기본

소양 및 직장예절,

경영이념, 기업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기본소양,

직장예절,

경영이념,

기업문화

교육

서동택

(2008)

해당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에 맞도록

조기전력화 시키는

동화 과정

- 동화과정

허진호

(2008)

기업의 신입사원에게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

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근무의

욕을 고취시키는 방편

으로 교육과 훈련을

병용하는 것

직무수행능력,

충성심, 근무

의욕

교육훈련

출처 : (백주은 2011, 홍현 2013)



- 11 -

2.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목적

교육훈련의 목적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조직의 목적달성, 그리

고 기업체 구성원의 정서적, 물질적, 사회교육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

해 기업의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배우

게 만드는데 있다(허진호, 2008). 그러한 맥락에서 신입사원 입문교육은

신입사원들의 지식, 기술, 태도를 향상시켜 기업에서 요구하는 업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함으로 진행된다. 기업의 유지발전을 정점으로 신입사원

교육훈련의 목적을 정의한 내용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신입사원 교육훈련의 목적

출처 : 고종완 1993, 홍현 2013

위의 도식화된 그림처럼, 조직 측면에서는 능률 향상과 인재 육성, 구

성원 측면에서는 인간 완성과 생활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목적과 지식향

상, 기술향상, 태도적응 등 간접적인 목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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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 심리학자 Levinson의 경력단계모형(1986)에 따르면 15～

25세 시기를 자아개념을 정립하고 미래에 자신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

한 경력지향을 결정하는 시기인 ‘탐색단계’로 규정했다. 특히 이 단계의

마지막 부분을 시도기(trial period)로 정의했는데 이 기간은 보통 서구

문화권에서는 기업 조직에 처음 진입한 후 1～2년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탐색하고 이에 따른 최초의 직무를 찾아내고 그

직무를 발전시켜 평생의 업으로 삼을 것을 계획하는 시기 이다. 즉, 신입

사원의 기준을 기업에 입사한 후 1～2년의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가 평생의 업을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입사원의 경우 장래 일정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잠

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에 그들의 향후 직무능력, 더 나아가서는

근무태도에서의 상당 부분까지도 교육에 의해 좌우된다. Van

Maanen(197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입문교육은 공식적(formal), 집합

적(collective), 고정적(fixed)인 형태로 제도화된(institutionalized) 전략으

로, 경제적으로 응집력 향상 및 조직 안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Allen,

2006), 기업이 전통적으로 규정해놓은 역할(custodial role)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적합하다(Jones, 1986)고 밝히고 있다.

결국, 신입사원 입문교육은 조직에서 ‘관리도구’로서의 기능이 아닌,

‘전략적 선택’으로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특화 및 개발시키고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궁극

적으로는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

다.

3.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효과성

McGilicuddy(1990)에 따르면, 신입사원에게 있어 조직 처음 경험이

가장 결정적이고 오래 유지된다는 점에서, 입문교육은 신입사원의 조직

사회화뿐만 아니라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주인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입사원 개인 차원에서 새로운 조직으로의 진입은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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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이다. King, Xia, Quick, & Sethi(2005)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조직과

처음 대면하면서 현실적인 충격이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로 인

해 발생되는 불확실성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그

래서 입문교육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 기간 중에 얻어지는 경험은 새로운 구성원들이 향

후 갖게 될 태도나 행동,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될 직무 관련 또는 직무

외적으로 조직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신입사원 입문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 즉

효과성 분석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교육훈련을 실시한 이후에는 교육훈

련 설계시 의도했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정 및 재설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교육훈련의 효과

성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는 학습효과(learning effect)와 전이효과

(transfer)의 2단계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학습효과란 교육훈련

참가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며,

전이효과는 교육을 마치고 현업에 복귀하여 직무수행상 달라진 점이나

조직의 생산성에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나 실제로 입문교육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과거의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이효과의 측정은 피교육자의

상사나 동료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 자체가 어렵고, 만약 가능하다고 하

더라도 그 효과가 교육의 결과에 의한 행동변화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정상의 난점, 즉 객관적인 지표의 설정이 불

가능한 까닭에 많은 연구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전이의 인식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다. 예를 들어, 입문교육

효과성 평가를 위해 ‘교육만족도 평가’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비록 만족

도 평가의 지나친 활용과 이에 따른 부정확한 의사결정 위험 등의 이유

로 ‘만족도 평가’의 ‘평가’로서의 한계가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되어 온 것

도 사실이지만, 신입사원 입문교육이 사회인으로서 첫 관문인 만큼 이들



- 14 -

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세부요인별 인식수준을 알아보는 연구는 중요

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CIPP모형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연구도 활용되었는데, CIPP모형이란 기획

결정을 위한 상황평가요소(context), 구조 결정을 위한 투입평가요소

(input), 실행 결정을 위한 과정평가요소(process), 그리고 재순환 결정을

위한 결과평가요소(product)의 네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는 평가방법이다.

CIPP 평가 모형의 주요 특징은, 특정 교육프로그램의 성장을 촉진하고

체계적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여 주요 요구사항을 잘 충족시키거나 가용

자원 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체계적인 평가모델로 프

로그램을 평가하는 있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CIPP 평가모형으로 대기업 신입사원 입문교육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한

류수민, 송영수(2012)에 따르면, 신입사원 입문교육 만족도와 가장 연관

성이 큰 요인은 ‘교육성과’요인으로서, 신입사원 입문교육에 있어서 조직

의 역사와 핵심가치, 비전, 미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에 대한 일체

감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결국 앞

서 언급했던 신입사원 입문교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효과성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효과를 ‘조직사회화’적 측면에

서 바라보는 연구도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Feldman(1981)은 예비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 만남(encounter), 변화 및 수용(change

& acquisition), 행동 결과(behavioral outcomes), 감성 결과(affective

outcomes)의 단계로 이루어진 조직사회화의 단계 모형을 제시 하였는데,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조직사회화 활동이 입문교

육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직 사회화를 통해 신입사원은 자발적이고 혁

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직행동도 감소하게 되며, 더불

어 일에 대한 태도, 동기수준, 직무에의 몰입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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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구성요소 (KEPCO 사례 포함)

대체로, 기업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종류는 [표3]과 같다. 그중

에, 신입사원 교육은 조직에 적응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모

든 것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이 자신의 직무 및 부서에

친숙해지도록 하고, 조직의 성공을 위한 직무수행방법이나 사회에 공헌

하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방법 등을 패턴화하여 거치면

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3] 기업 내 교육프로그램의 종류

구분 신입사원 중견사원 간부사원

근무시간 중

교육

- 상사,부하,동료간 비공식 교육, 국내외 출장

- 각 부문별 실무지식 및 기술교육

- 목표관리, 품질분임조 활동을 통한 교육

근무시

간외

교육

계층별 -신입사원 교육 -주임,계장,대리 -과장,부장,임원

경영 -직무,창의력 개발, 국제화, 국내외 위탁교육

기술 -기초/도입/전문기술, 기술관리, 특허/지적소유권

자기계발교육 -자기개발활동 지원, 국가자격증 취득, 통신교육

출처 : 권대봉(2001). p.154.

기존연구를 통해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보면, 오리엔

테이션 프로그램, 사회인․조직인 양성 프로그램, 기업요구역량 프로그

램,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정희진, 2006). 또

한 허진호(2008)에 따르면 그룹이나 회사의 비전과 전략방향을 공유하는

교육내용, 팀 단위 학습활동을 통해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실천학습 중심

의 내용, 극기 훈련과 같은 조직력 향상을 위한 팀워크 강화로 분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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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동택(2008)의 경우 신입사원이 가진 전문성과 열정을 표현하게 하

는 프로그램, 기업의 비전과 핵심가치에 대한 프로그램, 팀단위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프로그램, 조직에 동화될 수 있는 팀워크 프로그램으로

구분했다. Lawson(2002)은 조직의 역사, 문화, 철학, 정책 등 조직에 대

한 지식 및 정보 제공, 그리고 감성적 학습을 위해 신입사원의 태도 개

발 및 기업의 가치를 수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행동적 학습을 위해

직무나 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업무스킬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Desimone(2002)는 역사, 철학, 사업영역, 주요 사업

소개, 조직구성, 복리후생, 평가 및 보상, 직무 현장 탐방을 포함하여 경

력개발 및 체육활동 등 특별이벤트와 기초 안전 훈련을 덧붙여 분류하였

다. 그 밖에 선행연구에서 분류된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구성요소는 [표4]와 같다.

[표4]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구성요소와 기준

연구자 구성요소 분류기준

김민수

(2005)

업무지식

기능적 기술

개인적 자질

역량중심

(Manning,1985)

강태욱

(2005)

업무영역교육

회사비전교육

부서별순회교육

교육주체별

김성훈

(2006)

고객서비스교육

의무연수교육

위생안전교육

경영방침교육

내외부동향교육

협력관계교육

교육주체별

정상헌

(2007)

개인적 영역

사회적 영역

기업문화적 영역

직무적 영역

조직사회화

출처 : 백주은 2011, 홍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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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던 2004～2005년 KEPCO의 신입사원 입문교육평가는

이러한 입문교육의 구성요소를 두루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직에서

요구하는 업무지식과 기능적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평가하기 위해, 3주간

의 입문교육기간 종료시점에 ‘직무지식평가’를 시행하여 교육기간동안의

성취도를 측정하였다. 직무지식평가에는 업무지식 뿐만 아니라, 조직의

비전과 가치, 역사와 문화를 얼마나 습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량적

으로 판단 및 평가하여, 구체적인 수치로서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함께 실시한 팀워크 활동 중 ‘경영시뮬레이션’은 팀 단위 학습활동을

통한 과제해결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현안해결능력을 평가하

였으며, ‘시네마한전’과 ‘국토순례’는 중규모 그룹과 대규모 그룹으로 각

각 나누어 시행함으로써, 조직력 향상과 협업 등의 팀워크를 평가하였다.

