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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인재 선발부터 시작이 된다.

하지만 최근 학력과 스펙 중심 선발방식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뿐만 아

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주도의 스펙초월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과거의 학력과 스펙 중심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스펙초월 방식의 선발도구를 활용하여 기업의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이 인재선발을 위해 도입한 다양한 선발도구가 입사 후 직무성과

를 얼마나 예측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실증 데이터 확보 한계 등으

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 명의 인재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

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능동적으로 선발도구와 입사 후 직무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 분석을

하고 전략을 실행해야만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 할 수 있고 나아

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형별 신입직원 선발도구와 입사 후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한 전략 수립 방안 및 선발과정의

수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K공사의 2006∼2011년 6급 신입직 입사자 268명

을 대상으로 입사성적과 직무성과 실증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종속변수는 직무성과인 인사고과성적을 평균점수(입사 후 2개년 평균)

를 활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는 유형별 선발도구 점수 즉, 전공 필기시

험, 토익시험, 영어회화면접, 적성검사, 개인면접, 그룹면접 점수를 활용

하였다. 입사성적 외에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사년도, 성별,

나이, 직군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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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단일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입사성적과 직무성과와의 관계 분석

을 선발도구 유형 변경 전· 후, 직군 등으로 구분하고 기초통계량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는 통계 패키지 SPSS(statistic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을 활용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공사 유형별 선발도구는 계량화된 선발도구인 전공시험,

토익점수, 적성검사는 입사 후 직무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비 계량화된 선발도구는 영어회화(+), 개인면접(+), 그룹 면접(-)

은 직무성과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입사년도, 직군, 성별, 최종학

력, 나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는데 대부분 입사년도는 낮을수록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남자·사무직이면 직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심재권, 2001; 박종욱, 2009; 이정호, 2014 등)와는 필기

성적·적성 검사 등 계량화된 선발도구는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다. 이는 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업에 비해 전공시험은

포괄적인 이론을 검증하는 도구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량화된 선발도

구의 경우 비중을 낮추어 최소 기준으로 부적합한 자들만 선별하는 도구

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면접유형의 선발도구가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면접운영 시 상이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비구조화

된 면접방식 보다는 면접의 운영과 관리를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인별 면접 시간, 구조화된 면접방식, 면접관 교육, 외부 면접위원 등

고려한 면접 유형의 선발도구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영어면접 점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공사

주요 사업이 해외 기반인 점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업 특성

에 맞게 선발도구를 운영·관리 필요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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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유형별 선발도구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이 처한

상황, 유형별 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기업에 적합한 인재 선발

위해서는 유형별 선발도구와 직무 성과와의 관계의 체계적인 분석을 바

탕으로 기업만의 고용브랜드 확립과 채용, 평가, 육성 등 전략적 인적자

원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선발, 선발도구, 직무성과, 고용브랜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학 번 : 2014-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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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 선발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기업은 특성

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발도구를 활용하여 채

용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구직자는 다양한 선발도구에 맞춰 취업전략을

수립하여 취업준비 활동을 하게 된다. 기업의 선발은 이와 같은 2차원적

요소 즉, 기업의 구인욕구와 구직자의 구직욕구로 뿐만 아니라 경제여건

과 국가의 정책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까지 저금리·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1)의 경제여건 속에서 노동과 기술이 집약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

서 연평균 7.7%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 시기에는 선택권이 구직

자에게 있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양극화

가 심화되고, 2000년대 지식정보화 시대 도래로 고용구조의 고도화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 되어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인해 기업의 일자리 창

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서는 학력, 인턴십과 아르바이트 경

험, 다양한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각종 자격증, 수상경력 등 취업 시기

지연까지 하면서 남들과 차별화된 스펙(spec)이 쌓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은 모집단계에서 학력, 전공, 영어성적 등을 지원조건으로 요구하

고, 선발 단계에서 최종 입사자를 선별하기 위해 스펙을 평가하고 있기

1)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에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라는 이른바 3저에 힘입어

국제수지가 흑자로 반전되고 GNP성장률이 연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례없

는 호황을 누리던 상황을 말한다.(박영사경제학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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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스펙이 중요하다는 구직자의 인식이 잘못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맹목적 스펙 쌓기이다. 구직자들이 졸업을

늦추면서까지 준비했던 노력이 실제 직무수행능력과는 관련성이 적어 개

인적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가지고 온다. 또한 기

업의 입장에서는 선발 비용 손실 뿐 아니라 동료의 사기 저하, 고객관계

약화, 매출액 감소 등 생산성 저하를,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K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각 선발도구가 직무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선발도구의 타당성 부여 방안을 제시하여

각 기업의 선발도구를 통한 채용 전략 수립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유형별 신입직원 선발도구와 입사 후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성과중심 인사 시스템 연계성 강화 전략 제시, 나아가 전

략적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연구 초기단계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개별적 제

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개별적 인사제도

인 채용(Terpstra, 1993), 교육훈련(Russell, Terborg & Powers, 1985),

평가(Borman, 1991), 보상(Gerhart & Milkovich, 1990) 등 단일적 요소

와 조직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적 인사제도의 기능향상은 기업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Delery, 1998; Delery & Gupata & Shaw,

1998, Huselid & Becker, 199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조직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다른 인사제도들의 효과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해

당 인사제도의 한계효과가 과대평가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Der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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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selid, 1996).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호 연계되고 내적으로 일관성 있

는 인사제도의 묶음 즉 하나의 인사시스템을 분석단위로 하여 인사시스

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rthur, 1994; Huselid, 1995; Ichniowski, Shaw & Prenusshi, 1997). 개

별 인사제도의 단순한 합보다 상호 보완적인 인사제도들이 하나의 시스

템을 구성할 때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사제도들의 효과를 측정할 때 개별 인사제

도보다는 기업 인사시스템이 더 적절한 분석수준이라고 주장한다(Delery

& Huselid, 199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인사시스템의 개념을 활

용하여 채용과 인사평가 관계 분석을 통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용에 대한 검증으로 K공사 2006년

∼2011년 신입직 입사자들의 입사성적을 인사평가에 대한 검증으로 입사

후 2개년 간 개인종합평가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다. 이 연구의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발도구와 직무성과에 대한 논문, 서적 등 선행연구 분석을 바

탕으로 변수들의 개념적 정의, 가설 설정 등 선발도구의 타당성 검증에

적합한 연구모형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유형별 선발도구의 입사 후 직무성과 예측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별 선발도구의 타당성 검증 필요성 인식 제고 및

기업의 적합한 인재를 선발 할 수 있도록 선발전략 수립 방안을 도출하

고자 한다.

셋째, 기업 맞춤형 선발과 유지를 위해 고용브랜드 확립 등 고려해야

할 사항 제시를 통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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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 및 선발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기업

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대상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 설정하였다.

첫째, 공간적 범위는 K공사의 본사로 입사한 신입직원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입사성적의 경우에는 선발도구가 유사했

던 2006년∼2011년 입사자, 개인종합평가(직무성과)의 경우에는 입사자

의 입사 후 2년간의 직무성과이다. 세부적으로는 선발도구의 변화가 컸

던 2010년 전·후 비교, 사무·기술 등의 직군별 비교, 신입과 중간관리자

급 직무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입사 후 1∼2년, 3∼4년 직무성과를 구분

하여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용적 범위는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본 논문의 구성과 체계를 설명하였다. 즉, 연구 바

탕이 된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 범위, 연구방법 등을 기술

하였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본 연구와 관련한 논문, 서적 등 선행 연구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선발, 선발도구, 직무

성과 등과 관련한 이론 및 흐름을 검토하고 기존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을 분석하였다.

제 3장은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으로 유형별 선발도구, 직무성과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을 확정하고 연구가설과 모형을 설명하였다.

제 4장은 분석 결과로 유형별 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결

과를 기술하였다. 변수들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설정된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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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해낸 시

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에서

는 선발, 선발도구, 직무성과 등과 관련한 이론 분석 및 선행연구와의 차

별성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자료(논문·서적

등)와 홈페이지 등을 분석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수립하여 선발도구별 점수와 직무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실증 데

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statistic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세부 분석

사항은 첫째,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을 실시하여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

하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연구가설을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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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선발에 관한 선행 연구

1. 선발의 개념과 절차

가. 선발의 개념

선발이란 고용을 위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며(Gatewood & Field, 1987) 선발하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의 숫자를 줄여서 기업이 원하는 인적 자원을 선택하는 과

정이다(김영재·김성국·김강식, 2010). 다음 표와 같이 선발은 기업 경쟁

력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인적 자원을 선택· 공급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표 2-1] 선발과 인적자원관리시스템과의 관계

자료 : 박경원(2006),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의 채용시스템 실태 및 개선방안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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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선발 많은 가운데서 골라 뽑음

모집 사람이나 작품, 물품 따위를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뽑음

고용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

채용 사람을 골라 씀

선발과 유관 용어는 선발, 모집, 고용, 채용이 있는 데 모집은 입사하

는 지원자를 모은 과정인 데 비하여 선발은 이들 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

택하거나 부적합자를 배제시키는 과정이다. 또한 채용은 여러 사람에게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고 응시한 다수의 사람 중에서 몇 명을

가려 뽑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고용은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데려다 인원을 충당하는 의미이다. 각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 선발 유관 용어 정의

자료 :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나. 선발절차

선발절차란 선발정보 획득과 평가 과정으로(P.Pigors&C.A Mayer) 보

편적으로 ‘모집→서류심사→선발시험→면접→경력조회→신체검사→선발

결정’으로 기업별로 각 인재상에 맞게 선발절차를 구성하고 있다.

[표 2-3] 선발 절차

자료 : 김호익(2006), 인적자원관리,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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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절차별 접근법에 따라 선발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접근법은 탈락

자 선별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다중차단접근법(multiful hurdles

approach), 보상적접근법(compensatory approach), 복합적 접근법(hybrid

combined approach)으로 3가지 접근법이 있다.(H.G. Heneman et al,

1983) 첫째, 다중차단접근법은 각 절차별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탈락하

게 되는 방식이다. 둘째, 보상적 접근법이다. 이는 특정 역량이 부족하다

고 탈락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절차를 다 걸친 후에 결과의 총합으로 결

정된다. 셋째, 복합적 접근법은 다중차단접근법과 보상적 접근법을 동시

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발도구인 경우 또는

비용이 적게 드는 선발도구의 경우 다중차단 접근법을 사용하여 탈락자

를 선별한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수를 감소시킨 후 보상적 접근법을 사

용하여 보완하여 선발하는 절차이다.

다. 선발의 원칙

모든 기업에서 매년 인재를 선발하고 있지만 그러한 의사결정이 제대

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아직까

지 국내에서는 선발은 기업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 공정성에 대한 법적

소송이나 분쟁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점차 취업경쟁이 심해지면

서 선발의 공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점차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법적인 요건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선발의 원칙은 첫째, 효율성의 원칙이다. 즉, 선발·보상비용보다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한다. 둘째, 형평성의 원칙이다.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대우를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적합성의 원칙이다. 이는 지원자 개인의 직업관과 경력개발에 대한 욕구

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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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수 낮음 : 불합격 점수 높음 : 합격

직무성과

높음

D : 1종 오류

합격시켜야할사람을탈락시킴

A : 올바른 결정

합격시켜야할사람을합격시킴

직무성과

낮음

B : 올바른 결정

탈락시켜야할사람을탈락시킴

C : 2종오류

탈락시켜야할사람을합격시킴

2. 선발도구

가. 선발도구의 개념 및 의의

선발도구는 여러 명의 지원자를 실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을 때 미

래의 성과를 예측하여 사람을 선별하는 측정도구이다(김호익, 2006). 선

발도구의 일차적 목표는 지원자들 중 향후 직무수행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직무 수행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

는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선발도구는 선발점수와 업무

성과의 2가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월간 인재경영, 2009.7)

다음 표는 선발도구의 잘못된 사용으로 선발오류를 나타낸 것이다. 선

발점수 차원은 선발접수가 합격 점수보다 높아 합격한 영역(A,C)와 불합

격한 영역(B,D)로 구분되며, 업무성과 차원은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사람(A,D)와 우수하지 못한 사람들(B,C)로 구분된다. 이 두 차원에 따라

선발의사결정은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C와 D영역은 합격시켜야 할

사람을 탈락시키고, 탈락시켜야 할 사람을 합격시켜 선발의사결정의 오

류로 나타났다. 이러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C의 영역을 줄일 수 있는 노력

이 필요하다.

[표 2-4] 선발 오류

자료 : S.P.Robbinsl1982) , Personnel P. 122 참조,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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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영역을 줄이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이 있다.(월간 인재경영, 2009.7) 가

장 쉬운 방법은 선발점수의 합격점을 높이는 전략이다. 하지만 합격자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토록 하여 경쟁률을 높여

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단순 경쟁률만 높이게 되면 실제 실력이 아

닌 우연에 의해 결정될 확률이 높아 질수 있다.

둘째, 우수지원자들을 유인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전

략이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우수지원자에 대한 유

인책인 높은 급여, 기업이미지, 높은 성장성 등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

다.

셋째, 선발도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즉, 지원자들이 향후 직

무수행 수준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선발도구를 사용하는 선발 전략이

다. 이를 위해 선발도구들이 향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역량들을 잘 평

가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선발도구가 직무수행 수준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타당도가 낮은 선발도구를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이 전략은 D영역의 비율 또한 동시에 줄이므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영역에 해당되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선별 할 수 있는

선발도구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C영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특성을 찾고

인성검사 등을 개발하여 사전에 이들을 선별해 낼 수 있는 도구를 활용

해야 할 것이다.

나. 선발도구의 요건

선발도구에서 중요한 요건은 신뢰성과 타당성이다. 신뢰성이란 동일한

환경에서 어떤 시험을 몇 번이고 다시 보았을 때 측정결과가 서로 일치

하는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일관성, 안정성, 정확성 등을 나타낸다. 신뢰

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동일한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시험 시기를 달

리하여 실시한 후 그 성적을 비교하는 시험-재시험 방법과 시험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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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항목들로 구성된 다른 형식의 시험을 실시하여 두 형태 시험

에서 얻어진 결과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대체형식방법, 시험의 내용이

나 문제의 항목들을 반으로 나누어 측정한 다음 양자의 결과를 비교하는

반분법 등이 있다.

