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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사인 K공기업 사례를 토대로 공기업

직원인사평가제도 변화의 효과성을 직원의 직급연차별로 구분하여 분석

한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공공기관 직원인사평가제도가 연공서열

위주로 운영되어 인사평가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

에 대응한 K공기업의 직원인사평가제도 변화에 대하여 직원들을 직급 연

차별로 구분한 뒤 바뀐 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오랜 시간 공정성

시비와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기업 직원

인사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운영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K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으로 실시되는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는 직원인사평가제도 변화 전후를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하고, 매년 실

시하는 설문조사에 3년간 모두 응한 340명의 1,020개 설문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직급연차별로 구분을 하여 세부 그룹별 제도변화 전인 2014년

설문결과와 제도변화후인 2015년, 2016년 설문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

석은 기초통계량 분석, 다중회귀분석 검증을 실시하였고 제도변화의 조

직효과성에 대한 영향 정도를 확인하였다.

K공기업의 인사평가제도제도 변화에 관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조직

몰입도, 직무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검정한 결과, 과거에 인사

평가제도 운영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승격 1∼3년차의 초임 차장 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그룹인 승격 10∼12년차

주력차장 그룹에게도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업의 인사평가제도

변화를 통하여 만족도 면에서 일반적으로 상충관계(trade off relation)라

할 수 있는 두집단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 ii -

인사평가제도 운영과 더 나아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향후 공공부문 인사평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사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인사평가제도, 조직효과성, 제도변화, 직급연차별분석, 공기업, 원전종사자

학 번 : 2016-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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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직원인사평가제도란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된 종사자의 현재 및

잠재적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적·체계적 방법이며(Mee, 1958),

직원인사평가제도의 실시 목적은 조직 구성원의 근무성적과 잠재능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다(이강은, 2004). 근무평정, 인사고과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호칭되고 있는 직원인사평가제도는 19세기 초에 처음

으로 개발된 이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군·행정부 및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공무원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신유근, 1980)

1980년대 이후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으며, 신공공관리를 기본 이론으로 한 이러한 개혁은 시장원리

도입, 민간부문에서의 경쟁, 성과관리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성과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각종 개혁

제도들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도 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성과 중심적 조직 구축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인사관리분야에서 두드러

졌으며 그 대표 격이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제도의 도입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 주로 도입하여 활용돼 오던 경영기법인

MBO(Management By Objectives), BSC(Balanced Score Card),

6-sigma 등의 성과관리제도는 공공기관에 적극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공공부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성과지향적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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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설계하도록 하며,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갑작스럽게 대두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미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특히, 기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영기준예산(Zero-Based Budgeting), 목표관리제

(MBO) 등 다양한 제도들이 이미 시행된 바 있으며, 공공부문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 평가대상과 도구 등이 불분명하고

평가된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개념은 집행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성과관리는 세계적 추세로 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확대되고

있다(김주원, 2009). 특히,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서의

성과관리와 성과주의는 정부의 조직과 구성원들로 하여금 투입(input)과

과정(process) 그리고 수단(means) 위주의 행정관리로부터 산출

(outcome)과 결과(result)를 지향하는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함

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성과를 제고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희소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적은 세금으로 보다 높은 정책성과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그 종국적 의미가 있다(하미승, 2004).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와 정부의 개혁 노력에도 성과관리제도의

공공부문에서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측정에서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되었으며,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평가는

중요하고, 평가를 통해 조직이 발전한다는 것은 일반화된 논리가 되었다.

성과관리와 평가를 통해 조직은 미래를 대비한 기획을 하게 되고 평가

결과의 환류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개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성과관리와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구성원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의 문제이다. 평가제도의 당위성을

부인하다기 보다는 평가결과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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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평가 제도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항상 문제

가 되고 있다.(이석환, 2008),

또한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 이를테면, 공공조직의 목표와

성과의 모호성, 정치개입의 불가피성 등으로 인한 정부조직에 대한 성과

측정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일련의 평가체계나

지표들의 구성이 공공부문의 특성과 가치를 살리지 못하거나, 평가를 기본

으로 한 시스템 특성상 구성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고(김태희, 2011),

연공서열제의 파괴를 통한 조직 내 경쟁의 강화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김경한, 2003)

무엇보다도 성과관리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성과측정 및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업무개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구성원들이 성과관리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Melkers,

2006; 강영철, 2008 재인용)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당수 연구에서 공기업의 성과위주 직원인사

평가제도에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전히 연공서열식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에도, 연공서열 문제에 대한 수혜집단과 피해

집단의 구분이 없는 조직단위의 연구는 광범위하게 진행된 반면 제도를

적용받는 조직 구성원들을 직급별, 연차별로 세부 구분하여 조사한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논문은 여전히 연공서열 중시 풍토 등 공정성과

수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기존 직원인사평가제도를 개선하고자 K공

기업이 시도한 직원인사평가제도 변화의 조직 효과성을 분석해보고,

오랜 시간 제도의 효과여부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기업 직원인사

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운영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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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발전 공기업인 K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인사평가제도의 변화가 조직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K공기업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인사운영과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는데 K공기업의

인사평가제도의 변화가 있기 전 설문과 평가제도의 변화 후 설문에 모두

참여한 직원들의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인사평가제도가 지나친 연공서열 중심이라 생각하여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과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룹간 구분을

하기 위하여 직급연차별로 그룹을 세분화하고 비교하여 제도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SPSS22의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가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력그룹사 등 K공기업과 조직문화, 환경이 비슷한 공기업이 인사

평가제도를 개선, 운영함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공공기관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정하고 변수를 정의한다. 제4장

에서는 연구대상의 기술통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한다. 제5장에서는 본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함의 그리고 연구의 한계 등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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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공기업의 현황과 직원인사평가제도

1. 공기업의 정의와 현황

오늘날 공기업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기업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법률적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서

공기업을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

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운법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에서는 공기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한다.

‘공운법’ 제5조에 의한 공기업 종류 및 관할부처, 그리고 공공기관의

구분은 아래의 <표2-1> 및 <표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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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공기업의 종류

구분 공기업 종류 소계 관할부처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10개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개 국토교통부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2개 해양수산부

준시장형

한국조폐공사 1개 기획재정부

한국관광공사 1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마사회 1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21개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9개 국토교통부

해양환경관리공단 1개 해양수산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개 방송통신위원회

합계 30개

* 자료출처: 알리오(www.alio.go.kr) 공공기관 현황, 2016

http://www.ali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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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공공기관의 구분

구분 세분화기준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
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준시장형 시자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자료출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기획재정부(2009), 박근효(2014) 재인용

유종해․박영희 외(1993)는 공기업을 ‘공공 단체의 소유 또는 통제를

통해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 주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종수

(2009)는 공기업에 대하여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또 홍준영(2013)은 공기업을 “공행정주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 경영

주체로 등장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고

김준기(2013)는 공기업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서 “다수 학자들의 의견은

정부소유의 조직으로서 시장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체라는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민영기업과의 상대적 관계, 공기업의 수단적

성격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다양한 공기업의 개념 및 정의에 따라 공

기업의 설립동기 또한 다양한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있으나, 크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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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해결, 산업정책 및 정치사회적 도기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2-3> 공기업 설립동기 세부원인

구분 세부원인

시장실패의 원인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자역독점, 정보의 비대칭성

산업·정책적 동기
·민간부문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산업
·전략적 경제 목표 달성
·국가경제의 안정성 확보

정치·사회적 동기

·국가경제체제나 정책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적 위신을 위해
·역사적 유산으로 인해
·재정적 수요의 충족을 위해

* 자료출처 : 김준기(2013), 박근효(2014) 재인용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을 말

한다.(이상철외 3인공저, 2003, 공기업의 이해, 대영출판사)

