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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박근혜 정부 역시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공공

부문의 경영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과 제고를 위한 정

책적 수단으로서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승진관리, 그중에서도 승진소요기간을 단축시켜야 한

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기업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늘

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사제도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편론적 관점

이 많은 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인사제도에서 보

상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승진제도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

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의 승진관리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중 2007년, 2009

년, 2011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승진관리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조직성과의 대표적 지표인 인당매출액과 인당영업이익

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승진관리 실태로서 과장 및 부장 직급을

대상으로 한 승진소요기간, 직급별 인원비율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전체 근로자 수, 조직연령, 자산규모, 업종, 조사연도 등과 함께 경

제적 보상 차원인 인당인건비, 승진 시 연평균 급여인상률, 성과배

분제 운영 여부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

하여 SPSS 21.0을 활용하여 t-test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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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에

서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유의하게 더 길었다. 공공부문의 승진

적체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직급별 인원비율은 승진소요기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이 낮았으므로 승진율 이외에 다양

한 인사제도가 승진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았

다.

승진관리 실태 중에서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입사원에서 과장으로의 승진소요기간이었다. 과장승진기간은 조

직성과에 부(-)의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간

기업보다 공공부문에서 조직성과에 대한 승진기간의 영향이 더 크

게 작용하였다. 직급별 인원비율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승진관리는 조직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승진소

요기간이 유의미한 변수이다. 인사적체 상황에서 조직성과의 향상

을 도모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승진기간, 특히 초중급 관리자로의

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승진소요기간, 조직성과, 공공기관, 승진관리 실태, 성과주의

인사제도

학 번 : 2014-2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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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기업은 내·외부

의 강력한 경영혁신 요구를 받았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공공부문은 신공공관리(NPM) 기조의 확산 속에 조직성과의 향상을 위

한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기법을 도입하였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공공기

관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마

다 공기업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강력히 주장되면서 정부의 주도 하에

추진되어온 측면이 크다.

김대중 정부에서 민영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중심의 공기업 슬림화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영혁신, 자율·책임경영 등 내

부효율성 제고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김경아, 2008).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

관 정상화의 이름으로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성과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 효율화와 방만경영 개선이 정

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성과관리 기반의 경영기법 도입을 추진

하고 있다. 성과급제, 연봉제 같은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이 그것이

다.

특히 최근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을 들여다보면 통제지향적 성격이 강

한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과다 지급과 같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

선한다는 취지로 성과급 지급 규모를 축소하고 임금 인상 폭 역시 공무

원 수준에 맞추고 있다. 경제적 보상체계의 운영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

이다.

개별 기업과 기관 입장에서는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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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자원관리를 시도한다. 그중에서도 인적자원관리는 중요한 차원으로

서 강조되어 왔다. 성공적인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들의 업무효율성과

사기 등의 직무만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조직성과를 높이게 된다는 것

이다.

구성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전통적으로 언급되어 온 것이

바로 승진과 급여 인상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종사자에게 있어서도 예외

는 아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최근의 개혁 움직임은 후자, 즉 경제적 동기

에 기반을 둔 인적자원관리를 강력히 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남은 수단으로 승진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직관리에 있어 승진은 조직구성원들의 충성과 조직몰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인사제도이다. 기업과 정부 등 여러 유형의 조직은 고유의 승

진제도를 운영하여 유무형의 조직성과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인사관리는 구성원을 성과와 역량 위주로 평가하는 능력주의와 오래 근

무한 직원을 우대하는 연공주의라는 두 갈래로 전개된다. 인사관리의 주

요한 제도인 승진에서도 역시 능력주의와 연공주의가 함께 관찰된다.

대다수 조직은 연공과 능력주의를 동시에 고려하여 두 차원이 복합적

으로 결합된 인사제도를 운영한다. 어느 요소의 비중이 높고 낮은가에

따라 특정 조직의 인사제도는 다른 조직의 그것과 차별화되며 승진제도

또한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민간에 비해 연공주의적 요소를 더 강조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승진관리는 동일 부문 안에서도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난다.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

어지고, 그 결과에 개별 조직의 승진관리 실태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승진관리 실태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먼저 승진대상 직급과 하위 직급

의 인원비율, 즉 직급별 인원비율이 있다. 또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승진소요기간이 있다.

민간과 공공을 불문하고 인사적체는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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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현상이다. 직급별 인원비율과 승진소요기간은 인사적체를 논하는

데 중요한 척도이다. 상위직급으로의 인원비율이 낮을수록 인사적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승진기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인사적체가 심화

정도를 해석하게 된다.

조직은 인사관리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직급별 인원비율과 승진소요기

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정원 통제를 받

는다는 점에서 직급별 인원비율의 조정에 대한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낮

다. 승진소요기간의 경우는 발탁승진제 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한 부분이다.

직급별 인원비율은 구성원에게는 승진을 향한 동료직원과의 경쟁률,

즉 내가 승진할 수 있는 확률로 구성원에게 인지된다. 또한 직급별 인원

비율은 조직이론에서 한 사람의 관리자가 직접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

는 부하의 수에 대한 논의인 통솔범위와도 직접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 2010).

승진소요기간 또한 조직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입사부터 퇴직까지 경험하게 되는 직급체계를 기

준으로 개인의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평균적인 승진소요기간을 바탕으로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

다. 평균적인 승진소요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에 승진하는 경우 성공적인

조직생활을 하는 것으로, 반대의 경우 동기와 후배에 승진을 역전당하고

남들보다 뒤처진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다.

승진은 조직에서의 몰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인사제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불만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승진적체 현상이

다. 승진비율과 승진소요기간이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당연하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반면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요소인 승진관리가 구성원 단위의 조직

차원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였다. 승

진비율과 관련한 직급별 인원비율, 즉 통솔범위는 고전적 조직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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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조직설계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승진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의 승진관리실태, 즉 결과물의 한 요소로 다루어졌

을 뿐, 인적자원관리의 수단이자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연구는 부족하였다.

승진은 구성원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보상체계 중 하나이다. 승진관리

제도의 변화, 특히 그에 따른 결과로서 승진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여부

는 조직구성원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승진기간 자체는 객관적 요소이지

만 구성원의 승진열망 차원에서 승진기간은 심리적 시간이자 비교집단과

관계된 상대적 시간이므로 조직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다(임도

빈, 2007).

어느 조직에서 승진소요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인사적체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사적체가 심해지면 인사제도

를 비롯한 조직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승진을 기대하는 세대 간,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적체라는 현상 진단과 인사제도 개선 필

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해득실

에 따라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일어난다. 이러한 조직 내 갈등 또한 조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조직과 직무에 대한 만족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원이 특정 직급

에 체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길어지면 해당직급에서의 전문성은

강화될 것이다. 개별 구성원의 역량 향상이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지면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

만이 커지는 등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직무에 대한 몰입도 역

시 저하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으로는 동일 직급에 머무르는 기간

이 길어질 경우 어느 시점까지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증가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 승진소요기간은 조직성과에 어

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승진인사 자체에 집중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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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자와 사회적 관심의 크기에 비하여 그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

다. 승진인사 등을 통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 승진가능성의 제한 등을

통해 유발되는 경력정체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승진소요기간 자체가 변인으로서 조직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

구의 입장을 기반으로 승진관리 실태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공공 및 민간부문이 인적자원관리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직

급별 인원비율과 승진소요기간은 어떻게 차이나는지, 이들 변인과 조직

성과 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

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 논문은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제도인 인사제도 중 승진관리, 그중

에서도 직급별 인원비율과 승진소요기간이 조직성과와 유의한 관계를 보

이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승진관리실태,

즉 직급별 인원비율과 승진소요기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조직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현황과 성

과 등 경영 전반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제공하는

「사업체패널조사」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이 조사를 2005년부터 격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노동시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노동수요, 고용구조 등 기업체의 인적자원관리 실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15년 5월 현재 발표된 최종 데이터는 2011년도분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장 단위의 표본조사로 실시된다(단, 공공부문,



- 6 -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수도업은 기업 단위).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

사」에 수집되어 있는 전국의 사업장 중 전 산업,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규모인 모든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한다(단, 농림어업 및 광업 제외).

이 논문에서 관심을 두는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묻는 항목은 2007

년 조사부터 포함되어 설문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2005년 조사를 제외한

2007년, 2009년, 2011년 조사 대상인 사업체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설문문항의 성격에 따라 인사담당자용 설문, 노무담

당자용 설문, 근로자대표용 설문으로 조사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승진관리실태 및 조직성과는 개별 사업체

의 인사담당자가 응답한 사항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응답기관의 사업체명, 즉 패널구성원의 이름이라 할

수 있는 Key 변수로 ID를 부여하였다. 공공기관은 기업 단위로 조사되

었고, 민간기업은 사업장 단위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이 되는

표본은 층화표본추출을 활용하여 지역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

다.

2007년 조사의 전체 응답 사업체는 1,735개소이다. 이 중 민간 부분의

표본사업체는 1,610개소이고, 공공기관은 125개소이다. 2009년 조사의 전

체 응답 사업체는 1,737개소이다. 이 중 민간 부분의 표본사업체는 1,621

개소이고, 공공 부문은 116개소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 조사의 전체 응

답 사업체는 1,770개소이다. 이 중 민간 부분의 표본사업체는 1,653개소

이고, 공공 부문은 117개소이다. 연도별 규모별 조사응답 현황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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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조사응답 공공기관 및 사업체 수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9년 2011년

공공기관 사업체 공공기관 사업체 공공기관 사업체

30-99인 31 670 30 383 23 680

100-299인 41 397 41 719 38 465

300-499인 17 309 12 289 18 208

500인- 36 234 33 230 38 300

계 125 1,610 116 1,621 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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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본 장에서는 승진 및 승진관리의 제개념, 조직성과, 인사관리와 조직

성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승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승진의 의의

승진(promotion)이란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직위가 위로 올라가는 것

이다. 조직구성원의 역량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진을 통하여 서열과 권한의 상승을 제공한다. 그에

따라 책임도 커지며 연봉 등 임금 또한 증가한다(하재봉 외, 2012).