‘시네마한전’은 개인의 아이디어가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창작예술활동이며, ‘국토순례’는 극기훈련의 일종으로 82km를 행군하면

서 동료애와 희생정신을 기르는 중요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개인공헌도 평가는 조직사회화적 측면이 강한 입문교육의 범위 안에

서 개인적 영역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신입사원만의 패

기와 열정, 조직과 동료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들을 정성적으로 측정하였

다. 각 교육기수당 200여명 규모의 4개 반으로 나누어 교육이 시행되었

던 만큼, 학생대표와 반장으로 선출된 신입사원은 입문교육담당 간부와

가교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점이 반영되었다. 또한 교육 순

간마다 보여지는 언행 또한 개인공헌도 측정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었

다.

5. 국내 대기업의 신입사원 입문교육 현황 (KEPCO사례 포함)

최근 입사하는 신입사원은 개인주의적 성향 및 자기애가 강하고, 디

지털 문화에 익숙하며, 글로벌 문화 속에 자라온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신입사원 입문교육도 신입사원들의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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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근 신입사원 입문교육에는 신입사원 개인이 가진 전문성과

열정을 표현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추

구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 내에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둘째로, 기업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

다. 이와 동시에 가치판단 기준, 행동기준, 의사결정의 기준을 핵심가치

를 통해 설명하여, 입문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직문화에 젖어들어 기

존 조직구성원들과 동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가치추구에 익숙한 신입사원들이 조직생활에 동

화될 수 있는 정신력, 팀워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극기 훈련, 봉

사활동 등이 신입사원 입문교육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조직

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수고와 지지를 동료들과 함께 느끼고 체험하게

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KEPCO의 입문교육은 빠른 시간 안에 조직의 일원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3]로 정리하였다.

교육추진방향으로는 (1)회사비전 및 가치이해, KEPCO人으로서의 긍지

와 자부심 고취 (2) 팀워크 강화 훈련을 동한 동기애 형성 및 조직적응

력 향상, 그리고 (3) 전력산업 이해와 Loyalty 제고를 중점으로 하고 있

다. 약 3주간의 집합교육을 통해 KEPCO의 신입사원들은 그룹미션 수행

을 통한 협업을 배우고, 다양한 교육도구를 활용하여 조직의 핵심가치를

체득하게 된다. 전력분야 석학들의 강의와 입사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전력사업을 이해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얻게 되는 시간도 갖

는다. 새내기 직장인이자 공기업의 일원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에티켓을

포함하여, 공통 업무에 대한 지식에 대한 배움과 평가를 거듭하며 3주간

의 시간을 조직 적응을 위한 기간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입문

교육을 통해 신입사원들은 조직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본인이 가

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입문교육은 신입사원이 자신의 미래를 조직에 미리 투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울의 역할로서 그 의미와 효과성을 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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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최근 KEPCO 신입사원 입문교육 방향

교육원

목표
글로벌 TOP 개방형 인재양성 교육기관 구현

교육

방향
주요 교육 내용

한 전 인

Mindset

모 듈

비전․핵심가치

및 한전인化

KEPCO 비전, 핵심가치,

CEO 특강, 청렴특강, 전력史

역발상·창의역량함양 연상력 글쓰기, 창의력 Activity

기본역량 강화 문서 작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전력산업

이 해

모 듈

공통직무 이해
영업, 요금, 송변전, 배전, 전력거래,

해외사업 이해 등

설비 견학 주요 전력설비 견학

팀 워 크

동 기 애

모 듈

협동심, 동기애 강화 입교식, 동기인의 밤 등

도전정신, 동료애 팀빌딩, 한계극복훈련 등

출처 : KEPCO 인재개발원 신입사원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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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직무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직무성과의 개념과 의의

성과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산출(output)'과는 구분되는 개념으

로, 일반적으로 산출이 활동을 통해 도출되는 내용물을 의미한다면, 성과

는 산출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한다(Poister, 2003). 성과의 개념에

는 효율성, 서비스 품질, 형평성, 정책 순응 등 다양한 차원의 개념이 포

함되어 있으며, 조직, 정책 사업, 분석 단위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공동성 외, 2011) 또한 Holton(1999)은 성과는 미션과 관

련된 결과 및 산출물로서의 성취단위라고도 명명하였다.

한편으로, 인적자원개발 이론의 역사 속에서 ‘성과’에 대한 개념과 이

를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은 ‘학습 패러다임’과 더불어 중요한 한 축으로

설정되어 왔다. 즉, 인적자원개발의 내용은 조직 전체의 성과향상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수동적인 노동자에

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며, 학습은 해당 조직의 필요와 개인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한다(Dirkx,1997).

성과에 대한 개념과 관련하여 3가지 관점이 있는데 (1) 인간활동의

자연스러운 결과, (2)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요소, 그리고 (3) 조직 억압

도구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 성과는 자연스럽고 가

치 있는 결과로서, 인간은 가치 있는 성과를 이루게 하는 다양하고 폭넓

은 활동에 목적성을 지니고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과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완벽한 상호 보완적

관계있다고 보는 것이다(Holton,2000). 두 번째의 경우, 성과를 개인과 사

회를 발전시키는 도구적 활동으로 간주하는 실용주의적 시각이다. 성과

를 직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개인 차원의 성과는 향상된 노동력이나

좋은 경력으로 이어지며, 조직 차원의 성과는 조직으로 하여금 개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게 한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경우는, 성과를 통제와 비인간화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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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여, 개인의 행동을 강압하거나 특정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보상에

대한 대가로서, 성과에 대한 개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성과

의 개념에 이어서, ‘성과시스템’은 미션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된 시스템으로, 성과 패러다임은 개인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개인이

속한 시스템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과시스템의 미션을 달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시스템은 직무성과에 대한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결국 직무성과는 조직의 목표에 대하여 조직구성원이 각자의 직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다. 직무성과를 바라보는 시각

에 대하여는 단순히 목표달성의 효과성을 측정하거나, 또는 목표를 달성

하는 process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도 있다. Pincus(1986)는 목표달

성도, 신축성, 적응형 효율성, 생산성 상사평가에 대한 개념으로 본 반면,

Porter(1968)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 실행이라고 정의했다.

2. 직무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관점

성과 이론은 학습이론과 달리 개인 - 팀 - 프로세스 - 조직시스템

을 다루며, 또한 몇몇 이론은 여러 수준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도 한다. Cameron(2005)은 성과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

록 조직의 효과성 개념에 대해 중요한 분석과 논의를 제시하였다. 조직

효과성의 정의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한 5가지 모형은 [표6]과 같다. 조직

효과성 및 성과에 대한 가치는 ‘유연성 VS 안정성’과 ‘내적 유지 VS 외

적 포지셔닝’의 2개 축에 의해서 구성된 4분면에 위치하며, 그 세부내용

은 [그림2]와 같다.

[표6] 조직효과성 모형

모형

정의 적합성

아래와 같을 때

조직이 효과적이다

아래와 같을 때

모형이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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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정의 적합성

아래와 같을 때

조직이 효과적이다

아래와 같을 때

모형이 선호된다

목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한다

목표가 명확하고,

공언되어 있으며,

합의에 의해

설정되고,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

측정이 가능하다

시스템 지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한다

자원과 산출물이

뚜렷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부 프로세스
기능의 흐름이

순조롭고 압박이 없다

프로세스와 결과가

뚜렷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략적 이해 관계자
모든 이해 관계자가

어느 정도 만족한다.

조직에서 이해

관계자가 권력을

가진다

인간관계
구성원은 만족하고

서로 협력한다

협력을 위한 노력과

조화에 의해 결과가

도출된다

출처 : Camero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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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조직효과성에 대한 경쟁적 가치구조 : 주요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다섯가지 모형 통합

출처 : Cameron, 2005, p.309.

성과와 성과모형에 대한 이론은 매우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성과 기

반의 인적자원개발 관점은 조직의 성과 향상을 조직의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연구 모형은 다양한 성과 수준과 성

과 영역으로 구성된다. Swanson(2007)은 성과진단 프로세스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Analysis for Improving Performance 2nd ed., 2007) 성과

진단 단계에서 ‘조직-프로세스-팀-개인’ 등 4개의 성과수준과 ‘미션/목표

-시스템 설계-역량-동기-전문성’ 등 5개의 성과변인으로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캠벨의 개인성과모형은 ‘성과 구성요인-성과 결정요인-성과 예측

요인이라는 3가지 핵심 요소 구성을 제시하였다. 성과 예측요인을 [그림

3]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선언적 지식 및 절차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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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요인들은 능력, 인성, 흥미, 훈련, 경험 및 이러한 요소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그림3] Campbell의 직무 성과 요인

출처 : Campbell, 1990

개인의 성과에 대한 Gilbert(1978)의 생각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기반

으로 하여 개인과 개인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과에 대한 정의를 내

린 바 있다[표7참조]. 행동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강조하는 그의 생각은

성과향상 모형의 근간이 되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역량개발에 대한 바

람직한 투자의 평가 기준으로 행동의 가치를 강조하여, 성과 중심 인적

자원개발의 기초가 되었다. Gilbert의 행동주의 모형은 기계적이고 비인

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간

의 능력과 잠재력을 신뢰하고, 조직원의 성공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

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관점에서 성과이론과 모형은 조직 내 개개인이

자신의 성과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성과 시스템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제

시하였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개인의 성과창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을 개발해야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

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언적 지식

사실

원리

목표

자기 지식

절차적 지식 및 기술

인지기술

심리운동 기술

신체기술

자기관리 기술

대인관계 기술

동기

수행여부의 선택

노력수준

노력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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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Gilbert의 행동공학모형