공기업은 능률성과 수익성으로 대표되는 기업성과 공공복리로 대표되는

공공성을 두 개의 주요 가치로 삼고 있다. 기업성이란 정부 출자 및

관리 사업을 공기업이 수익중심의 기업적 경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날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이 수익에 가장 민감한 사

기업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이러한

수익성 이외에도 공익의 증진을 위한 공공성 또한 담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경우 공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되어 기업성이 저해될 것이고, 공기업을 방임하여 둘 경우에는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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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공공복리라는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어느 가치를 우선시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가치판단은 정부의 이데올로기나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한계를 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다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정부의 정

책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인 인사, 조직, 재무,

기타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유훈, 2005, 공기업론 법문사)

위와 같이 공기업이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통해 기관의 설립목적을

확보하고, 조직 그 자체로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영에

대한 독립성 보장과 정부의 정책적 통제라는 두 가지 변수가 적절하게

작용하여 공기업의 경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2. 공기업의 직원인사평가

1) 공기업 직원인사평가 개요

직원인사평가제도는 근무평정, 인사고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

우고 있고, 19세기 초에 처음으로 개발된 이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군·행정부 및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공무원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신유근, 1980)

1980년대 이후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으며, 신공공관리를 기본 이론으로 한 이러한 개혁은 시장원리

도입, 민간부문에서의 경쟁, 성과관리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성과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각종

개혁제도들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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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도 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성과중심적 조직 구축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인사관리분야에서

두드러졌으며 그 대표 격이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제도의 도입이었다.

공공기관에서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수십 년 전부터 강조됨에 따라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공공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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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제도의 구축이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에서 핵심은 개인의 업적과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피평가자들의 평가체계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

된다면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큰 제약을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상대적

불공정감에 따른 근무의욕상실, 조직 침체, 이직 등의 문제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에 많은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성과주의 인사정책에 맞추어

인사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평가방법, 평가척도,

평가요소 등을 개선함으로써 인사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석희, 2013)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는 과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직원들의 제반 성과를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심재권, 2003),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공기관 인사평가

제도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다면평가의 문제

점이 심화됨에 따라 2010년 이후 공공기관 인사평가제도는 다시금 변화를

맞이하였다. 즉, 최근 공공기관들의 인사평가는 크게 업적평가(부서업적 및

개인업적)와 역량평가(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의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다면평가의 경우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이를

폐지하였지만, 일부 기관은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제도개선노력은 공공기관들의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

부도 성과지향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인사정책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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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해 오고 있다(기획재정부, 2010, 2011, 2012).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기관 인사평가제도

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평가요소 및 평가

지표의 구성, 평가요소별 배점 및 평점방식, 평가주기, 평가자 구성 등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상의 문제는 업적평가와 역량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평가가 궁극적

으로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인사평가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부족한 상황이다.

직원의 수용성을 강조할 경우 인사평가가 성과주의 인사정책과 괴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평가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할 경우 조직의 안정과

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인사평가제도

개선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개선과 함께 평가결과 활용방식의 개선

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사평가체계를 토대로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조직 내 건전한 경쟁문화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박석희, 2013)

2) K공기업 직원인사평가 개요 및 변화 내용

K공기업의 직원인사평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는 차장

(3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종합평가와 4(갑)직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평정으로 구분되어 시행된다. 개인종합평가는 <그림

2-1>과 같이 1년에 한 번 10월말을 기준으로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하여 평정을 시행하게 된다. 성과

평가는 피평정 직원이 평정대상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성과에 대하여

MBO 방식에 따라 연초 피평정(평가를 받는) 직원이 작성한 목표 대비



- 12 -

성취도를 평가하여 시행되는데(표2-4 성과평가 점수계산, 참조), 목표는

상급자의 승인을 통해 결정되고, 평정대상기간 동안 평정자(상급자)는 3회

이상 피평정자(목표를 정한 직원)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멘토링을 실시하여

목표 대비 진척률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평정기간동안에는 피평정

대상자는 본인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자기평가를 시행하며,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자기평가 결과와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상대평가

형태의 성과평가를 시행한다. 한 해 동안의 업무실적으로 평가받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의 급여 인상률이 결정된다.

<표2-4> 성과평가 점수계산

순번 성과목표 평가등급 환산점수 비중(%) 최종점수

1

2

3

...

N

합계 100% 점

- 성과목표 : 중간평가자와 합의한 목표

- 평가등급 : 목표 대비 달성수준에 따른 평가

- 환산점수 : S(100), A(90), B(80), C(70), D(60)

- 비중 : 중간평가자와 합의한 성과목표 항목별 비중

- 최종점수 : 환산점수×비중(소숫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표2-5> 역량평가 평가요소 및 점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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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역량 평가요소 비중 비고

공통역량 I

1. 윤리성 10%

(절대평가/30%)2. 소 통 10%

3. 안전성 10%

공통역량 II
4. 협조성 10%

(상대평가/20%)
5. 적극성 10%

리더십역량

6. 비전제시 5%

(상대평가/20%)
7. 신뢰향상 5%

8. 직원육성 5%

9. 합리적 의사결정 5%

직무행동역량

10. (선택1) 10%

(절대평가/30%)11. (선택2) 10%

12. (선택3) 10%

 역량평가의 경우 직원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가 시행되는데,

역량평가 결과는 급여와는 무관하지만 성과 뿐만 아니라 리더십, 직무역량 등

직원의 다양한 역량을 확인(부록 역량평가 평가요소 참조)한다는 직원인

사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도입된 평가분야이며, 2014년도 평가까

지 절대평가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제도 운영 결과

절대평가 특성상 만점인 ‘S’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종합하여 산정1)하는 K공기업 개인종합평가는

결국 절대평가인 역량평가의 변별력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종합 점수는

MBO방식인 성과평가 결과만을 반영하게 되었다. 역량평가는 업무 태도

등이 극도로 불량하거나 보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써의 의미가 컸던 셈이다.

1) 부록2 역량평가 세부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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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종합평가 : 직급별 성과/역량평가 차등 반영률

구분 성과평가 역량평가

1직급 50% 50%

2직급 40% 60%

3직급 30% 70%

승격 주력 대상자(이하 ‘주력’)인 동일직급 승격 10년∼12년차 직원의

경우(3직급 차장 기준) 직원인사평가 결과가 승격의 중요 이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평가 결과에 집중하게 되고 평가자 입장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기 쉽지 않다. 다만 문제는

차장으로 승격한 1∼3년차의 초임 승격자들인데, 이들 대부분이 낮은 평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고참 대비 원숙미 등이 부족하여 성과가

낮기 때문에 평가가 낮은 경우도 있겠으나 승격대상자들을 우대하는

평가자 관행에 기인된 바가 크다는 것이 초임 승격자들의 주요 불만사항

이다. 게다가 상당수의 주력 대상자들 조차 당장에 자신들의 승격을 위해서

평가 결과를 독점해야만 하는 점이 항상 마음속 짐이 되는 점을 불편하게

생각하였다. 이후 K공기업은 초급 승격자들의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지속적은 불만과 이에 대한 주력 대상자들의 불편함이 조직 문화에 악

영향을 끼치며, 제도 수정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2014년도

평가부터 승격 등의 인사 운영에 활용되는 점수와 급여에 반영되는 점수를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평가제도의 수정은 기존 절대평가 영역이었던 ‘역량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종합점수의 70%를 차지(3직급 차장 기준)하여,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성과평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즉, K공기업의

차장급 이상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초임 승격자가 출중한 성과를 이룬

경우 종합 점수는 낮을 지라도 급여적인 측면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한 것이다. 반대로 승격 대상자에게는 성과평가는 낮은 등급을

주더라도 역량점수를 높게 주게 되면 종합점수에서 성과보다 역량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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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유사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 인사

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2-1> K공기업의 개인종합평가 절차

* 자료출처 : K공기업 자체 자료

4(갑)직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평정은 평정항목에 따라 1년에 2회

상급자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의적 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하 등급의 평가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 이유를 기록하게 하고