타당성이란, 당초에 측정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

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실시한 시험의 결과가 처음 측

정하려고 의도한 것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황대석, 1993).

선발도구의 타당성 종류로는 기준 타당성(동시타당성, 예측타당성,

사후적타당성), 내용 타당성, 구성타당성, 표면타당성이 있다. 먼저, 기준

타당성의 경우 예측치가 기준치에 대해 얼마나 예측해 주는 가의 여부이

다.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보면 예측치와 기준치를 어느 시점에서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 동시· 예측·사후적 타당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동

시타당성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직

무성과와의 비교를 하는 방법이다. 이는 현재 직무 경험 등에 의해 왜곡

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측타당성의 경우 예측치를 일정시

점에서 측정하고 그 뒤에 기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선발시험을 거쳐

합격한 시험 성적과 입사 후 직무성과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

우이다. 사후타당성의 경우 기준치가 먼저 측정되고 예측치가 나중에 측

정되는 경우로 범죄 등에 많이 사용 되며 증거에 의해 원인을 측정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기준타당성은 기업에서 가장 관심 있는 요건으로 선발,

교육 등의 효과성 분석 등에 많이 활용이 된다.

본 연구에서도 기준타당성 중에서도 예측타당성을 근거로 하여 선발도

구에 의한 입사성적이 입사 후 직무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둘째, 내용타당성은 선발도구의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선발도구의 내용이나 행위가 직무성과

에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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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 직무분석을 통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도입이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구성타당성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변인을 다른 관찰 가능한

변인으로부터 추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능은 직접

관찰 할 수는 없지만 지능검사 등을 통해 측정 가능하다.

넷째, 표면타당성은 검사문항들이 검사용도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사

를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과

피평가자의 평가 내용에 대한 인지가 정확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다. 선발도구 종류

대표적인 선발도구는 다음과 같다.(김호익, 2006) 첫째, 이력서이다. 대

부분의 기업들은 지원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지원자들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력서에는 일반적으로 나

이,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기술, 자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지원자들이 기입한 정보는 선발과정에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성

과 예측치로 사용 가능하다. 최근에는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인해 이력

서에 직무성과와는 관련 없는 인적 사항 등을 제외시키는 경향이 나타나

고 있다.

둘째, 자기소개서이다. 자기소개서는 가정환경, 성장과정, 성격 및 가치

관, 생활신조,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특기사항 등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기업은 자기소개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지원자의 가치관을 파

악하고 학업, 대외활동, 조직 적응 능력 등을 평가한다.

셋째, 지원서이다. 인력선발에서 가장 오래된 수단 중의 하나는 지원서

이다. 지원서는 선발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지원자가 제출한

다.

K공사의 경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혼합하여 학력, 어학, 자격 사항

등 개인 인적사항과 지원동기, 향후계획 등을 지원서에 작성하여 모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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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최근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혼합 형태로 지원서를 작성하

는 추세이다.

넷째, 면접이다. Beach(1975)는 취업면접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목적으

로 두 당사자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대화 또는 말로 하는 상호작용이라고

보았고, Ann Ellenson(1982)은 면접자와 응시자가 자신들의 정보를 주고

받는 쌍방향적 과정으로 보았다. Eder(1989)는 기업의 대표자들과 지원

자 간의 직무 관련 정보에 대한 면대면 교환으로 정의하였으며, 송은미

(2002)는 면접이란 기업체가 지원자를 선발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지원

자 역시 취업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상호 정보교환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즉, 면접은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보 교환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을 실시하는 목적은 계량적으로 나타

난 수치가 아닌 정성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적합한 인재를 선발

하기 위해서이다. 면접의 종류에는 구조화(구조적, 비구조적, 반구조적),

참석자수(패널면접, 집단면접), 기타 면접방법(스트레스, 무자료면접) 등

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먼저, 구조화된 면접 방식은 직무명세서를 기초

로 미리 질문 내용을 설정 후에 질문을 하는 지 여부에 따라 구조적, 비

구조적, 반구조적으로 나눈다. 둘째, 참석자의 수에 따른 면접 방식은

다수의 면접자가 한사람의 피면접자를 평가하는 방식의 경우는 패널면

접, 다수의 피면접자를 자유롭게 토론 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을 집단

면접 방식이라고 한다. 기타 면접 방식으로 압박 면접이라고도 하는 스

트레스 면접방식은 어려운 질문이나 곤란한 상황을 유도하여 피면접자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판단하기 위한 면접 방식

이다. 무자료 면접의 경우 그동안 면접에 활용되었던 이력서, 성적증명

서, 자기소개서 등을 배제하고 지원자만을 두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K공사의 경우 복합적인 면접방식으로 패널면접의 경우 구조화 면접

방식 무자료 면접 방식을 통해 공사 인재상에 맞는 질의사항을 정형화

시켜 평가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를 하였다. 집단면접의 경우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의 방식으로 선발도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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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선발시험이다. 선발시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적

성, 인성 등과 같은 특성을 평가하여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

식으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도구이다. 이러한 선발시험의 종류

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인 필기시험, 이해력·추

리력·어휘력 등을 평가하는 적성검사, 개인의 동기·자신감 등 성격을 평

가하는 인성검사 등이 있다.

K공사의 경우 선발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해당

분야에 직무 지식을 평가하는 전공시험,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적성검사,

공사 인재상과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인성검사를 선발시험 방식의 선

발도구로 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신체검사이다. 선발에 대한 최종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체

적으로 직무요구조건에 맞지 않는 개인을 추려내는 것이다. 집단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소유자나 직무수행에 있어 최소한

의 육체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에 적용된다.

K공사의 경우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만 신체검사를 하고 있으며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곱째, 인턴십제도(수습기간)이다. 현장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은 다음

자격이 되면 정식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게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지원자에 대한 직무능력·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지원자에게는 현장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주는 제도이다.

K공사의 경우 청년인턴제(2009년) 및 채용 확정형 인턴(2010년)에 제

도를 도입하여 지원자들에게는 현장실습 기회를 공사에는 현업 중심 선

발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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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전형

방식

▪대규모 정기공채

▪그물형 채용방식

▪소수 채용

▪낚시형 채용방식
▪인턴채용

필기

방식

▪단편적 지식평가

▪전공필기시험

▪종합적 사고능력

▪인·적성검사

▪종합인적성

▪실용영어시험

면접

방식

▪기초전공지식평가

▪기본소양 평가

▪능동적 평가

▪프리젠테이션

▪직무중심

▪면접기법 다양화

인재상 ▪보편적 인재 ▪특이형,글로벌형 ▪가치지향적 인재

3. 시대별 선발방식

선발방식은 산업 환경과 기업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산업

환경 아래 기업 활동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노동시장환경 등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별로 선발방식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5] 시대별 채용패턴 특성 비교 분석(1980년대∼2000년대)

자료 : 이종구·김홍유(2010) PP. 250∼230 표 참조, 연구자가 재구성

1980년대 3저 호황의 경제여건 속에서 노동과 기술이 집약된 산업화

시대로 인력수요가 양적으로 많은 시대였다. 이에 따라 선발방식은

보편적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학력을 기반으로 한

필기시험과 단일면접을 거쳐 선발하고 교육 및 부서 배치 등을 통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는 그물형 선발방식으로 집약된다.

1990년대는 IMF체제로 인해 기업조직, 채용규모 등이 감량·감원을

하여 노동시장이 급격히 슬림화 되었다. 이에 따라 선발방식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소수, 수시채용에 적합한 인·적성 검사

도입하여 지식역량이 풍부한 인재를 선발하는 낚시형 선발방식으로

집약된다. 하지만 지식 위주에 평가에 의해 선발된 신입 사원들이

직장생활 적응에 실패하여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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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113 89 21 38 69 93

신입직 73 74 17 28 50 74

경력직 13 11 4 4 10 8

전문직 0 0 0 0 1 1

현장기술직 27 3 0 6 8 10

조직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많은 문제가 되었다.

2000년대는 지식정보화 시대 도래로 노동생산성의 향상 되어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의 문화와 인재상에

부합하는 가치 지향적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다채널 상시모집을

통한 종합직무적성검사 실시와 다단계 역량면접, 디지털창조인 선발

방식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4. K공사의 선발방식

K공사의 선발방식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선발전형을

경력직(4∼5급2)), 전문직(4∼5급), 신입직(6급), 현장기술직(7∼8급) 으로

나누어 운영 중에 있다. 경력직의 경우는 경력사원, 전문직의 경우

전문지식을 가진 박사급사원, 신입직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자 수준의

역량을 갖춘 사원, 현장기술직은 기능직 사원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신규채용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6] K공사 신규채용 현황(2006∼2011)

자료 : K공사 내부자료, 연구자 재구성

각 입사 직군별 선발절차는 상이하다. 경력직 및 전문직의 경우 전공

필기시험은 경력직의 경우 모집분야와의 유관경력사항이 중심이며,

2) K공사의 직급 체계는 1·2급 처실장, 3급 팀장, 4급 과장, 5급 대리, 6·7·8급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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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입직 현장기술직 경력직 전문직

서류전형 적격여부판단 적격여부판단 ˅ ˅
필기시험 ˅ ˅ - -

인성·적성검사 ˅ ˅ ˅ ˅
개인면접 -

˅ ˅ ˅
기능중심 유관 경력 유관전문지식

실용영어회화 ˅ ˅ ˅ ˅
그룹면접 ˅ ˅ ˅ ˅
인턴십 ˅ - - -

전문직의 경우 모집분야의 전문 지식, 현장기술직의 경우 기능 중심으로

면접이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선발도구 유형(인성·적성검사, 그룹면접)은

동일하다. 직군별 모집 목적, 선발도구, 선발방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직군은 신입직으로 한정하였다.

[표 2-7] K공사 직군별 선발도구 현황(2015년 현재)

자료 : K공사 내부자료, 연구자 재구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신입직의 경우는 2015년 현재3) 1차 지원자격

적격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인·적성검사·실용영어회화 시험, 4차 인턴

십, 최종 면접으로 선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입직 선발방식은 2006년 이후 지식 및 학력 위주의

선발방식 관행에서 벗어나 역량 및 현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매년 선발도구 및 방식을 개선하였다. 2006년의 경우 인성·적성검사

도입하였고, 2009년에는 서류전형을 폐지하였다. 2010년에는 역량 기반

선발도구를 재설계 및 도입을 하여 인·적성 검사 재설계, 심층역량면접

도입, 실용영어회화 시험 도입으로 선발도구의 변화를 주었다. 2013년

이후에는 인턴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2014년 채용기준(2015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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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년이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이후

(현재)

서류전형 ˅ ˅ 적격여부심사 적격여부심사

필기시험 ˅ ˅ ˅ ˅
인·적성검사 ˅ ˅ ˅
개인면접

˅ ˅ ˅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심층역량면접

실용영어회화
˅ ˅ ˅ ˅
면접 면접 OPIc OPIc

그룹면접 ˅ ˅ ˅ ˅
인턴십 ˅

[표 2-8] K공사 선발도구 연도별 현황

제 2 절 성과에 관한 논의

1. 직무성과의 개념

일반적으로 ‘성과’란 일이 이루어진 결과 또는 활동, 작업 등을 성취하

는 데 있어서의 행위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측면

에서 봤을 때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측정요소로 구성되어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Collins &

Smith, 2006; 김진희, 2007 재인용). 직무성과는 Price & Mueller(1986)에

따르면 조직의 효과성 내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Szilagye & Wallanance(1984)는 직무성과를 노력과 능력의 함수라고 정

의하였으며 Porter & Lawler(1986)에 의하면 직무성과는 노력, 능력 및

역할 지각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성과

의 개념은 조직 목표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Pincus, 1986; Rogers,

1990; David, 1993; Osborne et al, 1993; Flynn, 1997, Hoffman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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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 et.al, 2006). 즉, 성과는 조직이 설정한 목표의 달성정도(또는 수준)

을 위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업무 수행과정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포괄하는 개념의 성과를 정의할

수 있다. 업무 수행과정의 구성요소는 첫째, 투입물로 이는 인력, 재원,

장비 등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요소로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 투입된 것

을 의미한다. 둘째, 과정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통해 업무 내지는 생산활

동이 이루어지는 집행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분야에

있어 과정은 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을 뜻한

다. 셋째, 산출물은 생산단계의 결과로 투입물을 통한 생산활동을 통해

완성되어 제공된 서비스나 물건 등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넷째, 결과(효과)는 조직 내 업무수행 내지는 생산활동을 통해 생산된 산

출물이 궁극적(직·간접적)으로 사회 및 수혜자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

다.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란 업무수행으로 인한 산출물을 투입 규모에

기초하여 표준화시킨 것으로 “업무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산출물 규모가

투입물 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단위 요소 당 산출물 규모” 또는 “단위 산출물 당 소요자원 규모”를 의

마하는 단위인력, 단위노동시간 또는 단위 비용당 산출물의 형태 등을

들 수 있다.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란 “업무활동으로 인한 산출물이 실

질적으로 실현한 정도 또는 사전에 설정된 의도한 목적을 실현한 정도”

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투입물 규모에 대비한 업

무 활동의 결과물로 산출물 규모”와 업무활동으로 인해 제공된 산출물이

사전에 설정한 의도한 목적을 실현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효율

성은 업무수행 내지 생산과정의 성과 또는 생산성을 양적인 측면에서 나

타내고 있는데 반해, 효과성은 주로 결과·영향 내지는 업무수행의 질적

측면을 반영을 하고 있다. 업무수행과정과 성과의 개념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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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f{능력,동기,환경}

능력

(ability)

동기

(motivation)

환경

(environment)

- 전문적인기술

- 대인관계 기술

- 분석 기술

- 의사소통 기술

- 육체적 한계

- 경력에 대한 포부

- 구성원 간의 충돌

- 좌절

- 공평, 만족

- 목표치, 예상

- 도구, 물질

- 직무설계

- 경제적인 조건들

- 규칙과 정책들

- 관리 지원

- 법과 규제들

목적

투입물 →
활동

/과정
→ 산출물 →

결과

/영향

효율성 효과성

［표 2-9］업무수행과정과 성과의 개념

자료 : 박성훈·김홍규·김윤미, 성과중심의 조직문화조성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13)

p.10 인용

이러한 다양한 개념의 조직구성원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Bohlander & Snell(2004)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음 표와

같이 크게 능력, 동기, 환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표 2-10]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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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개념

Lockett

(1992)

조직에 헌신하고자 하는 유능한 개인들이 조직의 공통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Rashid

(1999)

다층적이고 다영역적인 활동으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

하며 이를 시스템으로 환류시키고 성과격차의 해소방법을

학습시키는 것

Politt

(2002)

공공부문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한편, 이를 조직

전체와 개개인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로 변화시키는 과정

이상철 외

(2008)

조직 및 개인이 전략적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 수행해야할 직무를 파악함으로써 성과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

이석환

(2008)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미래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확한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직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과적 수단들을 설계한 후 이들 간의

관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 내는 일

련의 조합적 과정

이윤식 외

(2005)

공공부문의 성과를 개선·제고·증진하도록 기획·점검·평정·환

류하는 일체의 활동

2. 성과관리

가. 성과관리의 개념과 의의

인적자원관리시스템으로서 성과관리는 성과분석, 인사평가, 인사고과

등 사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설명되고 있으며, 목표설정과 이에 대한

평가는 물론 평가결과에 기반을 둔 보상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또한 성과평가 또는 인사평가는

조직구성원의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성과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하부시스템이다. 따라서 인사평가시스템은 성과관리시스템에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양자가 동일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

다.