구분 자료 수단 동기

환경적 자원

데이터

1. 성과에

적절성에 관한

피드백

2.성과 기대가

무엇인지에

관한 기술

3. 적절한

성과에 대한

명확하고

관련성 있는

안내

도구

1. 인적 요인에

적합하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직무

도구 및 자료

인센티브

1. 성과에 따라

제공되는

적절한 금전적

인센티브

2. 비금전적

인센티브

3. 경력개발

기회

개인의 행동

레퍼토리

지식

1. 모범적

성과에

요구되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훈련

2. 배치

역량

1.최고 수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성과계획 수립

2. 신체보조기구

3. 신체적 건강

4. 적응

5.선발

동기

1.직무수행

동기평가

2. 상황에 맞는

인력채용

출처 : Gilbert,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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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직무성과와의 관계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직무성과와의 관계에 관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는 교육훈련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많은 다양한 영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입문교육 훈련을 자원기반 스트레스 이론적 접근으로 설명한 선

행연구가 있다. 박세웅(2018)에 따르면,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조직 적응

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자원획득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조직에 보다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스트레스 반응도 덜 경험할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입문교육 참여자

들이 지각하는 입문교육의 유용성의 효과는 함께 참여하는 다른 신입사

원들과의 동료애를 높게 지각할수록 강하게 나타나 입문교육의 평가도구

중 하나인 그룹미션 수행이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입문

교육의 유용성을 지각한 신입사원일수록 직무배치 후의 개인-조직 적합

성이 높았고, 조직과 적합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직무배치후의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조직유효성을 꼽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원석․주동범

(2013)에 따르면, 근로자의 특성을 통제한 후 교육훈련 프로그램 특성 중

직무관련성과 목표설정이 조직유효성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직무관련성이 높고 목표설정이 잘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높인다는 것도 추가로 밝혀졌

다. 여기서 조직유효성은 조직의 목표뿐만 아니라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 영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조직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얼마

나 효과적인가를 표시하는 개념으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잘 준비된 교육훈련이 조직원의 몰입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해당 연구는 입문교육보다는 직무교육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직무성과에 대한 측정도 연구대상의 주관적 설문에 의존하여

결과가 도출되어 있어, 객관적인 결과지표에 대한 사례에 대한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박소연(2011)은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내용을 조직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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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분석하여, 조직의 직무성과로의 연관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즉,

10개 대기업의 신입사원 그룹입문교육의 목적, 영역, 주체를 분석한 결

과, 조직의 일원으로 전환시키는 ‘조직 관점’ 즉, 조직사회화 전략에 기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입직원이 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정

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직사회화는 신입사원이 기업의 효과적인 구성원

으로 변환되는 과정으로 새로운 구성원이 성공적인 조직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업무관련 및 사회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Louis,1990)은 물론

보다 넓은 의미에서 조직의 문화를 학습하는 조직문화형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Van Maanen & Schein, 1979). 입문교육에서 추구하는 조직사

회화 프로그램은 (1)직무수행의 효율성-직무관련 과업 습득, (2)사람-조

직구성원들과 업무관계 정착, (3)조직언어-공식 비공식적 업무관계와 권

력구조 정보, (4)언어-조직의 독특한 은어,속어,전문언어 이해, (5)조직목

표와 가치-구체적 가치 또는 권력 있는 구성원이 신봉하는 비공식적 가

치 이해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직사회화 구성은 공식적으로 신입사원에

게 제시되는 입문교육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신입

사원 개개인은 알게 모르게 일정 수준이상 조직이 바라는 방향으로 자신

의 행동을 변화하게 된다. 입문교육을 통해 조직사회화를 위한 학습은

인지적, 감성적, 행동적 차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세부내용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은 [표8]과 같다. 인지적 학습은 조직의 역사, 문화, 철학,

정책, 절차 등 조직에 대한 지식개발 및 정보획득에 중점을 두게 되며,

내용 이해를 넘어 일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감

성적 학습은 이 조직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핵심가치를 받아들이는

등의 태도와 가치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특히 구성원으로서 환영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동적 학습은 직무나 절차를 잘 수

행하도록 기술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며, 배치 이후에 모든 조직원

에게 요구되는 스킬을 익히게 된다. 이러한 조직사회화를 지향하는 입문

교육은 조직에 대한 이해, 조직생활기술 향상, 기초직무역량 개발의 성과

로 나타나게 된다. 즉,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이라는 시스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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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역량을 배양한다. 이러한 성

과는 조직구성원 입장에서 자아발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며, 조직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의 근간이 된다. 개인의 성장욕구와

본질적인 보상의 증가 욕구는 결국 승진, 포상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표8] 조직사회화 관점에서 본 신입입문교육 성과

연구자 조직 이해 조직생활기술 향상 기초직무역량 개발

정희진

2006

조직의 가치와

신입사원 개인의

가치관 사이의

동화

조직원의 역할과

행동 규정 및

팀워크 강화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역량

강화

허진호

2008

기업의 핵심가치

공유

조직력배양을 위한

팀워크강화

(극기 훈련)

프로젝트 및

팀과제

해결 능력 배양

서동택

2008

기업의 비전, 전략,

핵심가치 공유

조직생활 동화

위한

정신력 강화

신입사원 열정과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강화

Lawson

2002

조직의 역사, 문화,

철학, 정책

공유

신입사원의

태도개발 및

기업의 가치 수용

직무 수행위한

기초역량 보유

DeSimone

Werner

Harris

2002

조직구성,

복리후생, 평가 및

보상, 직무,

현장 탐방

경력개발,

체육활동,

특별이벤트

기초 안전 훈련

출처 : 박소연(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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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은용 외(2011)는 교육 후 자기 효능감을 통해 직무성과

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업무에 대한 자신의 능력

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근거하여 발생된다. 자기효능감 요인은 선택해

야만 되는 요인, 장애물이나 실패 앞에서 어떻게 얼마나 견디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Hutchinson, Follman,

Sumpter, & Bodner, 2006). 자기 효능감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교육과 직

무성과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

고 있는데(Schwoerer, May, Hollensbe & Mencl, 2005) 특히, Thayer &

Teachout(1995)는 교육 후 형성된 자기 효능감이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

을 미치며, Chen & Scannapieco(2009)는 자기 효능감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남연희․채인석

(2009)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이현정(2004)는 개별보

건교육이 환자의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을

통한 자기효능감 형성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Martocchio

&Hertenstein(2003)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기 효능감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훈련일수록 더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영주 외(2008)의 연구 역시 자기 효능감이 학습 성취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후 형성되는 자기효능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처리가 쉬워지고,

또한 이로 인하여 만족감을 형성한다는 것으로서 교육 전보다 상대적으

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문교육과 직무성과 관련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을 때

측정 가능한 직무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개연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된다. 즉, 입문교육프로그램이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와 일체감 형성을 높이는데 유의미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측정 가능한 직무성과와의 관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위의 논의를 포함하여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직무성과의 관계를 연구

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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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입문교육과 직무성과와의 관계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결과

김정원

(2003)

대기업 대졸신입사원들의

입사 첫해에 대한

설문조사

-사내훈련에 대한 평가

기대

양질의 훈련과 전문적자질의

습득기회와 회사에 대한

일반적 평판이 직장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서동택

(2008)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조직적응의 관계

신입사원의 조직적응을 위해

입문교육은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이 중요

조직이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박소연

(2012)

대기업 신입사원

조직사회화의

장애요인 탐색

선배와의 커뮤니케이션 장애

이론과 현장의 차이

조직문화 적응기간 필요

강명희

외

(2009)

기업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생들이 인식한

학습실제성이 성취도와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

과제와 평가의 실제성이 높은

학습 설계필요

박소연

(2011)

조직 사회화 관점에서의

한국 대기업연수원

신입사원

그룹입문교육 내용분석

그룹에서의 정체성 강화 /

일체감 형성,

그룹이해 및 핵심가치 체득

이상으로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직무성과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

을 분석해 보았다. 대체적으로 입문교육 프로그램이 구성하고 있는 개인

과 팀수준의 역량 강화 및 조직사회화 기여 그리고 조직몰입과 동기부여

를 통한 직무만족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내용이 다양한 형태의 직무성

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러한 입문교육의 내용과 효과가 영향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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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무성과 자체를 측정가능한 수준의 결과물로 제시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것은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히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역량, 그리고

성과측정시스템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이유로, 실질적인 데이터를 측정하

고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때문이다. 인적자원개발에서 교육이나 성

과를 평가하는 것은 형성평가가 아닌 총괄평가에 보다 중점을 둔 광범위

한 영역에 속한다. 대부분의 경영과 산업 부문에서의 평가는 프로그램이

(1)참여자, (2)참여자의 업무 수행, (3)조직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Brinkerhoff, 1991; Broad & Newstrom, 1992; Dixon,

1990; Kirkpatric,1998; Phillips,1997a ; Swanson & Holton,1999, Wang

& Spitzer, 2005).

교육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하여, 커크패트릭 모형(Kirkpatric, 1998)

은 첫 개발이래로 교육 평가 분야를 지배해 왔다. 커크패트릭에 따르면

훈련프로그램은 반응, 학습, 행동, 결과의 4가지 수준으로 평가된다.

Kirkpatric 모형은 실제 기업이나 공공조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각

평가단계별 논리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모형의 내용은 [그림4]와 같다.

