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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례연구] 공기업 CEO의 출신과 승진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 A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기업의 CEO는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다. 공기업은 그 특성상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지닌 혼합조직으로서 해당 정부부처의 기득권 및

활용하기 좋은 정책적 수단으로서 고위공직자의 인사적체 해소수단

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CEO는 정치·경제적상황

에 따라 관료출신 CEO가 임명되기도 하고 때로는 민간기업출신

CEO, 또는 내부승진 CEO가 임명되기도 함으로써 임명된 CEO의

경영마인드에 따라 기업성과 경영상의 변화 그리고 조직 및 인사제

도의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여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기업 CEO의

출신에 따라 공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인사승진체계에 있어서 일반간

부 및 고위직 간부의 승진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A공기업의 실제 인사데이터의 구체적인 승진정보

를 활용하여 공기업에서 CEO의 출신에 따라 승진에 미치는 요인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민간기업출신 CEO 경영기

간중의 승진자와 공기업 내부승진 CEO 경영기간중의 승진자를 대

상으로 승진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기업 CEO

의 출신과 승진영향 관계에 관해 연구·분석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공기업 CEO의 출신에 따라 승진의 영향요인은 달

라질 것이다’ 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첫 번째 가설로서, ‘민간기업

출신 CEO의 경영기간 중에는 성과주의형 승진영향요인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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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강한 (+)의 선형관계를 가질 것이다’와 두 번째 가설은 ‘내부

승진 CEO의 경영기간 중에는 연공서열형 승진영향요인이 상대적으

로 더 강한 (+)의 선형관계를 가질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대

상은 A공기업의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실제 승진경험자의

인사데이터를 민간출신CEO 경영기간(2004~2007, 2명)과 내부승진

CEO 경영기간(2008~2011, 2명)으로 분류한 후, 개별 근로자의 인적

속성, 직급, 직능자격 그리고 인사고과 정보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의 대상직급은 고시선발 형태인 차장을 제외한 부장급이상 실장, 처

장까지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분석방법은 각 CEO의 출신에 따라 민

간출신 CEO의 경영기간중 승진자들을 집단 0으로 분류하고, 내부승

진 CEO의 경영기간중 승진자들을 집단 1로 분류여 이 두 집단을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두 집단의 평균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장급 승진영향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객관적인 인적자본수준이 승진결정에 주요 영향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부장급은 실장급이

나 처장급에 비해 일반적인 간부계층으로서 고위간부계층으로의 양

성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내 인사 승진체계에 따라 소속부서

에서의 성과와 역량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인 인적자본 수준에 따라

승진이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민간출신 CEO의

경영기간 중에는 성과주의형 승진영향요인인 인사고과, 포상횟수가

높을(많을)수록 승진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내

부승진 CEO 기간중에는 체류연한과 토익점수가 길(높을)수록 승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가설2가 모두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고위직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실장급의 추정결

과에서는 부장급과는 달리 고위직으로 갈수록 CEO의 출신이나 객

관적인 인적자본변수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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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결과에 따르면 근속연수와 체류연한이 길수록 내부승진 CEO

기간중의 승진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

간출신 CEO 경영기간중의 실장급 승진자들의 데이터에서는 유의미

한 인적자본변수를 찾아 볼 수 없었고, 내부승진 CEO 경영기간중의

승진자들에게서만 연공서열형 승진영향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의 선형관계를 가짐을 발견하였다. 셋째, 고위직 간부인 처장급의

추정결과에서는 인적자본변수들중 어떤 변수도 유의하지 않음을 확

인하였다. 분석대상이 27명에 그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처장급의 승진영향요인은 CEO의 출신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넷째, 직급별 승진영향요인 추정결과를 비

교·분석해보면 고위간부계층으로 갈수록 인적자본변수가 승진에 미

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화된 승진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반간부계층과 고위간부계층 간에

는 승진 메커니즘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배경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고위간부 계층일수록 기본적으

로 중요 인적자본수준이 모두 높아 독립변수들간의 변별력이 거의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간부계층의 경우 고위간부계층으로의 양성기간에 해당되

기 때문에 회사내 인사 승진체계에 따라 소속부서에서의 성과와 역

량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인 인적자본 수준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는

반면 고위간부 계층의 경우 이러한 객관적 인적자본 수준이나 평가

보다는 비계량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즉, 기업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개개인에 대한 동료와

상사의 평가와 CEO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평가가 인적자본변

수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공기업 CEO의 출신은 간부의 승진영향

요인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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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CEO의 경우 성과주의형 인적자본변수들이, 내부승진 CEO의

경우 연공서열형 인적자본변수들이 승진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본 연구의 의의는, 공기업에서 민간기업 출

신 CEO의 임명은 전통적인 연공서열형 인사승진체계에서 성과주의

형 인사승진체계로의 긍정적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

에서 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공기업, 민간출신CEO, 내부승진CEO, 승진영향

학  번 : 2013-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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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기업의 CEO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공

기업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다. 공기업은 그 특성상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지닌

혼합조직으로서 국가의 중요 경제목적 달성과 정치사회적 문제 대

응, 그리고 산업정책적 역할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조

직의 특성으로 인해 공기업은 해당 정부부처의 기득권 및 활용하기

좋은 정책적 수단으로서 고위공직자의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활용

되기도 한다.1) 이에 따라 공기업의 CEO는 정치·경제적상황에 따라

관료출신 CEO가 임명되기도 하고 때로는 민간기업출신 CEO, 또는

내부승진 CEO가 임명되기도 함으로써 임명된 CEO의 경영마인드에

따라 기업성과 경영상의 변화 그리고 조직 및 인사제도의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여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기업 CEO의 출신에 따라

공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인사승진체계에 있어서 일반간부 및 고위직

간부의 승진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공기업 CEO의 출신이 승진의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

을 다루고자 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내부노동시장에서

“시장의 힘”과 “제도의 힘”을 구별짓는 독특한 인사제도 중 하나로

서 승진이 갖는 위치는 남다르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승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하

는 설명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특히 공기업에서의 승진에 관한

1) 김준기, 『공기업 정책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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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2) 민간기업의 승진영

향요인에 대한 연구들 역시 기업의 정확한 인사데이터 수집을 통한

분석이 아닌 일부 기업체 임직원의 설문조사나 통계자료 등을 통한

평면적인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기업체 설문조

사 등을 통해서 확보한 기업별 조사자료를 근거로 승진결정시 중시

하는 요인을 추론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승진영향요인에 대한 실

증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승진의 개념에 대한 이해나 접근

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부노동시장에서 승진영향요인을 충분히 설

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공기업의 인사데이터를 활용하여 CEO의 출신이

승진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승진자들의 인적자본변수를 크게

전통적인 연공서열형과 성과주의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각각의 CEO 경영기간중의 승진자들이 갖는 인적자본변수들이

승진결정에 미친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러한 연공서열형과 성과주의형 승진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 논

의들을 살펴보면 먼저 엄동욱(2006)은 최근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

입과 확산에 따라 임금결정방식은 물론 승진의 영향요인에서도 연

공서열형에서 성과주의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신영수(2003)는 학력이나 근속연수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

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승진의 영향요소로서 연공적 요인들이 갖는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업의 승진결정시 아직도 학력이나 근속연수

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정인수 외(2002)는 기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근속기간이 승진의 결정에서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승진결정에서 개인업적이나 성

2)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대중에 공개된 경우가 드물고 특히, 연구

분석을 위한 인사데이터의 경우 자료수집이 수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접근

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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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중시된다고 응답한 업체가 소수라는 점을 들어 성과주의형 승

진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행사례와 논의 등을 종합해보면 공기업은 물론이고 민

간기업에서의 승진 역시 그 메커니즘이나 구체적인 결정요인에 대

한 실증분석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기업의 내부

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승진여부나 직급구조, 인사고과 결과에 대

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불가피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A공기업의 실제 인사데이터의 구체적인 승진정보

를 활용하여 공기업에서 CEO의 출신에 따라 승진에 미치는 요인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민간기업출신 CEO 경영기

간중의 승진자와 공기업 내부승진 CEO 경영기간3)중의 승진자를 대

상으로 승진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기업 CEO

의 출신과 승진영향 관계에 관해 연구·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공기업 CEO의 출신유형과 승진영향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CEO의 출신유형에 따른 승진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

기업은 물론 일반기업에 관한 선행연구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

렵다. 이는 일반기업은 물론이고 특히 공기업의 경우 그 특성상 기

업내부자료가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더욱이 승진에

관한 인사데이터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공기업내부에서도 접근이 매

우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CEO의

3) 분석대상은 A공기업의 2001년 창립 후, 민간기업출신 CEO 2명(현대해상, 두산

중공업 CEO출신)과, 내부승진CEO 2명의 경영기간을 각각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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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에 따른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이 다수 연구되었

다. 따라서 선행사례 연구는 승진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적 배경과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승진의 영향요인, 특히 연공서열형 승진제도와

성과주의형 승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승진(Promotion)

승진은 승진불안과 승진기대 그리고 승진정체로 분류되고 있는

데, 승진은 이동의 한 형태로서 조직에서 구성원이 직무서열 혹은

자격서열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러한 승진에서는 지위의 상승과 함

께 보수, 권한, 책임이 함께 수반된다(김식현, 2001). 조직체 구성원

으로서의 종업원에게는 승진의 문제가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지위의 향상을 의미하는 승진은 급여의 인상, 책임의 가중, 위신의

증대, 특히 심리학적 내지 행동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차원적 욕

구의 현실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재호, 1994).