[표 2-11] 학자에 따른 성과관리의 개념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성과중심 인사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9) P. 1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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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에 있어 성과관리 제도는 조직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결과를 조직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직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 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운영 결과를 개발된 지표에 의해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직 운영에 환류하는 과정의 개념이다(이현우 외, 2009).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성과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함으로써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성과관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관점에서 필요하다.

조직 목표는 조직 구성원의 활동내용 및 결과와 연결되는 것으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행태와 특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적 관점에서 필요하다.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관리행위 및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부 활동과 관련된 성과관리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발전적 관점에서 필요하다. 조직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개선하고 업무수행 결과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무프로세스 및 업무성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성과관리는 조직과 조직간, 조직 내 구성원 간,

조직과 조직 내외부의 이해관계자간에 성과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여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Rashid, 1999; Kristensen et al., 2002)

성과관리의 방법은 성과관리 핵심구성 요소인 전략기획, 성과기획,

성과측정, 공개 및 활용 단계를 각 단계를 체계화 시키는 것이다.(공병

천, 2009). 핵심구성 요소 중 첫 번째 단계인 전략기획단계에서는 기업의

존재 이유인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5년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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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기획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임무(Mission)설정

▽

성과

기획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전략목표(Strategic Goals) 설정

성과목표(Performance Goals) 설정

▽

성과

측정

우리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성과지표 설정,

성과측정

▽

공개

및

활용

성과관련 정보를 성과개선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성과정보 공개 및 활용

중장기적 정책목표인 전략목표를 설정하며, 전략목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1회계연도 목표를 기준으로

성과기획단계에서 설정하게 될 성과지표와 성과측정방법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성과기획단계에서는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기준을 설정한다.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측정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관련 확인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여야 한다. 셋째, 성과측정 단계에서는 합리적으로 연계된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목표별 성과지표-성과지표별 성과측정방법’에

이르는 성과목표체계 하에서 대상사업을 점검·측정함으로 성과평가

정보를 도출하게 된다. 넷째, 공개 및 활용단계에서는 성과정보를 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활용이 이루어진다. 내부적으로 공개된

성과정보는 기관 운영개선과 구성원의 성과향상을 위한 인사관리 정보로

활용된다.

[표 2-12] 성과관리 과정별 핵심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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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관리제도의 종류와 특성

(1) 목표관리제

목표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MBO)란 목표 중심의

참여적 관리기법이다. 1954년 Druker가 '관리의 실제(The practice of m

anagement)'에서 기본개념을 처음 제시하였고, McGregor, Likert 등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Druker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할수록

목표의 성취도도 커진다’는 전제하에 업적평가 기법이라기 보다는

조직의 상위층에서 하위층에 이르기까지 업무활동을 통합하고 목표

사이의 균형화를 이루기 위한 관리방법이라고 하였다.

목표관리자의 과정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목표의

설정으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공동으로 평가기간 동안 달성할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는 구체적이며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피평가자의 목표는 조직- 부서- 개인 목표 간의 통합을

중요하며 구성원 간의 협조가 성과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업무수행과정 중에 평가자와 피평가자는 목표 진행상황 점검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평가기간동안 피평가자가 실제로 달성한 목표에 대한 실적을

분석하여 추후 목표 설정과 보상에 반영하여야 한다(박천오 외, 2001;

강은숙, 2004)

목표관리제도의 장점은 첫째, 성과목표와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평가과정에서 참여를 극대화하여 목표 지향적 업무체계와 업무 방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조직의 목표와 개인 목표 연계성

강화시키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하여 조직 및 개인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함께 달성 할 수 있다.

목표관리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첫째, 목표단계에서 조직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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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설정되어야 하나 하향식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강제 부여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평가지표 설정시 이해도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목표 및 조직-개인의 연계성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평가지표를 생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셋째, 평가결과 활용 시

집단문화, 연공서열주의 온정주의 등으로 인해 목표달성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임두택, 2004)

(2) 균형성과관리

균형성과관리(Balanced Scorecard : BSC)는 1992년 하버드 대학의 Ka

plan과 Norton이 개발한 성과측정시스템을 말한다. BSC는 과거 전통적

성과관리 방법인 재무적 관점과 이를 보완하면서 미래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성과동인으로서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의 세 가지 비재무적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그리고 BSC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 4개의 관점에서 핵심성공요인(CSF : critical s

uccess factor)을 도출하고 이러한 성공요인을 계량화된 지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산출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조직의 목표와 핵심성공요인 및 성과지표 사이의

인과관계는 전략지도(strategy map)를 통해 도식적으로 표현된다. BSC

는 4가지 관점에 걸쳐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할 때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조직에게 제공해 줄 수 있고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BSC는

조직의 성과를 여러 관점에서 균형있게 측정, 분석, 피드백 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수정,

보완함으로써 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유도한다는 장점을 갖는다.(김윤권·

이민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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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균형성과관리(BSC)의 네 가지 관점

자료 : 김윤권·이민호(2010) P 66. 표 재인용

3. 인사평가

가. 인사평가의 의의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노력 중에서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핵심이 되는 활동이다(Latham, Almost, Mann, & Moore, 2005).

성과중심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인사평가(performance evaluation)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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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주고

직무동기를 높여주며 향후에 직무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부족한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Gilliland & Langdon,

1998),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Bacal, 2001).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조직의 내부고객만족 활동

이 보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인적자원관리 분야도 고객만족

지향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Bowen & Lawler, 1992). 인사평가 분

야에서 고객관점은 구성원들이 단순히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피평가자와

평가자로 간주하기 보다는 이들이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

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인사평가 제

도의 운용에서 공정한 과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

사평가 제도가 정태적인 시스템을 벗어나서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로

역할이 확장되는 경향과 관련해서 인사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는 중

요하다(Hedge & Borman, 1995). 이러한 경향은 전략적 인사관리는 가

치 제고라는 지향점을 기준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인사평가의 종류

(1) 성과평가

성과평가란 종업원 혹은 집단이 수행한 업무수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차후 보완, 개선을 도모하는 인적자원관리활동을 의미한다.

객관적으로 측정한 성과평가를 피드백 함으로써 종업원이나 집단이

수행한 결과가 조직목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여를 하였는지

인지시킬 수 있다.

성과평가는 주어진 기간 동안 얼마나 일을 잘 해 왔는가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으로 성과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사전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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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에 따라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 지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성과평가는 성과를 관리하는 한 부분으로 성과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향후 성과향상을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성과평가는 성과

개선을 위한 과정으로 활용 되어야 한다.(차건환, 2012)

성과평가 방법으로는 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법, 강제선택서술법,

중요사건 기술법, 행동기준 평가법, 목표관리법, 평가센터법 등이 있으며

기업에서는 주로 서열법, 체크리스트법, 관리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열법은 피고과자에 대한 능력 및 업적

등을 통틀어 그 수치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방법이며

성적순위법이라고도 한다. 직무평가에서 근무성정이나 능력에 대하여

순위로 서열을 매기는 방법으로 평가요소별로 서열을 정하여 이를

종합해 평가하는 단순서열법, 가장 우수하거나 가장 열등한 사람을 뽑고

사람들 중에서 또 우월한 사람을 뽑아나가는 교대서열법, 두사람씩 쌍을

지어 비교하면서 서열을 정하는 쌍대서열법 등이 있다.

둘째, 평정척도법이다. 피고과자의 능력, 개인적 특성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요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단계별 차등을 두어

평가하는 기법이며, 단계별로 차등을 두어 평가하는 전형적인

인사고과의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에는 각 고과요소를 분석적으로

평정할 수 있고 각 평정요소에 비중을 두어 균형된 평정가치의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평정의 타당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평정의 수량화와

통계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고과요소의 구성과 선정이

어렵고 고과요소의 비중결정이 어려우며 각 단계를 수량화 하더라도

평정오차를 방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체크리스트법이다. 성과나 평가특성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고과자가 미리 설정된 평가항목에

체크만 하는 프로브스토(Probst)방법과 체크한 후 증거를 제시하는

오드웨이(Ordway)방법이 있다.

넷째, 강제선택 서술법이다. 쌍으로 된 평가항목의 서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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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자에게 제시하고 고과자가 두 개의 설문 중 한 곳에만 체크하게

하는 기법이다.

(2) 역량평가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해서 역량개념은 주로 조직 및 산업심리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개인 수준에서의 역량개념이다. 심리학 영역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은 McClleland(1973)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초기

역량개념은 업무 성과와 관련된 광범위한 심리적 또는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되었으나 그 후에 우수 성과자와 평균 성과자를 구분해 주는 지식,

기술, 능력, 기타 특성으로 발전되어 왔다.(Mirabile, 1997) 보야치스(Boy

atzis, 1982) 역시 역량을 직무에서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성과를

발휘하는 개인의 잠재적인 특성으로 보고 있다. 그의 정의 자체는

맥클러랜드나 스펜서-스펜서(Spencer and Spencer, 1993)와 거의

유사하나 맥클러랜드의 역량연구를 관리자들에게 적용하여 2000여개의

샘플을 사용하여 관리자의 역량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스펜스-스펜서는 맥클러랜드의 기본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맥클러랜드가 제시하는 역량의 기본

개념을 따르면서도 역량을 내적 특질, 성과의 원인, 준거 기준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다 구체화 시키고 있다. 이 때 내적 특질이라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성격의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을 말하며 성과 원인이라는 것은 역량이

행동이나 성과의 원인이며 행동과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준거기준이란 역량이 개인의 우수성을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에 의해

예측한다는 의미이다. 여러 학자들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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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정의 응용 보상

조직역량

(핵심역량)

조직의 전반적

자원과 능력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전략

지속적인 고용

및 안정

관리역량

작업 또는

부문의 지식,

기술, 행동

일반적

직업교육 및

훈련

외부적으로

활용 가능한

업적 및 자격

개인역량

(직무역량)

직무 수행과

관련된

행동목록

HR의 전반적

영역에서 사용

내부적으로

보상 가능한

업적 및 인정

중요하게 활용되는 역량은 미시적 관점에서의 직무역량이다.

인적자원관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과에 관심이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가 일차적인

관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역량 역시 중요한 역량개념을

제공하는 데 조직역량이 바로 전략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페로우(Sparrow, 1996)의 역량구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역량을 조직역량(핵심역량), 관리역량,

개인역량(직무역량)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역량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중첩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의 구분에 있어 조직역량은 모든

종업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역량이며, 관리역량은 개인직무가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역량이며, 개인역량은 개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역량을 의미한다.(차건환, 2012)

[표 2-14] Sparrow의 역량구분

역량평가란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다수 평가자가 여러 기법을 활용해서 평가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조직에 기여하는 뛰어난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행동으로 발휘되는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조직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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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역량개발 유도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역량을 적극 발휘하게 하여 조직역량의 향상을 통하여 조직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역량평가의 목적이다. 또한 선발, 배치, 승진 등에

요구되는 역량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평가가 필요하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업무목표나 과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역량평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역량평가 방법은 1)인터뷰, 2)

시뮬레이션, 3)필기시험, 4) 다면평가 등이 있다.

1) 인터뷰

인터뷰는 실시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잇다는 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가방법 중 하나이다. 인터뷰는 주로 업무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을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모든 평가

대상자들에게 실시하게 되는 데 대상자가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표현하는 데 있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인터뷰는 요구되는

정보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대상자가 꾸며진 시나리오 내에서 업무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직무점검과 비슷한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구두로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여 지식 점검과 같은 형식을 취하기도 한

다.

2)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직무 관련 역량 중 사고기술, 의사소통, 인간관계와 같은

상호작용적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업무와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일반적 상황을 상정한다. 시뮬레이션은 주로 3가지 단계를 거쳐

실시되는 데 우선, 적절한 작업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내용 구성을 개발하며 마지막으로 평가 대상자의 성과를 평가한다.