[그림4] 커크패트릭 4가지 수준 모형

출처 : KMconsulting(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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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평가를 Kirkpatric 모

형에 대입한다면, 신입사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교육훈련 참가

자가 반응하여 조직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 등을 학습하고

그 내용을 현업과 직무에 적용하도록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궁극적

으로는 확인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다고 사

료된다. 따라서, 신입사원 입문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평가를 측정 가능한

변수를 설정하고, 그 결과물인 직무성과를 확인가 능한 데이터와 선택하

여 비교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직무성과를 측정 가능한 변수로 설정

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의 결과물과 구체적인 직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측정 가능한 변수별로 가설을 설정하여 보다 세밀

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이며 측정가능한 직무성과를 승진, 승진

소요기간, 포상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 ‘승진’, ‘승진소요기간’, ‘포

상’은 조직 가치와 개인역량이라는 혼합적인 성격의 조직성과로, 입문교

육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적과 관련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직무성과에 대한 관계 : 승진

먼저 승진은 ‘조직의 필요’에 따라 준비된 직원을 상위 직책 또는 직

급으로 수직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라고 하지만,

직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조직 내에서의 큰 관심사이자

중요과제다. 승진은 조직구조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은 물론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적시에 적임자를 임명

하고 이동시키는 승진 인사를 해두지 못하면 인재의 파이프라인이 약화

될 수 있고, 승진을 남용하면 역피라민드형의 기형적 조직 구조와 인사

적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카

드로 승진은 중요시된다. 노동경제 분야의 전문가인 영국 옥스퍼드대

(University of Oxford) 제임스 말콤슨(James Malcomson) 교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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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별직원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때 인센티브 계약방

식보다는 우수한 근로자 일부를 선별적으로 승진시키겠다는 약속을 통해

동기부여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들이 실행하고 있는 승진제도는 대체적으로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연공형, 경쟁형, 포지션, 인증형, 핵심 인재 증심형이다. 먼

저 연공형은 해당 직급에서 정한 연차를 채우면 자연히 상위직급으로 승

진되는 방식으로 가장 단순한 제도이다. 두 번째로 경쟁형은 기준에 따

라 승진 후보자 풀(pool)을 먼저 정한 후 일정 비율을 승진시키는 방식

으로 승진율에 의한 조직구조 관리에 유리하나 탈락자가 다수 발생한다.

셋째로 포지션 승진제도는 상위포지션에 공석이 발생하면 적임자를 지정

해 승진시키는 방식이며, 다음으로 인증형 승진제도는 상위 직무능력을

인증한 후,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직무 등급별 요구 능력 및 평가방식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핵심 인재 중심 승

진제도는, 회사의 인재를 일반 인재와 핵심 인재로 나누고, 핵심 인재에

대해서는 선발 과정에서부터 별도의 육성채널을 가동하여 승진시키는 제

도이다. KEPCO의 경우는 연공형과 경쟁형의 혼합형태를 보이고 있으

며, 초급관리자 승진의 경우에는 대졸 신입사원 기준 6년이 경과하면, 초

급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평가방식은 실무시험과 리더십역량

평가(보고서 분석역량평가 및 적성평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

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입사원 입문교육이 직원의 동기부여를 통한 핵심인재로의 도약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성과로서의 ‘승진’은 상당히 중요

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또래의 구성원들에게 경쟁심을 심어주

고, 조직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문교육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

다. 그런 차원에서 입문교육의 평가도구가 승진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연

결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입문교육 성적이 높을수록, 교육종료 후 승진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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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성취도(직무지식평가) 성적이높을수록교육종료후승진할확률이높을것이다.

가설 1-2. 팀워크 성적이 높을수록 교육종료 후 승진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가설 1-3. 개인공헌도 성적이 높을수록 교육종료 후 승진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2.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직무성과에 대한 관계 : 승진소요기간

승진에 대한 선행연구 中 ‘경력이동’(career mobility) 이론은 승진의

의의를 사회적·심리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Vardi,1980 ; 김렬 외

2004 ; 임정철, 2015) 사회적 관점(sociological approach)에서 승진은 조

직 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경력이동 과정이다. 승진

은 조직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회화 과정의 하나로서, 조직의 규모나 특성,

연령, 성별과 같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심리적 관점(psychological approach)은 가치, 태도, 인식, 행태 등 개인

의 차원에서 승진을 논의하고 있는데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은

승진의 결과에 따른 심리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승진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 승진이 되기까지 걸리

는 시간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他人보다 비교적 이른

기간에 승진이 된다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개인의 조직사회화의 속도와

동기부여의 정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구성원들이 동

기적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직원이 승진하기 위하여 해당 직급에 재직해야 하는 최소한의 근무

기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상위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 수행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

간으로 정의된다. 공무원에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

수)에 따라 일반직공문원은 4급 3년 이상, 5급 4년 이상, 6급 3년 6개월

이상, 7급과 8급은 2년, 9급은 1년 6개월 이상을 해당 직급에서 근무해야

만 다음 계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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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분 또한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

(2014)가 발표한 2014 「승진승급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민간 기업들

은 일반적으로 신입 3.7년, 대리급 3.6년, 과장급 4.0년, 차장급 4.2년, 부

장급은 3.7년의 승진최저연수를 설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 직급별 승진최저연수는 [표10]과 같다.

[표10] 민간기업 평균승진소요연수(2014)

구분 2005 2011 2014
기업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부장→임원 5 3.9 4.2 4.7 4.0

차장→부장 4.6 4.6 4.9 5.3 4.6

과장→차장 4.5 4.8 4.8 5.1 4.5

대리→과장 4.1 3.9 4.1 4.5 3.8

신입→대리 4.2 4.0 4.1 4.1 4.1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2014)

승진소요기간의 장기화는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활

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김익근(2017)에 의하면, 조직행태론

적 관점에서 조직원이 승진지연 등에 있어서 경력정체를 느끼게 되었을

때 조직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즉 조직효과성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조직성과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입문교육 성적과 승진과의 관계를 분석

할 때, 승진소요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입문교육 성적이 ‘승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승진소

요기간에도 같은 맥락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설 2. 입문교육 성적이 높을수록, 승진시 승진소요기간이 짧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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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성취도(직무지식평가) 성적이높을수록승진시, 승진소요기간이짧을것이다.

가설 2-2. 팀워크 성적이 높을수록 승진시, 승진소요기간이 짧을 것이다.

가설 2-3. 개인공헌도 성적이 높을수록 승진시, 승진소요기간이 짧을 것이다.

3.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직무성과에 대한 관계 : 포상

포상의 공정한 운용은 조직을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

다. <손자병법(孫子兵法)> ‘시계(始計)편’에서는 ‘상벌숙명(賞罰孰明)’이라

하여 어느 조직이 상벌의 시행을 명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즉 적과의 승부를 가르는 상황에서 포상의 공정한 시행을 중요한 항목을

꼽고 있다.

포상의 사전적 뜻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준다’는 것으로 조직에

서 맡은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우수한 직원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즉 승진과 더불어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

인 것이다. KEPCO는 조직의 전사포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포상 건에

대해 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 대내외 인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을 선정하

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여등급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이중 1등급 포상은 승진을 위한 가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공공조직 중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이광로,2002)에서도 제

시하였듯이, 포상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과 업무실적

이다. 입문교육의 교육 성적이 개인의 능력과 업무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 입문교육 성적이 높을수록 교육종료 후 포상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3-1. 성취도(직무지식평가)성적이 높을수록 포상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3-2. 팀워크 성적이 높을수록 포상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3-3. 개인공헌도 성적이 높을수록 포상점수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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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차별성

측정가능한 직무성과인 승진, 포상, 근무평정을 변수로 하여,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인력선발인 채용도구와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심재권(2001)은 「공기업 인력선발 도구의 직무성과 예언타당도 분석」

연구에서, 입사성적(영어, 전공시험, 논술, 면접)이 입사 2년 이내에 근무

평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박종욱(2009)은 「선발도

구의 직무성과 예측성에 관한 연구」에서 입사성적 중 인적성검사 및 면

접이 입사 3년간의 근무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정호(2013)는 「공기업 채용 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분

석」연구에서 신입사원 채용 성적(전공필기, 적성검사, 논술, 면접)이 승

진, 포상, 연봉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가 설문조사 방식에 의존하거나 채용도구와 단기적 근무성적과의 분

석(2~3년)에 그친 반면에, 해당연구는 보다 장기적인(10년)관점에서 근무

성적 이외 다양한 변수설정을 통해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인 데이

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해볼만 한다. 회귀분석결과를

통해 채용성적 중 논술이나 면접 같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

는 채용도구보다는 전공필기나 적성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채용도구의 직

무성과 예측타당도가 비교적 높게 나왔으며, 이는 공기업에서 객관적인

채용도구의 직무성과 예측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언

급한 3개의 직무성과에 대한 연구는 입사성적의 일부 도구(전공평가)와

직무성과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연구대상

을 10년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조직의 일원이 되기 전에 발생된 채용성적이

개인의 역량에 주로 기반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착안하여, 입문교육 평가프로그램 도구(성

취도, 팀워크, 개인역량)들이 측정 가능한 직무성과(승진, 승진소요기간,

포상)와의 관계를 다뤘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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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분석의 틀

독립변수

(교육평가 구성요소)

•성취도

- 직무지식평가

•팀워크

- 경영시뮬레이션

- 시네마한전

- 국토순례

•개인 공헌도

통제변수

•직군

•성별

•나이

•입사년도(교육기수)

종속변수

(직무 성과)

• 승진여부

• 승진소요기간

• 대내외 포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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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

1. 독립변수

앞서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독립변수인 교육평가성적은 2004∼2005년

대졸공채 입사자 中 총 1,200명의 교육성적을 KEPCO 인재개발원 교육

관리시스템에서 추출 및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의 표본 집단을 2004∼

2005년 입사자로 한 것은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한 대규

모 인력이동으로 그 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2004년 채용 전형부터 학력, 연령 철폐 등 열린 입사채용방식이 채택되

는 등 채용제도의 변화로 인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오류를 제외하고

자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입사원 입문교육 평가는 성취도, 팀워크, 개인역량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성취도’는 직무지식평가로 진행하며, 보통 교육기간 종료시

점에 시행한다. 2004∼2005년 교육 당시, 직무지식평가는 조직일반현황을

포함하여 직군별 업무이해도를 평가하여 입문 교육훈련 성과를 객관적으

로 검증해 볼 수 있다. 팀워크는 교육을 주관하는 KEPCO 인재개발원

소속 교수진과 외부프로그램 진행위원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2004∼2005년 당시 ‘팀워크활동’은 10명 내외로 짜여진 그룹

단위로 가상의 회사를 운영해보는 방식으로 팀워크를 평가해 보는 ‘경영

시뮬레이션’, 한국의 전력사를 교육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력을

매개로 한 집단연극 ‘시네마한전’, 그리고 장장 82Km의 달하는 거리를

걷는 ‘국토순례’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입사원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과 개인의 Identity의 조화 및 협업을 이끌어내는 신입생들의

애티튜드(attitude)와 가능성(possibility)을 평가하는 ‘개인공헌도’를 통해

개개인의 잠재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각각의 교육평가 만점기준이 상이하여, 각 성적 간 계수크기를 비교

하기 위해 분석하기 전에, 표준화(z점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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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직무성과로 KEPCO의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중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승진통계, 승진소요기간, 포

상현황을 통해 측정하였다.