승진은 보다 나은 직무에 대한 충원을 하는 것이므로 기업외부에

서 적임자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내부에서 현 종업원의 능력

을 인정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에서 사용하는 이동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승진의 기회가 기업내부에 주어짐으로써 종업원은 지

기능력과 실적을 향상코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승진은 과거의 실적

에 대한 인정과 보상의 역할도 하므로 종업원의 능률과 사기를 크

게 개선시킬 것이다(오종석, 1992).

승진은 상위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계층상 그보다 한 계

급 낮은 계층의 재직자 중에서 선발하여 결원이 생긴 상위직위를

충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승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의 계급

또는 직급이 높아지고 직무에 대한 책임도와 난이도가 높아지게 됨

을 의미한다. 승진이 인사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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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 이

유로 승진은 보다 높은 지위, 보다 높은 수입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

으로써 사기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능력발전

및 잠재력 발휘의 기회를 부여한다(박연호, 1996).

또는 승진은 조직구성원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

며, 그들에게 직접적인 동기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경로, 목표관점

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요소라 할 수 있다(박

경규, 1997).

그 반면에 승진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기 상실과 좌절

감은 물론 사직까지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승진과 관련된 문제가 이직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위계층일수록 효과적인 승진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이학

종, 1996).

그러므로 승진은 조직구성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자아실현의

상징이며 동기의 유연성(valence)에도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조성인,

1998). 게다가 인력계획과 확보관점에서 볼 때 승진은 조직체의 인

력수요를 내부의 인력자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확

보개념과 더불어 승진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경력계획 관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조직에 속해 있는 모든 종업원은 승진

을 바란다. 실제로 기업에 입사하여 하위직에서 시작하여 승진을 거

듭하면서 지위와 소득은 물론 그에 따르는 신분의 상승에 대한 강

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승진이라는 기회는 근

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단단한 몫을 할 것이며, 이는 곧 기업의 생

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직결될 것이다(조소양, 1998). 한편 그들이 의

도한대로 승진의 기회가 오지 못한다면 커다란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므로 조직에 있어서 승진의 효율적 관리는 조직의 성과를 좌우

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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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승진은 조직 구성원 자신에게도 자신의 발전과 동기부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의 동기에 관한 중요 이

론들도 승진은 조직 구성원의 만족감과 동기유발에 가장 중요한 요

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이학종, 1996).

한 조직 내에서의 승진은 종업원이 그들의 훈련과 근속경험을 통

해서 개발해 온 기능과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업원의 관점에서 승진은 자

기의 지식이나 기술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킨 자

에 대한 경영자의 인정과 보상을 의미하며 경영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종업원들이 능력과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근로 의욕을

자극하는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승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관리는 종업원의 능력과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고 잠재적 종업원이

조직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적 측면이 있다(신유근, 1990).

조소양(1998)은 인사관리의 여러 활동 중에서 승진기대가 높을수

록 내재적 동기부여,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성과가 높아진다고 하

였다. 왜냐하면 승진은 곧 구성원의 자아발전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자아발전의 욕구는 조직구성원의 관심사(승진, 보수)중의

하나인 승진을 통해서 성취된다(최종태, 2003).

3. 토너먼트(tournament) 이론

경제학에서 기업내 승진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는 Lazear－

Rosen(1981)에 의하여 제시된 토너먼트(tournament) 모형에서 비롯

된다. 즉, 토너먼트의 승자에게 가장 큰 상품이 주어진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 위험중립적

(risk-neutral)인 것으로 가정할 때, 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

(winner)에게 고임금을,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loser)에게는 저임금



- 7 -

을 지급하며, 근로자간의 토너먼트 결과에 따른 임금격차가 클수록

근로자의 노력투입은 높아지게 된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가 위험회

피적(risk-averse)인 반면 기업이 위험중립적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위험회피적인 근로자는 실패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

려는 동기가 발생하며, 따라서 기업은 승부에 따른 임금격차를 적

정수준까지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너먼트 이론은 승진이라는 기업 내부의 인사제도가 근

로자간 내부경쟁을 하도록 일종의 토너먼트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상수준을 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력 투입을 최대한 이끌

어 내려는 인센티브 수단(incentive mechanisms)이라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엄동욱, 2007).

4. 일반적인 기업의 승진영향요인

개별 기업은 서로 다른 직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

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획일적인 승진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의 인사위원회나 이사회는 승진심사를 할 때 근로자의 노동력

특성(학력, 성, 연령, 근속연수, 경력 등)과 직무수행능력 평가(고과

평가, 승진시험, 추천, 최고경영자의 후원 등) 등을 고려하여 승진을

결정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기업에서 중요한 승진의 결정요인은 업

적이겠지만 업적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직무에서는 능력의 신호

(signal)로 작용하는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된다. 능력의 신호로 취급

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신영수, 2003)

① 학력: 노동력의 특성 가운데 학력은 대단히 주요한 승진결정요

소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고학력자일수록 높은 직무수행능력

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교육의 신호효과(signaling effect)

때문이다. 이는 기업조직 내에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평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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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평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면 이의 효과는 점점 약

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② 성: 학력과 더불어 근로자의 성(gender)도 중요한 승진의 결정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은 관리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전통적 인식이 있고,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남성과 동일한 학력

을 가진 여성에 대해서도 남성과 구별하여 고용관리를 하는 편

이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어도 여성이

라는 이유로 승진 기회를 지극히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

③ 근속연수: 가장 전통적인 승진결정요소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근속연수(tenure)이다. 근로자의 승진 가능성을 평가할 때 직무

수행능력 평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근속연수를 고려하는 관행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장기간에 걸쳐 체질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러한 관행을 일시에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이때 승진에 소요되

는 최저 필요 근속연수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승진에 필요

한 최소 한도의 직무수행 경험을 전제로 하여 승진의 효율을

기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빠른 승진을 억제하고 능력과 연공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고 인사정체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경력연수: 경력연수(experience)도 승진결정의 중요 요인이다.

어떤 직급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숙련을 획득하

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력은 직무수행능력을 높인다.

⑤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능력(ability to work) 역시 승진결정의

중요 요소가 된다. 직무수행능력은 기업 목표 달성에 공헌하는

추상적인 능력이며 실천을 결정짓는 기초로서 업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직무수행능력은 기술적 자질, 인간적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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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자질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평가도 업적평가, 능

력평가, 성격, 근무태도평가 등 여러 가지로 조합되어 이루어진

다.

⑥ 시험: 승진시험(promotion examination)은 승진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사원승진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인

력관리의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 또한 승진

결정의 중요 요인이 된다.

⑦ 기타(others): 그 밖에 추천이나 고위 경영자의 후원 등도 승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5. 일반적인 기업의 유형별 승진제도

(1) 연공서열형 승진제도

연공서열형 승진제도는 종업원의 근속연수, 학력, 경력, 연령 등 개

인적인 연공과 신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유형으로 이 제도

가 합리적임을 주장하는 근거로서는 상사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가

집단을 관리하는 리더십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한 집단의 구성원

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조

직 내의 사정을 잘 알고 경험을 많이 쌓은 자가 적임자라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경영조직은 부 ·과 혹은 팀 단위로 일이 추진되므로

부서간의 조정을 원활히 함으로써 기업 목표에 부응하는 활동이 필

요한데 이러한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그 기업에서 연공

을 쌓은 근로자가 적임자라는 것이다(최종태, 1987).

(2) 능력주의 승진제도

능력주의 승진제도는 직무주의에 입각하여 능력 위주로 승진시키는

것으로 직계승진제도와 역직승진제도가 있다. 직계승진제도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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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 · 평가 · 등급 등이 끝나 직위관리체제가 확립되면 그 직무

의 자격요건에 비추어 적격자를 선정하여 승진시키는 방법이다.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용인의 능력 구성과 직계

구성이 일치되도록 해야 하고 업무 내용이 안정되어 조직이나 생산

양식, 기업규모 등에 현저한 변동이 없어야 한다.