인적자원관리의 차원에서는 인력 수요에 조직이 내부의 자원으로 대

응하는 것이 바로 승진이다. 인적자원개발, 경력개발의 관점에서도 주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조직구성원에게 자아의 발전과 동기부

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승진은 그 개념과 방식이 유사하다. 공무원의 승진

은 결원 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

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증

대를 의미하며 보수의 증액을 수반한다. 동일한 등급 내에서 호봉만 올

라가는 승급과 구분되며, 횡적 이동인 전직 및 전보와도 구별되는 것이

다(김중양, 2008). 정부조직 내에서 승진은 단순한 결원 보충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합리적인 승진제도의 확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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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의 발전에 매우 긴요하게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

의3, 제40조의4, 제41조), 공무원임용령 제4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의하고 있다.

2. 승진에 관한 이론적 접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승진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경력이동(career

mobility)는 경제적 관점, 관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심리적 관점으로 구

분하여 논의되고 있다(Vardi, 1980;김렬 외, 2004 재인용).

먼저 경제적 관점(Economic Approach)은 산업경제학에서 다뤄진 인

적자원이론과 직무연계이론(job match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 승

진 등 직위의 변화는 개인의 자격과 능력 등 경제적·합리적 요인들이 일

정한 기준에 따라 결합된 형태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

관리적 관점(Administrative Approach)는 Weber의 관료제 모형을 바

탕으로 직위의 계층적 상승을 조직구조에서의 경력관리 과정으로 간주한

다. 직위의 상승은 구성원의 위상이나 책임, 보수의 상승과 직접 관계된

것으로서 이는 사전에 약속된 기준에 따라 조직의 통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점(Sociological Approach)에서의 승진은 조직 내 사회적 환

경에 적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경력이동 과정이다. 승진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회화 과정의 하나로서, 조직의 규모나 특성, 연령, 성별과 같

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심리적 관점(Psychological Approach)은 가치, 태도, 인식, 행태 등 개

인의 차원에서 승진을 논의하고 있다.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동

기요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승진의 결과에 따른 심리적 변화에 관심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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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진의 효용성

우리나라의 정부관료 조직의 구조는 전형적인 계급제 형태라는 점에

서 승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계급

제적 조직구조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탈관료주의 반관료주의 학자들

은 승진제도가 효용이 없다고 주장한다(오석홍, 2009).

조직관리에서 승진은 결원 발생 시 인원을 보충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다.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며, 자기계발을 자극하는 수단

이다. 특정 조직 내에서 이상적인 근무형태에 대한 평가기준을 직간접적

으로 제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승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수

준 또한 높일 수도 있다. Anderson(1979)은 승진제도의 효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신현기 이상열, 2006 재인용).

먼저 승진의 기회 자체가 구성원의 사기를 높여준다. 승진을 통하여

조직구성원들은 업무 수행에 대한 자극을 받는다. 승진제도에서 요구하

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효용성은 조직구성원들이 동기

적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재직 중 승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새롭게 조직에 투입되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유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구성원들이 조기에 퇴사

하는 것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는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 주요

한 요건이 된다. 재직자 중에서 조직문화에 익숙하고 적응을 잘 하는 재

구성원이 승진의 기회를 차지할 확률이 높다. 승진된 자리에서도 그간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하게 되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능력과 적성이 잘 알려진 재직자들 중에서 선발하므로 신규채

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선발의 과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승진에

는 신규채용시보다 임용비용이 훨씬 적게 들게 된다. 신규채용은 모집부

터 시작하여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후에도 여러 가지 교육훈련을 거치게

된다. 승진에 의한 결원보충은 신규채용보다 훨씬 절차가 간편하므로 경

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신규채용자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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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한 업무수행으로 나타나는 손실 또한 승진 후 업무파악에서 오는 손실

보다 훨씬 크다.

4. 승진의 기준

조직에서 합리적인 승진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승진에 대한 기본

방침 또는 기준이 필요하다. 승진방침은 그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기본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어 보직, 교육훈련, 평가 등 다른 인사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승진제도에서 운영되는 방침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신유근, 1982).

1) 합리적 기준과 비합리적 기준

베버(M. Wever)가 제시한 사회행동의 4가지 가치기준을 승진제도에

적용하면 [표 2-1]과 같이 그 기준을 나눌 수 있다. 전통적 기준과 감정

적 기준은 비합리적 기준에 해당하며, 가치합리적 기준과 목적합리적 기

준은 합리적 기준에 해당한다.

[표 2-1] 사회 행동의 가치기준에 따른 승진기준

구 분 내 용

전통적 기준
전통적인 인습에 따라 승진하는 경우로 승진 대상자의 근무

연수, 학력, 가족 관계, 출생지 등 연공이 승진의 기준이 됨

감정적 기준
승진자가 호감적인지 혹은 반감적인지의 감정적인 느낌이 기

준이 됨

가치합리적

기준

승진자의 가치적 기준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로 승진자의 기

업에 대한 가치관을 비롯하여 세계관, 사회관 등이 기준이 됨

목적합리적

기준

승진자의 목적적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로서 승진자의

직무상의 성과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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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공주의와 능력주의

연공주의(Seniority system)는 승진의 결정이 근속연수의 기준에 입각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업무수행능력

이 강화된다는 기본적 인식, 전통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공주의는 종업원의 성과나 역량, 창의성을 중시하지 않음으로써 구

성원의 사기와 성과 향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종업원의 무사안

일적 행태를 조장하기도 한다.

연공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능력주의(Competence system 또는

Merit system)는 근무연수가 아닌 직무수행역량을 기준으로 승진을 결

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의 급상승, 기술혁신, 노동력 부

족 등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종업원의 직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능력의 측정에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능력

주의의 한계이다. 승진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종업원에게

승진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연공주의와 능력주의

에 대한 비교는 [표 2-2]와 같다(유민봉·임도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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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공주의와 능력주의의 비교

구 분 연공주의 능력주의

합리성 낮음 높음

사회행동의

가치기준

전통적 기준,

정의(情誼)적 기준

가치적 기준,

목적적 기준

관리

외적

요인

이해집단 노동조합 사용자

사회문화적

전통

가족주의

종신고용제

유교 사상

집단주의

장유서열관

동양사회

운영공동체적 풍토

개인주의

단기고용제

기독교 사상

개인주의

능력서열관

서구사회

이익공동체적 풍토

관리

내적

요인

계층 하위층 상위층

직종 일반직종 전문직종

중심변수 사람(신분중심) 직무(직무능력중심)

승진요소
근무연수, 경력, 학력, 연

령

직무수행능력,

업적 또는 성과

장단점

집단중심의

연공질서 형성

적용이 용이

승진관리의 안전성

객관성 확보가 용이함

개인중심의

경쟁질서 형성

적용이 어려움

승진관리의 불안정

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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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인기준과 속직기준

연공주의와 능력주의라는 승진기준은 조직 운영의 기본 철학과 관련

된 개념상의 접근이다. 조직 인사제도 운영의 실제에서는 개념적 기준보

다는 더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승진제도를 구성한다. 연공과 능력주의의

개별 요소를 어떤 비중으로 결합하여 제도를 마련하는지에 따른 기준이

속인기준과 속직기준이다.

속인기준은 종업원에게 부여된 직무와 책임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능

력이나 속성을 기준으로 한다. 속직기준은 종업원의 신분과 무관하게 부

여된 직무와 책임을 기준으로 한다. 성과지향적인 측면에서 속인기준보

다는 속직기준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 기준의 내용

과 해당되는 승진유형은 [표 2-3]과 같다(양창삼, 1991).

[표 2-3] 속인기준 및 속직기준의 내용과 승진유형

구 분 기준내용 승진유형

속인기준
종업원에게 주어진 신분계층, 근속연수 기준 연공승진

종업원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 기준 자격승진

속직기준
직무의 조직상의 위치기준 역직승진

직무의 내용, 난이도, 책임정도 등의 기준 직위승진

5. 승진의 유형

1) 직계승진

직계승진은 직무중심적 능력주의에 입각하여 직무의 분석, 평가, 등급

등에 의해 직위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무자격요건의 적격

자를 선정하여 승진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진정한 승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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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연공승진

근무연수, 학력, 경력, 나이 등 종업원의 개인적 연공과 신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연공주의에 따른 승진 유형이다. 속인적 요소에 따

른 승진으로 신분적 사고가 배경이 되는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많이 채

택되었으나 점차 직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승진관리제도로서 연공제(또는 연공서열제)의 비중은 개별기업의 승진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연공제는 일본적 경영의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공제에

서는 특정 연령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신규입사자로 정기 채용하여 그

들에게 정년까지의 근속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종업원의 공헌을 유도

하는 방편으로 연공요인인 연령과 근속연수를 주요 기준으로 승진을 실

시하는 체계이다(안춘식, 1998). 연공제에서 연은 연령을, 공은 종업원의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공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연공승진제는 기업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장기적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친화적 태

도를 갖게 하는 요건을 근속연수로 보고, 승진을 결정하는 기본적이고

주요한 요인을 근속연수와 연령으로 둔다. 근속연수와 연령은 직무능력

등 다른 기준과 비교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승진자 결정에 대한 불만의 요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3) 자격승진

연공주의과 능력주의의 절충형으로서 연공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능

력주의의 합리성을 가미시킨 것이다. 승진에 일정한 자격을 설정해 놓고

그 자격을 취득한 종업원을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담당 직무의 내용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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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자격자의 인적자격 요건에 따라 조직에서의 공식적인 자격을

인정하고 상급 직위로 승진시킨다. 자격승진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

다.

① 신분자격승진

사람 중심적인 연공주의에 근거한 제도로 직무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구성원 개인의 근무연수, 학력, 연령 등 인적자격 요건에 따라 승진이 이

루어진다.

② 능력자격승진

승진기준이 현재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에는 직결되지 않지

만 각 개인이 보유하는 지식, 기능, 능력 등의 잠재능력을 평가하고 그

장래의 유용성이나 신장도를 평가하여 자격승진제도상의 상위자격으로

승진시키는 것으로 자격승진제도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③ 역직승진

조직구조의 편성과 조직운영의 원리에 의해 조직 단위별로 소속구성

원을 효율적으로 지휘, 통제하기 위한 조직의 장(주임, 계장, 과장, 차장,

부장, 팀장 등)을 의미하는 역직과 관련한 승진이다. 직무와 관련된 직위

가 아닌 관리체계로서의 라인상의 직위계열승진을 말한다.

④ 전문직승진

조직 라인상의 직위계열과는 별도로 전문 직위를 설정하여 능력에 따

라 직위상의 승진을 꾀하는 제도이다. 역진승진과 마찬가지로 능력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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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준이 된다.