심재권(2001), 박종욱(2009 등 기존 선행연구가 근무성적만을 직무성

과의 측정치로 활용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승진, 승진소요기간, 포상

으로 직무성과를 보상의 결과로서 측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일반

적으로 직무성과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승진 및 포상

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별히,

‘승진’의 경우 단순히 승진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에 걸리

는 소요기간을 별도로 측정하여 입문교육 평가요소에 따른 결과를 다각

도로 분석 및 검토하였다. 또한, 포상의 경우, 이정호(2013)에서 분석했듯

이 장관상 이상, 사장상, 사업소장 등으로 세분화하여 포상의 중요도 비

중을 포상점수로 환산(각 순서대로 3점, 2점, 1점)하여 적용하였다.

3. 통제변수

신입사원 입문교육이 종료 후 직무성과 변수인 승진과 기본연봉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제변수 선정에도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심재권(2001), 박종욱(2009), 이정호(2013)

등의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성별과 직군 및 입사년도에 따른 교육기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에 있어, KEPCO의 경우 군 경력이 근속년

수에 가산되는 만큼 승진시험자격에 있어 남자와 여자 대졸입사자의 승

진자격 소요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성별의 통제는 중요하게 고려되

는 요소이다. 또한 KEPCO의 경우 직군별로 승진소요인원 및 소요기간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제변수에 추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된

다. 근속년수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기 위해 2004∼2005년 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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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통합분석시 입문 교육기수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직무성

과 관련 선행연구에서 빈번히 통제되는 ‘교육수준’은 신입사원 채용시 대

졸수준으로 선발되어 굳이 통제할 필요가 없어, 통제변수로 따로 설정하

지 않았으나. 변수의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성취도 직무지식평가

KEPCO 인재개발원

교육 관리시스템 성적 추출

평가별 만점이 상이하여

표준화 시행

개인공헌도
개인공헌활동

점수

팀워크

경영시뮬레이션

시네마한전

국토순례

종속변수 직무성과

승진
KEPCO ERP 인사관리시스템

2018년 12월 현재 승진한 집단

추출
승진소요기간

포상

KEPCO ERP 인사관리시스템

2018년 12월 현재

개인별 포상내역 추출 및

장관상 3점, 사장상2점,

사업소장상 1점 구분 부여합산

통제변수

입문교육기수

(352,353,354,356,358,359,360기),

나이

KEPCO 인재개발원

교육 관리시스템에서 추출

성별, 직군
KEPCO ERP시스템에서

개별 입사년도 구분하여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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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금번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신입사원 입문교육 성적이

교육종료 후 개인의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그리하여

표본 집단인 입문교육 수료자들의 교육성적을 독립변수로, 객관적인 직

무성과로서 승진여부, 승진소요기간, 포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직

군, 입사년도 내 교육기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틀을 정리하였다.

교육성적과 승진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승진을

하는 경우와 하지 못한 경우의 두 가지 명목 항으로 종속변수(승진여부)

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항선택성은 종속변수가 연속

(continuous)이어야 하며, 독립변수와 선형성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에 위

배되기 때문에 추정방법을 OLS(Ordinary Least Square) 대신 최대우도

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통해 승진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성취도와 팀워크 그리고 개인공

헌도 등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또한 ‘교육성적’과 ‘승진소요기간’

및 ‘포상’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모형은 [그림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5] 분석모형

[승진여부]

In
            

    

[단,  =Pr(Y=1)]

[승진소요기간, 포상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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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tata 14.0이며, 본격적인 가설검

정에 앞서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뒤이어 본 분석

으로 들어갈 것이다.

[종속변수]

직무성과 :  = 승진여부,  = 승진소요기간,  = 포상총점

[독립변수]

성취도 :  = 직무지식평가

팀워크 :  =경영시뮬레이션,  =시네마한전,  =국토순례

개인역량 :  = 개인공헌도

<통제변수>

개별차이 : enter=입문 교육기수, cate=직군, sex=성별, age=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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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적 통계분석과 다중 공선성 진단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12]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와 관련하

여, 2004년～2005년 입사자들 중 2018년 현재기준으로 승진한 인원은

505명으로 나타났으며, 승진소요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14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상의 경우, 장관상이상 3점, 사장상 이상 2점, 사업

소장상은 1점을 부여하여 포상의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포상점수를

부여 및 합산하였는데, 2004～2005년 입문교육생들의 포상총점의 경우

평균 2.168점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관련하여서는, 표본 1,200명 中

2004년에 입사한 352기,353기,354기,356기가 약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군별로는 배전 및 송변전 직군이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78%), 입

문교육당시 평균연령대는 만26세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관련하여서는

직무지식평가, 그룹미션경영시뮬레이션, 시네마한전, 국토순례, 개인공헌

도는 2004년과 2005년 입문교육 수료자의 개별점수의 데이터를 추출하였

으나, 각 평가별 만점이 달라 표준화하여 점수를 계량화하였다.

[표1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승진여부 1,200 0.42 0.49 0 1

승진소요기간 505 10.28 2.33 5 14

포상총점 1,200 2.16 1.18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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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공선성 진단

분석에서 사용된 개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13]과 같다. 이 가

운데 주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직무평가’는 팀워크

중 ‘경영시뮬레이션’과 ‘시네마한전’, 그리고 ‘개인공헌도’는 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고, ‘국토순례’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또한, ‘국토순

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승진여부’와는 정적인 상

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또 다른 종속변수인 ‘승진소요기간’은 모든 독립

변수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포상의 경우는 ‘시네마한전’을 제외하

고 다른 독립변수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시행하였다.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상태를 의

통제

352기 1,200 0.18 0.38 0 1

353기 1,200 0.13 0.34 0 1

354기 1,200 0.17 0.38 0 1

356기 1,200 0.17 0.37 0 1

358기 1,200 0.13 0.33 0 1

359기 1,200 0.09 0.28 0 1

360기 1,200 0.11 0.31 0 1

사무 1,200 0.19 0.39 0 1

배전 1,200 0.33 0.47 0 1

송변전 1,200 0.32 0.46 0 1

통신 1,200 0.08 0.27 0 1

기타 1,200 0.05 0.23 0 1

남성 1,200 0.78 0.41 0 1

나이 1,200 26.08 2.15 18 34

독립

직무평가 1,200 0 1 -6.39 2.37

경영시뮬 1,200 0 1 -6.98 2.64

시네마한전 1,200 0 1 -3.34 2.66

국토순례 1,200 0 1 -5.69 1.72

개인공헌도 1,200 0 1 -1.70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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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아 완전한 공선성에

가까워지며, 0에 가까울수록 공선성이 적어진다고 보며, 0.7을 기준으로

한다.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직무평가’와 ‘경영시뮬레이

션’으로 Pearson 상관계수 값이 0.12이나, 이 값은 0.7보다 작다. 또한 변

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것은 ‘승진’과 ‘포상총점’으로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0.21로 역시 0.7보다 작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통제변수가 추가된 회귀모형

을 활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다 엄밀히 추정하고자 한다.

[표1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 *p<0.1, **p<0.05, ***p<0.01

구분 승진
승진
소요

포상
총점

입사
년도 직군 성별 나이

직무
평가

경영
시뮬

시네마
한전

국
토
순
례

개
인
공
헌
도

승진 .00

승진
소요 1.00

포상
총점

.21
***

-.13
*** 1.00

입사
년도 -.00 -.08

**
-.02
** 1.00

직군 .00 -.07 -.08
*** -.00 1.00

성별
.11
***

-.10
**

.09
*** .03

.22
*** 1.00

나이
.10
***

-.15
*** .04

.05
** .00 .45

***
1.00

직무
평가

.06
***

-.07
*

.00 .00 -.01 -.11
***

-.11 1.00

경영
시뮬 .02 -.05 .03 -.00 -.02 -.03 -.03 .12

*** 1.00

시네마
한전

.06
** -.00 -.02 -.00 .01 -.02 -.01 .01 .00 1.00

국토
순례 -.01 -.04 .03 .00 -.00 .05 .05

** -.03 -.02 -.06
**

1.00

개인
공헌 .01 -.07

* .02 -.00 -.00 -.02 .00 .02 .00 -.06
** .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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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귀분석 결과

1. ‘승진여부’ 모형 (가설 1 분석)

입문교육평가와 직무성과 중 ‘승진여부’를 관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두

가지 모형을 설정하고 각각의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승진여부를 측정

하는데 있어, 모형1은 ‘통제변수’ 즉, 입문교육 기수와 직군 및 성별만을

고려하고, 모형2는 ‘독립변수’와 함께 고려하였다.