역직승진제도는 조직 구성원의 승진이 정체될 경우 이를 해소하거

나 처우상의 목적을 위하여 역직을 세분(대리제, 대우제 등)하여 승

진시키는 제도이다. 조직은 업무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업

을 분화하여 가지만 조직의 각 단위별로 소속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조직의 장 또는 보직자를 두게 되는데 이것이 역

직이다.

(3) 자격승진제도

이 제도는 연공과 능력, 즉 직무와 사람을 적절히 절충시킨 것으로

서 연공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직무주의의 합리성을 가미시켜 승

진에 일정한 자격을 설정해 놓고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승진시

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분자격승진과 능력자격승진의 두 종류

로 나눌 수 있다.

가) 신분자격승진제도

이것은 직무 내용 또는 권한, 책임의 증대와는 관계없이 각 개인에

게 갖추어진 인적자격요건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에 승진하게 되는

것이다. 승진결정의 기준은 학력, 근속연수, 근무상황, 기본급 등과

같이 형식적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의해 서열이 정해진

다. 이 승진제도는 종업원 능력 구성의 상승에 따라 이루어지는 역

직승진제도에서 승진정체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그 효용을

가지고 있고 보통 이 제도만을 채택하지 않고 역직승진과 결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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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

나) 직능(능력)자격승진제도

이것은 현재의 담당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조건에는 직결되지 않으

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그 장래의 유용성이나 신축성에 따라 승진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직

무자격등급은 종업원의 직무수행능력의 발전 단계에 따르는 등급이

라 할 수 있는데 종업원의 능력이 기업의 내부에서 근속을 통해 향

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승진 및 임금관리

를 중심으로 하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서 불균형을 정확히 평가,

사내의 인사서열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종업원의 능력이 향상되면

자격등급이 상승하고 그 뒤에 본인의 적성을 보면서 직위나 직무의

승진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자격선행형의 특징을 갖는다.

다) 대용승진제도

이는 직무주의와 사람을 위주로 하는 방식을 절충시킨 점에서는 자

격제도와 비슷하나 실질적인 내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제도는

사람 중심의 경영체제에서 경직성을 제거하고 융통성 있는 인사를

확립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는데 자격제도와 같이 공식적인 자격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승진은 시켜야 하나

담당 직책이 없을 경우 인사정체와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서 직무

내용상의 실질적인 승진이 아니고 직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이자

형식적인 승진을 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측면인 직책과

그에 따른 권력구조는 종전과 다름 없으나 명칭상의 형식적인 측면

의 승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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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변화 승진제도

조직변화(organization change) 승진제도는 승진 대상은 많으나 승

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기저하 및 이직 등으로 인하여 유

능한 인재를 놓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영조직을 변화시켜 승진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방향은 조직의 계층을 늘려서

승진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조직의 계층을 단축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직의 계층을 단축시키는 대신에 구성원

의 지위는 향상시키는 태도를 취한다.

이 경우 직위의 향상은 곧 계층적인 지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직책의 확대로만 나타난다. 즉 지배구조로서의 승진체계보다는

활동 영역의 확대로서 승진체계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승

진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민주화를 통한 조직의 적극적

인 상호작용을 행하는 경영 분위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신영수,

2003)

6. 한국 기업의 승진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기업의 경영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임금과 승진

관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승진은 노동자들의 자기실현욕구의 달성

과 사내 서열을 결정하는 요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승진과 임금의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진은 조직원의

최대 관심사가 된다(안춘식, 1998). 일반적으로 조직에서의 승진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실적과 근로자 특성으로 구분된다. 물론 승진

의 가장 큰 결정요인은 업적이겠지만, 조직의 문화적 환경과 업무

성격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명하복과 수직

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연공과 서열에 따른 인사관리

가 중심을 이루며, 또한 업적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직무(예



- 13 -

컨대 관리직, 연구직 등)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

는 신호(signal)에 의거해서 승진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며, 구체적으로 학력, 성, 근속연수, 경력연수, 직무수행능력, 시험 등

을 들 수 있다.(신영수, 2003)

비록 그 정도가 점차 약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조

직원의 승진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제도는 연공서열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연공서열제는 일정 연령의 신규졸업자를 정기적

으로 채용하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연공요인인

연령과 근속연수, 학력 등 속인적(屬人的) 요소를 중시해서 기업에

공헌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안춘식, 1998). 우리나라에서 연공서

열제는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동적인 승진을 보장하는 낙후된

제도라는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이지만, 연공서열제 자체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연공제는 연공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원을 우대하므로 고용의 안

정성과 정착화가 이루어지고 전직 또는 이직률이 감소하게 되며,

그에 따라 기업에 대한 조직원의 충성심이 고양되어 기업에 대한

공헌도가 높아지게 된다. 반면에 연공서열제는 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연공에 의한

수직적 평가는 새로운 기술을 요구받는 조직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하고, 조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의 도입을 방해하기도 한다(안춘식, 1998).

1970-80년대 한국 기업의 승진 결정요소에 대한 한국경영자협회

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체들이 승진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하는 것은 학력과 근속연수(47.2%)이며, 이러한 기준은 90년대에 들

어서도 그 정도는 약화되긴 했지만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다(신영

수, 2003). 이와는 반대로 조직원들은 승진의 결정기준으로 직무수행

능력과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연령과 학력, 재직



- 14 -

기간들의 연공서열기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김도경

외, 1987). 결국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는 승진에 관한 고려기준에서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7. 승진영향요인에 대한 인사데이터 실증분석 사례

승진영향요인에 대한 인사데이터 실증분석의 경우, 연구대상에

따라 주로 CEO와 같은 고위경영진의 승진과 관련하여 기업행태를

실증분석하는 연구와 근로자의 행태에 주목하는 연구로 구별된다.

최근 DeVaro(2006)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승진과 같은

인사제도가 기업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인센티브 수단으로서 승진의 역할에 주목하며 근로자

개인별 인사고과 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프로빗(Probit)

모형의 승진영향요인 추정을 통해 인사고과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엄동욱, 2007)

8. 일반기업내 승진영향요인의 변화 추세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반기업내 경력에 대한 승진확률이 감

소하는데 이는 기업의 승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학력, 연

령, 경력 등의 연공서열요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내 승진에서 근로자의

능력과 같은 합리적 요소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성과주의 인사제

도를 도입하면서 승진영향요인에 있어서 근로자의 업적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인사고과 결과)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연공서열형 승진체계에서 성과주의형 승진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



- 15 -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신영수, 200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이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공기업 CEO의

출신에 따른 승진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승진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 역시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종속변수로서 사용한

승진의 조작적 정의가 기업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승진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이다. 금재호(2002)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2개

의 질문에 대한 응답치를 가지고 승진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만,

해당 문헌의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승진시점을 알 수

없는 승진 경험 여부와 응답자의 순수한 기대치인 미래의 승진 가

능성과 같은 정보를 승진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신영수(2003)는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직급정보에서 통산 간부라고 불리는 과장, 차장, 부장의

직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승진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직급상의 구분을 승진이라고 개념화 하기는 어려워 보인

다. 이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승진을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이들은 승진을 일정 시점에서 승진

이 된 상태(state)인지의 여부만 관찰할 수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승진을 직급상의 구분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구체적인 공기업의 실제 인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한 승진정

보를 구분해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그

간 블랙박스(black box)로 여겨져 왔던 공기업 내부의 승진 메커니

즘과 그 영향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근로자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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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진정보, 즉 직급 변동의 개념으로써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직

급에서 차상위 직급으로의 이동여부를 구분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승진개념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승진시점과 그 시점에서의

인적자본수준, 그리고 승진시점 직전의 인사고과 정보들 중 특히 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급별 체류연한과 인사고과데이터를

추출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승진영향요인 변화 여부에 대한 중요변

수로 활용하였다.