시뮬레이션은 개인적 역량과 특성을 직접적이고 생동감 있게 측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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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평가대상자가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직무조건에 딸 다양한 기대를 반영할 수 있고, 직원배치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및 능력 발전에도 사용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

따라 신속히 개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단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3)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평가 대상자가 질문을 일고 답을 글로 쓰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인 평가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식평가와 능력평가와 같은

일반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개성이나 관심 영역에 대한 목록 작성을

포함한다. 필기시험은 업무 관련 지식과 능력 뿐만 아니라 기술자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4) 다면평가

다면평가는 기업경영 특히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주체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360도

평가라고 한다. 평가자의 일방적인 하향식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하향식 평가는 다분히 상사의 주관과 편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면평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사의 평가는 물론

부하직원의 상향평가, 동료직원의 수평평가 외에 필요한 경우 고객의

평가까지 동원한다. 평가 주체가 다양해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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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의 인사평가

공공기관에서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수십년전부터 강조됨에 따라 인적

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공공기관들의 경우

성과 중심의 보수구조, 보직임명, 승진체계, 교육훈련 등이 점차 강조됨

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 제도의 구축이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에서 핵심은 개인의 업적과 역량을 공정하

게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수용성을 제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피평가자들의 평가체계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된다면 성

과주의 인사제도가 큰 제약을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상대적 불공정감에

따른 근무의욕 상실, 조직 침체, 이직 등의 문제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

이에 많은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성과주의 인사정책에 맞추어 인사평가제

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평가방법, 평가척도, 평가요소 등을

개선함으로써 인사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의 인사평가는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비

판을 받아왔다. 즉, 근무성적평정제도는 평가주체에 따른 관대화 또는 엄

격화 경향이 있고 평가요소들이 판별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심재권, 2003). 공공기관의 인사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2000년대 초·중반

에는 다면평가제도 도입방안이나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김순양·배병돌, 2011; 임창희, 2003; 유영현, 황요성, 2007). 하

지만 최근에는 다면평가제도 한계를 지적하면서 (박석희·김민웅, 2011),

관련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또한 다면평가제도의 보완책으

로 역량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하미승 외, 2007)와 기존 성과평가(업적평

가)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조경호, 2008; 2001; 노종호·최

진욱, 2011)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들의 인사평가는 크게 업적평가(부서업적 및 개인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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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역량평가(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의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

로 구성되고 있다. 다면평가의 경우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이를 폐지하였

지만, 일부 기관은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최근의 제도개선노력은 공공기관들의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도 성과지향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인사정책을 설계·운영해 오고 있다(기

획재정부, 2010,2011,2012)

2010년 이후 여러 공공기관들은 인사평가체계를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8개의 공공기관들의 인사체계를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핵심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업적평가는 대체로

부서업적과 개인업적으로 구성이 되는 데, E공사와 같이 부서 업적을 다

시 상위부서와 하위부서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요소별 반영부중, 평가

지표, 평가방법(평가주기, 평가자구성, 평점방식)도 기관마다 차이를 보인

다. 역량평가의 경우 많은 기관들이 보직자와 직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

지만, A공단과 같이 이를 직원(2급 이하)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직원 역량평가는 모두 하향평가방식을 적용하지만 보직자 역량평

가는 하향평가와 상향평가가 혼합된 경우(B공사, E공사, H재단)와 하향

평가만을 적용하는 경우(C공단, F공사)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의 인사평

가 체계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만으로 인사평가체계를 운영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B공사는 업적평가와 역량평가결과를 기본연봉 및 성과급 산

정 시 80대 20의 비율로 반영하고 있다. C공단의 인사평가 체계도 성과

평가와 역량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근무평정에 직원을 기준으로 각

각 60점과 40점이 반영되고 있고 성과급 산정에는 성과평가,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에는 역량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E공사의 인사평가체계

도 기본적으로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로 구성되어 있는 데, 1급 및 2급(갑)

은 50대 50, 2급(을)은 60대 40의 비율로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고 ,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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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직원의 경우 청렴도 평가를 추가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성과급 산

정, 역량평가는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H재단도 성과평

가와 역량평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데 근무성적평정에의 반영비율은

직원 기준으로 각각 40점과 6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연봉 인상률은

역량평가결과, 성과급은 역량평가와 성과평가가 합산된 종합근무평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둘째,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외에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유형으로

A공단과 F공사를 들 수 있다. A공단의 인사평가체계는 직원을 기준으로

성과평가(35점), 역량평가(40점), 경력평가(20점) 및 교육평가(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면평가는 승진 인사시 인사평가에 따른 종합 근무평점

(70%)외에 30%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F공사의 경우 다른 기관들과 달

리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외에 다면평가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

원(2∼4급)을 기준으로 업적평가 50점, 역량평가 45점 및 다면평가 5점

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고 있다.

셋째, 성과평가만으로 인사평가를 운영하는 유형으로 D공사와 G연구

원을 들 수 있다. D공사는 성과평가만으로 인사평가체계를 구성하고 있

는데, 성과평가에서 조직평가와 개인평가 비중이 직원(3급이하) 기준으로

35점과 65점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면평가는 승진서열 명부 작성 시 근

무평정과는 별도로 시행하는 데 직원을 기준으로 근무평점 70점 및 다면

평가 결과를 30점 반영하고 있다. G연구원의 경우에도 역량평가를 시행

하고는 있으나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인사평가는 주로 성과평

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평가등급체계 및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을 보면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성

과평가와 역량평가 모두 5등급 평가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상대평가방식

을 적용함으로써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10:20:40:20:10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배분비율을 비대

칭적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고(C공단 역량평가), 직원에 대해서는 3등급

평가체계를 적용하거나(D공사 성과평가), 최상위와 최하위등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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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칭 등급별 인원비율(S:A:B:C:D)

역량평가

C공단 10:25:50:10:5

E공사 10:20:40:20:10

F공사 10:20:40:20:10

H재단 10:15:50:15:10

업적평가

A공단
1·2급 10:15:50:15:10

3급이하 5:20:50:20;5

C공단
부서업적평가 6:9:13:9:6(등급별 부서수)

개인업적평가 10:25:30:25:10(B등급 부서 기준)

D공사
1·2급 10:20:40:20:10

3급이하 10:80:10(3등급 A:B:C)

F공사 10:20:40:20:10

G연구원 10:20:40:20:10

H재단 10:15:50:15:10

등급별 최소인원비율(10%)보다 낮은 5%로 설정한 경우도 있다(A공단

성과평가).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2-15］공공기관별 평가등급 및 등급별 인원배분

현행 공공기관 인사평가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

어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요소별 배점 및 평점방식, 평가주

기, 평가자 구성 등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상의 문제는 업적평가와 역량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평가가 궁극적으로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으려면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인

사평가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한 제도적 보

완이 부족한 상황이다. 직원의 수용성을 강조할 경우 인사평가가 성과주

의 인사정책과 괴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평가제도의 실효성만을 강

조할 경우 조직의 안정과 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인사평가 제도 개선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개선과 함께

평가결과 활용방식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박석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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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평가활용

종합근무평정

2009년 이전

▪ 근무평정
▪ 실적평가
▪ 능력/태도평가
▪ 청렴도

▪ 승급

▪ 다면평정 ▪ 능력·태도평가 ▪ 승급·연봉

▪ 경력평정 ▪ 최저근무연한 ▪ 승급

▪ 가점평정 ▪ 어학, 포상 등 ▪ 승급

개인종합평가

2009년 이후

성과

평가

▪ 조직
▪ 목표대비실적

▪ 연봉

▪ 승급·연봉▪ 개인(MBO)

역량

평가

▪ 공통 ▪ 핵심가치
▪ 연봉

▪ 직무 ▪ 직무별 상이

▪ 리더십 ▪ 리더 역량 ▪ 승급

가감점

평가

▪ 어학가점 ▪ 외국어능력

▪ 승급▪ 교육가점 ▪ 역량개발

▪ 평가자감점 ▪ 평가의공정성

5. K공사 평가제도

가. 개관

K공사의 인사평가는 2009년도에 도입하여 개인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 이전 종합근무평정방식은 근무평정, 다면평정, 경력평정, 가

점평정으로 구성되었다.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평가 하였다.

이 평가 방식은 평가자 및 인사담당 부서에 의해서 근무평정, 경력 평정

등이 평가되는 방식으로 협의과정 및 피드백 등이 부재하여 공정성과 객

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비판과 K공사의 성과보상 중심으로 경영전략이 수립되면서

2009년에 도입한 개인종합평가 제도는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

다. 개인종합평가는 목표 관리를 통한 성과평가,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역량평가, 가·감점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

로 연 1회 평가를 하며, 피평가자별 평가 결과 공개한다.

K공사의 평가제도의 주요 변천사는 다음과 같다.

[표 2-16] K공사 평가제도 주요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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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평가 역량평가

가·감점평가
조직

개인

(MBO)
공통 리더십 직무

팀장급이상 30% 30% 16% 24% 가점:어학·교육·

감점:평가자팀원 10% 30% 24% 36%

개인종합평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직위별 요구되

는 역량이 상이하므로 직위별 상이한 항목과 비율로 평가한다. 팀장급의

경우에는 성과평가 60%(조직 30%, 개인 30%), 역량평가 40%(공통 16%,

리더십 24%)로 성과평가 비중이 높다. 팀원급의 경우에는 성과평가

40%(조직 10%. 개인 30%), 역량평가 60%(공통 24%, 직무 36%)로 역량

평가 비중이 높다. 각 평가체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7] K공사 개인종합평가체계

성과평가의 결과는 기본연봉(팀장급 이상)과 성과급 차등에 활용되며,

개인종합평가는 승급, 보직 임명, 교육대상자 선정 등 전방위적 인사관리

에 활용된다.

나. 성과평가(조직평가, 개인평가)

성과평가는 조직평가와 개인평가로 구성되며, 조직평가는 처실장급의

경우 본부 50%, 처실 50% 평가를 하게 되며, 팀장급 이하의 경우 처실

50%, 팀 50%로 반영된다.

조직평가는 1차는 동일 처실 내 교차평가, 2차는 상위자, 3차는 차상위

자 평가가 되며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되며, 사장이 최종 확정을 하게

된다. 개인평가는 MBO방식(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로 팀장급 이상의

경우 해당 소속의 KPI, 중점추진과제, 공통지표 등으로 구성된 ‘조직목표

달성도’ 70%, ‘부하직원 역량개발노력도’ 30%로 구성되며 팀원급의 경우

평가자와 협의 하에 목표를 수립하여 평가 받게 된다.

개인성과평가 목표는 피평가자는 계량, 비계량 목표를 구분하여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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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설정 → 합의요청 → 목표합의

피평가자 :

실적작성→면담요청

(지원요청, 우수실적, 향후계획)

→

평가자 :

피드백, 진행도평가

(지원사항, 우수성과, 보완사항)

자기

평가
→

1차

평가
→

2차

평가
→
재검토

요청
→ 재검토 →

최종

확정

▪ 목표수립과정

▪ 중간면담과정

▪ 최종평가과정

기준으로 목표 설정을 하고 평가자와의 목표 합의를 통해 수립하게 된

다. 이후 연 1회 중간면담을 실시한다. 중간면담시 피평가자는 지원요청

사항, 우수실적, 향후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요청을 하고, 평가자는

중간면담 이후 피평가자의 지원사항, 우수사항, 보완사항, 현재까지 진행

도평가를 작성하여 중간면담을 완료한다. 연말에 최종 평가시에는 피평

가자는 1년간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해 입력하고 스스로의 평가 이후 피평

가자 의견을 작성하여 평가를 요청한다. 평가자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성

과평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개인성과평가의 경우 1차 직속 상위자, 2차 차상위자 평가이며 각 소

속의 동일직급을 기준으로 상대배분 비율표에 따라 상대평가로 평가를

받게 된다. 1차 평가를 기준으로 2차 평가 시 1등급 상·하 등급 조정이

가능하다.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처실, 본부)를 운

영하고 있으며 처실평가위원회의 경우 팀원급 직원 최종평가, 팀장급 직

원 1차 평가를 담당하며, 본부평가위원회 팀원급 직원의 재검토 요청 및

팀장급 직원의 최종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성과평가의 평가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8] 개인성과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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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량평가(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역량평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공통역량평가, 리더십역량평

가, 직무역량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평가결과는 개인종합평가에 직위

별로 상이하게 반영되며 결과는 승급 등 인사관리에 활용된다.

공통역량평가의 경우 전직원이 평가 대상으로 다면평가 방식으로 평가

한다. 평가 기준일 당시 소속의 상사·부하·동료가 평가자이며, 평가 항목

은 K공사의 핵심가치 및 인재상과 관련하여 평가한다. 절대평가 방식으

로 평가 한 후, 평가자 성향을 최소화 하고자 보정을 실시한다.

직무역량평가의 경우 팀원급 직원이 평가 대상으로 상사평가로 진행이

되며 평가 기준일 당시 소속장이 평가자이다. 평가 항목은 직무별로 상

이하며,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한 후 평가자 성향 보정을 실시한다.

리더십역량평가의 경우 팀장급 이상 직원이 평가 대상으로 다면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평가 기준일 당시 소속의 상사· 부하가 평가자이며,

평가항목은 리더로써 갖추어야 할 역량과 관련하여 평가한다. 평가방식

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라. 가점·감점 평가

가점·감점 평가는 어학가점, 교육가점, 평가자감점으로 구성된다. K공사

의 사업 특성상 해외사업이 비중이 높아 직원의 외국어능력을 강화시키

는 취지에서 어학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용회화시험 점수 등급 구분

에 따라 점수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교육가점은 역량강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급별 필수과정 및 K

공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특수 교육가점이 있다. 이는 교육과정 이수여부

에 따라 점수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평가자감점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운영하고 있으

며, 평가자가 이를 저해하는 평가를 했을 경우 심의 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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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직무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논의

1. 인적자본이론

한국 노동시장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구조의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부족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로 인해 남들보다 좋은

임금과 직업지위를 얻기 위해 인적자본으로의 투자 즉, 스펙쌓기 경쟁은

인간의 교육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설명한 인적자본이론을 통해

이해하도록 해준다.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인간의 교육과 생산성 그리고

소득의 관계를 설명한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거나 더 많은 직업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다. 학교교육 또는

다른 직업훈련을 통해 지식, 기술 및 경험이 쌓이면서 각 개인의

생산성은 증가하게 되고, 근로자들은 높은 생산성에 부합하는 높은

소득을 얻게 된다(Weiss, 1995). 이 과정에서 인간이 교육과 훈련에

의해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적자본은 개인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은

인적자본을 보유함으로써 늘어난 인적자본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게 된다(곽윤숙, 2006). 이러한 인적자본이론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반으로 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시장이 완전히 통합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개방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문성숙, 노상우, 2013).즉 인적자본이론에서는 노동시장은 하나이며

동질적인 완전경쟁체제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높은 생산성을 드러냄으로써 높은 임금과 직업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각 개인이 지식, 기술과 경험 등 인적자본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개인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따른 투자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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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곽윤숙, 2006; 황여정·백병부,2008). 노동시장에서 각 개인이 가지게

되는 소득과 직업 지위의 결정 요인은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개인들의

부단한 노력과 투자이다. 따라서 각 개인들은 인적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먼저 학교교육의 유형과 연한에 투자를 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부가적인 직업 훈련을 받거나 건강관리를 하며 가능한 경우에 또 다른

학교교육을 이수하려고 한다(Klevmarken and Quigley,1976).