먼저, [표14]에서 분석한 로지스틱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2logL

값이 작을수록 모형 적합도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승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 투입 후 –2logL 값이 감소했으니 모형적합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도비 검정(LR test) 결과 “우도비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

설이 기각되므로(p<.001), 최소한 하나 이상의 회귀계수가 0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모형적합성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1에서는 Pseudo R2 값이 0.1425

로 측정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356기의 로짓은

352기의 로짓에 비해 –1.41만큼 차이가 나며, 356기가 352기에 비해 오

즈가 exp(b)=.244배이다. 즉, 356기가 352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승진할

확률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4년에 첫 입사한 352기에 비해 같은

해에 입사한 356기가 승진결과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군별로 보

면, 사무직군의 로짓에 비해 배전과 송변전 직군 로짓은 –0.971, -1.77

만큼 차이가 나며, 두 직군은 사무직군에 비해 오즈가 exp(b)=.378배,

exp(b)=.170배 이다. 이는 두 직군이 사무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

할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자의 로짓이

여자에 비해 1.18만큼 차이가 나며, 오즈가 exp(b)=3.254배이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승진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독립변수와 동시에 고려한 모형 2에서는 Pseudo R2 값이

0.1486으로 측정되었는데, 모형 1에서 0.142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설명

력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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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승진’ 관련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모형1 모형2

B(S.E.) exp(B) B(S.E.) exp(B)

통제

변수

입사

연도

기수

353기 .147(.308) 1.158 .181(.310) 1.198

354기 .011(.209) 1.011 .011(.210) 1.011

356기
-1.41(.251)

***
.244

-1.41(.253)
***

.244

358기 .366(.247) 1.441 .394(.248) 1.441

359기 .043(.273) 1.043 .045(.275) 1.046

360기 -.305(.241) .737 -.310(.242) .733

직군

배전
-.971(.242)

*** .378
-.917(.245)

*** .378

송변전 -1.77(.254)
*** .170 -1.75(.255)

*** .173

통신 -1.76(.286)
*** .172 -1.73(.287)

*** .177

기타 2.31(.515)
*** 10.074 2.28(.514)

*** 9.776

성별 남자 1.18(.203)
*** 3.254 1.24(.206)

*** 3.455

연령 나이 -.040(.034) .960 -.044(.035) .956

독립변수

직무평가 - - .146(.067)
** 1.157

경영시뮬 - - .051(.065) 1.052

시네마한전 - - .110(.065)
* 1.116

국토순례 - - -.036(.065) .964

개인공헌도 - - .056(.064) 1.057

상수 .946(.904) 2.575 .957(.911) 2.603

# of observations 1,200 1,200

-2 log Likelihood 1,401.64 1,391.69

AIC 1,427.64 1,427.69

Model  232.96 242.91

Pseudo   0.1425 0.1486

※ 기준(더미)변수 : 352기(입사년도), 사무(직군), 여성(성별)

※ *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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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나의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계수의 의미는 다른 독립변수들

에 대한 회귀계수가 일정하다면 해당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대응되는 로짓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회귀계수가 양수일 경우에는 증가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음수일 경우에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

게 된다(배귀희, 임승후 2009). 따라서 ‘승진여부’에 있어 ‘직무지식평가’

의 회귀계수는 양수이므로 직무지식평가 성적이 오르면 ‘승진’집단에 포

함될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즉, 다른 독립변수들의 수준이

일정할 때 해당 변수의 수준이 한 단위 변화할 때 대응되는 오즈 값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직무지식평가’ 점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대

응되는 오즈 값의 변화는 1.157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팀워크 중 하나인 ‘시네마한전’의 경우도, 점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대응되는 오즈 값의 변화가 1.116배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점수가

상승하면 승진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독립변수 중 ‘직무지식평가’ 및 팀워크활동 중 하나인 ‘시네마한전’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만큼, 이 두 가지 변수가 승진에 중요한 영향

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6]에서는, ‘직무평가’의 성적이 향상될

때 승진할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를 시각적으로 보기 위하여, 다른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시네마한전’과 그래프로 비교하였다.

[그림 6] 직무지식평가 VS 시네마한전(팀워크)

※ per1= 직무지식평가, per3=시네마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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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가설 1중에서 ‘직무지식평가’의 성적과 팀워크활동의 ‘시

네마한전’ 점수가 높을수록 승진집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연구가설 1-1(성취도-직무지식평가)이 지지되었으며 연구가설

1-2 (팀워크)는 ‘시네마 한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지지되었고, 연구가

설1-3(개인공헌도)은 기각되었다. 즉, 3직급 차장 승진과 유의미한 관계

가 있는 변수는 직무지식평가와 일부 팀워크활동(시네마한전)이었으며,

반면 개인공헌도 점수는 승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2. ‘승진소요기간’ 모형 (가설 2 분석)

입문교육평가와 직무성과 중 ‘승진소요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어

떠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모형3은 통제변수만을 고려하고, 모형4는 독립변수와 동시에 고려하

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5]로 정리하였다.

통제변수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3의 경우에는, 2004년에 입사한 356기

가 같은 해에 입사한 352기에 비해 승진소요기간이 유의하게 더 긴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2005년에 입사한 358기는 352기보다 승진소요기

간이 유의하게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군별로는 통신직군이 사

무직군에 비해 승진소요기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승진소요기간에 있어 ‘연령’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

면, 성별 변수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보다 승진을 더 빨리하는 것으로 유

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독립변수가 반영된 모형4에서는 ‘직무평가’, ‘경영시뮬레이션’ 및 ‘개인

공헌도’점수가 높을수록 승진소요기간이 유의하게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립변수 중 ‘직무평가’와 ‘개인공헌도’의 영향력(각각

-.202, -.206)이 ‘경영시뮬레이션’(-.176) 보다 승진소요기간에 미치는 부

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EPCO의 3직급 승진

이 ‘시험승진’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유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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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반면에 팀워크 中 ‘시네마한전’과 ‘국토순례’와 관련해서는

‘승진소요기간’과 아무런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시험승진

제도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15] ‘승진소요기간’ 관련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모형3 모형4

b(S.E.)  b(S.E.) 

통제

변수

입사

연도

기수

353기 -.382(.419) -.063 -.370(.419) -.060

354기 .412(.334) .065 .445(.334) .070

356기
1.494(.404)

***
.201

1.52(.404)
***

.205

358기
-.872(.375)

**
-.136

-.866(.374)
**

-.135

359기 -.519(.379) -.071 -.470(.378) -.064

360기 -.202(.395) -.024 -.180(.394) -.022

직군

배전 .171(.356) .034 .176(.358) .035

송변전 .674(.353) .123 .725(.356)
** .132

통신 1.246(.457)
*** .126 1.26(.458)

*** .127

기타 -1.18(.363)
*** -.170 -1.21(.363)

*** -.174

성별 남자 -.722(.320)
** -.114 -.740(.321)

** -.117

연령 나이 -.041(.057) -.034 -.043(.057) -.037

직무평가 - -.202(.099)
**

-.085

경영시뮬 - - -.176(.095)
* -.077

시네마한전 - - -.017(.099) -.007

국토순례 - - -.060(.096) -.026

개인공헌도 - - -.206(.097)
** -.089

상수 11.90(1.49) 11.97(1.50)

F 6.74 5.62

  .151 .164

※ 기준(더미)변수 : 352기(입사년도), 사무(직군), 여성(성별)

※ *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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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가설 2중에서 ‘직무지식평가’의 성적과 팀워크활동의 ‘경영

시뮬레이션’ 점수, 그리고 개인공헌도가 높을수록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

는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연구가설 2-1(성취

도-직무지식평가)과 연구가설 2-3(개인공헌도)이 지지되었으며 연구가설

2-2(팀워크)는 ‘경영시뮬레이션’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3

직급 차장 승진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직무지식평가, 개인공헌도와 일부 팀워크활동(경영시뮬레이션) 등으로 확

인되어, 승진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포상’ 모형 (가설 3 분석)

마지막으로, 입문교육평가와 직무성과 중 ‘포상’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승진소요기간과 마찬

가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5는 통제변수만을 고려하고, 모

형6은 독립변수와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표16]으로 정리하였

다.

모형1의 교육기수별 특징을 보면, 사무직군에 비해, 송변전직군과 통

신직군이 포상을 덜 받는 것을 유의미한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포상을 많이 받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

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가 반영된 모형6에서는 입문교육 성적과 관련하여 어떠한 독

립변수도 ‘포상’과 관련하여 아무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설 3중에서는 독립변수 중 어떤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

력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연구가설3은 기각되었다. 포상을 받는 것과 관

련하여서는 입문교육성적 외에 별도의 외부변수가 있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53 -

[표16] ‘포상’ 관련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모형5 모형6

b(S.E.)  b(S.E.) 

통제

변수

입사

연도

기수

353기 -.092(.157) -.026 -.096(.157) -.027

354기 .085(.113) .027 .085(.113) .027

356기 -.094(.124) -.030 -.096(.124) -.030

358기 -.103(.132) -.029 -.105(.132) -.029

359기 -.095(.146) -.022 -.096(.146) -.023

360기 -.128(.129) -.033 -.128(.129) -.033

직군

배전 .025(.123) .010 .022(.124) .008

송변전 -.410(.129)
*** -.162 -.413(.129)

*** -.163

통신 -.382(.147)
*** -.088 -.380(.147)

** -.087

기타 -225(.168) -.044 -.221(.168) -.043

성별 남자 -.369(.100)
*** .128 -.370(.100)

*** .128

연령 나이 -.010(.018) -.018 -.010(.018) -.019

직무평가 - - -.019(.034) .016

경영시뮬 - - -.046(.034) .039

시네마한전 - - -.012(.034) -.010

국토순례 - - -.035(.034) .029

개인공헌도 - - -.033(.034) .028

상수 2.36(.474) 2.36(0.474)

F 3.68 3.06

  .038 .042

※ 기준(더미)변수 : 352기, 사무직군, 여성

※ *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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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표17]과 같다.