있다. 4(갑)직급 이하의 근무평정 결과는 차장급 승진시 가점으로 반영되며,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기본급 승급 시기가 결정되는 측면에서 급여적

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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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직효과성

1. 조직효과성의 개념

공기업 직원인사평가제도의 추진은 시행을 하지 않는 것보다 시행할

경우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의 효과성

이란 무엇인가? 조직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에 대해 1950년

대만 하더라도 조직의 효과성 하면 조직목표의 성취도로 어렵지 않게 이해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치면서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루어졌다. 즉 조직효과성의

개념은 공간적으로 다수의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도 내포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인해서 그 개념정의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도운섭, 1999b;52). 또한 조직효과성에

대한 개념은 조직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조직에 공통되는 효과성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조직의 어떤 특정한 측면으로

효과성 개념을 모색할 때에는 개념상의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조직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성

으로 조직의 매출액이나 연평균 성장률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구성원들의 몰입도나 만족도와 같은 조직구성원들의 태도변화와

같은 주관적 인식을 조직효과성으로 간주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조직의 경우 사기업들과 같이 객관적인 지표들을 이용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며, 또한 대부분의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관적 인식을 이용해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직효과성은 조직의 능률성이나 건강성 그리고 조직성과와는 구별된

다는 주장이 있다(민진, 2003:100-101). 조직의 능률성은 조직에서 선택된



- 17 -

산출과 선택된 투입의 비율을 의미하며, 조직의 효과성은 산출보다 영향을

강조하며,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체제를 고려하며,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강조하므로 조직의 능률성은 조직의 효과성과 구별된다. 또한

조직의 건강성은 조직의 효과성 보다 더욱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하며,

조직의 건강성은 조직의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정도

뿐만 아니라 과정적인 측면도 조직의 성과 평가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박경원, 2002: 128). 따라서 조직의 능률성이나 조직의 건강성은 조직

활동을 평가하는 내부적 기준이지만, 조직효과성은 외부적 기준으로 더

유용하며 내부적 기준도 포함한다. 또한 민진(2003)은 조직효과성은 사후적

성질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과정적, 사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조직성과는 전적으로 사후적 성질을 가지므로 이들은 구분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조직성과를 효과성, 즉 목표의

달성정도로 인식하고 조직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성이 궁극적인

영향 또는 효과에 기초하여 행정조직의 목표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행정기관의 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중훈, 1999: 12-13, 권경득, 임정빈, 2003: 133). 그리고

경영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직유효성이라는 개념 역시 조직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또는 효과적인가를 표시하는 개념으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영학 분야 선행연구들에서는

조직 유효성과 조직 효과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2)

여러 국내·외 학자들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개념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조직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대응변수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직성과, 조직 유효성을 조직 효과성의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

하려 한다.
3)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작적 정의를 한 경우 이들은 조직효과성을 직무만족,

조직몰입, 혹은 조직전념, 자발적 참여형태, 성과지각, 조직 내 갈등수준, 조직적응성,

성과, 충성심, 응집력, 자원획득정도, 성정발전 가능성, 조직시민행동, 조직목표몰입,

사회적 평가 등을 들고 있다. 연구자별로 조직효과성을 나타내는 1개 내지 5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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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조직 효과성의 개념정의 및 측정변수 선행연구

학자(연도) 개념정의 측정변수

Bennis(1962) 조직의 건강이라는 개념을 빌어서 규정 적응력, 일체성의 의식,
통합, 현실검증능력

Caplow(1964) 조직의 안전성, 통합성, 자율성 및 업적을
의미

안정성, 통합성, 자율성,
업적

Price(1969) 목표달성의 정도 생산성, 사기, 적합성

Steers(1975) 희소하고 가치있는 자원을 획득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조직의 특성

환경 적응성, 신출성,
직무만족, 생산성, 자원
획득, 적합성

Gibson(1982)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
생산성, 효율, 직무만족,
적응성, 발전가능성, 유
지존속

Brewer&Solden
(2000) 능률성, 효과성 및 공정성

내적/외적 능률성
내적외적 효과성
내적/외적 공정성

신유근(1986) 조직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정도

목표달성도, 이윤, 예산
유지, 사회적 책임, 직
무만족, 조직몰입, 능률
의 향상

정준규·박상언·
김영조(1996)

심리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과성의 두가지
차원에서 분석

직장생활만족, 조직몰
입, 총자본수익률, 총자
산증가율, 1인당 부가
가치

김정하(2000) 조직목표에 대한 달성도 조직몰입, 조직적응성,
직무만족

문대성·천길영
(2001)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 확립 직무만족, 이직의사

장태윤·박찬식
(2001)

개방시스템이란 측면에서 외적환경에 대응
해 가는 행동체계이며, 조직구조의 안정과
유지를 의미

조직몰입, 적응성, 직무
만족, 의사소통

* 자료출처 : 도운섭(2004),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경향 분석”, p.78

하위변수를 제시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중 직무만족, 조직몰입, 대외적 유연성의 순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진, 2003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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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효과성의 측정지표

윤정구·임준철(1998)은 조질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으로 조직

효과성을 구성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장태윤·박찬식(2001)은 조직몰입,

직무만족, 적응성, 의사소통 등의 요인으로 조직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김호정(2004) 역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조직효과성의 측

정지표로 제시하였다. 박순애·오현주(2006)는 연구결과에서 조직행태론자

들의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혹은 조직효과성과 같은 개념으로

주로 직무몰입,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조직효과성의 측정지표로 많은 연구자들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제시하는 이유는 조직효과성이 조직구성원의 행태와 측정

가능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조직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업무나 업무 관련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Loke, 1976; 박우형,1996,

재인용). 다시 말하여 직무만족은 개인이 업무에 대해 갖는 전체적인 평가나

인상인 동시에 업무에 대한 개인의 구체적인 느낌인 것이다. 그러므로

직무만족은 객관적으로 추출하기 어렵고 다만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직무만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는 아래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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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연구자별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

연구자
(연도) 개념정의

Loke(1976) 개인이 업무나 업무 관련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
적인 감정의 상태

Bently &
Rempel(1970)

주어진 직무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이
표현하는 직업적 관심과 열의

McCornick &
Tiffin(1974) 직무에서 얻어지는 욕구만족 정도의 함수

Milton(1981) 직무경험으로부터 기인되는 유쾌하고도 긍정적인 감정 상태

직무만족이 높다는 의미는 직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이야기다. 반대로 직무만족이 낮다는 이야기는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의미이다(Robbins, 2002). 직무만족이 중요한 이유는

직무만족이 조직구성원 개인은 물론 동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Loke(1990)는 직무만족이 높은 사람은 이직할 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박우형, 1996, 재인용).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요인들로는

의사결정과정, 직무특성에 대한 인식, 보상체계, 조직구조, 리더십 등이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 중 의사결정과정, 그 안에서도 준정부

기관의 직원평가제도 변화를 변수로 택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직원평가제도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행정조직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직원

평가제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그간 연구가 많지 않았던 조직원

직급연차별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김병섭· 박광국· 조경호 2000, '조직의 이해와 관리', 서울 : 대영문화사, 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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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

본 연구는 직무만족과 더불어 조직몰입을 조직효과성의 측정지표로

설정했다. 조직몰입은 직무만족과 더불어 많은 행태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개인의 강한 일체감과

참여의지이다(Sommer et al., 1996). 조직몰입이 중요한 이유는 조직몰입을

통해 조직구성원과 조직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구성원

들은 조직몰입을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조직은 조직구성원

들의 조직몰입을 통해 목표추구가 가능해진다(Mowday, Porter &

Steers, 1979; 이병동, 2013). 조직몰입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는 아래 <표2-9>와 같다.