4) 대용승진

직무중심의 경영체제에서 오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인사적체와 그에

따른 사기저하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형식적 승진제도이다. 보수, 직위,

책임이 함께 수반되는 실질적 승진 없이 단지 명칭상으로 형식적인 승진

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직무내용상에는 커다란 변화 없이 직위명칭 또는

자격호칭 등의 형식적 승진이 이에 해당한다.

5) 조직변화승진

승진대상은 많지만 관리상의 직위가 부족한 경우 조직구조의 변화를

통해 직위계층을 늘려 종업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대

상자에 비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사기저하, 이직 등 유능한 인재를 놓

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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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승진관리 실태의 제개념과 현황

승진관리 실태의 주요 개념으로 승진율과 승진소요기간을 들 수 있다.

승진율은 승진인원수 대비 승진대상자 인원수이다. 승진소요기간은 특정

직급에서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으

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영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와 실제 현상으로서

의 ‘평균승진소요연수’의 개념을 들 수 있다.

1. 직급별 인원비율

승진율은 실제 승진인원을 승진대상자 수로 나눈 승진율이다. 이와 견

주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직급별 인원비율로, 특정 직급과 직상위 직급

의 인원비율이다. 승진이 직급에서의 결원을 하위직급의 인원으로 보충

하는 직위 및 경력상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실제 승진인원을 승진대상

자 수로 나눈 승진율과 직급별 인원비율은 유사한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승진율에 대한 자료는 미비한 실정으로, 개별기관이 작성

하고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통합공시시스템(ALIO)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임직원수 현황(현원 기준)으로 직급별 인원비율을 산정하여 승진율

을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4개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 한국철

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직급별 인원 및 직급별 인원비

율은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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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주요 공기업 직급별 인원 및 인원비율1)

(단위 : 명)

한국경영자총협회(2014)는 우리나라 기업체를 대상으로 승진·승급관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전체 직급의 평균 승진율

은 38.6%로 2005년 44.5%, 2011년 38.8%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연도별, 기업 규모별로 조사된 승진율은 [표 2-5]와 같다.

1) 2015년 3월말 기준 작성된 자료로 시간선택제 및 단시간 근로자 직원은 일

당 근무시간 기준으로 환산함에 따라 인원 수가 소수점으로 표기한 것을 소수

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재정리하였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대졸 공채 신입

사원이 4∼5급으로 입사하게 되므로 3급부터의 직급별 인원비율을 산정하였다.

공공기관에서의 직급체계는 일반적으로 1급 실처장, 2급 지사장·팀장·부장, 3급

차장, 4급 이하는 과장 이하로 운영한다. 이 논문에서 승진의 기준직급으로 삼

고 있는 과장은 공공기관에서의 3급 차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임원 7 19.4% 7 3.1% 7 1.8% 7 13.7%

1급 36 9.3% 224 53.8% 383 35.9% 51 15.9%

2급 386 34.6% 416 5.3% 1,067 30.2% 320 31.6%

3급 1,116 55.5% 7,814 48.4% 3,535 38.0% 1,013 57.8%

4∼5급 2,012 - 16,128 - 9,297 - 1,753 -

6급이하 660 - 2,721 - 5,495 - 380 -

계 4,217 - 27,310 - 19,783 - 3,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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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연도별·기업규모별 승진율

(단위 : %)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2005 2011 2014 2005 2011 2014 2005 2011 2014

부장→임원 32.7 27.2 26.0 61.5 71.4 48.9 36.5 31.4 30.7

차장→부장 32.6 37.0 29.9 60.4 42.1 54.3 33.6 37.8 34.9

과장→차장 36.5 22.1 24.3 72.7 44.4 48.8 37.5 23.6 25.0

대리→과장 44.3 37.5 37.7 73.2 74.6 65.2 45.4 41.8 42.1

신입→대리 55.3 66.9 65.4 83.8 67.8 66.4 57.4 67.4 65.7

계 43.2 35.5 35.4 75.0 60.8 59.4 44.5 38.8 38.6

2. 승진소요기간

1)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직원이 승진하기 위하여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의미한다.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정의된다(행정안전부, 2012).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은 4급 3년, 5급 4년, 6급

3년 6개월, 7급 및 8급 2년, 9급 1년 6개월 이상을 해당 직급에서 근무해

야만 다음 계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도 정부와 유사하게 승진소요최저연수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K 공기업의 경우 직원의 직급은

1급에서 8급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급부터 8급까지는 상위직급으

로 승진하기 위해 최소 2년의 근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기업 역시 승진소요최저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

협회(2014)가 2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간기업들은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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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입 3.7년, 대리 3.6년, 과장 4.0년, 차장 4.2년, 부장 3.7년의 최저

소요연수를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2011년

단축되었으나 2014년 소폭 연장된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기업 규모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표 2-6]과 같다.

[표 2-6] 연도별·기업규모별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위 : 년)

구 분　 2005 2011 2014
기업규모별(2014)

대기업 중소기업

부장→임원 4.4 3.5 3.7 3.9 3.6

차장→부장 4.0 4.0 4.2 4.4 4.0

과장→차장 4.0 3.9 4.0 4.2 3.9

대리→과장 3.7 3.5 3.6 3.9 3.4

신입→대리 3.9 3.7 3.7 3.7 3.7

2) 평균승진소요연수

규정상의 소요기간이 아닌 실제 현상으로서의 소요기간으로, 현 계급

재직자 중 승진한 인원만 고려하여 최초임용계급에서 현 계급으로 승진

하기까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를 산출한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2013년 현재 5급 사무관이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

우,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25.2년, 현재 4급 서기관이 7급으로 채용

되어 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22.1년이 소요되었다(안전행정부, 2014).

2008년 이후 고위공무원단 진입 및 5급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승진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적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 공공기관의 평균승진소요연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K 공기업의 경우 2011년 현재 2급갑 4년 4월, 2급 6년 5월, 3급 10년 9

월, 4급 6년 8월 소요되며 지속적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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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을 보면 특히 차장에 해당하는 3급의 소요기간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승진적체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2-1] K 공기업의 직급별 평균승진소요기간

민간기업의 경우 사무직 대졸 신입사원이 부장으로 승진하기까지 실

제 소요되는 연수는 평균 17.9년, 임원까지는 평균 22.1년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평균승진소요연수 현황은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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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민간기업 평균승진소요연수

(단위 : 년)

구 분　 2005 2011 2014
기업규모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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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승진관리에 대한 인식과 대응

승진소요기간의 장기화가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조직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있다.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지만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단축을 통하여 개인의 승진 기대감을 높이

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단축을

2012년에 시행하였다. 종전에는 9급에서 3급까지 22년이라는 기간을 법

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6년 단축한 16년으로 조정하였다. 당시 지방직 공

무원의 평균승진소요기간의 합은 46년에 달하였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2012).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평균승진소요

기간의 장기화는 승진인원의 제한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근속승진제도가

아닌 상황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그것이

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는 공무원의 승진소요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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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분위기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2월 공무원의 전

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

이는 내용의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공

무원 간 계급 구조에 따른 승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승진 속도를 빨라지

게 하는 ‘공무원속진제’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 잘 하

는 공무원이 빨리 승진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승진기간을 단축하려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 인사정체, 정년

연장 등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

다. 민간기업보다 높은 간부비율을 낮추면서도 자동근속승진과 같은 제

도를 폐지하여 승진속도를 높이는 방향이 언급되기도 하였다.2)

민간부문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정년 연장이라는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다. 설문조

사에서 대리급 1.9년, 과장·차장급 2.1년, 부장급 2.5년씩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14). 실제로 LG전자에서

는 대리-과장-차장-부장 각각 4년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을 2014년부터

과장 및 차장 직급에서의 소요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 5년으로 조정하

였다.

2)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3급 이상 간부 비율

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승진체계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언론보도(한국경제 2014년 12월 26일 A9면 "公기관 자동승진 제동…

연봉제 전직원 확대")가 있었으나 2단계 대책에 이와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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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성과의 정의

성과란 조직 및 개인 등의 특정주체가 수행한 활동의 결과와 직․간

접적으로 파생되는 모든 영향을 포괄적으로 추상화한 것이며, 일반적으

로 생산성(productivity)과 유사한 개념으로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

(effectiveness)을 포괄하는 뜻으로 인식되고 있다(안경섭,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신형섭(2002)은 조직성과를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획득을 위한 환경의 개척능력,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생존 능력, 인적자원개발과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조직능력, 기업의 생산성 또는 수익성으로 정의하였다.

김성혁 외(2002)는 조직성과를 두 분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는데, 첫

째는 일체감, 직무몰입, 동조성, 이직률 등 조직의 질적인 특성과 재무성

과로 나누어 조직성과를 파악하였다. 유시정 외(2006)는 조직성과란 조

직유효성으로 조직의 장단기 목표와 달성정도로써 희소하고 귀중한 자원

을 획득하기 위해 환경을 개척하는 조직체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조직성과의 측정

조직성과는 학자별로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정의만큼이나 측정하는 기준 역시 다양하다. 따라서 하나의 단일한 기준

으로 조직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조직은 매우 크

고 다양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각기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조직성과의 측정은 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Chenhall, 2007).

조직성과는 조직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념으로 재무적, 비재

무적 지표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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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 그와 관련된 조직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측

정변인의 활용이 가능하다. 조직성과의 측정 방법에는 성과측정지표를

수치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 측정 방법과 설문응답자의 인지적 상

태를 측정하는 주관적 측정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권대봉 외, 2013).

객관적 측정 방법은 전통적인 경제성에 기초를 둔 성과개념이다. 기업

경영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전통적인 재무적 목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기업성과의 평가는 일차적으로 재무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조원섭, 2007). 재무적 관점에 의한 조직성과의 측정방법으

로는 총자본순이익률, 매출증가율, 인당 매출액, 제안성과, 인당 매출액,

시가/장부가치 비율 등이 있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조직의 가시적인 재

정적 성과, 상품의 질, 시장점유율과 같은 객관화된 성과 분석이 가능하

며, 경쟁업체 및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주관적 측정방법은 2000년 이후 조직성과를 측정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응답자의 지각과 진술에 기반하는 주관적인 측정방법을 흔히 이용

한다. 주관적 측정방법은 자가보고 설문과 객관적인 측정 변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준객관적 측정 방법으로 구성된다.