[표17]독립․종속변수간의 회귀분석 결과

구분 승진 모형
승진소요기간

모형
포상 모형

성취도
직무지식

평가

○

p<0.05

○

p<0.05
×

팀워크

경영시뮬

레이션
×

○

p<0.1
×

시네마한

전

○

p<0.1
× ×

국토순례 × × ×

개인공헌도 ×
○

p<0.05
×

※ 통제변수는 제외하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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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결과 해석

1. 입문교육성적과 승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입문교육 평가도구(교육성적)와 교육 종료 후 직무성

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직무성과 중 ‘승진’과의 관계를 살펴보

면, [가설1] “입문교육 성적이 높을수록, 교육종료 후 승진할 확률이 높

다”에서는 교육성취도 평가인 ‘직무지식평가’와 팀워크활동 중 하나인

‘시네마한전’ 점수가 승진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KEPCO의 초급관리자 승진제도의 특징과 관

련이 있다. KEPCO의 초급관리자인 차장 승진제도는 ‘시험승진’ 과 ‘심사

승진’으로 나누어지며, ‘시험승진’은 ‘일반시험’과 ‘제한시험’으로 나누어

진다. 승진시험은 실무지식평가와 역량평가(In Basket, Biz Case)를 시행

하는데, 제한시험은 역량평가만을 시행한다.[표18참조] 승진을 하기 위해

서는 경력이나 자격증보유 이력도 중요하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실

무지식 및 지적인 역량이 기준이 된다.

[표18] KEPCO 3직급(초급관리자) 승진 제도 요약

구분
시험승진

심사승진
일반시험 제한시험

자격조건

(대졸사원)
6년 이상 근무 10년 이상 근무

10년 이상 근무

50세 이상

실무지식평가 시행 ○ × ×

역량평가 시행 ○ ○ ×

非시험평가 시행

(근무성적 등)
○ ○ ○



- 56 -

본 연구대상인 2004～2005년 입문교육 수료자들은 대졸수준 입사자들

이며, 자료추출 당시인 2018년 12월 기준으로 근무년수가 13～14년 정도

되는 시험승진 대상자로서, 50세 이상 직원에게 해당하는 심사승진 대상

에는 제외가 된다. ‘시험승진’제도의 특성상 많은 부분이 지적능력과 관

련되어 있으며 회사업무의 실무시험은 입문교육기간 중 배운 직무지식을

평가한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입문교육 평가도구 중 ‘직무지식 평가성적’이 높은 직원일수록 승

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입문교육 평가시 ‘직무지식평가’가 3직급 초급관리자 승진시

의 원리 즉, 지적능력 중심의 측정이라는 부분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갖

기 때문에, 해당 성적 우수자가 승진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해석된다.

반면에, ‘팀워크 활동’의 ‘시네마한전’이 포함된 것은 정성적 기반에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여부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대본에 따른 연기와 대사를 외워서 발

표해야 하는 ‘시네만 한전’의 교육특성상, 암기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교

육대상자가 높은 점수를 받았을 확률이 높다. 다른 팀워크활동 중 하나

인 ‘국토순례’의 경우에는 전체가 하나가 되어 낙오 없이, 82km를 걸어

가는 미션임만큼 인내와 끈기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라 구별

된다고 할 수 있다.

KEPCO에서 초급관리자 승진 후 부장, 처장 등의 승진 시에는 연공

서열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급관리자 승진이 빠

를수록 고위직급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결

국, 입문교육 평가 성적 중 ‘직무지식평가’와 ‘시네마한전’ 성적이 높은

직원이 KEPCO에서 고위직으로 빨리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재권(2001)이나 이정호(2013)의 연구에서 다룬 ‘공기

업 채용도구와 직무성과 관계에서, 전공필기 시험이 다른 채용선발도구

에 비해 직무성과와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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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전공필기시험‘과 ’직무지식평가‘ 시험과 같은

필기평가가 직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HR업계에서는 승진제도와 관련하여 과거의 업적보다는 미래에

주목하자고 하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김종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

수는 효과적인 승진제도를 위한 제언을 통해, 승진제도 평가의 공정성을

언급하였다. 그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과 비교하여 성과와 무관한

요소로 선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면서, 관리자 승진대상자에

게 과거 업무지식을 물어보는 필기평가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하였

다. 즉, 모든 대상자들이 동일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승진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그러나, 민간기업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개인의 성과측정을 하기가 어

려운 공기업의 특성상, 필기평가 방식이 주는 공정성을 제외하고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비록 근무평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적

보다는 연공서열이 중시되는 경향이 많으며, 승격심사로만 승진이 이루

어질 경우, 젊은 직원들이 관리자로 발탁될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공기업은 초급관리자 승진과 관련하여 개인의 지적․잠재적 능

력을 측정하는 승진제도를 지향하게 되므로, 이는 결국 입문교육평가 방

식 중 ‘직무지식평가’나 ‘시네마한전’과 같은 평가도구의 성적이 높은 입

문교육 수료자가 차장 승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입문교육성적과 승진소요기간의 관계

입문교육평가도구와 입문교육 종료 후 승진시 ‘승진소요기간’과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가설2] “입문교육 성적이 높을수록, 승진시 승진소요

기간이 짧다”에서는 교육성취도 평가인 ‘직무지식평가’와 팀워크활동 중

하나인 ‘경영시뮬레이션’, 그리고 개인공헌도가 승진시 승진소요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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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승진의 의의를 ‘경력이동’(career

mobility)이론으로서 사회적·심리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Vardi,1980

; 김렬 외 2004 ; 임정철, 2015). 즉, 승진은 조직 내 사회적 환경에 적응

하기 위한 지속적인 경력이동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다. 조직내부에서 조

직의 규모나 특성, 연령, 성별과 같은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관

점에서 가치, 태도, 인식, 행태 등 개인의 차원에서 승진에 영향을 미치

는 동기요인 또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승진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중요한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他人보다 더 빨리 승진집단에 포함이 된다는 것

은, 조직 내부에서 조직적응 및 동기부여의 정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

을 의미하며, 조직구성원들이 직무성과를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

는 것이다.

‘입문교육과 승진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듯이, ‘직무지식평가’는 승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팀워크

활동 중 ‘경영시뮬레이션’ 성적이 높은 것이 승진소요기간 단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팀워크 활동인 ‘시네마

한전’과 ‘국토순례’가 당시 교육받은 기수 전체가 함께 평가받는 방식이

라며, ‘경영시뮬레이션’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가상의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역할분담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게임프로그램으로

서, 다른 소그룹단위와 경쟁하여 순위를 매겨 평가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그룹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하나의 그룹 안에서 개인의 잠재적․지적능

력이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2018년 현재, ‘경영시뮬레이션’ 프

로그램을 대신하여 소규모 단위로 ‘미션수행 및 해결’ 프로그램을 시행하

고 있지만, 평가방식은 ‘경영시뮬레이션’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공헌도’가 승진소요기간 단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주

목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공헌도는 교육기간 중 신입사원으로서 강조되

는 조직의 가치, 단체생활 및 타인에 대한 배려 등 개인의 노력과 인성

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다. 또한,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하면서, 동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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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신하여 반장이나 기수대표를 맡는 행위들은 조직이 개인에게 부

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

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개인공헌도’가 ‘승진소요기간’단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조직 사회화된 요소가 함께 발현된

요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3. 입문교육성적과 포상의 관계

마지막으로 입문교육성적과 교육종료 후 포상관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가설3] “입문교육 성적이 높을수록 교육종료 후 포상점수가 높다”에

서는 입문교육성적이 포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포상이 독립변수인 교육 성적이 아닌, 다른 변수의 영

향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포상과 관련된 선행연구(이정호,2013)의

연구에서 KEPCO 채용 시 입사성적과 포상과는 어떠한 유의미한 관련

성을 얻을 수 없었으며,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기업의 포상기준이 성과와

의 연계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

(이광로,2002, 이정호, 2013 재인용)에서는 포상제도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68.4%였으며, 그 이유로 대상자 추천 과정에서의 불공정성(65.7%)과 불

분명한 추천기준(40.8%)이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포상 대상의 선정기준

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여, 포상이 직무성과의 결과임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에서의 변수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

다.

입문교육 성적과 포상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로,

포상이 성과에 대한 비금전적 보상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KEPCO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 2(포상인센티

브)에 따르면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급여 지급시 포상등급에 따라 포

상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반기 중 2회 이상 포상을 받은 직원에

게는 그 중 높은 등급 하나만을 적용하며 차액은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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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포상등급에 따른 지급액은 [표19]와 같다.

[표19] 포상 인센티브 기준

포상의 등급 지급액

특등급(장관상 등) 50만원

1등급(사장상) 30만원

2등급(사업소장상) 20만원

이러한 포상의 금전적 보상의 측면 때문에 근무성적 평가 관련 불균

형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포상이 수여되는 경우가 관례적으로 발생되

어 왔다.