<표2-9> 연구자별 조직몰입에 대한 정의

연구자
(연도) 개념정의

Becker
(1960)

기존의 투자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지속하려는 현상

Porter &
Smith(1970)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또는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 조직구성원으로
남으려는 의사

DeCotiis &
Summers(1987)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보는 정도

Milkovich &
Boudreau(1997)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 조직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

직무만족과 마찬가지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다양하다.

대표적인 요인들로는 개인속성, 인력관리, 조직구조, 직무·역할, 조직분위기

등이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 중 조직구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직무만족과 마찬가지로 행정조직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직원평가제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그간 연구가 많지

않았던 조직원 직급연차별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5) 김병섭, 박광국, 조경호(2000), 조직의 이해와 관리, 서울: 대영문화사 p.26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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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 연구의 검토

공공기관의 인사평가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상당수가 있다. 국내

공공기관 인사평가제도와 관련된 연구의 큰 흐름을 보자면, 2000년

이전는 주로 공공부문 인사관련 제도의 특성이나 성과주의 인사제도

개선의 세부내용을 연구·분석한 경우가 많았으나(최신융 , 1996;

이선후, 1997; 김홍배, 1997; 김판석·이선우·오성호, 1998; 김복규, 1998;

김판석·권경득, 1999; 김판석·이선우, 1999)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사제도

의 특징이나 변화에 관한 연구(윤광재, 2009)보다 인사제도에 대한 구성원

들의 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윤정구·임준철, 1998; 정윤길·이규만, 2000; 박철민·김대원, 2004; 강여진·

장지원, 2005; 심재권·정석환, 2007; 정재화·강여진, 2007). 하지만 인사평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인사

평가제도의 세부 개선사항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에 있어 정부를 포함한 각종 이해관계자

들의 성과주의 인사평가제도의 강화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자세히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비교적 저조한 것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사평가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평가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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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론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공서열에 입각한

제도 운영이라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된 직원인사평가제도 변화가

K공기업 근로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직원인사

평가제도 변화의 대상인 K공기업 3직급(차장)을 대상으로 직급승격연차

별로 그룹을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고, 세분화한 그룹별로 K공기업에서

제도 변화 전인 2014년6)과 제도 변화 후인 2015년, 2016년에 각각 실시

한 인사만족도 설문을 활용하여 직원인사평가제도 변화와 조직효과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에 가설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3-1>과 같다. 독립변수는 직급승격연도차별 세부 그룹중 승격 1∼3

년차인 초임 차장 그룹과 승격 10∼12년차인 승격 대상 주력 차장의

제도변화 여부로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선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연도, 업무분야, 나이, 근속기간, 근무형태(일

근/교대근무 여부), 성별 그리고 평가의 결과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성과평가점수를 선정하였다

6) 제도 변화 및 도입은 2014년 시행되었으나, 설문조사는 매년 초에 실시하여 2014년

설문조사는 제도 변화 전 설문조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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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연구모형

 

독립변수

⇒

종속변수

직급
승격
년도
차별

승격 1∼3년차*

제도변화

여부

조
직
효
과
성

- 조직몰입도

- 직무만족도

승격 4∼6년차

승격 7∼9년차

승격 10∼12년차**

승격 13년차 이상
-

통제변수
연도, 업무분야, 나이, 근속기간, 근무형태(일근/교대), 성별,

성과점수

 *초임간부(승격후 3년이내), **주력승격대상(승격후 10년∼12년차)

2. 가설의 설정

위의 연구 모형에 따라 독립변수로 제도변화 여부(더미변수)를, 종속

변수로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설정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 인사평가제도의 변화에 따라 직원직급승격연차별로 조직효과성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 인사평가제도의 변화와 초임 승격자의 조직몰입도에는 정

(+)의 관계일 것이다.

가설 1-2. : 인사평가제도의 변화와 주력 승격자의 조직몰입도에는 정

(+)의 관계일 것이다.

가설 2-1. : 인사평가제도의 변화와 초임 승격자의 직무만족도에는 정

(+)의 관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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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 인사평가제도의 변화와 주력 승력자의 직무만족도에는 정

(+)의 관계일 것이다.

3. 분석모형(다중회귀분석 적용)

본 연구는 인사평가제도의 변화가 공기업의 조직효과성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정책의 변화가 조직 구성원

에게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 전과 후를

나누어 전후간 결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

하여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은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방법이고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다중회귀분석이라고 한다.

아래의 <표3-1>에서 T는 집단변수이고, t는 시점변수이다. 일반적으로

K공기업의 인사평가제도 변화 전을 0, 제도변화 후를 1로 코딩하였다.

α는 상수항, β1는 제도변화의 효과를 β2는 통제변수 효과(실제 통제변수의

효과는 연도, 나이, 성별 등 통제변수로 활용한 모든 변수의 수만큼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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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다중회귀분석 모형

Yit=α+β1(T)i+β2Σ(C)i +εi

- Yit = t기에 제도변화가 있었던 조직 구성원 그룹 i가 체감한 조직효과성

- T(period) = 평가제도 변화 시기( 변화 이전 t=0, 변화 이후 t=1)

- C(control) =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수들(통제변수)

분석모형 : Yit=α+β1(T)i+β2Σ(C)i +εi

종속변수 = 조직효과성(조직몰입도/직무만족도)

독립변수 = 평가제도 변화 여부 (2014 0, 이후 1)

통제변수 = 연도, 업무분야, 나이, 근속기간, 근무형태, 성별, 성과평가 점수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 내용

1. 독립변수 : 제도변화 여부

본 연구에서는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독립변수인 인사평가제도의 변화

여부를 설정하였다. K공기업에서 연공서열을 쫒던 경향을 보이던 과거

인사평가제도를 개선하고자 도입한 새로운 인사평가제도가 시행된 연도가

2015년이므로, 제도변화 전연도인 2014년을 0으로, 제도가 도입된 2015년

과 2016년 데이터를 1로 설정하여 제도변화 전과 후의 조직효과성 변화

여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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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 조직효과성

직무만족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경험

이나 기대에서 오는 감정적 태도나 느낌,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의 정도할 수 있고, Anderson &

Williams(1991)가 정의한 바와 같이 조직몰입이란 구성원이 한 조직에 대하여

가지는 동일시 및 몰입의 상대적인 강도로써, 구성원이 스스로가 속한

조직에 대해 갖는 일체감과 몰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 여부는 K공기업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인사분야 만족도

설문조사 직무만족과 직무몰입 여부 항목인 질문2 <표3-2>의 (4)

조직몰입도 여부와 (5) 직무만족도 여부(각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

하였다.

<표3-2> k공기업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2번 질문 내용

2. 다음은 회사 직원들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직급, 적성 및 역량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팀원들은 나의 업무실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높이 평가한다.

(3) 팀장(또는 직속상급자)은 직무경력개발을 위해 적절한 도움을 준다.

(4) 나는 직무수행을 통해 조직(회사)에 기여하고 있다. (조직몰입도)

(5) 나는 현재의 직무 및 업무량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직무만족도).

3. 통제변수

독립변수 외에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을 때, 이러한

특성을 변수로 추가하게 되면 오차분산(error variance)을 감소시켜서

추정된 계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통제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오차항의

평균은 독립변수와 독립성을 유지하므로, 독립변수의 추정된 계수는

인과적 해석이 가능하다. 통제변수 투입시 유의점은 통제변수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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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받거나 그 결과로 나타는 변수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배지영, 2009).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하여 연도, 업무분야,

나이, 근속연수, 근무형태(교대/일근), 성별, 성과평가결과를 통제변수로

하였다. 제도가 변하기 전 연도인 2014년부터 제도가 변화한 2015년과

2016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취합하였고, 연도별로 나이와 근속연수, 평가

결과가 바뀌는 점을 사내 인사 정보를 조회하여 코딩하였는데 성과평가

결과를 통제변수에 포함시킨 것은 인사평가 결과가 비공개 원칙임에도

인사평가 세부항목인 성과평가의 결과는 공개를 하고 있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 변수 종합

인사평가 제도의 변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관련 변수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변수 측정을 위한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조직효과성에 해당하는 조직

몰입도와 직무만족도는 K공기업의 인사만족도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였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원별 승격연도와 (성과)평가결과, 성별, 나이, 근무

연수 등의 정보는 K공기업의 인사 정보를 활용하였다.