먼저 자가보고 설문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그리고 조직시민

행동과 같이 직원의 태도 및 행위와 관련된 심리적 및 행위적 지표로 측

정 가능하다(Dalton et al., 1980). 이러한 자가보고 설문은 상대적인 성

과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그 비교점은 경쟁사나 경영진의 기대, 벤치마

킹의 대상이 된다(Richard et al., 2009).

준객관적 측정 방법은 객관적인 성과 정보를 응답자의 의견을 통해

측정하는 준객관적 측정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조직의 성과, 조

직의 수익성, 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을 Likert 척도를 이용

하여 응답자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효율성과 수익성 등 재무적 차원의 성과 개선을 요구

받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승진관리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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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따라서 인당 매출액 등의 객관적 차원의 측정방법으로 조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4 절 인사제도와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운영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이 있다(임효창, 2005).

첫째, 특정한 인사제도는 보편적으로 조직성과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보편론적 관점이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성원의 동기를 자극하고 참

여를 유발하는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조직의 성과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은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많이 활용할수록 기업의 성과

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둘째,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 전략 등에 따라

개별 기업에 적합한 인사제도는 따로 있다는 상황론적 관점이 있다. 경

영환경에 적합한 인사제도만이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셋째, 인사제도의 보편론적 관점과 상황론적 관점을 절충하여 인사제

도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관점이 있다. 특정한 성과주의 인사제

도가 보편적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제도가 기업의 상황

이나 전략과의 적합성에 따라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

인사관리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편론적 관점을 주

장하는 학자들은 인사관리가 조직성과에 직접적 영향과 함께 간접적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간접적 영향이란 인사관리 제도가 인

사관리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조직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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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인사제도와 조직성과의 관계

인사관리제도 인사관리 성과 조직성과

- 모집/선발

- 인적자원계획

- 보상(동기부여)

- 참여(몰입)

- 인사제도의

내적 일관성

- 분권화

- 훈련/종업원 개발

- 조직구조/내부노

동시장

- 공식적 절차

- 이직률

- 해고/Lay-off

- 결근율

- 고충처리

- 관리자와 종업원

간의 분위기

- 종업원

참여/신뢰

- 이익

- 시장가치

- 생산성

- 시장점유율

- 제품/서비스의 질

- 고객만족

- 제품/서비스

개발

↑ ↑ ↑

상황요인 : 기업연령, 규모, 기술, 자본집중도, 노조화 정도, 업종

이 논문에서는 인사제도와 조직성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편론적 관점

에 기초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승진인사제도를 운영한 결과로서의 승진관리 실태로서 승진소요기간의

단축 또는 승진율의 향상이 보편론적 관점에서의 메커니즘과 같이 조직

성과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여 이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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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이 논문의 목적은 승진관리의 수단이자 결과로서 나타나는 승진관리

실태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승진관리의 상위개념인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와, 성과주의 인사가 승진관리, 특히 승진소요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구성원의 직무효과성을 향상시킨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있음에 착안하여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먼저 승진관리 실태를 구성하는 승진율과 승진소요기간의 관계를 모

형화하였다. 특정 직위에 대한 승진대상자 대비 승진인원이 정확한 승진

율의 개념이지만, 공공 및 민간부문에 속하는 개별 조직의 승진율 데이

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승진율을 대체할 수 있는 직급별

인원비율(과장, 부장)을 독립변수로, 승진소요기간(과장, 부장)을 종속변

수로 하여 모형 1, 2를 수립하였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인 승진관리 실태가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형을 수립하였다. 인원비율(과장, 부장)

을 독립변수로, 조직성과(인당 매출액, 인당 영업이익)를 종속변수로 하

여 모형 3, 4를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승진소요기간(과장, 부장)을 독립변수로, 조직성과(인당 매

출액, 인당 영업이익)를 종속변수로 하여 모형 5, 6을 수립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기업체의

규모(자산 규모, 전체 근로자 수)와 기타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하여 이

논문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틀은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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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인원비율

·사원대비과장

·과장대비부장

승진소요기간

·사원→과장

·과장→부장

조직성과

·인당 매출액

·인당 영업이익

모형 1, 2

모형 3, 4

모형 5, 6

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제 2 절 변수의 선정

1. 종속변수

이 논문의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재무적 성과로서 노동생산성의 대

표적 지표로 활용하는 인당매출액과 인당영업이익이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인당매출액과 인당영업이익은 큰 격차를 보인다. 이에 두 종속변수

에 로그 값을 취하였다. 로그 값을 취하는 변수변환은 자료에 분산이 지

나치게 클 때 분산을 줄여주고, 원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비선형관

계일 때 선형관계를 갖도록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길곤, 2014). 사

업체 패널조사 데이터를 자료로 활용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조직성과

변수로 인당매출액과 인당영업이익에 로그 값을 취한 것을 동일하게 적

용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도 인당매출액과 인당영업이익의 로그 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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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이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에 관한 모형 3∼6의 독립변수는 승진율의

간접지표로서 직급별 인원비율과 승진소요기간이다.

직급별 인원비율은 과장인원비율과 부장인원비율로 구성하였다. 과장

인원비율은 ‘과장 직위에 미치지 않는 직위’(사원, 주임, 대리 등 이하)를

‘사원급 직위’로 간주했을 때 사원급 인원에 대한 과장 인원의 비율이다.

부장인원비율은 ‘과장 직위부터 부장 직위에 미치지 않는 직위’(과장, 차

장 등)를 ‘과장급 직위’로 간주했을 때 과장급 인원에 대한 부장 인원의

비율이다.

승진소요기간은 과장승진기간과 부장승진기간으로 구성하였다. 과장승

진기간은 대졸입사직원이 입사 후 승진을 통해 과장에 이르는 데 평균적

으로 걸리는 연수이다. 부장승진기간은 과장직원이 승진을 통해 부장에

이르는 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연수이다. 승진소요기간에 관한 설문문항

은 다음과 같다.

Q. 귀 사업장의 신입사원이 과장(또는 과장에 해당하는 직급)이 될 때까

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얼마입니까? __년

Q. 귀 사업장의 과장(또는 과장에 해당하는 직급)이 부장(또는 부장에

해당하는 직급)이 될 때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얼마입니까? __ 년

조직마다 직급 및 직위체계가 상이하므로 과장, 부장 직위에 대한 정

의와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분석에 활용

한 사업체 패널조사의 근로자 현황 조사표에서는 직급별 근로자 수를 직

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급체계를 비관리직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임원급의 직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비

교적 공통된 기준에 의거하여 과장 및 부장 직급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

로 가정하여도 분석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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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조직성과 변수인 노동생산성은 여러 특성, 특히 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자산규모와 전체 근로자 수를 통제변수

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밖에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조직연령을

포함하였다. 또한 이 논문이 승진관리실태, 그중에서도 특히 승진소요기

간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승진과 함께 인적관리

자원의 중요한 다른 한 축인 임금 등 경제적 보상체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당 인건비, 승진에 따른 연평균 급여인상률, 성과배분제 운

영 여부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이밖에 기업체의 업종과 조사대상 연

도를 추가로 통제하였다. 단, 모형 1, 2에서 직급별 인원비율이 승진소요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 보상과 관련한 변수

는 통제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측정방법을 [표 3-1]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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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측정방법

종속

변수
조직성과

ln인당매출액
ln(매출액/근로자수)

{ln(FP101/FP011)}

ln인당영업이익
ln(영업이익/근로자수)

{ln(FP114/FP011)}

독립

변수

직급별

인원비율

과장비율
과장 인원/사원급 인원

(근로자현황 EP변수 재구성)

부장비율
부장 인원/과장급 인원

(근로자현황 EP변수 재구성)

승진소요

기간

과장승진기간
사원→과장 승진소요연수

(C412)

부장승진기간
과장→부장 승진소요연수

(C413)

통제

변수

기업규모 등

ln인당자산
ln(자산/근로자수)

{ln(FP202/FP011)}

ln전체근로자수
ln근로자수

{ln(FP011)}

조직연령
조사연도-설립연도

(YEAR-A203)

금전적 유인

ln인당인건비
ln인당인건비

{ln(FP402))

사원→과장 연급여인상률
1년차 과장 연봉(C410) 및

사원 연봉(C402) 차의

승진기간(C412) 기하평균

과장→부장 연급여인상률
1년차 부장 연봉(C411) 및

과장 연봉(C410) 차의

승진기간(C413) 기하평균

성과배분제

(운영=1, 미운영 0)

성과배분제 운영여부

(C305)

기타

업종3)더미1(1=건설업) 제9차 산업분류코드

(IND9)

※기준: 제조업

업종더미2(1=서비스업)

업종더미3(1=기타)

연도더미1(1=2009년) 응답연도

(YEAR)

※기준: 2009연도더미2(1=2011년)

3) 업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제조업: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 자동차, 운송장비, 전기, 전자, 정밀공업

건설업: 건설업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기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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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1. 연구가설

1) 부문 간 승진관리 실태 비교분석

이 논문은 승진관리실태의 주된 차원으로서 승진율과 승진소요기간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특히 그

관계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승진관리 실태에는 차

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을 수립하였다.

가설 1.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승진관리 실태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직급별(과장, 부장) 인원비율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직급별(과장, 부장) 승진소요기간에

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직급별 인원비율과 승진소요기간의 관계(모형 1, 2)

모형 1, 2를 통하여 승진관리 실태의 두 양상인 직급별 인원비율과 승

진소요기간이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직급별 인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승진인원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승진가능성이 높아지

게 되며, 그 결과 승진소요기간이 줄어들 것이므로 당연한 흐름으로 생

각할 수 있다. 그러나 승진율뿐만 아니라 승진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승진제도가 있으므로 실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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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이에 가설 2를 수립하였다.

가설 2. 직급별 인원비율은 승진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과장인원비율은 과장승진소요기

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부장인원비율은 부장승진소요기

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승진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모형 3∼6)

다수의 선행연구는 인적자원관리 및 승진관리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 3∼6을 수립

하였다.

가설 3. 승진관리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직급별(과장, 부장) 인원비율이

인당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직급별(과장, 부장) 인원비율이

인당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직급별(과장, 부장) 승진소요기간

이 인당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직급별(과장, 부장) 승진소요기간

이 인당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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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이 논문의 목적은 승진관리실태, 그중에서도 승진율 및 승진소요기간

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표본집단의 객관적 성과지표로

인당매출액, 인당 영업이익을 이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업체의 규모, 즉 자본규모와 전체 근로자 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고 금전적 유인에 관한 기타 변수들을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다.