선행연구가 승진의 개념을 확대해석하거나 실제 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승진 개념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모두 각각의 분석 자료

가 갖는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재호(2002)는 한국노

동패널 조사의 질문 내용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

었으며, 신영수(2003)의 경우에는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와 같은

횡단면 자료가 근로자 개인별 상태의 이동, 즉 동태(dynamics)를 확

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광의 개념의 승진을 종속변수로 활용했

던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신영수(2003)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승진 영향요인이 학력이나 근속연수를 중시하는 연공서열형에서 능

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성과주의형으로 전환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기적으로 인적자본변수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이를 곧 연공서열형 승진체계

가 약화된 것이라고 확정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실제 근로자의

능력이나 업적을 나타내는 설명변수가 추정에 포함되어 그 영향력

을 확인하였을 때, 비로소 승진체계의 변화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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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가설의 설정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적인 승진영향요소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근속연수(tenure)이다. 근로자의 승진 가능성을 평가할 때 직무수행

능력 평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근속연수를 고려하는 관행은 우리나

라 기업에서 장기간에 걸쳐 체질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근

속연수로 대표되는 승진제도가 연공서열형 승진제도인데, 이는 종업

원의 근속연수, 학력, 경력, 연령 등 개인적인 연공과 신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유형이다. 공기업의 운영 특성상 공공성과 기

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직원간 성과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

운 점, 그리고 상사의 역할을 부서간의 조정을 원활히 하고 집단을

관리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점 등으로 인해 공기업은 전

통적으로 연공서열형 승진제도를 시행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

한 공기업 승진제도 환경하에서 오랜기간 근무해온 내부승진 CEO

의 승진영향요소는 전통적인 연공서열형 승진제도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내부승진 CEO의 경영기간 중에는 연공

서열형 제도의 주요 승진영향요소인 근속연수, 직급별 체류연한 등

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민간기업들이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도입되면서 승진영향요인에 있

어서 근로자의 업적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인사고과 결과)의 영향력

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주요 민간기업들을 중

심으로 연공서열형 승진체계에서 성과주의형 승진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성과주의형 승진제도의

중요 승진영향요소는 직무수행능력이다. 직무수행능력은 기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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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에 공헌하는 추상적인 능력이며 실천을 결정짓는 기초로서 업

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직무수행능력은 기술적 자질, 인

간적 자질, 개념적 자질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평가도 업적평

가, 능력평가, 성격, 근무태도평가 등 여러 가지로 조합되어 이루어

진다. 따라서 대기업 CEO 출신인 민간기업CEO의 경영기간 중에는

인사고과 변수와 직능자격 변수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가설적 언명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공기업 CEO의 출신에 따라 승진의 영향요인은 달라질

것이다.

<세부가설 1-1> 민간기업출신 CEO의 경영기간 중에는 성과주의형

승진영향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의 선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세부가설 1-2> 내부승진 CEO의 경영기간 중에는 연공서열형 승

진영향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의 선형관

계를 가질 것이다.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CEO의 출신이 내부노동시장에서 승진

을 결정하는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민간기업

출신의 CEO인지 내부승진 CEO인지에 따라서 승진을 결정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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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적자본변수)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한다면 IMF 이후 많은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성과주의형 인사

체계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러한 주요 민간기업 출신 CEO의 공기업

경영기간 중에는 인사고과, 직능자격 등의 승진요인이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공기업의 전통적인 연공서열형

인사체계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내부승진 CEO 경영기간 중에는 근

속연수, 직급별 체류연한 등의 승진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이다. 본 연구는 공기업 CEO의 출신이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승진결

정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는 작업이 될 것이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공기업의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의 실제 승진경험자의 인사데이터를 민간출신CEO 경영기간

(2004~2007, 2명)과 내부승진CEO 경영기간(2008~2011, 2명)으로 분

류한 후, 개별 근로자의 인적 속성, 직급, 직능자격 그리고 인사고과

정보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대상직급은 부장급이상 실장, 처장까

지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A공기업의 승진체계의 특성 때문이다. 즉

초급간부인 차장은 간부시험을 통한 고시형태로 선발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승진영향요인(분석변인)인 인적자본 변수와 직능자격 변

수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으므로 제외하고 부장급이상 실장, 처장까

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부장, 실장, 처장의 각 직급에 대한

승진영향요인의 분석작업은 별도로 계층별(직급별)로 분리하여 수행

하였다. 이는 A공기업의 승진체계의 특성상 각 직급들간에는 이전

직급 승진후 필요한 최소 체류연한이 계층별(직급별)로 각기 다르

고, 또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선발인원수도 현저히 적어지며 객관

적인 인적자본수준의 영향력이 일반간부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

정되기 때문에 각 계층(직급)별로 영향력 분석을 수행한 후, 계층간

영향력의 차이와 그 원인을 별도로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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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가.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승진영향요소로서 인적자본변수를 계층별(직급별)

승진자들의 인사고과, 체류연한, 근무지, 근속연수, 출신학교, 어학능

력, 포상횟수, 보유자격증 등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각 CEO의

출신에 따라 민간출신 CEO의 경영기간중 승진자들을 집단 0으로

분류하고, 내부승진 CEO의 경영기간중 승진자들을 집단 1로 분류함

으로써 이 두 집단을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두 집단의 평균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인사고과, 포상횟수 등으로 대

표되는 성과주의형 승진체제와 체류연한, 근속연수 등으로 대표되는

연공서열형 승진체제를 CEO의 출신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그 의미

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내부승진 CEO 경영기간중의 주요 승진결정

영향요인과 민간출신 CEO 경영기간중의 주요 승진결정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여, 공기업 CEO의 출신이 각 간부 계층별(직급별)로 승

진영향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아울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다루지 못

했던 인사고과변수와 체류연한변수의 영향력을 A공기업의 정확한

인사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분석에 중요 데이터로 이용함

으로써 그것이 갖는 의미를 확인해 본다.

이것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 21 -

<그림 1> 연구의 모형

<독립변수>

인사고과

체류연한

근무지

근속연수

학력

어학능력

포상횟수

보유자격증

<종속변수>

집단간 평균의

차이

독립표본 t검정

집단분류

0:민간CEO

1:내부CEO

검정통계량

분석

(유의성검증)

나. 분석방법 : 독립표본 t검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인사고과, 체류연한 등의 독립변수들이 갖

는 특성이 민간CEO 기간중의 승진 또는 내부CEO 기간중의 승진

여부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관계 분석에 초점

을 두었다. 이에 따라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두 집단이 갖는

독립변수들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규명한다. 즉, 두 집단(민간CEO

승진 또는 내부CEO 승진)간에 승진영향요인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

인하는지를 분석한다.

t검정은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모집단을 대

표하는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가지고 검정하는

방법으로, “두 모집단의 평균간의 차이는 없다”라는 귀무가설과 “두

모집단의 평균 간에 차이가 있다”라는 대립가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적 검정방법이다. t 검정의 판단준거가 되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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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일반적으로 정상분포가 아니다. t 분포는 정상분포의 어림치

이다. t 분포가 얼마나 정상분포에 접근하느냐는 자유도에 의해 결

정된다. 일반적으로 표본크기가 크면 클수록 자유도(n－1) 또한 커

질 것이고, t 분포는 정상분포에 훨씬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유무를 판단하는 통계적 검정방

법인 t 검정은 귀무가설 하에 두 모집단의 표본평균 간의 차이는 표

본오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t 검정통계량을 계산하여 두

표본평균 간의 차이가 귀무가설 하에 있을 확률, 즉 표본오차로 인

해 차이가 발생할 확률(유의확률)을 계산한다. 만약 계산된 확률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기로 설정한 유의수준(α＜0.05)이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검정통계량(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 경우)

H 0: μ 1-μ 2=0

H 1: μ 1-μ 2≠0

t =
X 1- X 2

s p
1
n 1

+
1
n 2

∼ t n 1+n 2-2

, 합동분산 s 2
p =

(n 1-1) s 2
1+(n 2-1) s 2

2

n 1+n 2-2

, s21는 표본 1의 표본분산,

s 2
2는 표본 2의 표본분산임.