<표3-3> 연구에 사용된 변수 정리

 

변수 측정지표 측정방법

종속
변수

조직몰입도 5점척도 설문조사

직무만족도 5점척도 설문조사
독립
변수 제도변화 제도변화여부 변화이전= 0, 변화이후= 1

통제
변수

연도 설문조사참여시점연도 해당연도
업무분야 8개 분야중 종사 분야 설문조사
성별 성별여부 인사정보활용
나이 설문조사참여시점나이 인사정보활용
근무형태 교대근무/일근 여부 일근 = 1, 교대 = 2
근속연수 입사후 근무한 기간 인사정보활용

성과평가결과 5점척도 인사정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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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 분석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4-1∼4>와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가 승격연차별 그룹을 세

분화하여 각각의 그룹의 제도 변화 전후 조직효과성을 확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의 대상을 간부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3직급으로

한정하였다. 이들 중 조사기간인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간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340명의 1,020개의 데이터를 승격연차별로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초급간부 그룹(승격한지 3년

이하인 차장)과 승격 주력 그룹(승격한지 10년이상 12년이하인 차장),

이 두 그룹의 데이터를 연구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1. 초급간부 그룹의 일반적 특성

<표4-1> 초급간부(승격 1∼3년차)들의 기초통계분석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성과점수 194 1 5 2.49 .912

연도 194 2014 2016 2014.66 .774

성별 194 1 2 1.22 .416

연령 194 34 57 42.43 5.467

근속기간 194 0 37 15.91 7.971

업무분야 194 1 8 4.19 1.838

근무형태 194 1 2 1.26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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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초급간부(승격 1∼3년차)들의 빈도표

구 분 빈도(명) 비율(%)

성과평가결과

D 35 18.0

C 48 24.7

B 94 48.5

A 15 7.7

S 2 1.0

연도

2014 102 52.6

2015 56 28.9

2016 36 18.6

성별
남자 151 77.8

여자 43 22.2

나이

30대 75 38.7

40대 92 47.4

50대 27 13.9

근속기간

10년이하 55 28.4

11~15년 75 38.7

16~20년 39 20.1

21~25년 34 17.5

26년이상 18 9.3

업무분야

경영관리 21 10.8

R&D 14 7.2

건설 42 21.6

품질 14 7.2

원전발전 67 34.5

수력발전 8 4.1

엔지니어링 25 12.9

해외사업 3 1.5

근무형태
통상근무 143 73.7

교대근무 51 26.3

<표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급간부 그룸의 표본은 194개에

이르며,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개인에게 공개되는 성과평가 점수는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S’부터

순서대로 ‘S’,‘A’,‘B’,‘C’,‘D’까지 다섯 개의 척도로 구분되는데 최대값은 ‘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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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5’점이었고, 최소값에 해당하는 ‘D’는 ‘1’점이었으며, 평균은 2.49

로 중간값 ‘B’에 조금 못미쳤다. 연도별 초급간부 분포를 보면 평균값이

2014.66으로 2014년에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은

전체 초금간부중 남성이 151명으로 77.8%이고, 여성은 43명으로 22.2%

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3.5배 많다. 평균연령은 30대가 75명(38.7%),

40대가 92명(47.4%), 50대가 27명(13.9%)으로 4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근속기간은 10년이하가 55명(28.4%), 11년 이상 15년 이하가

75명(38.7%), 16년 이상 20년 이하가 39명(20.1%), 21년 이상 25년 이하가

34명(17.5%), 25년 이상이 18명(9.3%)으로 11년 이상 15년 이하인 직원이

가장 많았다. 업무분야는 경영관리분야가 21명(10.8%), 연구개발(R&D)

분야가 14명(7.2%), 건설분야가 42명(21.6%), 품질분야가 14명(7.2%),

원전발전분야가 67명(34.5%), 수력발전분야가 8명(4.1%), 엔지니어링

분야가 25명(12.9%), 해외사업분야가 3명(1.5%)으로 원전발전분야가

가장 많았다. 근무형태는 일근근무(통상근무)자는 143명(73.7%)이고

교대근무자는 51명(26.3%)이다.

2. 승격주력 그룹의 일반적 특성

<표4-3> 승격주력 그룹(승격 10~12년차)들의 기초통계분석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성과점수 249 1 5 3.56 1.197

연도 249 2014 2016 2014.93 .793

성별 249 1 2 1.00 .063

연령 249 37 58 47.64 3.542

근속기간 249 10 38 23.46 5.588

업무분야 249 1 8 3.27 1.958

근무형태 249 1 2 1.28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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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승격주력 그룹(승격 10∼12년차)들의 빈도표

구 분 빈도(명) 비율(%)

성과평가결과

D 20 8.0
C 17 6.8
B 85 34.1
A 57 22.9
S 70 28.1

연도
2014 87 34.9
2015 92 36.9
2016 70 28.1

성별
남자 248 99.6
여자 1 .4

나이
30대 2 0.8
40대 172 69.1
50대 75 30.1

근속기간

10년이하 1 0.4
11~15년 3 1.2
16~20년 95 38.2
21~25년 78 31.1
26년이상 72 28.9

업무분야

경영관리 85 34.1
R&D 7 2.8
건설 51 20.5
품질 7 2.8
원전발전 74 29.7
수력발전 13 5.2
엔지니어링 11 4.4
해외사업 1 .4

근무형태
통상근무 180 72.3
교대근무 69 27.7

<표4-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격주력 그룸의 표본은 249개에

이르며,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개인에게 공개되는 성과평가 점수는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S’부터

순서대로 ‘S’,‘A’,‘B’,‘C’,‘D’까지 다섯 개의 척도로 구분되는데 최대값은

‘S’에 해당하는 ‘5’점이었고, 최소값에 해당하는 ‘D’는 ‘1’점이었으며, 평균은

3.56로 중간값 ‘B’에 상회하고 있다. 연도별 승격주력 그룹 분포를 보면

평균값이 2014.93으로 2014년에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은 전체 승격주력 그룹중 남성이 248명으로 99.6%이고,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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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으로 0.4%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평균연령은 30대가

2명(0.8%), 40대가 172명(69.1%), 50대가 75명(30.1%)으로 4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50대가 그 뒤를 따랐다. 근속기간은 10년이하가

1명(0.4%), 11년 이상 15년 이하가 3명(1.2%), 16년 이상 20년 이하가 95명

(38.2%), 21년 이상 25년 이하가 78명(31.1%), 25년 이상이 72명(28.9%)

으로 16년 이상 20년 이하인 직원이 가장 많았다. 업무분야는 경영관리

분야가 85명(34.1%), 연구개발(R&D) 분야가 7명(2.8%), 건설 분야가

51명(20.5%), 품질 분야가 7명(2.8%), 원전발전분야가 74명(29.7%), 수력

발전분야가 13명(5.2%), 엔지니어링 분야가 11명(4.4%), 해외사업분야가

1명(0.4%)으로 원전발전분야가 가장 많았다. 근무형태는 일근근무(통상

근무)자는 180명(72.3%)이고 교대근무자는 69명(27.7%)이다.

제 2 절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앞서서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란 두 개 이상의 분석에

있어서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나타낸다(송지준, 2015).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미리 알아보면 가설검증에 앞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변수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는 피어슨 계수로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낮다.