승진소요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구성원들의 만족이나 몰입이 저하된다

는 것은 일견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승진소요기간의 장기화를 능력주의

보다는 연공주의의 상대적인 강화를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실제로 조직

성과의 악화로 이어질지 규명이 필요하다. 능력주의와 연공주의 모두 장

단점이 있고 연공서열주의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유불리한 입장에 처하

게 되는 집단이 각각 있을 것이므로 조직 전체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승진관리의 현상으로서 승진율, 승진소요

기간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중회귀모형을 수립하였다. 종속변수 중 인당매출액과 인당영업이익, 통

제변수인 자산규모, 전체 근로자수, 인당인건비는 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이 논문의 다중회귀모형 및 회귀식은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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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다중회귀모형

승진관리실태 조직성과

<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

사원→과장

과장→부장

§ 직급별 인원비율

§ 승진소요기간

§ 인당자산
§ 전체근로자수
§ 조직연령
§ 인당인건비
§ 급여인상률
§ 성과배분제
§ 업종
§ 연도

§ 인당매출액

§ 인당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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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과장인원비율-과장승진기간 모형

과장승진기간 it = β0 + β1(과장인원비율it) + β2ln(전체근로자수it) +

β3ln(조직연령it) + β4ln(인당자산it) + β5(업종더미1it) + β6(업종더미

2it) + β7(업종더미3it) + εi

모형 2) 부장인원비율-부장승진기간 모형

부장승진기간 it = β0 + β1(부장인원비율it) + β2ln(전체근로자수it) +

β3ln(조직연령it) + β4ln(인당자산it) + β5(업종더미1it) + β6(업종더미2it)

+ β7(업종더미3it) + εit

모형 3) 직급별 인원비율-인당매출액 모형

ln(인당매출액 it) = β0 + β1(과장비율it) + β2(부장비율it) + β3ln(전

체근로자수it) + β4ln(조직연령it) + β5ln(인당자산it) + β6ln(인당인건비

it) + β7(신입→과장 연급여인상률it) + β8(과장→부장 연급여인상률it) +

β9(성과배분제it) + β10(업종더미1it) + β11(업종더미2it) + β12(업종더미3it) + εit

모형 4) 직급별 인원비율-인당영업이익 모형

ln(인당영업이익 it) = β0 + β1(과장비율it) + β2(부장비율it) + β3ln

(전체근로자수it) + β4ln(조직연령it) + β5ln(인당자산it) + β6ln(인당인

건비it) + β7(신입→과장 연급여인상률it) + β8(과장→부장 연급여인

상률it) + β9(성과배분제it) + β10(업종더미1it) + β11(업종더미2it) + β12
(업종더미3it) + εit

모형 5) 승진소요기간-인당매출액 모형

ln(인당매출액 it) = β0 + β1(과장승진기간it) + β2(부장승진기간it) +

β3ln(전체근로자수it) + β4ln(조직연령it) + β5ln(인당자산it) + β6ln(인

당인건비it) + β7(신입→과장 연급여인상률it) + β8(과장→부장 연급

여인상률it) + β9(성과배분제it) + β10(업종더미1it) + β11(업종더미2it) +

β12(업종더미3it) + εit

모형 6) 승진소요기간-인당영업이익 모형

ln(인당영업이익 it) = β0 + β1(과장승진기간it) + β2(부장승진기간it)

+ β3ln(전체근로자수it) + β4ln(조직연령it) + β5ln(인당자산it) + β6ln

(인당인건비it) + β7(신입→과장 연급여인상률it) + β8(과장→부장 연

급여인상률it) + β9(성과배분제it) + β10(업종더미1it) + β11(업종더미2it)

+ β12(업종더미3it) + εit

주) i는 개별 공공기관, t는 2007, 2009, 2011의 3개 연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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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

이 논문에서 조직성과를 대표하는 종속변수는 인당 매출액(ln)과 인당

영업이익(ln)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당 매출액 및 인당 영업이익

의 로그 값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1]와 같다.

[표 4-1]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과장승진비율과 부장승진비율은 해당 직급의 인원을 하위

직급 인원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과장직급비율은 사원급 인원 대비 과장

인원, 부장직급비율은 과장급 인원 대비 부장 인원이다.

승진소요기간은 사업체 패널조사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

터이다. 기업의 일반적인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 현황을 고려하여 과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공공
ln인당매출액 297 2.22 9.73 5.4464 1.17657

ln인당영업이익 288 -6.20 9.72 .9640 3.21134

민간
ln인당매출액 3801 -2.40 13.06 5.9299 1.76442

ln인당영업이익 3789 -9.46 10.89 2.1273 2.9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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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진소요기간, 부장승진소요기간이 20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데이터

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가설에 의하면 조직의 직급인원비율이 높으면, 즉 승진확률이 높으면

조직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의 승진소요

기간이 길면, 즉 승진속도가 느리면 조직성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과장 및 부장 직급 인원비율 및

승진소요기간의 기술통계량은 [표 4-2]과 같다.

[표 4-2]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공공

사원대비과장비율 308 .01 30.67 .4928 1.95427

과장대비부장비율 342 0.00 5.00 .4209 .56398

과장승진소요기간 358 2.00 20.00 9.7263 3.71505

부장승진소요기간 354 1.00 20.00 8.5989 3.66402

민간

사원대비과장비율 4567 .00 19.50 .1740 .44670

과장대비부장비율 4736 0.00 33.67 .4395 1.01509

과장승진소요기간 4867 1.00 20.00 8.2680 3.11870

부장승진소요기간 4863 1.00 20.00 7.0001 3.1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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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이 논문에서의 통제변수는 조직의 규모로서의 근로자수(ln), 조직연령,

인당 자산(ln), 인당 인건비(ln)이다. 아울러 독립변수인 승진비율과 승진

소요기간의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률을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다. 또한 응답연도와 업종, 성과배분제 운

영 여부를 더미변수로 하여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통제변수에 대한 기

술통계량과 빈도분석은 [표 4-3], [표 4-4]와 같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표본수와 변수별 빈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부

문을 통제변수로 하기 보다는 부문별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경우도 업종을

제외하고는 분석하기에 충분한 빈도를 확보하였다.

[표 4-3] 통제변수(조직규모, 조직연령, 연평균급여인상률 등) 기술통계량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공

공

ln근로자수 358 2.40 9.22 5.6456 1.33739

조직연령 358 0.00 106.00 21.8352 15.84141

ln인당자산 291 -.95 10.06 5.7947 1.88187

ln인당인건비 264 2.63 4.60 4.0192 .35191

과장 연평균 급여인상률 300 .00 .88 .0576 .05738

부장 연평균 급여인상률 356 .00 .20 .0383 .02619

민

간

ln근로자수 4884 1.10 9.67 5.0297 1.24471

조직연령 4884 -1.00 126.00 23.5285 16.72270

ln인당자산 3670 -4.05 13.56 5.9019 2.07196

ln인당인건비 3863 2.31 4.99 3.7169 .46236

과장 연평균 급여인상률 4251 .00 23.25 .0725 .50602

부장 연평균 급여인상률 4723 .00 2.10 .0463 .0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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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통제변수(연도, 업종, 성과배분제 운영여부) 기술통계량(빈도분석)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

트

누적퍼센

트

공공

연도

2007년 125 35 35 35

2009년 116 32 32 67

2011년 117 33 33 100

전체 358 100 100 　

업종

제조업 5 1.4 1.4 1.4

건설업 13 3.6 3.6 5.0

서비스업 321 89.7 89.9 95.0

기타 18 5.0 5.0 100.0

결측 1 0.3 　 　

전체 358 100.0 　 　

성과배분제

미운영 127 33.5 35.5 35.5

운영 231 64.5 64.5 100.0

전체 358 100.0 100.0 　

민간

연도

2007년 1610 33 33 33

2009년 1621 33 33 66

2011년 1653 34 34 100

전체 4884 100 100 　

업종

제조업 2176 45 45 45

건설업 273 5.6 5.6 50.2

서비스업 2341 47.9 48.0 98.2

기타 91 1.9 1.9 100.0

결측 3 .1 　 　

전체 4884 100.0 　 　

성과배분제

미운영 2909 59.6 59.6 59.6

운영 1975 40.4 40.4 100.0

전체 488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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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변수 간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 파악을 위하여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

를 밝힐 수는 없으나 이를 통하여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를 통하여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에 사용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5]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종속변수인

인당 매출액은 네 개의 모든 독립변수, 즉 과장 및 부장 승진인원비율과

과장 및 부장 승진소요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 다른

종속변수인 인당 영업이익의 경우 부장 직급으로의 승진인원 비율 및

승진소요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과장 및 부장 승진인원 비율, 과

장 및 부장 승진소요기간 중에서 절댓값이 가장 큰 유의한 상관계수는

과장 승진소요기간과 부장 승진소요기간 0.32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간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통제변수인 인당 자산(ln)과 인당 인건비(ln)의 상관계수가 0.489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이나 상관계수가 0.7이상일 때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고 판단하는 만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다중

공선성은 제3절, 제4절의 회귀분석결과에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

팽창요인(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진단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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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

X1 X2 X3 X4 Z1 Z2 Z3 Z4 Z5 Z6 Z7 Z8 Y1 Y2

독

립

변

수

X1 1

X2 -.030* 1

X3 -.028* .000 1

X4 .042** -.046** .328** 1

통

제

변

수

Z1 -.026 -.047** .200** .221** 1

Z2 .029* .059** .214** .177** .292** 1

Z3 .037* -.143** .102** .170** .099** .177** 1

Z4 .124** -.054** .191** .227** .280** .225** .489** 1

Z5 .072** -.059** .082** .134** .181** .022 .240** .245** 1

Z6 -.006 .023 -.084**-.045** -.025 -.005 -.034*-.044** .007 1

Z7 .013 -.005 -.140**-.253**-.089**-.076**-.039*-.066** -.003 .077** 1

Z8 .085** .047** .125** .058** .088** .006 -.097** .077** .006 .038* -.016 1

종

속

변

수

Y1 .043** -.131** .051** .129** .096** .103** .876** .447** .236** -.041*-.041**-.161** 1

Y2 -.011 -.071** .000 .057** .059** .061** .526** .264** .180** -.043* -.009 -.104** .606** 1

주1) **: p<0.01, *: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양측).