이 이론을 기반으로 진행된 실증연구들은 구직자들의 취업률 및

임금수준 즉,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의 학력 요인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선행연구들이 많았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임금수준이

높았다.(노경란·박용호·허선주, 2011; 류기철,2001; 박환보, 2011; 성효용·

김민경. 2003; 채구묵,2007). 즉, 더 많은 학교교육을 받는 동안 각

개인들은 더 많은 지식과 기술 등 인적자본을 계속 축적하여 가치를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Pascarella and Trenzini,1991)

둘째, 개인의 전공요인은 선행연구별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체로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공학 및 자연계열, 의학계열 등은

취업률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직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체능 계열은 다른 전공 계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출신의 근로자들이 비이공계 출신에 비해 향후 직위와 임금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준, 2004)

셋째, 개인의 학점요인은 선행연구별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보편적으로 학점이 좋은 학생은 충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한다. 여러 서구의 연구들에서 대학의

학점이 초기 직업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Pascarella and Trenzini, 1991).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학점과 직무성과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박환보, 20

11; 박환보·김성식, 2011)가 있는 반면, 학점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안관영, 2005; 조영하·김병찬·김봉준, 200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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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외국어능력요인은 선행연구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연수경험과 영어공인시험성적은 노동시장 이행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리·박미진, 2008; 박환보·

김성식, 2011; 박성재·반정호, 2006; 유승혜, 2007; 임천순·양병무, 200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구직자의 입사 후 직무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이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투자를 통해 더

높은 소득과 직업지위를 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인적자본이론과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모형을 설계함에 있어 선발도구 외 직무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2. 신호선별이론

인적자본론과는 대조적으로 교육이나 훈련 경험 자체는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으며, 개인 간 임금차이는 선천적인 능력이나

노동시장에서 선호하는 인간상의 충족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이론이 신호선별이론이다(Spence, 1973).

고용주 입장에서는 회사에 지원하는 구직자들 중에서 기업의 기준에

합당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선발

과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에 비해 많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그들에 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많은 지원자들이 얼마나 부합하는 가를

알아내는 데 과도한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다(Phelps, 1972). 따라서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고용주는 지원자들에 대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업의

선발단계는 근로자의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비대칭적 정보(asymme

tric information)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때 고용주는 근로자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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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몇 가지 특성을 신호로 판단하여 근로자를 선별하게 된다(남기곤·

윤진호·이시균, 2010),

신호선별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같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

간에도 어떤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했는지 또는 어떤 유형의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라 그들의 직무성과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류장수, 2003; 박가열·천영민, 2009; 이규용·김용현, 2003;

이병식, 2004; 임천순·양병무, 2006; 장미혜, 2002; 장수명, 2006; 채구묵,

2007).

이러한 대학의 서열관계에 대한 특정대학에 선호는 고등교육의 확대

과정에서 입시의 국가 관리, 수도권 편중 개발 정책, 지역 간 불균형

정책 등으로 대학소재지, 대학 유형, 대학 설립 시기, 그리고 설립역사

등에 따라 대학의 서열관계가 형성되었으며(이두휴·고형일, 2003),

이러한 현실에서는 대졸자들의 특성이나 장점이 대학의 교육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되는 현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의 출신에

따라 대졸자의 능력이 판단되었다(김안나, 2003)

이는 기업의 스펙과 학력 중심의 채용행태를 대변해 주는 이론이다.

즉,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스펙과 학력 등의 서열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서류전형 등을 통해 선별해 내는 행태를 대변해 준다.

3. 통계적 차별이론

통계적 차별이론(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은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능력에 대해 성과 인종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여 채용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통계적 차별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기업의 채용단계에서 남성과 여성 또는 백인과

흑인의 각기 다른 집단들이 서로 상이한 채용결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

다. 여성과 흑인은 남성과 백인에 비해 능력이 낮고 신뢰할 수 없으며

장시간 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편견에 의해 노동 시장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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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helps, 1972). 심지어 인종과 성에 따라 각

집단들이 비슷한 생산성을 내거나 평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여성과 흑인들이 받는 임금은 남성과 백인에 의해 차별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Aigner and Cain, 1977). 또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흑인은 백인보다 좋은 직업을 얻거나 많은 임금을

얻기가 어려웠다(Stolzenberg, 1975).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의 경우에도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고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고용주는 남성보다

여성의 생산력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수의 근로자가

남성인 직장인 경우 여성 근로자와 같이 일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쉽지 않고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편견 속에서 일하게 된다(곽윤숙, 200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구직자들의 노동시장성과에 대해

신호선별이론과 통계적 차별이론 관점으로 진행된 국내·외 연구들은

실제 입사 후 직무성과에 상관없이 출신대학과 성별 등이 직무성과를

결정하는 하나의 신호 역할을 한다고 밝혀왔다. 이를 통해 유형별

신입직원 선발 도구가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 분석함에 있어

이들 요인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제 4 절 선발도구와 성과와 관련한 논의

기업의 경쟁력의 시작은 인재선발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선발과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다. 하지만 비용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실제 직무성과를 나타내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스펙 중심에서 벗어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도입된 다양한 선발도구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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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발도구의 타당성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공기업

채용선발 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 분석 결과(이정호, 2014)는

직무성과를 승진, 연봉, 포상으로 설정하였고 각 채용도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승진의 경우 전공시험점수와 적성점수가 정

(+)의 관계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포상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

채용도구는 없었다. 연봉의 경우에는 전공시험점수와 면접점수가 정(+)

의 관계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A사 사례를 중심으로 선발도구의 직무성과 예측성에 관한 연구결과

(박종욱,2009) 선발도구는 직무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또한 공기업 인력선발도구의 직무성과 예측타당도 분석결과(심재권, 2

001) 필기성적이 면접보다 더 큰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추가적으로 선발도구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대졸자의 구직방법이 초기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이현주, 2014)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정규직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과 자연공학을 전공한

대졸자들이 다른 전공에 비해 더 나은 노동시장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영어시험점수의 취득과

어학연수경험 등 외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한 경우 높은

임금을 받았다.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채용방식이 직무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김미영, 2013)는 인턴십을 통하여 직원을 선발하는

방식은 직무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 간

상호 정(+)의 영향을 주었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성과 결정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대학

졸업자의 취업성과는 구직자의 개인적 속성, 대학 재학 중 학업 성취 및

개별적 취업준비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데 특히 취업의



- 47 -

희망하는 지원자의 구직용구와 기업의 구인 욕구가 충족되는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최일수, 2012) 연구 결과 나타났다.

H사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적 채용관리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례 연구

(이윤환, 2012)는 일반적으로 채용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는 좋아졌지만

시용기간의 도입이 고용안정 부분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한국 공개채용 문화의 사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종구·김홍유, 2010) 결과 채용 문화는 단순히 기업과

구직자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시대별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개채용방식이 변화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면접시험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른

구분 없이 면접 시에 사용하는 방법이나 면접절차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장재복, 2008)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모형 및 주제 선정 시 선행연구의 한계성 및 향후 연구방향을

참조로 하여 설계하였다.

첫째, 유형별 선발도구의 직무성과 예측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K

공사의 실제 근무성정평정 점수(개인종합평가결과)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의 한계 중 많은 부분이 성과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등 설문지에 의한 방식의 기준치를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인사 기초 자료에 활용하고 있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유형별 선발도구 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통제를 시켰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성별, 학력 등이 입사

후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형 설계시

통제를 시켰다.

셋째, 직무환경 및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다. K공사의

경우 사무·기술 등 직군별 직무 환경이 상이하다. 이를 반영하여 세분화

시켰고 , 2010년 이후에 역량기반 중심 선발도구 재설계 및 도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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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기업

인력선발도구의

직무성과

예언타당도 분석

(심재권, 2001)

선발도구의

직무성과

예측성에 관한

연구

(박종욱, 2009)

공기업

채용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분석

(이정호, 2013)

독립변수

(입사성적)

영어, 전공, 논술,

면접
인적성, 면접 전공,논술,면접,적성

종속변수

(직무성과)

1년 근평점수

2년 근평점수

-입사후 2년뒤

3년간 근평점수
-승진,포상,연봉수준

통제변수 직군,입사년도 학교수준
학교수준,성별,

직군,입사년도

통계기법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본수 N=475 N=354 N=471

결론

필기가 면접보다

직무성과에 더 큰

유의미성이 있음

유의미한결과

없음

- 승진 : 전공,적성

(+)

- 기본연봉수준 :

전공, 면접(+)

- 포상 : 유의미X

고려하여 전·후를 비교하였다.

넷째, 입사 후 적응기 및 성숙요인 등을 고려하여 입사 후 1년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입사 후 입사자별 2·3년차 직무성과를 평균하여

직무성과 지표로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다섯째, 입사 성적에서 가중치를 제외하고 각 선발도구별 만점으로

산정하여 선발도구의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하고자 하였다. 입사 총점의

경우 각 선발도구별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도구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없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였다.

［표2-19］주요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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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1. 연구의 자료

K공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인원을 선발하여 왔으며 2006년 이전

및 기타 선발(청년인턴, 경력직, 전문직, 고졸 채용 등)은 선발도구가 상

이하여 2006년 이후 선발된 직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2006년∼ 2011년 입사자 성적 및 입사

이후 2·3년차의 직무성과(개인종합평가 결과) 데이터이다. 독립변수인 입

사성적은 채용시스템에서 취득한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직무

성과(개인종합평가 결과)는 개인종합평가시스템에서 기타 인적사항 등은

인사시스템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선발도구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한다. 독립변수인 선발도구의 유형의 점수는 K공사의 2006∼2011년

신입직 입사성적을 적용하였다. 선발요인별(전공시험, 어학시험, 영어회

화, 적성검사, 개인면접, 그룹면접)으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제외하고 각

만점을 100점으로 측정한 점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성과는 K

공사의 인사평가결과인 개인종합평가 결과를 적용하였다. 개인종합평가

는 성과평가, 역량평가, 가·감점평가 합산된 결과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 직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직군, 나이, 최종학력, 입사년도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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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구의 분석틀

유형별 선발도구 → 직무성과

<독립변수>

전공시험

어학시험

영어회화

적성검사

개인면접

그룹면접

<통제변수>

성별

직군

나이

최종학력

입사년도

<종속변수>

개인종합평가결과

제 2 절 변수의 선정

1. 종속변수

K공사의 인사평가결과는 MBO평가, 역량평가(공통, 직무), 가감점평가

(어학가점, 교육가점, 평가자 감점) 등 개인종합평가를 통해 측정된다. 이

러한 방식으로 평가된 성적은 매년 말 승급, 성과연봉 차등, 교육 선발,

포상, 저성과자 선발 등에 활용 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고과 점수의 공정

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선행연

구와 마찬가지로 K공사 개인종합평가결과(근무성적평정결과)를 직무성

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사 후 1년차는 적응기로 간주하고 2

년차·3년차 인사고과 성적을 집계한 후 평균을 도출하여 측정지표로 사

용하였다. 또한 휴직, 퇴직, 교육 등으로 인해 평가 결과가 없을 경우 제

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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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유형별 선발도구에 대한 점수는 변수는 K공사의 2000년대

후반(2006∼2011) 신입직 입사자들의 전공시험, 어학시험, 영어회화, 적성

검사, 개인면접, 그룹면접 결과를 적용하였다. 어학시험은 지원 자격에

요건으로 작성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의 표본 집단을 2000년대 후반(2006∼2011)으로 한 것은 인·

적성검사 도입, 학력·연령 제한 철폐, 역량중심 면접 방식 도입 등에 따

른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직무

성과(개인종합평가결과) 선정 시 입사 2년·3년차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현재 개인종합평가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2012∼2013년 입사자들은 제외

하였다. 같은 기간 경력직·전문직·고졸입사자는 선발방식 및 도구가 상의

하여 제외하였다.

3. 통제변수

선발도구의 직무성과 예측성에 관한 연구(박종욱, 2009) 등에 의하면

일반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 되는 출신 대학교별 수준과 인사고과 평가에

상관성이 있는 지 여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공사에서의

선발절차에서도 대학교 수준이 점수화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 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K공사의 신입직은 입사 후 본사에

배치되어 부서에 대해서 통제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선행연구에

따라 성별, 최종학력, 나이, 입사연도, 직군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앞서 제시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측정방법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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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평가점수

종속변수 성과요인 직무성과
개인종합평가결과

(입사후 2년간 평균)
0∼5점

독립변수

선발도구1 전공시험 지원분야 전공필기점수 0∼100점

선발도구2 어학시험 TOEIC 점수 0∼990점

선발도구3 영어회화
영어회화 면접점수
‘10년이전 : 대면면접

'10년이후 : OPIc test

0∼100점

선발도구4 적성검사 적성검사 점수 0∼100점

선발도구5 개인면접
PT/심층역량면접점수
‘10년이전 : PT면접

'10년이후 : 심층역량면접

0∼100점

선발도구6 그룹면접 임원진면접(종합면접) 0∼100점

통제변수

통제요인1 성별 남/녀 -

통제요인2 직군 사무/기술 -

통제요인3 입사년도 2006∼2011년 입사년도 -

통제요인4 최종학력
고등학교/전문학사/

학사/석사/박사
-

통제요인5 나이 입사 당시 나이 22∼37세

[표 3-2] 변수의 측정

제 3 절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1. 연구가설

가설. 선발요인별 점수와 직무성과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

1-1 전공시험 점수와 직무성과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

1-2 어학시험 점수와 직무성과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

1-3 영어회화 점수와 직무성과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

1-4 적성검사 점수와 직무성과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

1-5 개인면접 점수와 직무성과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

1-6 그룹면접 점수와 직무성과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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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α+β1X1+B2X2+B3X3+B4X4+B5X5+B6X6+BiZi+ε

<종속변수>

직무성과 : Y1 = 개인종합평가결과 2개년 평균

<독립변수>

선발요인별 점수

X1 = 전공시험 점수 X2 = 어학시험 X3 = 영어회화4)

X4 = 적성검사 점수 X5 = 개인면접5) X6 = 그룹면접

<통제변수>

개별차이 : Z= 성별, 직군, 입사년도, 최종학력, 나이

2. 분석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입직원 선발도구 유형이이 개인 직무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선발요인별 점수로

설정하여 선발도구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각각의 선발요인별 관계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직무성과 지표로 개인종합평가점수로 설정

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를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직군, 입사년도, 최종학력, 나이를 통제변수로 하였다.