본 연구의 초급간부 그룹과 승격주력 그룹 각각의 상관관게 분석결과는

<표4-5>과 같다. 일반적으로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상관계수는 매우 높지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Hair, Anderson, Tatham, Balck,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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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초급간부 그룹의 상관관계 분석

평균 표준
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제도
변화 연도 업무

분야 나이 근속
기간

근무
형태 성별 성과

점수
조직
몰입

직무
만족

제도변화 .47 .501 1

연도 2014.66 .774 .900** 1

업무분야 4.19 1.838 .003 .009 1

나이 42.43 5.467 .105 .129 -.147* 1

근속기간 15.91 7.971 .059 .080 -.106 .882** 1

근무형태 1.26 .441 .043 .036 .302** -.232** -.152* 1

성별 1.22 .416 -.010 -.006 .005 -.499** -.445** -.037 1

성과점수 2.49 .912 .056 .046 .037 .081 .025 -.128 -.001 1

조직몰입 3.78 1.080 .527** .451** -.005 .213** .218** .022 -.169* .314** 1

직무만족 3.50 .983 .537** .470** -.182* .259** .248** -.054 -.234** .303** .522**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양쪽)

초급간부 그룹의 독립변수(제도변화)와 종속변수(조직몰입,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01하에서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

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도, 나이, 근속기간,

성과점수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종속변수인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무분야와 근무형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의 경우 조직몰입도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직무만족도는 유의수준 0.01

하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승격주력 그룹의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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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
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제도
변화 연도 업무

분야 나이 근속
기간

근무
형태 성별 성과

점수
조직
몰입

직무
만족

제도변화 .65 .478 1

연도 2014.93 .793 .863** 1

업무분야 3.27 1.958 .013 .014 1

나이 47.64 3.542 .104 .099 -.004 1

근속기간 23.46 5.588 .019 -.017 -.017 .819** 1

근무형태 1.28 .448 .002 -.015 .573** -.003 .025 1

성별 1.00 .063 .047 .086 -.074 -.029 -.028 -.039 1

성과점수 3.56 1.197 -.177** -.142* -.031 -.115 -.134* -.006 -.083 1

조직몰입 3.78 1.023 .424** .444** .044 -.029 -.111 .005 .014 .496** 1

직무만족 3.65 1.086 .536** .591** -.031 -.002 -.079 -.010 .020 .473** .812**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양쪽)

승격주력 그룹의 독립변수(제도변화)와 종속변수(조직몰입,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01하에서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

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도, 성과점수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종속변수인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가 정(+)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무분야, 나이, 근속기간, 근무형태,

성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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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의 검증

이 절에서는 아래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 인사평가제도의 변화에 따라 직원직급승격연차별로 조직효과

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 인사평가제도의 변화와 초임 승격자의 직무만족에는 

정(+)의 관계일 것이다.

   가설 1-2. : 인사평가제도의 변화와 주력 승격자의 직무만족에는 

정(+)의 관계일 것이다. 

   가설 2-1. : 인사평가제도의 변화와 초임 승격자의 조직몰입에는 

정(+)의 관계일 것이다.

   가설 2-2. : 인사평가제도의 변화와 주력 승력자의 조직몰입에는 

정(+)의 관계일 것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운영이라는 불만을 잠식시키고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확대하고자 시행된 국내 유일의 원전운영 공기업인 K공기업의

인사평가제도 변화(독립변수)가 초임 승격자(승격 1∼3년차)와 주력

승격자(승격 10∼12년차)의 조직 효과성(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임차장 그룹과 주력 승격자 그룹을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표4-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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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 초급간부집단 인사평가제도 변화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347.099 366.316 .948 .345

독립변수 제도변화여부
(더미) 1.329 .280 .616 4.743 .000 .189 5.293

통제변수

성과평가결과 .351 .068 .297 5.151 .000 .962 1.039

근무형태 .119 .152 .048 .778 .438 .822 1.217

성별 -.300 .173 -.116 -1.740 .084 .719 1.390

연령 -.028 .026 -.140 -1.076 .283 .187 5.342

근속기간 .035 .016 .261 2.149 .033 .216 4.634

업무분야 -.014 .035 -.023 -.393 .695 .894 1.119

연도 -.171 .182 -.122 -.938 .349 .188 5.332

R2 (조정된 R2) .41(.385)

F(유의수준) 16.074(.000)

Durbin-Watson 1.929

* 종속변수 : 조직몰입도

먼저 <표4-7>의 초급간부 그룹의 제도변화여부와 조직몰입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형 회귀분석의 예측모형의 F값은 16.074(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제도변화여부가 종속

변수인 조직몰입도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정도인 R2값은 0.41로

나타났으며, 자유도를 반영한 조정된 R2는 0.385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

모형이 종속변수를 41%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VIF가 1에 근접하면 다중공선성이 없고 10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허용오차(공차한계, Tolerance) 값이 0.1 이하일 때는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허용오차 값이 변수 모두 모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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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변수간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다.

Dubin-Watson는 1.929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까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제도변화여부 계수값이 1.329(p<.001)으로 정(+)이며, 인사평가제도

변화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t 값이 4.743으로 ±1.96이상이고,

유의확률(p값)이 .000으로 p<.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속변수에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표준화

베타 계수를 비교해 보면 제도변화 여부는 .616으로 나타났다.

초급간부 그룹의 제도변화여부에 따라 조직 몰입도가 높아지므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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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초급간부 집단 인사평가제도 변화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682.013 228.244 -2.988 .003

독립변수 제도변화여부
(더미) .637 .187 .298 3.404 .001 .250 4.002

통제변수

성과평가결과 .501 .038 .586 13.029 .000 .943 1.060

근무형태 -.062 .122 -.027 -.508 .612 .667 1.499

성별 .481 .714 .030 .673 .501 .976 1.025

연령 .007 .022 .025 .315 .753 .315 3.178

근속기간 -.009 .014 -.051 -.654 .514 .314 3.187

업무분야 .037 .028 .072 1.335 .183 .665 1.504

연도 .339 .113 .263 2.989 .003 .247 4.047

R2 (조정된 R2) .685(.469)

F(유의수준) 20.403(.000)

Durbin-Watson 2.159

*종속변수 : 직무만족도

다음으로 <표4-8>의 초급간부 그룹의 제도변화여부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형 회귀분석의 예측모형의 F값은 20.403(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제도변화여부가 종속

변수인 조직몰입도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정도인 R2값은 0.685로

나타났으며, 자유도를 반영한 조정된 R2는 0.469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

모형이 종속변수를 68.5%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VIF가 1에 근접하면 다중공선성이 없고 10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허용오차(공차한계, Tolerance) 값이 0.1 이하일 때는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허용오차 값이 변수 모두 모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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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변수간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다.

Dubin-Watson는 2.159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까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제도변화여부 계수값이 0.637(p<.001)으로 정(+)이며, 인사평가제도

변화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t 값이 3.404으로 ±1.96이상이고,

유의확률(p값)이 .001으로 p<.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속변수에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표준화

베타 계수를 비교해 보면 제도변화 여부는 .298로 나타났다.

초급간부 그룹의 제도변화여부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므로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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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9> 승격주력 집단 인사평가제도 변화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682.013 228.244 -2.988 .003

독립변수 제도변화여부
(더미) .637 .187 .298 3.404 .001 .250 4.002

통제변수

성과평가결과 .501 .038 .586 13.029 .000 .943 1.060

근무형태 -.062 .122 -.027 -.508 .612 .667 1.499

성별 .481 .714 .030 .673 .501 .976 1.025

연령 .007 .022 .025 .315 .753 .315 3.178

근속기간 -.009 .014 -.051 -.654 .514 .314 3.187

업무분야 .037 .028 .072 1.335 .183 .665 1.504

연도 .339 .113 .263 2.989 .003 .247 4.047

R2 (조정된 R2) .542(.527)

F(유의수준) 35.475(.000)

Durbin-Watson 1.617

* 종속변수 : 조직몰입도

먼저 <표4-9>의 승격주력 그룹의 제도변화여부와 조직몰입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형 회귀분석의 예측모형의 F값은 35.475(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제도변화여부가 종속

변수인 조직몰입도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정도인 R2값은 0.542로

나타났으며, 자유도를 반영한 조정된 R2는 0.527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모형

이 종속변수를 52.7%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VIF가 1에 근접하면 다중공선성이 없고 10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허용오차(공차한계, Tolerance) 값이 0.1 이하일 때는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허용오차 값이 변수 모두 모두 0.1



- 42 -

이상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변수간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다.