⋅ 유의수준 α에서 검정법

만일 | t | > t n 1 +n 2-2, α/2이면 H 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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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변수명(코딩)

종속

변수

평균

의

차이

= 집단1 : 민간기업출신CEO 경

영기간중 승진자
0

= 집단2 : 내부승진CEO 경영기

간중 승진자
1

독립

변수

체류

연한

= 현직급 승진년도 - 이전직급

승진연도
stay-term

근속

연수
= 현직급 승진년도 - 입사년도

years-of-

services

근무

지

= (1) 본 사

= (2) 본부급 사업소

= (3) 발전소 건설사업소

= (4) 일반 운영사업소

place-of-

work

(1∼4)

출신

학교

= 최종출신학교

(1) 수도권 일반대학 학사이상

(2) 지방 일반대학 학사이상

(3) 전문대졸

(4) 고졸이하

academic-

ability

(1∼4)

인사

고과
= A~E등급 (0~100점) perform-

assessment

어학

능력
= 승격당시의 유효 토익점수 toeic

다. 변수의 측정과 변수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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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변수명(코딩)

보유

자격

증

= 각 직군별 전공분야 자격·

면허 보유수
license

포상

횟수
= 기관장급 이상의 포상횟수

number-of-

prize

라. A공기업의 승진체계 및 분석자료

1) 승진체계

A공기업의 승진체계는 상위직책(예 : 담당간부→그룹장 또는 팀

장)으로 승진하는 직책승진과 상위직급(예 : 차장→부장, 부장→실장

등)으로 승진하는 직급승진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직책승진은 직위

상승을 의미하며, 조직운영상 필요시 수시로 해당직책으로의 승진

이 가능한데 이는 급여인상이나 상위직급으로서의 공식적인 승진이

아닌 조직운영상의 직책이므로 실질적인 승진이라고 볼 수 없다. 한

편, 직급승진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말 경에 1회의 정기승격제도

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원에서 과장까지는 근무경력에 따라 일정 기

준 이상의 인사고과를 받을 경우 자동승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

장승진은 근속연수, 어학 및 기본적인 제자격을 갖춘 직원에 한해

초급간부 시험을 통해 필요인원을 선발한다. 다음의 차상위직급은

부장-실장-처장-전무-사장 순의 승진체계로 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

서 정의하는 승진은 부장급 이상 처장까지의 직급승진으로 한정한

다. 상위직급으로의 승격은 임금상승 등 실질적인 인사제도상의 변

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승격을 분석상의 승진으로 간주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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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는 각 직급별 표준 체류연한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승격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설정된 직급별 승격정원의 5배

수를 승격후보군 중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한 후, 내부적인 승격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최종결정권자인 CEO가 최종 승진자

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후보자간 순위부여를 위한 승격심

사기준1)은 먼저 승격심사위원을 각 사업소별로 균등배분/구성한 후

각 후보자의 인사고과․전문성․근속연수․교육․자격․상벌․학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승격심사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인사고과이다. 승격심사 항목들은 직급별 최근 3년이내의 체류

연한 동안의 승격포인트로 누적된 점수로 활용된다.

이상의 승진체계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보면, 승진의 영향요인은

직급별 표준 체류연수의 충족여부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근속연수

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심

사항목중 인사고과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인사

고과 결과가 승진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

다. 한편, 이러한 승진체계나 승격심사방식은 근로자 개개인의 인적

자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승

진영향요인 추정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승

진체계와 방식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승격심사를

거친 최종 5배수의 후보군 중 최종 승진여부 결정은 최종결정권자

인 CEO의 고유권한인 만큼 해당 CEO의 출신에 따른 승진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기준은 승진가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1) 구체적인 승격심사기준은 A공기업 인사담당부서의 요청으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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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장 실장 처장 비 고

분석기간(년) 2004~2011
표본(명) 113 51 27 총 191명

성별(%)

남성

여성

100

0

100

0

100

0

인사고과(명)

A

B

C

D

E

80

13

16

4

0

36

9

6

0

0

19

5

3

0

0

정확한 분석을

위해 자료분석

은 개인별 인

사고과 취득점

수로 계산함

체류연한(년) 13.42 9 3.19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실제 승진

경험자 191명의 인사데이터를 먼저 민간기업출신 CEO의 경영기간

(2004∼2007)과 내부승진 CEO의 경영기간(2008∼2011)으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각 직급별(부장-실장-처장)으로 재분류하여 각 계층

(직급)별로 개별 근로자의 인적 속성, 직급, 직능자격, 인사고과 정

보, 체류연한, 근무지 등의 승진영향요인 분석에 필요한 가능한 모

든 인사정보를 사용, 분석하였다. 분석자료의 기본통계는 <표1>과

같다.

<표1> 분석자료의 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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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장 실장 처장 비 고

근속연수(년) 23.59 29.31 30.85

학력(%)

석/박사

대졸

전문대졸

고졸

24

82

2

5

17

30

2

2

13

13

0

1

어학능력 515.75 370 432.41 토익점수

포상횟수(회) 2.7 3.14 3.3 기관장급 이상

자격·면허

(갯수)
0.65 0.61 0.52

전공분야

자격·면허

제3장 승진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승진영향요인 추정 모형

본 연구에서 승진영향요인 추정에 활용되는 모형은 독립표본 t-검

정이다. 독립표본 t-검정은 하나 또는 두 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

는 모수적 검정법(parametric test)으로서 측정값들이 정규분포를 하

여, 평균이 그 집단의 대표값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하면 두 집단간의 평균차이를 평균간 차이의 표준오

차로 나눈 값(t값)과 자유도를 기초로 하여 그러한 차이가 표본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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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차에 의하여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여 그 확률이 대게 5% 이하

이면 표본집단에 의한 차이가 전체집단의 차이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승진자들의 인사데

이터(인적자본변수=독립변수)의 특성을 분석하여 두가지 범주의 종

속변수, 즉 독립변수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따른 민간출신 CEO

기간중의 승진영향요인과 내부승진 CEO 기간중의 승진영향요인이

라는 2가지 변수를 집단 0과 집단1의 더미변수로 처리한다. 본 연구

에서 정의하는 승진은 A공기업의 인사데이터 특성을 활용하여 이전

년도 직급과 비교했을 때 직급이 한 단계 이상 증가한 경우만을 승

진으로 보았다. 설명변수인 독립변수는 각각의 승진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인적자본변수들인데, A공기업 인사데이터

중에서 근무지, 체류연한, 근속연수, 학력, 인사고과, 토익점수, 자격

증, 포상횟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승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계층별(직급별)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 승진자는 부장, 실장, 처장의 세가지로 나

누어진다. 이를 통해 인적자본변수의 수준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간부계층과 고위간부계층에 동일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발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승진영향관계 추정 결과

1. 직급별 승진영향요인 추정 결과

가. 부장급 추정결과

승진의 개념을 직급상승으로 구분하여 적용한 승진영향요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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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여부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업소 0 60 2.12 1.151 .149

1 53 2.15 1.183 .163

체류연한 0 60 12.63 1.262 .163

1 53 13.38 1.894 .260

근속년수 0 60 23.98 4.478 .578

1 53 23.15 4.559 .626

학력 0 60 1.97 .901 .116

1 53 2.04 .678 .093

인사고과 0 60 99.133 1.4897 .1923

1 53 97.094 3.2612 .4480

토익점수 0 60 454.00 228.428 29.490

1 53 585.66 84.881 11.659

자격증 0 60 3.38 .761 .098

1 53 3.49 .576 .079

포상횟수 0 60 2.95 .790 .102

1 53 2.42 .908 .125

결과는 2004∼2007년까지 민간출신 CEO 기간중 승진자의 승진영향

요인과 2008∼2011년까지 내부승진 CEO 기간중 승진자의 승진영향

요인으로 나누어 각 계층별(직급별)로 이루어졌다.

다음의 <표 2∼3>는 설명변수인 인적자본변수를 활용하여 첫번

째로 차장에서 부장으로의 승진영향요인을 추정한 결과로서 부장급

승진자 11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표 2 > 부장급 집단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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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사업소

등분산이

가정됨
.127 .723 -.156 111 .876 -.034 .220

등분산이

가정않됨
-.156 108.475 .877 -.034 .220

체류연한

등분산이

가정됨
5.112 .026 -2.483 111 .015 -.744 .300

등분산이

가정않됨
-2.424 88.758 .017 -.744 .307

근속년수

등분산이

가정됨
.083 .774 .978 111 .330 .832 .851

등분산이

가정않됨
.977 108.770 .331 .832 .852

학력

등분산이

가정됨
8.864 .004 -.469 111 .640 -.071 .152

등분산이

가정않됨
-.477 108.365 .634 -.071 .149

인사고과

등분산이

가정됨
48.65 .000 4.357 111 .000 2.0390 .4679

등분산이

가정않됨
4.183 70.816 .000 2.0390 .4875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출신 CEO 기간중 승진자 60명과

내부승진 CEO 기간중 승진자 53명을 분석하였다.

< 표 3 > 부장급 독립표본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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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점수

등분산이

가정됨
25.50 .000 -3.960 111 .000 -131.66 33.249

등분산이

가정않됨
-4.152 76.759 .000 -131.66 31.711

자격증

등분산이

가정됨
2.612 .109 -.836 111 .405 -.107 .128

등분산이

가정않됨
-.850 108.531 .397 -.107 .126

포상횟수

등분산이

가정됨
3.759 .055 3.348 111 .001 535 .160

등분산이

가정않됨
3.320 103.883 .001 535 .161

분석결과를 보면 독립표본 t-검정에 활용된 인적자본변수들중 특

정 독립변수들이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승진영향요인 추정에 활용된 인적자본변수들이

개별 근로자의 승진결정에 있어 유의한 변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

다.