또한, 현재 3직급 승진과 관련하여서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포상가

점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상을 많이 받는다고 더 많은 가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승진과 관련하여 포상가점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포상이 배분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포상이 개

인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해당 조직의 이익과 필요에 의

해 배분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4. 심층 인터뷰 시행 및 결과

2004～2005년 입문교육 수료자 중, 2018년 현재 차장 승진자 6명을

뽑아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04년 입사자로서 사무, 송변전, 배전

각1명씩 3명, 2005년 입사자로서 사무, 송변전, 배전 각 1명씩 3명을 무

작위로 선정하여 15분 면담 및 e-mail을 이용하여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의 질문은 ‘신입사원 입문교육 평가항목과 직무성과가 서로 연관

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항목이 어떤 이유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함께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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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6명 중 4명이, 승진 가능성을 높이고 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는데 있어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효과성을 인정하였다. 직무성과와

의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한 2명도,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필요성

에 공감하며 조직적응에 필요한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개별 인터뷰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0] 심층 인터뷰 결과 정리

답변자 인터뷰 내용

A

“직무평가 및 팀워크 활동 중 경영시뮬레이션은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이었으므로, 차장시험과 비슷한 맥락의 영향이 있

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B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조직적응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과정이라 생각한다.”

C

“입문교육의 평가요소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각각의 평가요

소들이 개인의 노력과 협업능력, 적극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승진 및 포상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D
“차장 승진제도가 시험점수로 결정되는 만큼, 정량적으로 평

가되는 직무지식평가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E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

만 신입사원 입문교육이 조직에 녹아들기 위한 과정으로 필

수적임은 분명하다”

F

“승진확률을 높이거나 승진소요기간을 단축하는데는 영향이

없으나, 포상에는 개인공헌도가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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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는 신입사원 입문교육 평가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대표적 공기업인 KEPCO의 2004년～2005년 입사자 1,200

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가지 유형으로

평가하여, 교육종료 후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독립변수인 신입사원 입문교육 평가도구로는 성취도(직무지식평가), 팀워

크활동(경영시뮬레이션, 시네마한전, 국토순례), 개인공헌도로 분류하였으

며, 종속변수인 직무성과로는 ‘승진’, ‘승진소요기간’, ‘포상(총점)’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성별’, ‘입사나이’, ‘직군’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가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표20]과 같다.

우선, 입문교육 성적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성취도 평가

인 ‘직무지식평가’와 팀워크활동 중 ‘시네마한전’이 승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가설 1-1 채택, 1-2 부분 채택),

팀워크 중 ‘경영시뮬레이션’과 ‘국토순례’ 및 개인공헌도는 승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가설 1-2 부분 기각, 1-3 기각).

다음으로 입문교육 성적이 ‘승진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직

무지식평가’와 팀워크 중 ‘경영시뮬레이션’ 및 ‘개인공헌도’가 ‘승진소요기

간’에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에(가설 2-1 채택, 가설 2-2 부

분채택, 가설 2-3 채택), 팀워크활동 中 ‘시네마한전’과 ‘국토순례’는 ‘승

진소요기간’과 아무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가설 2-2 부분기

각). 마지막으로 입문교육 성적이 ‘포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입문교육 평가도구 중 어떠한 것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 기각). 결론적으로 성취도 평가인 ‘직무지식평가’의 성적

이 높을수록 승진할 확률이 높고, 승진소요기간이 짧아질 확률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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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팀워크 활동도 부분적으로나마 승진 가능성을

높이고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별의 차이와

직군의 차이에 따라 직무성과와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어,

통제변수인인적요소들이직무성과에더큰영향력을가지고있음을예측할수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신입사원 입문교육 성적이 직무성과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비록 변수별로 차이는 있으나 성취도 평가와

팀워크활동 평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중요성과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KEPCO의 차

장승진제도가 시험승진제도로 운영되는 만큼, 성취도평가 성적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점, 그리고 직무성과의 중요한 한 축인 ‘포상’에는 제3

의 변수가 따로 존재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입문교육 구성과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인적요소의 영향력

도 큰 만큼, 직군별․성별 등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적자원관리 전

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깨닫게 한다.

[표21] 연구가설 검증결과 요약

구분 가설
채택

여부

1-1 성취도(직무지식평가)성적이높을수록교육종료후승진할확률이높을것이다. 채택

1-2 팀워크 성적이 높을수록 교육종료 후 승진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부분

채택

1-3 개인공헌도성적이높을수록교육종료후승진할확률이높을것이다. 기각

2-1 성취도(직무지식평가)성적이높을수록승진시, 승진소요기간이짧을것이다. 채택

2-2 팀워크 성적이 높을수록 승진시, 승진소요기간이 짧을 것이다.
부분

채택

2-3 개인공헌도 성적이 높을수록 승진시, 승진소요기간이 짧을 것이다. 채택

3-1 성취도(직무지식평가) 성적이 높을수록 포상점수가 높을 것이다. 기각

3-2 팀워크 성적이 높을수록 포상점수가 높을 것이다. 기각

3-3 개인공헌도 성적이 높을수록 포상점수가 높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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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의의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입사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중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처음 채용 선발 시에 훌륭하고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석을 다듬어야 보석이 되듯,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조직의 identity를 공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표 공기업인 KEPCO의 신입사원의 입문교육 사례

를 중심으로, 2년간 교육성적 데이터와 10년 후 직무성과의 데이터를 모

두 확보하여, 교육과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기존연구가 설문조사 방식에 의존하거나

채용도구와 단기적 근무성적과의 분석(2～3년)에 그친 반면에, 연구대상

을 입사 이후 10년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

서, 인적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주목해 볼 만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취도 평가 성적이 높을수록 승진확률이 높아지고 및 승진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KEPCO의 3직급 간부시험이 시험승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승진시험에

서 다루고 있는 직무지식의 범위가 입문교육평가의 그것보다 깊이가 있

고 넓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제방식이나 유형이 비슷한 만큼, 입문교

육 당시 우수한 성취도 평가를 받은 교육생일수록, 승진시험도 잘 볼 것

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

국, 신입사원 입문교육기간 중 배운 직무지식들의 습득과 이에 대한 이

해가 직무성과와 연결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할 부분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팀워크활동의 성적이 직무성과와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이다. 앞서 언급한 성취도 평가의 경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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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반면, 팀워크 활동의 경우 교육을 진행하는 담당간부직원 및 현

장진행요원들의 재량적 판단으로 평가를 진행한 만큼, 평가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평가지표이기 때문에, 10년 후의 객관적인 직무성과

데이터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물론, 팀워크의 모든 활동이 측정된 직무성과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은 아니나, 팀워크 활동의 조직사회화적 가치가 승진가능성을 높이고,

승진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key가 될 수 있음을 데이터 분석을 통

해 보여줌으로써, 입문교육평가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팀워크 활동의 중요성과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attitude와

연결되는 ‘개인공헌도’ 또한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는데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신

입사원 입문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습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보여주는 상생과

협력의 가치가 소중함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신입사원의 성공적인 조직 내 정착과 인재육성 이라는 두 가지 목표

속에 입문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모든 조직

이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들을

조직의 필요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방식은 ‘교육’이라고 하는 중요한

tool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신입사원 입문교육은 그러한 tool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직무성과

와의 유의한 관계를 살펴보았듯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자원관리전

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조직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이제 조직의 중추사원이

된 직원들의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

으로, 추후에 연구를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조직의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갈 인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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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신입사원 입문교육평가 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즉,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그 평가도구의 여러 유형 중, 교육 종

료 후 직무성과와 유의미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평가

가 직무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발휘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보다는 개인의 고유한 역량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적받을 수

있다. 당초에 채용선발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신입사원이 교육성적도 우

수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가, 선행연구에 비해 장기

간(10년 이상)에 걸친 성과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고유한 역량

이 장시간에 걸쳐 변할 수 있으므로(성숙요인), 그 부분을 측정 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가 근무성적에 의존한 것이 비해 직무성과의 영역을 보

다 다양한 변수를 통해 측정해야 했으나, 승진과 포상만으로 직무성과

전체를 확대해석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 변수들의 개인적 차원에

서 직무성과의 보상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조직의 성과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나, 조직단위의 직무성과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향후에는 측정가능한 직무성과의 범위를 보다 다양하게 하는

한편,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의 객관적인 수치를 발굴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신입사원 입문교육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직

무성과와 연계하여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으나, 입문교

육과 그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는 것을 감안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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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sustain the organization in a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nd implement an HR

strategy that is linked to the organization's management strategy.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tructure, system, and strategy beyond the simpl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and it is essential to

prepare a plan for organizational culture change and upbringing

strategy for securing and maintaining human resources in the

organiz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troductory education for new employees who take the

first steps into the organization, and to analyze whether the

orientation of introductory education is linked with the organization's

job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evaluation tools and job performance, that is,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tory education evaluation tool,

as a result of introductory education for 1,200 people of KEPCO. For

this, the achievement evaluation, the teamwork activity, and the

personal contribution of the introductory education evaluation were set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job

performance was set as promotion, promotion period, and reward. In

addition, by setting and analyzing the year of employment (education

number), job group, and sex as control variables that can affect the

researc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this study, the objectiv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results was increased by conducting the

empirical analysis by securing the promotion and reward data of the

research subjects after more than 10 years.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motion' and

educational achievement, the first variable of job performance,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Job

Knowledge Assessment' and some of the teamwork activities

(Cinema KEPCO) were significantly positive (+).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cond dependent variable, 'duration of promotion' and

educational performa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job

knowledge evaluation, part of teamwork activities (management

simulation) and personal contribution were significantly negative.

However, regression analysi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ny independent variables in relation to the third 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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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reward'.

Human factors that could affect job performance as control

variables such as employed year (education group), job group, gender

were used, and both gender and job group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in job performance. This shows that human factors are

closely related to job performance.

In conclusi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job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is an evaluation method similar to the test promotion system

of KEPCO, has been relatively high among the tools for evaluating

the introductory training of new employees, and suggests that

teamwork activities and personal contribution activities are also

important for job performance.

In the future, it is possible that through objective measurement of

various human resource management activities, if we trace and

observe the entire process of the research target from the time of

starting the organization to the established middle-level employee in

the organization,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STATA14

version,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empirical data.

keywords : orientation of introductory education, job performance,

promotion, duration of promotion,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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