Dubin-Watson는 1.617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까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제도변화여부 계수값이 0.637(p<.001)으로 양(+)이며, 인사평가제도

변화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t 값이 3.404으로 ±1.96이상이고,

유의확률(p값)이 .001으로 p<.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속변수에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표준화 베타 계수를 비교해 보면 제도변화 여부는 .298로 나타났다.

승격주력 그룹의 제도변화여부에 따라 조직 몰입도가 높아지므로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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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0> 승격주력 집단 인사평가제도 변화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1327.345 202.604 -6.551 .000

독립변수 제도변화여부
(더미) .511 .166 .225 3.078 .002 .250 4.002

통제변수

성과평가결과 .528 .034 .582 15.458 .000 .943 1.060

근무형태 .045 .108 .019 .414 .679 .667 1.499

성별 .259 .634 .015 .408 .684 .976 1.025

연령 -.007 .020 -.023 -.358 .720 .315 3.178

근속기간 .004 .013 .022 .331 .741 .314 3.187

업무분야 -.018 .025 -.032 -.707 .480 .665 1.504

연도 .659 .101 .482 6.551 .000 .247 4.047

R2 (조정된 R2) .680(.669)

F(유의수준) 63.632(.000)

Durbin-Watson 1.698

* 종속변수 : 직무만족도

먼저 <표4-10>의 승격주력 그룹의 제도변화여부와 조직몰입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형 회귀분석의 예측모형의 F값은 63.632(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제도변화여부가 종속

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정도인 R2값은 0.68로

나타났으며, 자유도를 반영한 조정된 R2는 0.669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

모형이 종속변수를 68%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VIF가 1에 근접하면 다중공선성이 없고 10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허용오차(공차한계, Tolerance) 값이 0.1 이하일 때는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허용오차 값이 변수 모두 모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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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변수간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다.

Dubin-Watson는 1.698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까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제도변화여부 계수값이 0.511(p<.001)으로 양(+)이며, 인사평가제도

변화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t 값이 3.078으로 ±1.96이상이고,

유의확률(p값)이 .002으로 p<.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속변수에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표준화

베타 계수를 비교해 보면 제도변화 여부는 .225로 나타났다.

승격주력 그룹의 제도변화여부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므로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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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사인 K공기업은 과거 근무평정제도를 개선

하여, 2010년도 성과연봉제와 연계한 개인종합평가를 1직급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이래 2012년도부터는 모든 간부(3직급 이상)를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왔고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제도를 수정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K-공기업의 제도 개선 시도가 과연 조직효과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오는가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였으며,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인사평가제도의 변화가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 실증분석하여 조직효과성 향상을

위한 인사평가제도의 방향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특히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평가제도 운영이라는 비판과 이로 인한 제도의

공정성 및 수용성 저하 문제는 제도의 존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

해야만 하는 과제였다. K공기업은 이를 해결하고자 보상에 영향을 끼치는

성과평가 뿐만 아니라 과거 절대평가였던 역량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꾸고

승격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점수(성과평가+역량평가)의 세부 평가별 반영

비율을 조정하였다. 위 조정을 통하여, 과거 보상과 승격이 동시에 반영

되어 평가자(상사)가 승격 대상자를 배려하려면 보상도 동시에 같이 높게

줄 수 밖에 없던 것을 승격 대상자도 배려하고, 높은 성과를 내는 초임

간부도 동시에 배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K공기업 인사평가제도의

변화가 직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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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제도 변화 시도가 있기 전인 2014년도부터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5년 및 2016년도에 K공기업에서 실시한 인사만족도 조사에 모두

참석한 340명의 1,020개(340명×3년)의 데이터를 검토하였다. 독립변수는

제도변화 여부를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적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입수한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 값을 이용

하였다. 독립변수의 보다 정확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통제변수로는

연도, 업무분야, 나이, 근속기간, 근무형태(교대근무 여부), 성별, (공개되는)

성과평가 결과를 적용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쨰, 승격한지 3년 이하의 이른바 초급간부의 경우, 기술통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로 활용된 제도변화 여부(제도변화 전 = 0, 제도변화 후

=1, 더미변수)는 평균 0.47점, 종속변수로 이용된 5점 만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는 각각 3.78점, 3.5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5점 만점이며

통제변수로 활용된 성과평가 점수는 평균 2.49점이었다. 회귀분석결과는

초급간부의 제도변화에 대한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 영향 여부가 둘

모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승격한지 10년 이상 12년 이하의 이른바 승격 주력간부의 경우,

기술통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로 활용된 제도변화 여부(제도변화 전 = 0,

제도변화 후 =1, 더미변수)는 평균 0.65점, 종속변수로 이용된 5점 만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는 각각 3.78점, 3.6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5점 만점이며 통제변수로 활용된 성과평가 점수는 평균 3.56점이었다. 회

귀분석결과는 승격 주력간부의 제도변화에 대한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

영향 여부가 둘 모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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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선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통해 국내 유일의 원전운영 발전사인

K공기업의 인사평가제도 수용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초급간부와 주력간부 두 그룹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유

의미한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K공기업이 시도한 일련의

인사평가제도개선노력은조직효과성향상에유효함을입증한것이라할 수 있다.

직원인사평가제도를 포함한 모든 인사제도는 조직원들의 사기 및 성과,

더 나아가 조직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규 제도 도입과

기존 제도의 수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위화감을 줄이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연공서열의 조화를 통해 조직원들의 공감을 얻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과거 제도 대비 보수의

손해가 일부 포함되는 신규 제도 도입에 대하여 오히려 초임간부보다 승격

대상인 주력간부의 만족도가 높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과거

제도 상황 하에서 본인의 승격을 위해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며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후배 직원의 보상까지 자신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일말의

부담을 해소해준 점이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객관적 성과 평가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연공서열 중시풍토는 무조건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사유를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문제

인 정부는 최근 직원평가제도의 한축인 성과연봉제의 대안으로 ‘직무

급제’를 제시하고 있지다. 하지만 이 또한 직무를 기준으로 소속 직원

의 급여에 차등을 둔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제도 도입의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단점을 부각하여 십수년간 도입 및

개선해온 성과평가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일정 수준의 연공서열 문

화를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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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도가 바람직한 보다 올바른 인사운영 제도일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인사제도의 제도개선은 함께 공감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원전 운영을 통하여 전력생산을 하고 있는 K공기업에

재직중인 일부 직원을 표본으로 한 것이므로 연구 결과가 공공기관

모두에게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K공기업의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들은 목적사업이 유사하며, 조직의 제도와

직원의 성향도 유사한 편이기 때문에 전력 공기업을 대상으로는 상당

부분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종속변수인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공기업에서 매년 실시하는

인사만족도 설문조사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 관련 질문 결과치를 활용

하였는데, 각각 단일 항목 질문의 결과를 이용하게 되어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이 생략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겠다.

제도변화의 효과성 확인을 위하여 제도 도입 이전인 2014년부터 제도변

화 이후인 2015년과 2016년까지 3년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직원을 대상

으로 하여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점이 지적됨에도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점 역시 본 연구의 보완해야할 점이라고 판단된다.