선행 연구들이 기업들의 선발도구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분

석 필요성을 제기 하였지만 각 요인별 직무성과에 대한 효과성은 검증되

지 않았고 직무성과를 근무성적평정결과 대신 인사 만족도, 연봉 등으로

설정하여 직무성과의 개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선발요인별 직무성과에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다중회귀모형은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2] 회귀모형

4) '10년 이전 : 영어회화면접, ‘10년 이후 : OPIc test

5) '10년 이전 : PT면접, ‘10년 이후 : 심층역량면접



- 54 -

구분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공시험 점수 268 42.50 97.50 67.91 1160

어학시험 점수 268 700.00 990.00 877.95 66.49

영어회화 점수 268 46.00 100.00 80.29 9.89

적성검사 점수 268 50.90 96.60 72.60 9.01

개인면접 점수 268 57.50 100.00 80.67 10.37

그룹면접 점수 268 51.33 100.00 87.18 7.04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적 통계분석

1.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2006년〜2011년 신입직원의 입사성적(최종점수), 전공시험,

어학시험, 영어회화, 적성검사, 개인면접, 집단면접 점수이다. 각각의 독

립변수(입사성적(총점), 전공시험, 어학시험, 영어회화, 적성검사, 개인면

접, 그룹면접)와 직무성과와는 양(+)의 관계를 가정한다. 독립변수의 기

술 통계량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1]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의 선발요인의 가중치 적용 후 총점 및 각 선발요인별 점수는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중 전공시험 점수는 지원 분야 전공

필기 점수이며, 어학시험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일정 점수 이상의

TOEIC 점수이다. 영어회화 점수는 2010년 이전 입사자는 영어회화 면접

점수이며 2010년 이후 입사자는 OPIc Test 결과이다. 개인면접 점수는

2010년 이전 입사자는 PT면접점수이며 2010년 이후 입사자는 심층역량

면접점수이다. 그룹면접 점수는 임원진 면접인 종합면접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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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직무성과 268 2.67 5.04 3.57 .39

구분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이 268 22.00 41.00 30.6343 3.77859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직무성과를 개인종합평가점수로 설정하였다. 개인별 직

무성과 점수는 K공사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추출하였다. K공사의 개인종

합평가는 성과평가(개인MBO평가, 조직평가), 역량평가(공통, 직무), 가감

점 평가로 부여 되며 직급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개인종합평가 점수로

부여된다. 종속변수인 직무성과의 기술적 통계량은 다음 표와 같으며

표에서 직무성과(개인종합평가점수)점수는 최소값이 2.67이고 최대값이

5.04이고 표준편차가 0.39으로 변수로서 충분한 변별력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입사자들의 입사년도, 직군, 성별, 최종학력, 나이를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입사년도별 채용방식 및 인사고과 방식에 차이가 있

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며, 직군 및 성별, 나이, 최종학력에 따라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K공사의 근무성적평정시(개인종합평가) 경력평정을 하고 있지 않고 대

졸 신입사원의 배치부서는 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 국

내지사, 해외사무소는 통제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 통계량

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3] 통제변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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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입사년도

2006년 57 21.3 21.3 21.3

2007년 68 25.4 25.4 46.6

2008년 17 6.3 6.3 53.0

2009년 19 7.1 7.1 60.1

2010년 40 14.9 14.9 75.0

2011년 67 25.0 25.0 100.0

직군
사무 114 42.5 42.5 42.5

기술 154 57.5 57.5 100.0

성별
남 185 69.0 69.0 69.0

여 83 31.0 31.0 100.0

최종학력

학사졸업 207 77.2 77.2 77.2

석사졸업 59 22.0 22.0 99.3

박사졸업 2 0.7 0.7 100.0

[표 4-4]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빈도분석)

제 2 절 다중회귀분석

1.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선발도구 점수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이란 둘 이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데이터에서 잔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추정치를 찾

아내는 최소자승법을 의미한다.

다중회귀분석에서의 추정치가 최우선형불편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먼

저 다음과 같은 기본가정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오차항의 평균은 0

이다6). 둘때 오차항은 동분산성을 가진다7). 셋째, 오차항은 서로 독립적

6) 오차항의 조건부 기대값이 0이라는 의미로 cov(xi,ei)=0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가정

이 충족되면 분석모형의 독립변수와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7) 오차항 조건부 분산은 모든 I에 대해서 동일하다는 것으로 var(ei | xi)=σ2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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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8). 넷째, 오차항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OLS다중회귀분석에서 이 가

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석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

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가정들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보

고 분석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해 보고자 한다.

가. 다중공선성 진단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들 간에 강한 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

다.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에 완전한 선형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

본으로 가정하고 있는 데 상관관계 강한 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되면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여 분석결과가 불안정하게 된다. 다중공선성을 진

단하는 방법에는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활용된다. VIF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 인해 추정계수의 표

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VIF가 10보다 크면 다중

공선성 문제를 의심해야 한다. 공차한계는 VIF 역수로서(1/VIF)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민인식·최필선, 2009). 본 연구

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들에 대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해 본 결과 모

든 변수들의 VIF값이 10보다 작았으며 공차한계 역시 0.1이상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는 독립변수 또는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개의 변수간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

록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 공선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다

중 공선성이 낮아진다. 보통 변수간 0.7 이상이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고 할 수 있고 0.9 이상이면 매우 높은 관계로 볼 수 있다.(남궁근, 201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으며

독립변수들에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또한 다중 공선성 문제는 발

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8) 두 개의 서로 다른 오차항 ei 와 ej 이 존재할 때 이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

하며 cov(ei, ej)=0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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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공 어학 회화 적성 개인 그룹 성별 직군 입사 학력 나이

전
공

상관계수 1 .248 -.040 -.028 .110 -.044 .155 -.371 -.064 -.036 -.076

유의수준 .000 .512 .648 .071 .476 .011 .000 .298 .557 .218

N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어
학

상관계수 .248 1 .254 .128 .033 -.020 .087 -.557 .004 -.235 -.037

유의수준 .000 .000 .036 .587 .746 .156 .000 .950 .000 .542

N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회
화

상관계수 -.040 .254 1 -.068 .084 -.087 .163 -.086 -.220 .004 .110

유의수준 .512 .000 .269 .171 .156 .008 .162 .000 .948 .071

N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적
성

상관계수 -.028 .128 -.068 1 .046 .014 -.005 -.209 -.046 -.184 -.072

유의수준 .648 .036 .269 .458 .823 .936 .001 .454 .003 .239

N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개
인

상관계수 .110 .033 .084 .046 1 -.076 .052 .013 .240 .070 .034

유의수준 .071 .587 .171 .458 .213 .395 .832 .000 .251 .580

N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그
룹

상관계수 -.044 -.020 -.087 .014 -.076 1 -.108 .126 .341 .095 -.181

유의수준 .476 .746 .156 .823 .213 .079 .039 .000 .122 .003

N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성
별

상관계수 .155 .087 .163 -.005 .052 -.108 1 -.142 -.187 .119 -.207

유의수준 .011 .156 .008 .936 .395 .079 .020 .002 .052 .001

N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직
군

상관계수 -.371 -.557 -.086 -.209 .013 .126 -.142 1 .148 .219 -.099

유의수준 .000 .000 .162 .001 .832 .039 .020 .016 .000 .104

N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입
사
순

상관계수 -.064 .004 -.220 -.046 .240 .341 -.187 .148 1 .067 -.166

유의수준 .298 .950 .000 .454 .000 .000 .002 .016 .275 .007

N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학
력

상관계수 -.036 -.235 .004 -.184 .070 .095 .119 .219 .067 1 .105

유의수준 .557 .000 .948 .003 .251 .122 .052 .000 .275 .085

N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나
이

상관계수 -.076 -.037 .110 -.072 .034 -.181 -.207 -.099 -.166 .105 1

유의수준 .218 .542 .071 .239 .580 .003 .001 .104 .007 .085

N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표 4-5]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간의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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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관측치
Durbin-

Watson d

Yi=

직무성과

X=선발도구 유형별 점수

268 1.112Xi= 전공시험,어학시험, 적성검사,

영어회화면접, 개인면접, 그룹면접

Yi=

직무성과

X=선발도구 유형별 점수(2006∼2009)

161 1.237Xi= 전공시험,어학시험, 적성검사,

영어회화면접, 개인면접, 그룹면접

Yi=

직무성과

X=선발도구 유형별 점수(2010∼2011)

107 2.296Xi= 전공시험,어학시험, 적성검사,

영어회화면접, 개인면접, 그룹면접

Yi=

직무성과

X=선발도구 유형별 점수(사무)

114 1.299Xi= 전공시험,어학시험, 적성검사,

영어회화면접, 개인면접, 그룹면접

Yi=

직무성과

X=선발도구 유형별 점수(기술)

154 1.192Xi= 전공시험,어학시험, 적성검사,

영어회화면접, 개인면접, 그룹면접

나. 자기상관성 진단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은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연속된 일련의 관

측치들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데 선형회귀분석에서는 오차

항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삼고 있다. 만약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이 존재하면 이분산성과 마찬가지로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추정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Durbin-Watson d 검정9)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 모형에 대해 각각 Durbin-Watson검정을 실시한 결

과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4-6] Durbin-Watson검정결과

9) Durbin-Watson d 검정 통계량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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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통제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전공시험 -.001 -.040 .002 -.636

어학시험 .001 .095 .000 1.314

영어회화 .008** .193 .002 3.091

개인면접 .006
**

.174 .002 2.862

적성검사 -.001 -.025 .003 -.417

그룹면접 -.008
**

-.146 .003 -2.357

(성별)남자=0 -.156** -.186 .052 -3.001

(직군)사무=0 -.162
**

-.207 .059 -2.752

(입사년도) -.035
*

-.130 .018 -1.940

(학력) .156** .178 .053 2.930

(나이) -.016 -.158 .006 -2.534

상수항 3.540 .640 5.532

Number of obs=268

R=.443, R-squared=.196 ,Adj R-squared=.161,

F=5.667 , Prob>F= .000

통계적 유의도 : *** p<0.01, **p<0.05, *p<0.1

Durbin-Watson d는 0에서 4의 값을 가지는 데 2를 기준으로 0에 가

까울수록 오차항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4에 가까울수록 음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Durbin-Watson d값이 2에

가까울수록 오차항이 독립적이며 자기상관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Durbin-Watson d값이 1∼3 사이의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기상관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다중회귀분석

가. 통합모형(유형별 선발도구 점수와 직무성과)

유형별 선발도구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4-7] 통합 선발요인별 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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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귀모형이 종속변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볼 수 있다. R
2
는 모형

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결정계수로서 독립변수 1개인 단순회귀분석에서는

R
2
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한다. 그러나 설명변수가 많아지면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력과 관계없이 R2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

립변수가 2개 이상인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된

결정계수 Adj R
2
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한다. 직무성과라는 종속

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본 모형에서는 Adj R2 .161으로 나

타나 약 16%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

를 나타내는 F값이 유의확률이 0으로 나타나 본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회귀계수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몇 단위 변화하는 지를 나타내며 표준화 회귀계수는 여러 설명변

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 되어 도

출된 회귀계수이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선발도구별 유의미한 결

과가 나온 선발도구는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각 영어회화(.193), 개인면접

(.006), 그룹면접(-.008)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경우 성과측정이 어려워 선발도구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표준화된 도구 즉, 필기시험, 적성검사 등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

온 기존연구와는 달리 선발도구 유형별 점수에 대한 직무성과 모형은 유

의미하게 나왔고 비표준화된 영어회화 면접, 개인면접이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그룹면접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사무직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최근 들어온 직원일수록 입사 후 2·3년

차 직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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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통제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전공시험 -.003 -.076 .003 -1.094

어학시험 -1.68 -.003 .001 -.031

영어회화 .006** .139 .003 1.997

개인면접 -.008** -.144 .004 -2.005

적성검사 .006 .106 .004 1.603

그룹면접 -.003 -.048 .004 -.695

(성별)남자=0 -.159** -.146 .072 -2.204

(직군)사무=0 -.374** -.380 .081 -4.597

(입사년도) -.300** -.616 .037 -8.036

(학력) .142** .143 .066 2.157

(나이) -.032** -.298 .007 -4.334

상수 6.572 .880 7.472

Number of obs=161

R=.668, R-squared=.446 , Adj R-squared=.405

F=10.914 , Prob>F= .000

통계적 유의도 : *** p<0.01, **p<0.05, *p<0.1

나. 제도 변경 전· 후 유형별 선발도구 점수와 직무성과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선발도구 유형별 직무성과 예측타당도와 상

황, 제도 변경 전·후, 직군별 직무성과에 대한 영향력을 나누어 분석하고

자 하였다. 먼저 제도 변경 전과 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06∼2009년

도에 영어회화 면접의 세부 방식이 영어회화 대면 면접이며 개인면접의

세부 방식은 PT면접 방식이었다. 2006∼2009년 선발유형별 직무성과 영

향력에 대한 분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8] 2006∼2009년 회귀분석결과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본 모형의 Adj R
2
값은 0.405으로 나타나 약 41%

의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전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크게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63 -

독립변수

(통제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전공시험 -.001 -.047 .002 -.478

어학시험 -7.56 -.024 .000 -.209

영어회화 .015** .469 .003 5.055

개인면접 .002 .096 .002 .999

적성검사 .003 .133 .002 1.367

그룹면접 -.004 -.147 .003 -1.380

(성별)남자=0 -.066 -.174 .041 -1.635

(직군)사무=0 -.096** -.257 .049 -1.957

(입사년도) .107** .276 .042 2.541

(학력) .088* .177 .050 1.778

(나이) .005 .065 .008 .574

상수 2.240 .618 3.624

Number of obs=107

R=.554, R-squared=.307 , Adj R-squared=.227

F=3.829 , Prob>F= .000

통계적 유의도 : *** p<0.01, **p<0.05, *p<0.1

[표 4-9] 2010∼2011년 회귀분석결과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본 모형의 Adj R
2
값은 0.227으로 나타나 약 23%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은 역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선발도구별 직무성과의 대상을 2010년 전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통합한 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영어회화면접은 긍정적인 영향

을 동일하게 주었으나 개인면접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영어회화 면접은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아지는 반면, 개인면접

은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개인면접이라는

동일한 성격의 선발도구라 할지라도 어떠한 방식이냐에 따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2006∼2009년부터 실시하

였던 개인면접 방식의 변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발도구 이외의 변수 즉 통제변수들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0∼2011년의 경우에는 2006∼2009년도에 비해 영어회화 면접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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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합
입사년도

‘06∼’09 ‘10∼’11

전공시험 X X X

어학시험 X X X

영어회화
○(+) ○(-) ○(+)

p<.05 p<.05 p<.05

개인면접
○(+) ○(-)

X
p<.05 p<.05

적성검사 X X X

그룹면접
○(-)

X X
p<.05

인면접 방식이 크게 변경되었다. 영어회화면접은 당초 PT면접에서 OPIc

test로 변경하였다. 또한 개인면접은 주어진 시간 및 주제에 맞게 발표하

는 형식인 PT면접에서 공사 인재상에 맞게 설계된 구조화된 면접방식인

심층역량면접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선발도구별 직무성과의 대상을 2010년 즉 제도 변경 이후 결과 2006∼

2009년 대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영어회화면접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타 선발도구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제도의 변경이 영어회화 면접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면접

은 기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발도구 이외의 변수 즉 통제변수들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도 변경 전·후 즉, 2006년∼2009년 및 2010년∼2011년 개인면접 변

경 및 영어회화 면접 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

다.