5%의 유의수준에서 체류연한, 인사고과, 토익점수, 포상횟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체류연한변수는 Levene

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의 분산

은 같다" 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의 t값

과 p값(유의확률)을 이용하여 판단한다. 이에 따라 체류연한 변수에

대한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체류연한 변수의 분석결과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

이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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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0 (민간CEO) 집단1 (내부CEO)
t 유의확률 평균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2.63 1.262 13.38 1.894 -2.424 .017 -.744

체류연한 변수의 분석결과에서는 ‘집단0의 체류연한 - 집단1의 체

류연한’ 결과치의 t값과 평균차가 음수로서 집단1의 체류연한이 평

균차 .744만큼 더 길었고 이는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0.05>0.017).

다음으로 인사고과 변수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의 분산은 같다" 라는 귀무가설이 기각

되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의 t값과 p값(유의확률)을 이용하여 판

단한다. 이에 따라 인사고과 변수에 대한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집단0 (민간CEO) 집단1 (내부CEO)
t 유의확률 평균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99.133 1.4897 97.094 3.2612 4.183 .000 2.0390

인사고과 변수의 분석결과에서는 ‘집단0의 인사고과 - 집단1의 인

사고과’ 결과치의 t값과 평균차는 양수로서 집단0의 인사고과의 평

균차 2.0390만큼 더 높았고 이는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0.05>0.000).

토익점수 변수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의 분산은 같다" 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등분

산이 가정되지 않음의 t값과 p값(유의확률)을 이용하여 판단한다. 이

에 따라 토익점수 변수에 대한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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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집단0 (민간CEO) 집단1 (내부CEO)
t 유의확률 평균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54.00 228.428 585.66 84.881 -4.152 .000 -131.660

토익점수 변수의 분석결과에서는 ‘집단0의 토익점수 - 집단1의 토

익점수’ 결과치의 t값과 평균차는 음수로서 집단1의 토익점수의 평

균차 131.660만큼 더 높았고 이는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0.05>0.000).

포상횟수 변수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은 같다" 라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등분산

이 가정됨의 t값과 p값(유의확률)을 이용하여 판단한다. 이에 따라

포상횟수 변수에 대한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결과를 요약하

면 아래와 같다.

집단0 (민간CEO) 집단1 (내부CEO)
t 유의확률 평균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95 .790 2.42 .908 3.348 .001 .535

포상횟수 변수의 분석결과에서는 ‘집단0의 포상횟수 - 집단1의 포

상횟수’ 결과치의 t값과 평균차는 양수로서 집단0의 포상횟수의 평

균차 .535만큼 더 높았고 이는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0.05>0.001).

이상의 부장급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집단0의 민간출신 CEO 경

영기간 중에는 성과주의형 변수인 인사고과와 포상횟수가 높을(많

을)수록 승진확률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세부가설 1-1(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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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여부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업소 0 24 2.08 1.248 .255

1 27 2.15 1.322 .254

간기업출신CEO의 경영기간 중에는 성과주의형 승진영향요인이 상

대적으로 더 강한 (+)의 선형관계를 가질 것)이 채택됨을 알 수 있

다. 또한 집단1의 내부승진 CEO 경영기간 중에는 연공서열형 변수

인 체류연한이 길수록 승진확률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로써 세부가설 1-2(내부승진CEO의 경영기간 중에는 연공서열형 승

진영향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의 선형관계를 가질 것)가 채

택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장급 승진영향요인 추정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그간

기존의 연구에서 기업의 인사데이터 확보의 한계로 연구되지 못했

던 인사고과 변수가 추가되어 승진 영향요인으로서 인사고과의 중

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또한 직급별 체류연한을 이전직급 승진

년도로부터 현재직급으로 승진한 연도로부터 산출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각 직급간의 체류기간이 승진 영향요인으로

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 실장급 추정결과

다음으로 일반간부와 고위간부의 중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실

장급의 승진영향요인을 분석해본다. 다음의 <표 4∼5>는 부장급에

서 실장급으로의 승진영향요인을 추정한 결과로서 실장급 승진자

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표 4 > 실장급 집단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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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연한 0 24 7.04 1.334 .272

1 27 8.30 1.540 .296

근속년수 0 24 28.54 3.575 .730

1 27 30.00 3.150 .606

학력 0 24 1.82 .830 .169

1 27 1.78 .577 .111

인사고과 0 24 98.063 3.0156 .6156

1 27 98.667 2.5758 .4957

토익점수 0 24 306.46 269.155 54.941

1 27 426.48 227.007 43.688

자격증 0 24 .42 .830 .169

1 27 .78 .847 .163

포상횟수 0 24 3.42 1.213 .248

1 27 2.89 1.050 .202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사업소

등분산이

가정됨
.513 .477 -.179 49 .858 -.065 .361

등분산이

가정않됨
-.180 48.805 .858 -.065 .360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출신 CEO 기간중 승진자 24명과

내부승진 CEO 기간중 승진자 27명을 분석하였다.

< 표 5 > 실장급 독립표본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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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연한

등분산이

가정됨
.808 .373 -3.091 49 .003 -1.255 .406

등분산이

가정않됨
-3.117 48.975 .003 -1.255 .402

근속년수

등분산이

가정됨
1.205 .278 -1.549 49 .128 -1.458 .942

등분산이

가정않됨
-1.537 46.225 .131 -1.458 .949

학력

등분산이

가정됨
.285 .596 .700 49 .487 .139 .198

등분산이

가정않됨
.686 40.434 .497 .139 .203

인사고과

등분산이

가정됨
.685 .412 -.772 49 .444 -.6042 .7830

등분산이

가정않됨
-.764 45.556 .449 -.6042 .7903

토익점수

등분산이

가정됨
6.114 .017 -1.727 49 .090 -120.02 69.486

등분산이

가정않됨
-1.710 45.270 .094 -120.02 70.193

자격증

등분산이

가정됨
.003 .954 -1.534 49 .131 -.361 .235

등분산이

가정않됨
-1.536 48.522 .131 -.361 .235

포상횟수

등분산이

가정됨
.399 .530 1.666 49 .102 .528 .317

등분산이

가정않됨
1.652 45.852 .105 .528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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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보면 독립표본 t-검정에 활용된 인적자본변수들 중 체

류연한 변수만이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고위직 간부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장급에서는

일반간부인 부장급에 비해서 각 인적자본변수의 영향력이 약해짐을

알 수 있다.

체류연한 변수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은 같다" 라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등분산

이 가정됨의 t값과 p값(유의확률)을 이용하여 판단한다. 이에 따라

체류연한 변수에 대한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결과를 요약하

면 아래와 같다.

집단0 (민간CEO) 집단1 (내부CEO)
t 유의확률 평균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7.04 1.334 8.30 1.540 -3.091 .003 -1.255

체류연한 변수의 분석결과에서는 ‘집단0의 체류연한 - 집단1의 체

류연한’ 결과치의 t값과 평균차가 음수로서 집단1의 체류연한이 평

균차 1.255만큼 더 길었고 이는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0.05>0.03).

실장급의 분석결과에서는 집단0의 민간출신 CEO 경영기간 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적자본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가설

1-1(민간기업출신CEO의 경영기간 중에는 성과주의형 승진영향요인

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의 선형관계를 가질 것)이 불채택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분석결과에 따라 집단1의 내부승진 CEO 경영기간 중

에는 연공서열형 변수인 체류연한이 길수록 승진확률이 높아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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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써 세부가설 1-2(내부승진CEO의 경영기간

중에는 연공서열형 승진영향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의 선형

관계를 가질 것)는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본 추정결과를 통해 실장급 승진선발에 있어서는 부장급의 경우

와는 달리 인사고과 변수는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으나, 인사고과변

수의 기술통계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승진자들의 인

사고과는 최고등급인 A등급에 근접하고 있어 민간과 내부승진CEO

를 막론하고 인사고과 변수는 양자에서 모두 승진요인으로써 중요

시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간부인 부장급과

비교하여 중고위직인 실장급에서는 객관적인 인적자본변수의 영향

력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위직 간부로 갈수록 객관적인 인적자본 수준보다는 다른 비

계량적인 측면, 즉 기업내부적으로 축적되어온 개개인에 대한 인물

평과 동료나 상사, 나아가 CEO의 직·간접적인 평가 등의 요인이 작

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심

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계층별(직급별) 승진영향요

인 추정결과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다. 처장급 추정결과

이제 고위간부 계층인 처장급의 승진영향요인을 분석해본다. 처장

급은 고위간부로서 A공기업의 경우 직원으로서 승진할 수 있는 최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임원(상임이사 또는 CEO)으로의

승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며 실제로 임원으로 승진

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6∼7>은 실장급에서 처장급으로의 승진영향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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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여부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업소 0 15 1.80 1.207 .312

1 12 2.25 1.357 .392

체류연한 0 15 3.60 .910 .235

1 12 2.67 .888 .256

근속년수 0 15 30.53 4.518 1.166

1 12 31.25 3.671 1.060

학력 0 15 1.47 .640 .165

1 12 1.50 .522 .151

인사고과 0 15 96.80 5.99047 1.54673

1 12 98.31 1.44649 .41757

토익점수 0 15 424.33 255.601 65.996

1 12 442.50 233.846 67.506

자격증 0 15 .07 .258 .067

1 12 1.08 1.165 .336

포상횟수 0 15 3.47 1.125 .291

1 12 3.08 .900 .260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사업소

추정한 결과로서 처장급 승진자 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표 6 > 처장급 집단통계량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출신 CEO 기간중 승진자 15명과

내부승진 CEO 기간중 승진자 12명을 분석하였다.