주2) X1: 과장승진인원비율, X2: 부장승진인원비율, X3: 과장승진소요기간, X4: 부장승진

소요기간, Z1: 근로자수(ln), Z2: 조직연령, Z3: 인당 자산(ln), Z4: 인당 인건비, Z5: 성과배

분제 운영여부, Z6: 과장 승진까지 연평균 급여인상률, Z7: 부장 승진까지 연평균 급여

인상률, Z8: 업종, Y1: 인당 매출액(ln), Y2: 인당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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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승진관리 실태 비교

1. 직급별 인원비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승진 경쟁률, 즉 사원급 인원 대비 과장 인

원 비율과 과장급 인원 대비 부장 인원 비율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문제를 검정하였다.

사원급 인원 대비 과장 인원 비율은 [표 4-6]에서 보는 것과 같이 t값

이 -2.857로 부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공공과 민간의 평균값이 각각 49.3%, 17.4%로 공공부문의 과

장인원비율이 31.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부문 간 사원급 인원 대비 과장 인원비율 비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공공

(N=308)

민간

(N=4567)
공공 민간

사원급 대비

과장 인원 비율
.4928 .1740 .11135 .00661 -2.857 .005*

주)*: p<0.05

과장급 인원 대비 부장 인원 비율은 [표 4-7]에서 보는 것과 같이 t값

이 0.334로 부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공공과 민간의 평균값은 42.1%, 44.0%로 나타났다.



- 46 -

[표 4-7] 부문 간 과장급 인원 대비 부장 인원 비율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공공

(N=342)

민간

(N=4736)
공공 민간

과장급 대비

부장 인원 비율
.4209 .4395 .56398 1.01509 .334 .738

주)*: p<0.05

분석 결과를 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과장 직위를 중심으로 상이

한 조직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의

과장 인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부장 인원 비율은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양 부문에서 과장급의 통솔범위 운영에 차이를 둔다

고 해석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이 과장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에 과장 이외의 다른 직위를 함께 두는 직급체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 공공기관은 대졸자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때 5급 내지 6급의

직급을, 직위로는 주임, 사원, 대리 등을 부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공공

기관의 신입 대졸사원은 4급으로의 승진은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얼마간의 근속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을 하는 경우가 많

다.

이후 3급으로의 승진은 심사 또는 시험성적에 의해 결정된다. 3급부터

인사적체가 본격화되는 현상으로 4급에서 직위명칭에 대한 형식적 변화,

즉 대용승진을 실시하는 것이다. 4급 대리로 승진한 지 일정기간이 지나

면 4급 과장으로의 형식적 승진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민간

부문에 비해 과장 인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장 인원 비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장급의 관리자 직급에서 양 부문 간 인력구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부장의 직위는 직급체계상 2급

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과장 또는 차장의 직위와 그에 해당하는 4급

내지 3급의 직급에서 부장의 직위와 2급의 직급으로는 대용승진과 같은

형식적 승진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직급의 상향 이동이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 47 -

2. 승진소요기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신입사원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

하였다.

신입사원에서 과장으로의 승진 평균소요기간은 [표 4-8]과 같다. t값

이 -7.241로 부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공공과 민간의 평균값이 9.73년, 8.27년으로 공공부문에서 1.46

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부문 간 과장 승진소요기간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공공

(N=358)

민간

(N=4867)
공공 민간

신입사원-과장

승진소요기간
9.7263 8.2680 3.71505 3.11870 -7.241 .000*

주)*: p<0.05

과장에서 부장으로의 승진 평균소요기간은 [표 4-9]과 같다. t값이

-7.996으로 부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공공과 민간의 평균값이 8.60년, 7.00년으로 공공부문에서 1.60

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부문의 승진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과장 및 부장으로의 승진에

있어 공공부문에서 더욱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시간 개념의 차

원에서 공공기관의 승진적체현상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8 -

[표 4-9] 부문 간 부장 승진소요기간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공공

(N=354)

민간

(N=4863)
공공 민간

과장-부장

승진소요기간
8.5989 7.0001 3.66402 3.16284 -7.996 .000*

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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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직급별 인원비율이 승진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

1. 과장인원비율이 과장승진기간에 미치는 영향

과장직급에서 인원비율이 승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공부문의 분석 결과는 [표 4-10]과 같다. 과장 인원비율이 과

장 승진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2.291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회귀모형은 F값이 p=.002에서

3.075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수정된 R2은 0.071로 7.1%의 설명력

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947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공공부문의 과장인원비율-과장승진기간 모형 분석결과

민간부문의 분석 결과는 [표 4-11]과 같다. 과장 인원비율이 과장 승

진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5.887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30.284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수정된 R2은 0.069로 6.9%의 설명력을 보이

고 있다. Durbin-Watson은 1.842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

구분
비표준 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상수) 6.889 1.992 3.458 .001

과장비율 -.220 .096 -.142 -2.291 .023 .990 1.010

ln근로자수 .223 .171 .084 1.303 .194 .899 1.113

조직연령 .039 .016 .168 2.453 .015 .804 1.243

ln인당자산 -.241 .121 -.135 -1.996 .047 .832 1.202

업종1 3.063 1.894 .187 1.617 .107 .283 3.534

업종2 2.846 1.529 .283 1.861 .064 .164 6.106

업종3 3.698 1.781 .269 2.076 .039 .225 4.451

연도1 -1.619 .529 -.219 -3.059 .002 .735 1.360

연도2 -1.103 .508 -.158 -2.171 .031 .713 1.402

R=.323, R2=.105, 수정된 R2=.071, F=3.075, p=.002, Durbin-Watson=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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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직급에서의 인원비율-승진기간 모형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수정된

R2이 각각 7.1%, 6.9%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장직급에

서 승진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인원비율의 영향력이 다른

승진인사제도의 그것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4-11] 민간부문의 과장인원비율-과장승진기간 모형 분석결과

2. 부장인원비율이 부장승진기간에 미치는 영향

부장직급에서 인원비율이 승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공부문의 분석 결과는 [표 4-12]와 같다. 인원비율이 승진기간

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2.729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회귀모형은 F값이 p=.001에서 3.441로 나타났

으며, 회귀식에 대한 수정된 R2은 0.075로 7.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

다. Durbin-Watson은 1.848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비표준 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상수) 5.722 .240 23.867 .000

과장비율 -1.318 .224 -.101 -5.887 .000 .897 1.114

ln근로자수 .247 .040 .108 6.180 .000 .865 1.157

조직연령 .020 .003 .116 6.595 .000 .850 1.176

ln인당자산 .151 .023 .113 6.689 .000 .914 1.094

업종1 -.132 .200 -.011 -.659 .510 .887 1.127

업종2 .453 .095 .082 4.756 .000 .893 1.120

업종3 1.218 .314 .064 3.885 .000 .969 1.032

연도1 -.471 .108 -.081 -4.351 .000 .759 1.318

연도2 -.136 .108 -.024 -1.262 .207 .751 1.331

R=.267, R2=.071, 수정된 R2=.069, F=30.284, p=.000, Durbin-Watson=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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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공공부문의 부장인원비율-부장승진기간 모형 분석결과

민간부문의 분석 결과는 [표 4-13]와 같다. 인원비율이 승진기간에 미

치는 영향은 t값이 –2.023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5).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38.587로 나타났으

며, 회귀식에 대한 수정된 R2은 0.085로 8.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955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직급에서의 인원비율-승진기간 모형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수정된

R2이 각각 7.5%, 8.5%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과장직

급에서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과장직급뿐만 아니라 부장직급에서도

승진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인원비율의 영향력은 다른 승진

인사제도의 그것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상수) 11.107 2.065 5.378 .000

부장비율 -1.274 .467 -.165 -2.729 .007 .934 1.071

ln근로자수 .253 .171 .093 1.477 .141 .863 1.158

조직연령 -.016 .015 -.068 -1.056 .292 .814 1.228

ln인당자산 .173 .116 .093 1.486 .138 .865 1.156

업종1 -6.352 1.949 -.355 -3.259 .001 .287 3.483

업종2 -3.373 1.578 -.309 -2.137 .034 .164 6.107

업종3 -4.628 1.831 -.309 -2.527 .012 .228 4.386

연도1 -1.318 .521 -.172 -2.531 .012 .737 1.358

연도2 -.358 .503 -.049 -.713 .477 .721 1.388

R=.325, R2=.106, 수정된 R2=.075, F=3.441, p=.001, Durbin-Watson=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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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민간부문의 부장인원비율-부장승진기간 모형 분석결과

위의 분석결과 중 각 부문에서 과장 및 부장인원비율의 비표준화 계

수를 비교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과장과 부장 인원비율의 비표준화 계

수가 각각 –0.220과 –1.274로, 부장직급에서의 인원비율이 승진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과장과 부장

인원비율의 비표준화계수가 –1.318, -0.179로, 공공부문과는 반대로 과

장직급에서의 인원비율이 승진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

다.

이는 앞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직급별 인원비율의 비교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과장인원비율이 민간부문의 과장인원비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부문에서 직급별로 대

용승진제도를 활용하는 정도의 차이, 승진적체의 정도 차이, 승진기간의

조정을 위한 다양한 승진제도 운영의 차이로 인해 영향력의 차이가 발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상수) 3.371 .267 12.621 .000

부장비율 -.179 .089 -.033 -2.023 .043 .960 1.041

ln근로자수 .440 .043 .174 10.112 .000 .854 1.171

조직연령 .017 .003 .088 5.085 .000 .842 1.187

ln인당자산 .214 .024 .147 8.924 .000 .926 1.080

업종1 .166 .210 .013 .792 .428 .951 1.052

업종2 .050 .102 .008 .490 .624 .913 1.095

업종3 .873 .337 .042 2.595 .009 .973 1.027

연도1 -.475 .117 -.074 -4.066 .000 .760 1.316

연도2 -.158 .116 -.025 -1.357 .175 .753 1.329

R=.296, R2=.088, 수정된 R2=.085, F=38.587, p=.000, Durbin-Watson=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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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승진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1. 공공부문의 승진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공부문에서 신입사원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으로의 인원비율과 승

진소요기간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였다.