[표 4-10] 제도 변경 전·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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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통제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전공시험 -.003 -.068 .004 -.745

어학시험 .001 .111 .001 1.161

영어회화 .012** .249 .005 2.511

개인면접 .012** .301 .004 2.962

적성검사 -.006 -.126 .004 -1.342

그룹면접 -.010 -.152 .007 -1.535

(성별)

남자=0
-.280** -.306 .094 -2.975

(입사년도) -.084** -.284 .035 -2.396

(학력) .147 .117 .113 1.292

(나이) -.024** -.208 .012 -1.999

상수 3.067 1.211 2.533

Number of obs=114

R=.500, R-squared=.250 , Adj R-squared=.177

F=3.434 , Prob>F= .001

통계적 유의도 : *** p<0.01, **p<0.05, *p<0.1

다. 직군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K공사 내부에 직군이 사무·기술로 구분되어 직군별 해

당 본부 및 업무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무

직에 대한 선발도구별 직무성과 영향력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표 4-11] 직군(사무) 회귀분석결과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본 모형의 Adj R2값은 0.177으로 나타나 약 18%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통합 모형과 비슷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은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K공사는 직군에 따라 배치부서·업무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직군을

사무·기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사무직의 경우 영어회화면접 및

개인면접이 직무성과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다.

선발도구 이외의 변수 즉 통제변수들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술직을 분석해 본 결과 사무직 대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고 다음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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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통제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전공시험 -.002 -.076 .003 -.897

어학시험 .001 .110 .000 1.317

영어회화 .003 .114 .003 1.301

개인면접 .003 .087 .003 1.068

적성검사 .004 .111 .003 1.391

그룹면접 -.009** -.211 .004 -2.472

(성별)
남자=0

-.090 -.122 .063 -1.427

(입사년도) -.017 -.072 .021 -.821

(학력) .139** .209 .056 2.483

(나이) -.015** -.173 .007 -1.987

상수 3.538 .642 5.513

Number of obs=154

R=.392, R-squared=.154 , Adj R-squared=.094

F=2.594 , Prob>F= .006

통계적 유의도 : *** p<0.01, **p<0.05, *p<0.1

[표 4-12] 직군(기술) 회귀분석결과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본 모형의 Adj R
2
값은 0.094으로 나타나 약 9%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모형의 설명력은 기술직 대상 모형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은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기술직의 선발도구별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그룹면접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타 선발도구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룹면접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방

식·시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발도구 이외의 변수 즉 통제변수들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술직에서 통제변수 중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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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합
직군

사무 기술

전공시험 X X X

어학시험 X X X

영어회화
○(+) ○(+)

X
p<.05 p<.05

개인면접
○(+) ○(+)

X
p<.05 p<.05

적성검사 X X X

그룹면접
○(-)

X
○(-)

p<.05 p<.05

는 K공사의 경우 기술 자원·지질분야 등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직군에 따른 세분화 즉, 사무직, 기술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13] 유형별 선발도구와 직무성과간 회귀분석 결과 요약(사무·기술)

제 3 절 가설검정과 해석

1. 유형별 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통합)

본 연구에서는 선발도구별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우선 통합된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공시험, 토익점수,

적성검사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설 1-1>,<가설

1-2>,<가설1-4>를 기각하는 결과이다.

공기업의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선발도구가 직무성과(인사고과)에 긍

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실제 대면이 아닌 표준

화된 선발도구와 직무성과(인사고과)와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P<0.05)

공기업에 객관성이 확보된 선발도구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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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다.’는 결과에 대한 해석은 간단하지는 않다. 하지만 가능한 설명

으로는 첫째, 객관성이 확보된 선발도구 즉, 전공시험, 어학시험, 적성검

사의 경우에는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능력이 아닌 포괄적인 관련분야 지

식을 검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선발도구이다. 이는 획일적인 필기시험

의 한계로 볼 수 있어 비중의 최소화 또는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면접과 영어회화면접, 그룹면접은 유의미한 결

과가 나왔다. 다만 그룹면접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가설 1-2>,<가설1-5>는 지지하나 <가설 1-6>은 기각하

는 결과이다. 개인면접과 영어회화 면접이 높으면 직무성과가 높지만, 그

룹면접 점수가 높으면 오히려 직무성과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발도구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보다 신중한

해석을 요하며, 결론을 단정 짓기 어렵게 만든다.

이를 통해 가능한 해석은 첫째, 서면으로 측정된 결과이며 객관화된

선발도구보다 대면형식이며 맞춤형 선발도구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다. 둘째, 개인당 할애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전문화 될수록 긍정적인 결

과가 나타난다. 개인면접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데 반해 그룹면접

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원인은 쉽게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면접은 실무자급이 면접관이고 면접 전에 면접관 교육을 시

행하고 외부 면접위원을 초빙하여 실시한다. 개인당 시간도 약 30분간

진행 된다. 이에 반해 그룹면접은 임원급이 면접관이고 여러 환경적 제

약 등으로 인해 면접관 교육 및 외부면접관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간적 제약으로 한 그룹당 약 20∼30분간 진행이 된다. 따라서 시

간 및 전문성으로 인해 동일한 대면 면접이라 할지라도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 또한 선발도구 뿐만이 아니라 면접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영어회화면접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공사 사

업 특성상 영어 능력을 필수적이여서 이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비슷한 영어능력 측정도구인 어학시험성적이 있지만 동일하게 긍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실무

에서 활용되는 것이 문서 작업 보다는 해외 사업의 출장, 협상,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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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제 말하기 위주의 업무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몇몇 통제 변수에 대

해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남성일수록 사무직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입사년도가 낮을수록 직무성과의 정(+)의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채용제도 뿐만 아니라 개인종합평

가제도 설계 시에도 성별 차별 없이 공정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유형별 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제도 변경 전·후)

본 연구에서는 선발도구별 세부 방식과 직무성과 예측가능성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첫째, 영어회화 면접 세부 도구의 직무성과 예측성에 대한

검증이다. ‘06∼’09년 까지 영어회화면접은 ‘06～’09년은 공사 내부직원이

평가자로 참여하여 대면면접 방식으로 하였고 ‘10～’11년 OPIc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각각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면 면접방식인 영어

회화 면접은 부정적인 영향 즉, 영어회화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나지 않아 <가설 1-3>을 기각하였으나 OPIc으로 변경된 이후 영어회화

면접의 점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어 <가설1-3>을 지지하는 결과

를 나타내었다. 제도 변경 후 선발도구를 통한 직무 예측타당성이 상승

된 결과라 해석 가능하다. 둘째, 개인 면접에 대한 세부 도구의 직무성과

예측성 검증이다. ‘06～’09년까지는 PT 면접에 대한 검증이었고 ‘10～’11

년의 경우 심층역량면접 검증을 위해 분류하였다. 그 결과 PT면접은 부

정적인 영향 즉, PT면접 접수가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심층역량면접으로 바뀌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심층역량면접은 구조화된 면접 방식으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직

무성과를 예측하는 데 효과적인 면접방식으로 나타내었다. 하지만 인재

상 확립, 구조화 면접 진행 방식 등에 따라 효과가 상이함을 증명해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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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직군)

본 연구에서는 K공사에서 상이하게 구분되는 두 직군 입사자의 유형

별 선발도구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입사 전공

은 다양하나 사무와 기술로 크게 분류되어 부서 배치, 직무부여, 승급 등

이 운영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무, 기술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무의

경우 영어회화, 개인면접 점수가 긍정적인 영향력 관계를 나타내었다. 사

무직의 경우에 주로 사업부서 또는 경영지원부서로 배치가 된다. 사무직

의 주요 업무가 다른 나라들과의 사업 계약, 협상이며 대부분의 업무가

타부서와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어회화 면접 및 개인면

접의 직무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둘째, 기술직의 경우 직무

성과와 그룹면접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공사

의 기술직의 경우 자원·지질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직무성과에

있어서도 대인, 협조 등이 필요한 직무 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 통제변

수로 검증하였던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

과 맥락을 같이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결과는 지금 정부의 정

책으로 스펙초월 채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볼 수 있다. 계량화된 도

구보다는 비계량화된 도구이지만 다양성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더 유

의미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의 상황, 사업특색, 직군 등에 맞게 선발

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스펙초월 채용을 모토로 새롭게 도

입된 선발도구들의 검증도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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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인재 선발 시스템의 타당성검증을 위해 유형별 선발 도구점

수와 입사 후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K공사의 경우에는 단계별 검증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지원자격은 어학시험 일정점수 이상, 전공시험, 인·적성검사, 영어회화(대

면→OPIc) 및 개인면접(PT→심층역량 면접→인턴), 그룹면접으로 진행하

고 있다.

선발도구는 전세계에 걸쳐 수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고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100여년 이상 되어 왔다. 특히 그 선발 기구의 타당성

예측도에 대해 연구한 Schmidt와 Hunter에 따르면 집체 평가가 타당성

이 대체로 높으며, 집체평가 가운데서 지원자가 채용 후 수행할 업무의

샘플을 실제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워크샘플(Work sample) 테스트가

타당도, 즉 미래의 직무성과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0.54).

워크 샘플 다음으로 타당성이 높은 것은 일반적 심리검사(0.51), 구조화

된 면접 (0.51)의 순이다. 이들은 모두 0.5이상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선발도구로 평가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K공사 역시 인·적

성 검사와 구조화된 면접은 우수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

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졸 입사자 26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는 인·적성 검사(일반적 심리검사와 상응)는 2,3년차의 직무성과에는 유

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려워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2010년∼2011년에 도입된 개인면접(심층역량면접)은 구조화된 방식의 면

접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관계를 찾기 어려워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웠다. 미국에서의 선발 기준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똑같이 적용

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며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선발도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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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회귀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한 선발

요인은 전공시험이다. 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업에 비해 전공시험

은 포괄적인 이론 중심으로 검증되는 것으로 직무성과의 예측타당성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직무성과와 유의미하지 않은 전공시험의 경우에는

채용단계를 통한 최소기준이 부적합한자들만 걸러내는 기능으로 사용해

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해외 사업이 주요 사업 분야인 K공사는 영어 능력을 중요

하게 여기고 있는 문화에 적합하게 직무성과와 영어회화점수와는 정(+)

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면접의 경우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룹면접의

경우 부(-)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면접의 경우 개인당 할

당 되는 시간이 많고 면접관 교육 및 외부 전문면접 위원 등 구조화된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그룹면접의 경우 개인당 할당 되는 시간이 적

고 임원진 면접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룹면접의 유

의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면접 위원 도입, 면접관 교육 등이 필요

하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신입직원 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실

증데이터를 사용하여 세분화된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특히 첫째, 선행연구가 만족도, 포상, 급여 등 간접적인 직무성

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한계를 보완하여 실증적인 인

사고과 데이터를 확보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둘째, 종속변수를 회

사 적응기간·상위직급 승진년수·성숙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무자급(2·3년

차)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회사 적응기간은 보통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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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년차부터 실제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점

을 고려하여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대상이 된 신입직원의 상위

직급으로 승급이 최소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승급으로 인한 평

가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셋째, 선발도구의 예측 타당성을 보다 세분

화시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기업은 인사고과 평가시 공공조직의 목표 모호성 및 성과 측정의

어려움으로 계량화 된 평가가 어렵고(전영한, 2004), 연공서열에 의한 평

가 등으로 인해 결과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워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도구

로 인사고과 성적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 공기업의 경우

차장 진급은 승진 시험이며, 직원 평가의 경우는 연공서열 중심의 종합

근무 평정 방식이지만 K공사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인종합평가10)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성과를 개인종합평가 결과로 활용

하였을 때 정의 관계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는 향후 기업에서 선발도구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은 선발도구의 효과성 및 중요도

에 따라 선발도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K공사 역시 선발도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최근 K공사 선발도구 가중치 부여는 표준화된

필기 형식의 시험 즉, 전공시험, 어학점수, 적성검사의 비중을 줄이고 개

인면접, 영어회화면접을 제도개선 후 비중이 증가시켰으며, 그룹면접은

종합적 판단을 위해 비중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필기시험 형

식의 전공시험, 어학점수, 적성검사 비중을 줄인 것은 올바른 방향이나

그룹 면접을 높인 것에 대한 그룹면접 방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10) 2009년부터 성과 중심인 개인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근무

평정방식이 아닌 성과 중심인 개인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승급, 교육대상자 선정, 포

상 등 전방위에 활용하고 있다. 개인종합평가는 성과평가, 역량평가, 가감점평가로 구성

되며 성과평가는 개인 MBO평가, 조직평가로 구성이 되며 역량평가는 4급(과장)이하의

경우 공통역량, 직무 역량으로 구성이 되며 가감점 평가는 어학가점,교육가점, 평가자 감

점으로 구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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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외국문헌 및 선행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사고

과 성적은 상황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채용 준비 단계에서는 최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도구로 고용브

랜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 브랜드란 ‘한 기업의 고

용관계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생각할 때 조직 내 구

성원 뿐 아니라 잠재적 구성원인 외부 인력이 떠올리는 총체적 이미지’

이다. 고용 브랜드는 조직목표, 경영방식, 기업문화 및 평가/보상, 복리후

생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타기업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

다.(포스코경영연구소, 2010).