< 표 7 > 처장급 독립표본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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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분산이

가정됨
.678 .418 -.911 25 .371 -.450 .494

등분산이

가정않됨
-.899 22.312 .378 -.450 .501

체류연한

등분산이

가정됨
.035 .854 2.677 25 .413 .933 .349

등분산이

가정않됨
2.684 23.966 .486 .933 .348

근속년수

등분산이

가정됨
.182 .673 -.444 25 .661 -.717 1.614

등분산이

가정않됨
-.455 24.985 .653 -.717 1.576

학력

등분산이

가정됨
.583 .452 -.146 25 .885 -.033 .229

등분산이

가정않됨
-.149 24.979 .883 -.033 .224

인사고과

등분산이

가정됨
7.625 .011 -.852 25 .402 -1.5125 1.775

등분산이

가정않됨
-.944 16.007 .359 -1.5125 1.602

토익점수

등분산이

가정됨
.175 .680 -.190 25 .850 -18.167 95.378

등분산이

가정않됨
-.192 24.495 .849 -18.167 94.406

자격증

등분산이

가정됨

22.80

6
.000 -3.297 25 .743 -1.017 .308

등분산이

가정않됨
-.2967 11.868 .762 -1.017 .343

포상횟수

등분산이

가정됨
.395 .535 .959 25 .347 .383 .400

등분산이

가정않됨
.983 24.998 .335 .383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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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급의 분석결과를 보면 독립표본 t-검정에 활용된 인적자본변

수들중 어떤 변수도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실장급 분석결과에 이어 처장급으로 갈수록

인적자본변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약해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처장급 분석결과는 본 논문의 연구가설(공기업 CEO의

출신에 따라 승진의 영향요인은 달라질 것이다.)이 기각된다. 선발인

원이 매우 적은 처장급 간부의 특성상 분석대상이 27명(민간CEO

기간 15명, 내부승진CEO 기간 12명)에 그치고 고위간부의 특성상

객관적인 인적자본의 수준으로 승진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석결과에 따라 처장

급의 승진영향요인은 CEO의 출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추론해보기 전에 먼저 각 CEO의 경영기간

중에 승진한 승진자들의 인적자본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통하여

인적자본 수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민간CEO 기간과

내부승진CEO 기간중의 처장급 승진자 인사데이터의 기술통계량은

근소한 차이만을 보여준다. 주요 인적자본변수의 평균의 차이를 살

펴보면, 체류연한 0.93년, 근속연수 0.72년, 인사고과 1.51점, 학력

0.03점 등의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직인

처장급에서는 인적자본변수들의 변별력이 매우 근소하여 인적자본

수준만으로 CEO의 출신에 따른 승진영향요인을 추정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2. 계층별(직급별) 추정결과 분석

위에서 살펴본 부장급, 실장급, 처장급의 승진영향요인 추정결과

와 그러한 추정상의 변화를 감안하면서 각각의 계층별로 승진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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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추정 결과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상

대적으로 일반간부로 분류되는 부장급 간부계층의 경우 중요 인적

자본변수2)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실장급 간부계층에서는

중요 인적자본변수중 일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처장급 고위간

부계층의 경우 민간출신 CEO 및 내부승진 CEO 경영기간 전체에

서 중요 인적자본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

타나고 있다. 이는 A공기업이 정립하여 내부적으로 일반화된 승진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반간부계층과 고위간부계

층 간에는 승진 메커니즘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승진 메커니즘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실장에서 처장급으로의 승진자들은 기본적으

로 중요 인적자본수준이 모두 높아 독립변수들간의 변별력이 없다.

먼저 인사고과변수를 살펴보면 점수의 차이는 다소간 존재하지만

승진자 대부분이 A등급이며, 직급 체류연한 역시 2∼3년으로 매우

짧다. 이러한 기술통계치로 추정해 볼 때 처장급 승진자들은 해당

CEO의 출신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인적자본수준이 높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가설 <공기업 CEO의 출신에 따라 승진의 영향요인은

달라질 것이다.>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간부계층의 경우 고위간부계층으로의 양성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내 인사 승진체계에 따라 소속부서에

서의 성과와 역량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인 인적자본 수준에 따라

승진이 결정된다. 하지만 고위간부 계층의 경우 이러한 객관적 인적

자본 수준이나 평가보다는 비계량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기업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개

개인에 대한 동료와 상사의 평가와 특히 진급을 앞둔 실장급의 경

2) 본 논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중요 인적자본변수는 선행연구자료를 토대로 하여 
성과주의형 중요변수로는 인사고과, 토익점수, 포상횟수를, 연공서열형 중요변수
로는 직급별 체류연한과 근속연수를 선정,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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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면보고를 비롯해 CEO와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평소 업

무중에 이루어지는 승진대상자에 대한 CEO의 평가가 중요하게 활

용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3)

제4장 결 론

제1절 실증분석 결과의 요약 및 의미

공기업의 CEO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관료출신 CEO가 임명

되기도 하고 때로는 민간기업출신 CEO, 내부승진 CEO가 임명되기

도 한다. 본 연구는 이렇게 임명된 CEO의 경영마인드에 따라 공기

업 내부노동시장의 인사승진체계에 있어서 간부의 승진결정요인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민간출신 CEO 경영기간중의

승진자와 내부승진 CEO 경영기간중의 승진자의 인사데이터를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내부노동시장에서 승진이라는 제도

가 갖는 의미를 재확인하고, 그간 자료 제약 등으로 실증분석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공기업의 승진 영향요인을 당해 CEO의 출신에 따

라 계층별(직급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써 본 연구에서는 A공

기업의 인사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 모형

을 사용한 승진영향요인을 추정하였다. 특히 A공기업 인사데이터에

서만 추적할 수 있는 인사고과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공기업의 승진

체계가 CEO의 출신에 따라 학력이나 근속연수를 중시하는 연공서

열형 승진체계인지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성과주의형 승

3) 물론 <표 11,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위간부 승진자의 대부분이 객관적인 
인적자본 수준이나 평가가 최고수준이기는 하지만, 일반간부와는 다른 승진 메
커니즘이 작용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승진경쟁의 대상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역량과 평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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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체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4)가 직책의 구분이나 변동에 따른 승진 여

부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공기업이 실제 적용하고 있는 승

진 개념을 적용하였다. 즉 해당 직급에서 차상위 직급으로의 직급

상승을 한 승진자를 대상으로 승진영향요인 추정의 종속변수로 활

용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횡단면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광의의 승진개념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의 인사데이터를 분석하여 근로자의 정확한 승진 정보를 추출하였

고 승진 시점과 그 시점에서의 인적자본수준, 그리고 승진 시점 직

전의 인사고과 정보들을 활용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연공서열형 승진체계의 승진영향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에서 다루지 못했던 직급별 체류연한 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공기업의 CEO 출신에 따른 일반간부에서 고위간부까

지의 계층별 승진영향요인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장급 승진영향요인 추정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객관적인

인적자본수준이 승진결정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는 부장급이 실장급이나 처장급에 비해 일반적인 간부계층

으로서 고위간부계층으로의 양성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내 인

사 승진체계에 따라 소속부서에서의 성과와 역량에 따라 평가된 객

관적인 인적자본 수준에 따라 승진이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부장 승진을 앞둔 차장들의 인사고과, 토익점수,

포상횟수, 근속연수, 직급 체류연한 등의 주요 인적자본변수들이

CEO의 출신에 따라 유의미한 확률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

는데, 먼저 민간출신 CEO의 경영기간 중에는 통계적으로 5%의 유

의수준에서 성과주의형 승진영향요인으로 서두에서 정의한 인사고

4) 기존의 연구는 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공기업 간부급의 승진영향요
인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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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포상횟수가 높을(많을)수록 승진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중 세부가설

1-1(민간기업출신CEO의 경영기간 중에는 성과주의형 승진영향요인

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의 선형관계를 가질 것)이 성립하였다. 또

한 내부승진 CEO 기간중에는 체류연한과 토익점수가 길(높을)수록

승진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가설 1-2(내부승진CEO의

경영기간 중에는 연공서열형 승진영향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의 선형관계를 가질 것)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직급 체류연한과 근속연수를 동시에 적용하여 분석했을 때 체

류연한은 높은 유의확률이 보이고 있으나 근속연수는 유의하지 않

다는 것이다. 이로써 부장급 연공서열형 승진체계의 중요변수는 근

속연수가 아닌 직급 체류연한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중 세부가설 1-2(내부승진CEO의 경영기

간 중에는 연공서열형 승진영향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의 선

형관계를 가질 것)가 성립하였다.