먼저 공공부문에서의 승진관리가 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표

4-14]과 같다. 과장인원비율 및 부장인원비율이 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각각 0.187, -1.0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하 p<0.05). 과장 및 부장으로의 승진소요기간

이 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각각 –2.629, -0.834였다. 즉 승

진관리에 있어 신입사원에서 과장으로의 승진소요기간만이 인당 매출액

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0.557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수정된 R2은 0.469로

46.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663으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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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공공부문의 승진관리-인당 매출액 모형 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719 1.106 1.554 .122

과장비율 .005 .027 .011 .187 .852 .915 1.093

부장비율 -.198 .185 -.065 -1.071 .286 .829 1.206

과장승진소요기간 -.060 .023 -.178 -2.629 .009 .668 1.496

부장승진소요기간 -.018 .021 -.057 -.834 .406 .658 1.519

근로자수ln -.054 .057 -.058 -.947 .345 .807 1.240

조직연령 .008 .005 .098 1.513 .132 .728 1.373

인당자산ln .317 .041 .514 7.673 .000 .683 1.465

인당인건비ln .542 .227 .156 2.390 .018 .718 1.393

신입-과장연급여인상률 -1.845 2.549 -.047 -.724 .470 .741 1.350

과장-부장연급여인상률 .330 3.303 .007 .100 .921 .628 1.593

성과배분제 .310 .158 .117 1.958 .052 .864 1.157

업종1 .590 .629 .097 .939 .349 .290 3.454

업종2 .401 .480 .115 .836 .405 .161 6.202

업종3 1.125 .563 .246 2.000 .047 .202 4.950

연도1 .173 .197 .067 .879 .381 .521 1.918

연도2 .161 .188 .067 .857 .393 .503 1.987

R=.720, R2=.518, 수정된 R2=.469, F=10.557, p=.000, Durbin-Watson=1.663

다음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승진관리가 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표 4-15]과 같다. 과장인원비율 및 부장인원비율이 인당 영업이익에 미

치는 영향은 t값이 각각 –1.386, 0.1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하 p<0.05). 과장 및 부장으로의 승진소

요기간이 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각각 –2.238, -2.156이

었다. 즉 승진관리에 있어 신입사원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으로의 승진

소요기간은 인당 영업이익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38에서 1.780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수정된 R2은 0.068로 6.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065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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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공공부문의 승진관리-인당 영업이익 모형 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4.243 3.884 1.092 .276

과장비율 -.132 .095 -.107 -1.386 .168 .915 1.093

부장비율 .124 .649 .015 .191 .849 .832 1.202

과장승진소요기간 -.180 .080 -.201 -2.238 .027 .673 1.486

부장승진소요기간 -.164 .076 -.197 -2.156 .033 .651 1.536

근로자수ln -.007 .200 -.003 -.037 .970 .807 1.240

조직연령 -.016 .018 -.076 -.882 .379 .725 1.379

인당자산ln .293 .147 .177 1.991 .048 .685 1.461

인당인건비ln .301 .796 .033 .378 .706 .717 1.395

신입-과장연급여인상률 -4.142 8.951 -.040 -.463 .644 .741 1.350

과장-부장연급여인상률 -33.594 11.646 -.268 -2.885 .004 .629 1.590

성과배분제 .968 .559 .137 1.731 .085 .864 1.157

업종1 -.390 2.211 -.024 -.176 .860 .289 3.461

업종2 -1.479 1.687 -.161 -.876 .382 .161 6.201

업종3 -.796 1.980 -.066 -.402 .688 .201 4.970

연도1 -.201 .693 -.030 -.290 .772 .522 1.916

연도2 -.621 .663 -.097 -.937 .350 .503 1.990

R=.393, R2=.154, 수정된 R2=.068, F=1.780, p=.038, Durbin-Watson=2.065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의 경우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p<0.05) 인당 매

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승진관리는 신입사원에서 과장으로의 승진소요기

간이다. 인당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승진관리는 신입사원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으로의 승진소요기간이다. 반면 과장 및 부장 인원비율은

인당 매출액과 인당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민간부문의 승진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민간부문에서 신입사원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으로의 인원비율과 승

진소요기간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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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간부문에서의 승진관리가 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표

4-16]과 같다. 과장인원비율 및 부장인원비율이 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각각 –0.028, 1.1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하 p<0.05). 과장 및 부장으로의 승진소요기

간이 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각각 –1.941, -1.102로 인당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746.197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수정된 R2은

0.798로 79.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762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민간부문의 승진관리-인당 매출액 모형 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282 .138 9.299 .000

과장비율 -.002 .075 .000 -.028 .978 .830 1.205

부장비율 .031 .028 .009 1.100 .271 .958 1.044

과장승진소요기간 -.012 .006 -.018 -1.941 .052 .764 1.308

부장승진소요기간 -.006 .005 -.010 -1.102 .271 .807 1.240

근로자수ln .054 .013 .038 4.094 .000 .778 1.285

조직연령 -.008 .001 -.073 -8.106 .000 .819 1.221

인당자산ln .755 .008 .881 90.151 .000 .701 1.426

인당인건비ln .083 .039 .022 2.132 .033 .643 1.555

신입-과장연급여인상률 -.338 .467 -.006 -.724 .469 .865 1.157

과장-부장연급여인상률 -.505 .273 -.016 -1.853 .064 .919 1.089

성과배분제 .071 .030 .021 2.388 .017 .881 1.135

업종1 .266 .063 .037 4.201 .000 .882 1.134

업종2 -.208 .031 -.059 -6.802 .000 .877 1.141

업종3 .172 .101 .014 1.711 .087 .952 1.051

연도1 .058 .036 .017 1.627 .104 .650 1.538

연도2 .054 .036 .015 1.518 .129 .653 1.531

R=.894, R2=.800, 수정된 R2=.798, F=746.197, p=.000, Durbin-Watson=1.762

다음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승진관리가 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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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과 같다. 과장인원비율 및 부장인원비율이 인당 영업이익에 미

치는 영향은 t값이 각각 –1.483, 0.3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하 p<0.05). 과장 및 부장으로의 승진소

요기간이 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각각 –1.768, -1.003으

로 각 승진소요기간은 인당 영업이익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83.879로 나타났으며, 회

귀식에 대한 수정된 R2은 0.306으로 30.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915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민간부문의 승진관리-인당 영업이익 모형 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3.308 .448 -7.379 .000

과장비율 -.362 .244 -.025 -1.483 .138 .830 1.205

부장비율 .031 .092 .005 .334 .738 .957 1.045

과장승진소요기간 -.034 .019 -.031 -1.768 .077 .765 1.308

부장승진소요기간 -.017 .017 -.017 -1.003 .316 .807 1.240

근로자수ln .118 .043 .047 2.726 .006 .778 1.285

조직연령 -.009 .003 -.048 -2.848 .004 .819 1.221

인당자산ln .786 .027 .523 28.809 .000 .700 1.428

인당인건비ln .169 .126 .025 1.339 .181 .643 1.556

신입-과장연급여인상률 -.268 1.519 -.003 -.177 .860 .865 1.156

과장-부장연급여인상률 -.343 .886 -.006 -.387 .699 .919 1.089

성과배분제 .400 .096 .067 4.160 .000 .880 1.136

업종1 .419 .206 .033 2.035 .042 .882 1.134

업종2 -.251 .100 -.041 -2.518 .012 .877 1.140

업종3 .943 .327 .045 2.884 .004 .952 1.051

연도1 .348 .116 .056 2.998 .003 .650 1.538

연도2 .107 .116 .017 .918 .359 .653 1.531

R=.557, R2=.310, 수정된 R2=.306, F=83.879, p=.000, Durbin-Watson=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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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의 경우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p<0.05) 인당 영

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승진관리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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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분석결과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승진관리 실태 비교 및 승진

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승진관리 실태 비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승진관리 실태, 즉 과장 및 부장 직위의 인원

비율과 승진소요기간을 비교한 결과는 [표 4-18]와 같다.

분석 결과, 인원비율 측면에서 부장 인원비율은 부문 간에 통계적 유

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과장 인원비율은 민간부문에 비해 공

공부문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에서 대리를 거쳐 과장

으로 이어지는 승진관리상의 인력 운영에 있어 양 부문 간에 통계적 유

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승진소요기간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과장과 부장으로의 승진소

요기간이 민간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긴 것으로 나타났

다. 시간의 차원에서 승진에 더 기간이 소요됨은 승진적체가 상대적으로

심함을 의미한다. 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과장과 부장으로의 승

진적체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18] 부문 간 승진관리 실태

구분 공공 민간
차이

(‘공공’ - ‘민간’)
비고

인원비율
과장 49.3% 17.4% 31.9%p ***

부장 42.1% 44.0% -1.9%p

승진소요기간
과장 9.73년 8.27년 1.46년 ***

부장 8.60년 7.00년 1.60년 ***

주) 부문 간 평균 차이가 ***: p<0.01, **: p<0.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대리와 과장의 직위를

동일 직급으로 운영하면서 직위 명칭상의 승진인 대용승진제도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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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직급별 통솔범위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때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에서 대용승진제도를 광범위하게 운

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용승진제도를 운영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승진적체 또는 인사체증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에

서도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HRD 용어사전, 2010).

2. 직급별 인원비율이 승진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직급별 인원비율과 승진소요기간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19]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직급

별 인원비율이 승진소요기간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표 4-19] 직급별 인원비율이 승진기간에 미치는 영향

구분
승진소요기간

공공 민간

인원비율

과장
-

**

-

***

부장
-

***

-

***

주) ***: p<0.01, **: p<0.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3. 승진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직급별 인원비율과 승진소요기간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승진관리 측면에서 승진소요기간,

그중 사원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조직성과에 유의하

게 부(-)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인당 매출액

과 인당 영업이익 모두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민

간기업에서는 인당 매출액에만 부(-)의 영향을 유의하게 미쳤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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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양 부문, 두 종속변수 모

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인원비율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과장과 부장의 인원비율 모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인당 매출액

과 인당 영업이익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표 4-20] 승진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부문별)

구분
공공 민간

인당 매출액 인당 영업이익 인당 매출액 인당 영업이익

인원비율

과장
+ - - -

부장
- + + +

승진소요기간

과장
-

***

-

**

-

*

-

*

부장
- -

**

- -

주) ***: p<0.01, **: p<0.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이 논문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의 채택/기각 여부를 표로

정리하면 [표 4-2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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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연구가설 채택 여부

구분 연구가설

승진관리실태 채택 여부

인원비율
승진

소요기간
개별 종합

1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승진관리실태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과장 O O 채택

채택

부장 X O 채택

구분 연구가설 승진소요기간
채택 여부

개별 종합

2

직급별 인원비율은

승진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장 공공 O 채택

채택

부장 민간 O 채택

구분 연구가설

조직성과 채택 여부

인당

매출액

인당

영업이익
개별 종합

3

직급별 인원비율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장

공공 X X 기각

기각

민간 X X 기각

부장

공공 X X 기각

기각

민간 X X 기각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장

공공 O O 채택
부분

채택
민간 X X 기각

부장

공공 X O
부분

채택
기각

민간 X X 기각

주) 95% 신뢰수준에서 O: 가설 지지, X: 가설 기각을 의미함, 과장 및 부장 직급별로

유의한 결과가 부분적으로 확인된 경우 가설이 종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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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이 논문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조직이 인적자원관리, 특히 승진인사관

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

자 하였다.