고용브랜드는 우수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전략 요소 중

하나로 외부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및 선호도 상승에 기여함은 물론 기업

문화·인재상에 적합한 인재채용을 가능케 하는 효과가 있다. 단순히 좋

은 기업이라는 이미지 보다는 조직문화와 그 기업의 역사 등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여 그 회사에 적합한 인재 및 우수 인재

들을 유치 할 수 있다. 기업에서 어떠한 이미지로 구직자들에게 받아들

여지느냐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인력의 특성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

다.

또한 내부 구성원의 충성도를 향상시킨다. 고용 브랜드는 기업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공유된 비전, 자부심으로 인해 구성원의 동기

부여가 되어 내부 인력의 이직율도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의 고용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내·외부 직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의 대상이 되는 적합한 인재를 명확히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합한 인재가 설정되었으면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고용브랜드 구축에 포함될 직원가치제안(EVP : Employee Value

Proposition)들을 조사한다. 직원가치제안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그들이

원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를 설명하



- 75 -

핵심가치

정립
EVP 도출 EVP 실행 EVP 진단

▪인사철학

▪조직문화

▪사업목표/전략

▪목표인재선정

▪방향 설정

▪세부계획/실행

▪대내외 홍보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요소 제공가치 실현도구

경력 잠재적 가치 ▪기회/경로, 교육/훈련, 인정 등

문화 감성적 가치 ▪직무환경, 상하관계, 유연성 등

보상 재무적 가치 ▪급여, 복리후생, 그 외 인사제도 등

는 것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일하면서 경험하고 부여받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일의 성취를 통한 만족감, 높은 보상, 훌륭한 리더

십, 회사 평판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다양한 조사를 통해 도

출된 EVP Pool을 대상으로 경쟁사의 EVP와 비교하여 경쟁사 대비 우

위 요소를 중심으로 차별화 된 고용브랜드를 구축하도록 한다.

고용브랜드 구축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

［표5-1］직원가치제안(EVP) 도출 프로세스

고용브랜드가 단순히 일회성 홍보가 아닌 인재들을 확보/유지하기 위

한 문화로 장착하기 위해서는 경력(career), 문화(culture), 보상

(compensation)의 3C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력요소는 조직 내

개인의 미래 경력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제공하며, 부서

이동, 승진 등으로 실현이 된다. 문화요소는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된 제반 여건, 인간관계 등 감성적 가치를 제공하며, 적응/부적응

으로 실현된다. 보상 요소는 업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의 재무적

가치를 제공하며, 급여 혹은 비급여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실현이 된다.

직원 가치제안의 구성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표5-2］직원가치제안(EVP)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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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주기 채널 주요내용

포털사이트
사이트

방문자
연중 On-line

사이트 가입자 DB관리 및
회사 채용 정보 제공으로
지원자들 관심 유지

커리어

뉴스레터

DB내

목표인재
연중 On-line

대상별 니즈에 맞춰진 내용
(회사현황, 채용공고, 직무소
개 등)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

커뮤니티 가입자 연중 On-line

웹상 채용 블로그나 포털
사이트 내 자발적으로 개설
된 커뮤니티들의 활동 지원,
회사 간접 홍보

해외특강

/전문가

회의

유학생,

전문가
연1회 Off-line

회사의 현황/비전 소개와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토
론을 통해 관계구축

해외캠퍼스

리크루팅
유학생 연1회 Off-line

주요 목표 대학을 순회하며
기업 홍보 및 면접

산학협력
주요대

석·박사
연중 Off-line

국내외 대학과 공동 연구
양해각서 체결, 대학 내 공
동연구소 설립, 연구소 기자
재 지원 등

기업의 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들을 제

시하여야 한다. 고용브랜드는 회사가 직원들과 맺는 일종의 심리적 계약

이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인사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무

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직원가치제안(EVP)이 고용 브랜드 구축의 인프라였다면 인재관계관리

(TRM : Talent Relationship Management)는 구축을 위한 도구이다.

TRM이란 우수인력에 대한 미래 수요를 위해 목표 인재군을 파악하여

채용시기 이전부터 지속적인 관계 형성 및 관리 노력하여 유지함으로써

‘준비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시행된다. 인재관계 관리 프

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고용 브랜드 홍보를 위한 것은 6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표5-3］인재관계관리(TRM) 홍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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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분석 2단계 : 설계 3단계 : 개발

▪채용대상 직무

NCS분류 확인

▪채용대상 직무

능력단위 확인

▪채용프로세스설정

(선발기법/적용단계)

▪채용프로세스별

선발기준 설정

▪채용공고문 개발

▪입사지원서 개발

(입사지원서,

직무능력소개서 등)

▪필기문항 개발

▪면접문항 개발

▪인사담당자 및

면접관 교육

이러한 고용 브랜드는 홍보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전사 전

략과 비전, 경영진 리더십 및 조직문화 등 다양한 인사관리 요소들이 효

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을 유

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경영철학, 핵심가치 등 기업문화를 반영할 필

요가 있다. 고용 브랜드는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

채용 단계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11)(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활용하여 개인의 직무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NCS란 채용 대상 직무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당 직무에 맞는 능

력(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방식이

다. NCS 기반 채용프로세스는 다음 표와 같다.

［표5-4］ NCS 기반 채용프로세스

자료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가이드 북(2015, 산업인력공단)

채용 단계에서 NCS 기반으로 평가도구를 개발할 경우 첫째, 기관에서

원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직무능력(지식·기술·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 할 수 있어 적합한 인재를 채용 할 수 있다. 둘째, 입사자에게는 본

11)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

술·태도)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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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진입 전 노동시장 진입 후 →

능

력

중

심

사

회

학교=자격=일 경험(국가역량체계:NQF)

교육

제도

(학교)

↔

↔

자격

제도

채용
승진 등

인사관리

↑ ↑

NCS기반

능력중심채용

직무능력

중심평가

일·학습 병행제도

직업훈련

↑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우대 사회적 인식 확산

인이 원하는 기관의 수행직무를 사전에 숙지하고 입사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보람과 긍지, 몰입도를 높여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유도 할 수 있다.

셋째, 사회 전반적으로는 직무적합형 인재 선발을 통해 직무만족도가 향

상되고 조직몰입도 향상과 성과 창출을 통해 개인 및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 고리 마련을 했다. NCS기반 채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선순환 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5-5］NCS기반 채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선순환 과정

자료 :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가이드북(2015, 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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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유형별 선발도구 점수와 직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이다. 즉, 선발도구가 향후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자의 역량

을 제대로 예측 할 수 있는 지 직무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만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등 설정 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종속변수 설정 시 직무성과에 다각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즉,

직무성과를 인사고과에만 한정 시켰을 뿐 만족도, 상사 인터뷰 등을 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직무성과(근무성정평정) 변수 즉, 개인 종합

평가 결과와의 연관성만 분석하였을 뿐 각 평가 항목까지는 상관여부를

검증하지 않았고 평가 결과의 경우에도 2개년 평균 점수만을 활용하여

변화추이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모수가 충분하지 못하

다는 한계가 있다. 직무성과가 축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

나야 대상이 확보되며 유사한 선발도구로 입사하고 평가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모수가 하지 못하다. 또한 최근 5년

간 입사자 중에서 휴직, 퇴직으로 인한 기준 년도에 직무성과(개인종합

평가결과)성적이 없을 경우 제외함으로써 많은 모수 확보를 하지 못했

다. 셋째, 선발도구별 정확한 효과 파악을 위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변

수를 측정하여 전형별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다양한 전형, 즉,

전문직·경력직·청년인턴직·고졸 채용직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넷째, 성별, 직군, 입사년도, 학력, 나이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여 입사

성적 외에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모수가

충분하지 않아 희망 배치 부서, 직무, 전공 등을 통제하지 않아 선발도구

의 효과성 측정 시 오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변수를 통제 하지 못하

였다. 다섯째, 직무성과는 일정 기간 이상 지나야 검증이 되는 데 새롭게

도입한 제도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2013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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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K공사의 인턴제도가 도입이 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개인종합평가 2개년 점수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인턴제도

의 대한 검증을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 인재상, 조직문

화, 경영철학에 따른 고용브랜드가 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증을 하

지 못하였다. 일곱째, 2015년 K공사에 도입 예정인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과 관련 실제 공사에서 직무 및 능력을 얼마나 예측하고 있는 지 검

증이 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단계별 채용 점수와 개인종합평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별 연구, 인사고과의 평균 방식이 아닌 시계열 분석을 통한 직무

성과와의 비교, 선발도구- 인사고과-만족도 조사(교육의 효과성 등) 연

결 분석, 고성과자-저성과자에 대한 선발도구의 직무성과 예측가능성,

기타 입사 분야의 분석을 통해 선발도구에 대한 인사고과와의 관계를 다

양한 상황적 맥락 및 구체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기업별로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는 열린 채용

선발도구(오디션 등), 인턴십, NCS기반 등 도입되고 있는 선발도구들의

직무성과 예측성도 검증이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K공사 뿐만

아니라 각 기업별 고용브랜드 확립 필요성 및 이에 따른 채용, 평가, 육

성 등 인사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시초는 고성과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타당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선발도구가 없듯이 직무성과를 예측하

는 데 고성과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인재

상 확립 및 선발도구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

로 선발도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선발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적 자원의 적재적소에 배치, 성과 측정·보상 등 기업

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제도의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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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that the Employee

Recruiting Tools

by type has on the Task Performance

- With the Case Study of the K Public

Corporation -

Seo, Ji Wo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 society of global competition, the recruiting processes of

human resources could largely determine a company's

competitiveness. However, recent recruiting processes that are

mainly focused on educational qualification have been causing side

effects that not only result in high cost on a socio-economical level

but also the ineffectiveness in the labor market, becoming a

nation-wide issue. With such issues rising, the Korean government

is putting much effort to halt this tradition from spreading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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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e companies are making an effort to recruit employees with

high caliber by utilizing the new recruiting tool instead of continuing

with the old one.

Currently, researches are insufficient as there is a limitation to

obtain substantial data on how much effect a company’s various

recruiting tools have on the task performance after the employment.

Especially now facing the time in which selection of an employee can

have a large impact on the success of a company, the current

approach that is passive and defensive have to be changed. Thus, a

company should implement a strategy by actively analyzing whether

the recruiting tools are well designed to effectively predict the task

performance after the employment. In this way, a company will be

able to recruit highly competent employees who become the right fit

and can contribute to further strengthening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strategies that can improve

the recruiting process as well as the screening the right fit for the

compan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effect that the existing

recruiting tools has on the task performance of the new employees

by type.

To conduct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new employment test,

their task performances and the proof data were collected, targeting

268 new employees on grade 6 of the K public corporation from 2006

to 2011.

As for the dependent variables, the average score (2 year average

after employment)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was used. As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various scores from the recruiting tools by

type, such as the major written test, the TOEIC test, the English

conversation interview, the aptitude test, the individual intervie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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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up interview were used. As for the control variables, the

year of employment, gender, age, and occupational categories were

used as these items can affect the task performance apart from the

employment test scores.

The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ecruitment test score and

the task performance which was discussed mainly on a single

dimension was more specifically categorized to before-and-after

occupational categories. Also, the basic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data

of this study was collected by using the statistical analysis from the

SPSS (statistic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

From the analysis, it was learned that the major subject test, the

TOEIC test and the aptitude test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mployee's task performance but the English

conversation test (+), individual interview (+) and the group interview

(+) showed an impact on the task performance at the K public

corporation's recruiting tool by type.

The year of employment, occupational categories,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and age were adopted as control variables

that could have an effect on the task performance. In most cases, it

was shown that the more the employee joined recently and the

higher the educational level, the higher the task performance was for

the male employees.

The major finding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can

be drawn and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preceding research (Sim Jaegwon, 2001; Park Jong-wook,

2009; Lee Jung Ho, 2014 et al.) showed that the quantified recruiting

tools such as the written test and the aptitude tes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ask performance. This implies that the



- 89 -

major subject test only tends to become a tool in verifying the

comprehensive theoretical competence, rather than to be compared

with the task-oriented field work. Considering such results, the

weight of the quantified recruiting tools in the overall selection

process should be minimized and that it should only be applied in

screening the incompetent applicants on a minimum level.

Second is that the interview type recruiting tool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ask performance. With this type however, the

interview process should be operated and managed more

systematically rather than remaining unstructured, applying

inconsistent evaluation standards. In other words, the overall

management in operating the interview type recruiting tools is crucial

considering such elements as the duration of the individual interview,

structured interview process, training for the interviewee and the

external interviewer, etc.

Third is that the English interview scores had a significant effect.

This is due mainly to the fact that the main business operations of

the K public corporation are based overseas. It shows that the

recruiting tools should be operated and managed to meet the needs of

the characteristics of a company’s main businesses.

In conclusion, it is found that the effect the recruiting tools by type

has on the task performance varies depending on the business

environment the company is in and the various types of methods, etc.

Therefore, in order to recruit employees with high competency as

well as who become the right fit for the company, it is necessary to

plan and implement a human resources strategy based on the solid

systematic 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recruiting tools and

the tas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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