둘째, 중고위직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실장급의 추정결과에서는 부

장급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고위직으로 갈수록 CEO

의 출신이나 객관적인 인적자본변수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51명의 실장급 승진자들의 인

적자본변수들중 5%의 유의수준에서 체류연한과 근속연수만이 통계

적인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속연수와 체류연한이 길수록 내

부승진 CEO 기간중의 승진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민간출신 CEO 경영기간중의 실장급 승진자들의 데이터에

서는 유의미한 인적자본변수를 찾아 볼 수 없었고, 내부승진 CEO

경영기간중의 승진자들에게서만 연공서열형 승진영향요인이 상대적

으로 더 강한 (+)의 선형관계를 가짐을 발견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인사고과변수의 변별력이다. 실제로 실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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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자들의 인사고과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민간출신 CEO 경영기

간중 승진자의 평균과 내부승진 CEO 경영기간중의 승진자의 평균

이 100점 만점에서 각각 98.1과 98.7로써 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것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자본변수의 변별력 약화에

도 불구하고 내부승진 CEO의 경영기간중에서는 여전히 연공서열형

승진영향요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셋째, 고위직 간부인 처장급의 추정결과에서는 5%의 유의수준에

서 인적자본변수들중 어떤 변수도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비

록 선발인원이 매우 적은 처장급 간부의 특성상 분석대상이 27명에

그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처장급의 승진영향요

인은 CEO의 출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처장급 추정결과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이 모두 성립하지

않았다.

넷째, 앞서 살펴본 부장급·실장급·처장급의 승진영향요인 추정결

과를 비교분석해보면 고위간부계층으로 갈수록 인적자본변수가 승

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A공기업이 정

립하여 내부적으로 일반화된 승진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으로 일반간부계층과 고위간부계층 간에는 승진 메커니즘에서 차이

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승진 메커니즘간의 차

이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고위간부 계

층일수록 기본적으로 중요 인적자본수준이 모두 높아 독립변수들간

의 변별력이 거의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간부계층의 경우 고위간부계층으로의 양

성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내 인사 승진체계에 따라 소속부서

에서의 성과와 역량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인 인적자본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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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이 결정되는 반면 고위간부 계층의 경우 이러한 객관적 인적자

본 수준이나 평가보다는 비계량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기업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개개

인에 대한 동료와 상사의 평가와 CEO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평가가 인적자본변수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공기업 CEO의 출신은 간부의 승진영향

요인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민간기업

출신 CEO의 경우 성과주의형 인적자본변수들이 승진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부승진 CEO의 경우 연공서열형 인적자본

변수들이 승진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본

연구의 의의는, 공기업에서 민간기업 출신 CEO의 임명은 전통적인

연공서열형 인사승진체계에서 성과주의형 인사승진체계로의 긍정적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과제

본문에서 살펴본 공기업 CEO의 출신이 승진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활용데이터의 속

성이나 방법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특정 공기업에 국한된 인사데이터이

기 때문에 이상의 분석 결과를 다른 공기업이나 일반적인 민간기업

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CEO의 출신에 따라

공기업의 승진체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흐름을 추적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단일 공기업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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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형화된 사실로 간주할 수는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민간기업 출신 CEO와 내부승진 CEO

만을 비교하였으나 인사데이터 정보수집의 한계로 인해 관료출신

CEO의 승진영향요인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처장급의

경우 분석대상자의 수가 27명에 불과하며 이를 CEO의 출신기간으

로 분류하면 각각 15명과 12명으로 그 수가 너무 적어 분석결과를

완전히 신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네째, 계량화할 수 없는 개

개인에 대한 인물평이나 개인적인 인맥의 영향력 등이 우리나라 기

업의 인사승진여부 결정에 있어서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계량화된 인적자본변수 데이터만으로 승진의 영향요인

을 확정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주로 공기업 CEO의 출신이 공기업내 승진의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공기업 내부노동

시장에서의 승진 메커니즘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승

진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

를들어 승진에 따른 임금격차의 크기, 업무강도나 직무만족도의 변

화, 나아가서 직군5)에 따라 승진기회와 직급 체류연한은 어떤 변화

를 보이고 이에 따른 승진영향요인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한 세

부적인 연구도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들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

는다.

5) A공기업의 경우 직군이 크게 사무, 발전기계, 발전전기, 토목, 건축, 정보통신으
로 나누어지며 직군별 정원은 물론 간부선발 인원에서도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 49 -

참 고 문 헌

김준기, 공기업 정책론, 2013

금재호(2002),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승진과 임금”

신영수(2003), “한국기업의 승진결정요인과 1980∼90년대 변화분석”

남은우(1995), “승진불안이 직무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민희(1996), “승진확률과 경력-임금곡선의 관계분석”

정인수·금재호·조준모·김종배(2003),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변화”

엄동욱(2007), “기업에서의 승진 결정요인 변화”

최용전(2007), “공공기관 운영법의 제정과 공기업법제의 변화”

정봉명 이호길(2008), “승진역할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권혁기 최해진(2009), “공공기관의 인사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

구”

성태제(2011),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구본경 외(2011), “CEO 교체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태진 외(2008), “공기업 CEO의 리더십특성이 조직구성원의 리더

신뢰수준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유승원(2009),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장지연 외(2007), “승진대기기간의 성별격차와 결정요인”

이명석(2001),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과 결영실적”

박준용(1998),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기업의 성과 및 전력에 미치는

영향”

이종찬(1999), “최고경영자의 태도가 조직특성에 미치는 영향”

장하용(2004), “한국 언론인의 조직 내 승진요인에 관한 연구”

신동엽(1999), “절차공정성에 대한 지각과 승진제도 효과성의 비교



- 50 -

적 관점에서 본 조직구성원들의 승진결정 수용도”

황수정 외(2009), “최고경영자 특성, 조직구조, 시장경쟁, 기술혁신

및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최송이 외(2013), “호텔기업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호텔구성원의 직

무만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51 -

Abstract

Park Geun Hyung

Master of Public Enterprise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ase Study]

A Study on the Relations with Former CEO

from Public Enterprise and Promotion Effect

The changing aspects of various organizations and personnel

management have shown as the ex-government CEO was

appointed for CEO in the public enterprise according to the

political·economic situation or CEO from the private enterprise or

CEO with inside promotion was appointed centered on the public

enterprise A. In that case, what is the factor that affects the

promotion decision factor of general executive and senior

executive in the personnel promotion system of public enterprise

according to the formal CEO from the public enterprise?

This study was to compare·analyze the promotion effect factors

as an object of the person promoted during the management

period for CEO from the private enterprise and person promoted

during the management period of CEO with inside promotion in

the public enterprise by using the actual personnel data of the

public enterpri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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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bove, i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objective human capital level in the manager class

must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motion decision. First of

all, during the management period of CEO from private

organization, the higher the performance type promotion effect

factor was, the higher the chances of promotion was.

Furthermore, during the period of CEO with inside promotion, the

higher the seniority type promotion effect factor was, the higher

the chances of promotion was.

Second, the influence of objective human capital variable was on

the decrease in the general manager class as a middle and

high-level executive. That is, there was no significant human

capital variable during the management period for CEO from

private organization. During the management period of CEO with

inside promotion only, the higher the seniority type promotion

effect factor was, the higher the chances of promotion was.

Third,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ce in any

variable among the human capital variables in the estimation

result by the director class as a high-level executive.

To conclude, the meaning of this study was to be helpful to

strengthen the public enterprise'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competitive times as the appointment of CEO from the private

enterprise in the public enterprise brought positive changeover

from the traditional seniority type personnel promotion system to

the performance type personnel promo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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