특히 행정학의 연구분야 중 하나인 공공부문의 승진관리에 주된 관심

을 두었다. 공공부문에 있어 인사관리는 과거에 비해 성과를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한 최근의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한 수단으로 강조되

고 있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경영과 차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부문의 승진관리는 민간부문의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성과관리 차원에서 승진관리가 어떠한 양상으로 기능하는지 분

석하는 것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

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개별조직은 성과주의와 연공주의를 절충한 조직 고유의 인사제도를

통하여 승진관리를 실시한다. 승진율과 승진소요기간은 다양한 승진인사

제도를 운영한 현상이자 결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승진제도와 동일하게

구성원의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 요인이다. 승진 가능

성과 속도를 의미하는 위의 두 요인은 승진관리의 실태로서 인사적체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승진관리는 채용, 교육훈련 등과 함께 대표적 인적자

원관리 방식 중 하나다. 이에 이 논문은 승진관리 실태가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승진관리 실태에서 차이

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가설을 수립하였다(가설 1). 다음으로 승

진관리 실태의 두 요인인 승진율과 승진소요기간 간 유의한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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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는지를 확인하고자 그에 따른 가설을 추가로 수립하였다(가설 2).

또한 이 논문의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는 승진관리 실태, 즉 승진율과

승진소요기간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그

에 따른 가설을 수립하였다(가설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별도로 분

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승진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부문 간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논문에서는 과장과 부장 직급에 대한 승진관리 실태를 다루었다. 먼저

가설 1을 검증하고자 부문 간 평균을 비교하는 t-test를 실시하였다. 가

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모형을 수립하였다. 이 논문의 핵심

인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다중회귀모형을 수립하였다.

가설 3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모형에서는 조직성과의 대표적 지표인

인당매출액과 인당영업이익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승진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승진율의 간접지표인 직급별 인원비율과 승진소요기간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다. 전체 근로자수, 조직연령, 인당자산, 금전적 보상체계

로서 인당매출액과 승진에 따른 연평균 급여인상률 및 성과배분제 운영

여부, 업종과 조사연도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한국노

동연구원이 격년으로 실시하는 사업체패널조사(WPS)의 2007년, 2009년,

2011년 데이터에 포함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다.

분석 결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승진관리 실태에는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인원비율의 경우 과장직급에서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그 차이가 컸다. 반면 부장직급에서

는 인원비율의 부문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승진소요기간은 과장

및 부장직급 모두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유의하게 더 긴 것으로 나타

났다.

과장 및 부장 직급의 인원비율은 해당직급의 승진소요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중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승진소요기간의 원인변수로서 승진소요기간보다는 다른 성

과주의 승진제도가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승진관리 실태의 한 차원으로서 직급별 인원비율은 인당매출액과 인

당영업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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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기간은 부분적으로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에서 과장으로의 승진소요기간이 길수록 공공기관의

조직성과는 낮아지는 부(-)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문 간 승진

소요기간의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공공부문에서의 절댓값이 크다. 민

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승진소요기간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승진

관리 실태에는 차이가 있다. 공공부문의 승진소요기간이 민간에 비해 길

다는 점에서, 시간 차원의 승진적체는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승진가능성 측면에서는 과장직급에 한해 민간부문의 인원비율이 매우

낮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과장 직위에 대하여 직급의 상향 없이 대리에

서 과장으로 직위·형식상의 승진을 시키는 대용승진을 자동근속승진 방

식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승진적체가 공공부문보다 심

각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승진소요기간에 직급별 인원비율이 원인변수로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승진율보다는 승진시험제, 발탁승진제와 같은 성과주의

승진인사제도가 승진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 승진소요기간, 즉 승진속도는 조직성과에 영

향을 미친다. 반면 승진가능성, 즉 승진율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승진소요기간은 연 단위의 시간변수로서 상대적인 변동

폭이 커 구성원의 동기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승진적체가 심각한 조직구조에서 승진경쟁률은 극도로 높고

승진확률은 희박하며 변동 폭 또한 작다. 구성원 입장에서 승진율은 동

기부여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승진소요기간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공공에서 더 큰데, 공공

의 승진적체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유인 및 보상체계로서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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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정부는 공공의 영역에 내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

사관리, 특히 승진관리에 주목하고 있다. 2015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에는 공무원의 승진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속진제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공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력 고

령화에 직면한 공공기관이 조직 내 활력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저하 문

제를 가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에

비해 높은 간부비율을 낮추고 근속에 따른 자동승진을 폐지하는 등 공공

기관의 승진체계 혁신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승진관리, 특히 승진소요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혁신을 도

모하고자 하는 최근의 정책방향과 이 논문의 연구문제는 직접적으로 맞

닿아 있다. 승진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구성원의 직무만족, 직무성과

등과 같은 개인차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면, 이 논문은 더 나아가 조직

차원의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승진관리가 주효한 변인이 됨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적 압력으로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적극 도입

하였다.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정도는 민간과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

르렀으나, 제도 도입에서 보여준 적극성과는 달리 실제 운영에서는 형식

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박은정, 2014).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승진기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성과주의 승진

관리를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타의 성과주의 인사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승

진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구성원 간 찬반의 입장 차는 명확하다. 수적 우

위에 있는 장기근속자가 기득권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봤을 때 개별

기관은 근속 중심의 승진제도를 강화하고 다소간의 승진소요기간의 연장

을 감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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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승진관리를 둘러싼 조직 외부와 내부의 환경 변화로 구성

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승진소요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정책

간의 장단점 차이도 분명하다. 승진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수

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이 논문은 조직성과를 기준으로 승진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조직성과 향상에 있어 승진가능성보다는 승진속도가 유의미

한 변수가 됨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공기업은 공공기관 개혁 정책으로 수익성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매출액, 영업이익과 같

은 수익성 지표로 조직성과를 분석하였다. 승진소요기간의 단축이 민간

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승진소요기간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간부직급의 인

원을 늘리고 하위직급의 인원을 줄이는 것은 승진소요기간의 단축을 위

한 방법이기는 하나 조직계층의 수직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의 기업경영은 팀제 운영, 직급체계의 단순화 등 수평적 조직구조

의 장점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원비율 조정을 통한 접근보다는

승진기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발탁승진제 등의 승진제도를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성과의 향상을 위한 승진관리에서 직급 차원의 방향

성이 있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부장급의 상위 관리자 직급보다는 과장급

의 초급·중간관리자로의 승진기간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조직의 성과

제고에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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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이 논문은 공공기관의 승진소요기간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연구문제로 하여 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데이터와 방

법론상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이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활용한 사업체 패널조사의 데이터 분석

에 있어 자료의 질과 양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사업체 패널조사는 과

(부)장 및 과(부)장급에 해당하는 직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으

로 승진소요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현실적으로 많은 조직에

서 직위보다는 직급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자료가 조직

의 실질적인 승진소요기간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확인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인당 매출액과 인당영

업이익의 2개 지표만을 사용하였다. 조직성과를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다

양한 수익성 지표를 추가로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승진관리가

인지적 차원에서의 조직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해볼 필

요가 있다.

이 논문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를 연구대상에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자 패널조사자료를 채택함으로써 분석대상의 양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패널조사에서 승진소요기간에 대한 문

항이 2007년부터 포함되어 2009년, 2011년까지 3개년도의 자료만이 축적

되어 시계열적 분석에 한계가 있다. 향후 패널조사가 지속되면 이를 보

완하여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연구방법론에서의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특정한 인사제도

가 조직의 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편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승진

관리의 실태인 승진소요기간 및 직급별 인원비율과 조직성과 간에 유의

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높은 성과를 달성한 조직이 인적자원관리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 relations)의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Wright, 2005). 또한 Becker와 Huselid(2006)

는 인적자원관리와 기업성과 간 상호인과관계(reciprocal causation)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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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박오원, 2014,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조직성과가 승진관리에 미치는 영향, 또는

승진관리와 조직성과가 상호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다. 이밖에도 승진관리 실태가 어떠한 요인들을 매개변수

로 하여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구조와 과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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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Promotion

Period and Organiz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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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promote public sector reform based on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 current government is also trying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through 'Normalization Measures for Public

Institution’. The government is pushing strongly to allow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based personnel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as a means to improve performance.

In recent years,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o the need to

shorten the promotion period through promotion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re is the opposite of the situation in the corporate

scene going on. The promotion period to a higher rank is recently

increasing.

Many previ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HR system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However,

relationship between promotion management practices and

performance is never been studied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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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how practices in

promotion management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significantly.

The analysis is based of the Workplace Panel Survey data in 2007,

2009 and 2011 of Korea Labor Institute.

The dependent variables are sales and operating income per

employee.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romotion rate and period of

manager and director. The control variables are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organizational age, assets, sector, year, labor costs per

employee, average annual salary increase rate during promotion

period, a profit sharing program. Using SPSS 21.0,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test were performed.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below. The period spent on

promotion in the public sector is significantly longer than the private

companies. Plateau in the public sector was seen to be relatively

more serious.

The Factor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the period for promotion from new employee to

manager. The time required for promotion to manager, confirmed that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impact of the promotion period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was bigger than the private sector. Promotion rate was

not significant variabl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conclusion to this paper is as below. Promotion period is

significant factor which is able to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Public agencies can improve their performance by controlling

promotion period. In particular,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effectively operate performance-based personnel systems to shorten

the period of promotion for manager rank.

keywords : Promotion period, organizational performance, public

institutions, promote management practices,

performance-based H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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