후속연구가 가능하다면 본연구의 한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

효과성을 묻는 질문을 세분화 하여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3직급 차장뿐만 아니라 2직급

부장과 1직급 처장까지 성과연봉제 대상인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시도도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이가 한국전력공사

계열 발전 공기업 뿐만 아닌 여타의 시장형 공기업을 연구 대상에 포함

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시도 역시 연구의 가치를 보다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공기업 인사평가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 그리고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사평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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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부 록 1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항상 현업에서 노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현재 회사 인사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여러

분의 생각과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인사업무 개선에 반영할 목적

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될 뿐, 개개인의 응

답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오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도록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본부 인사처 인사팀

※ 아래 문항은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분류 문항입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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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귀하의 소속은?
□1) 본사 □2) 고리 □3) 한빛 □4) 월성
□5) 한울 □6) 한강 □7) 중앙연구원 □8) 인재개발원
□9) 방사선보건연구원 □10)양수 □11)UAE □12)기타

Q2. 귀하의 근무형태는?
□1) 통상근무 □2) 교대근무

Q3. 귀하가 수행하는 업무분야는?
□1) 경영관리 □2) R&D □3) 건설 □4) 품질
□5) 원자력발전 □6) 수력발전 □7) 엔지니어링 □8) 신사업

Q4. 귀하의 직급은?
□1) 1직급 □2) 2직급 □3) 3직급 □4) 4직급 □5) 5직급 이하

Q5. 귀하의 근속기간은?
□1) 3년 미만 □2) 3년 이상~5년 미만 □3) 5년 이상~10년 미만
□4) 10년 이상~15년 미만 □5) 15년 이상~20년 미만
□6) 20년 이상~25년 미만 □7) 25년 이상

Q6.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설문은 우리회사 인사업무의 현 수준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계열 분석을 통해 개선추이를 파악할 예정이오니 현 인사

업무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각 항목별로

본인이 생각하는 실태정도와 일치정도를 1∼5점 사이의 점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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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회사 직원들의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척도

(01) 나는 직급, 적성 및 역량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02) 팀원들은 나의 업무실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높이 평가한다.

(03) 팀장(또는 직속상급자)은 직무경력개발을 위해 적절한 도움을 준다.

(04) 나는 직무수행을 통해 조직(회사)에 기여하고 있다. (직무몰입)

(05) 나는 현재의 직무 및 업무량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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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 > K공기업 역량평가 세부 평가요소

∎ 공통역량 I

평가
요소

정의 및 행동지표 수준 평가레벨 선택

윤리성

정의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본과 상식에 맞는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도덕적 책임을 다함

행동
지표

·회사의 윤리헌장, 행동강령 윤리규범을 명확히 숙지하고 이를
매일 실천함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며, 관련 원칙(예:정보공개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
·본인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
계자와의 친분 등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음
·회사의 규정 및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 행동 및 지시에 단호히
대처하고,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소통

정의
업무와 관련된 내외부 관계자들의 입장 및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함

행동
지표

·상대방의 의견과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경청의 자세
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함
·본인의 의사를 쉽고 정확한 용어를 활용하여 논리정연하게 표
현함으로써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함
·다양한 상황 또는 상대방(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통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내외부 관계자와
의 인적/물적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안전성

정의
위험이나 사고에 영향을 주는 상황들을 인식하고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
터링 및 개선 조치를 취하며, 사고 발생 시 절차에 의거하여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함

행동
지표

·안전을 업무 수행의 최우선 원칙으로 인식하고, 안전관리를 위
한 제반 규정 및 법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이해함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타사 및 선진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시
로 수집하고 이를 조직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함
·환경 및 안전 저해 요소들에 대해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며, 이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고 실천함
·안전 문제 발생시 절차에 의거한 즉각적인 대처를 실시하여 발
생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 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 58 -

∎ 공통역량 II

평가
요소

정의 및 행동지표 수준 평가레벨 선택

협조성

정의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각을 지니고 조직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직을 활성화 시킴

행동
지표

·다른 조직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일하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양보하고 협조하여 Win-Win을 이끌어냄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기술/정보/지식 등을 공유함
·타인과 우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함
·타인을 격려하고 갈등 해소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함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동료, 타부서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다른 직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준다.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적극성

정의
어떤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자기확신과 긍정적 마인드,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
에 몰입함

행동
지표

·매사에 능동적임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일을 진행해감
·공식적인 권한 없이도 행동을 취하고 개인적인 위험부담까지도
감수하는 태도를 보임
·정해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한대로 일관성 있게 지속
적으로 끝까지 일을 진행시킴
·새로운 도전의식과 솔선수범의 자세로 업무에 몰입하여 도전적
인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 리더십역량

평가
요소

정의 및 행동지표 수준 평가레벨 선택

비전
제시

정의
회사 및 조직이 나아가야 할 비전 및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조직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실행함

행동
지표

1
직급

·회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함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
행에 필요한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치함
·회사의 비전 및 전략방향이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지원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2
직급

·회사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와 연계된 부
서의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공유함
·부서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함
·회사의 비전 및 전략방향이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지원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3
직급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실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본인
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검토한 후 적절한 대안을 도
출해 냄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해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그 결과
에 대해 상사를 설득하여 승인을 얻음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자신의 제시안을 타당한 근거로 설
득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타협/중재안을 도출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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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행동역량

평가
요소

정의 및 행동지표 수준 평가레벨 선택

갈등
관리

정의
다양한 내외부 고객과의 의견 대립이나 갈등 상황에 대해 개인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당사자 간 이견을 잘 조율하여 합의점을 도출함

행동
지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과 상황을 정확
히 파악함
·갈등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 이슈와 관계자를 파
악해 냄
·실질적인 의견대립이나 의견충돌을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방식
으로 해결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거시적
사고

정의
광범위한 지식과 조망을 바탕으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대안을
수립하고 각 대안의 선택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사고함

행동
지표

·복잡한 상황에 핵심적인 이슈를 밝혀냄
·조직과 고객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밝혀내기 위하여 광범위
한 시장과 트랜드를 분석함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속한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
미칠 영향을 이해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계획
수립/
업무
조직
화

정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세분화하고 과제의 우선순위와 업무량, 예정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구서우언들의 역량을 고려하여 최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함

행동
지표

·주어진 업무 목표와 업무활동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결정함
·다각적인 관점에서 업무간 우선순위를 구분함
·목표대비 수행수준을 평가하고 우선순위 및 중요성에 맞게 달
성 수준을 조절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관계
형성

정의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내외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친밀하고 협력적인 관계
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함

행동
지표

·관련부서의 업무내용과 프로세스 담당자를 잘 알고 있음
·부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환경에 대한 정보를 지속저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속한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
미칠 영향을 이해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신뢰
형성

정의
조직 구성원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존중하며, 각자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
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동을 취하여 조직 구서우언들과의 신뢰를 형성함.

행
동
지
표

1
직급

·주요 의사결정 시 그 과정과 결과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
및 설득하고, 이를 일관되게 이행함
·각 부서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
및 책임을 적절히 위임함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2
직급

·부서 업무 수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 항상 공정하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여 부서원들의 모범이 됨
·부서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
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부서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부서 내 상
호 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3
직급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완수하여 상
사/동료/부하직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음
·동료 및 부하직원에게 엉ㅂ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도움을 제공하여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함
·상사의 경험 및 역량을 존중하며, 그들의 조언 및 지도를 적
극적으로 받아들여 업무를 수행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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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행동역량(계속)

평가
요소

정의 및 행동지표 수준 평가레벨 선택

부하
육성

정의
부하직원들의 장/단점과 역량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도, 조언 및 피드백을 통해 성
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행동
지표

1
직급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사 및 조직이 확보하여야 할 핵심역량
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략
을 수립함
·인재육성 전략을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함
·자기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
를 창출하는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2
직급

·부서원들의 성과에 대한 목표와 기준을 도전적으로 설정하게
하여 동기부여 및 역량 향상을 유도하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함
·부서원들의 장단점 및 역량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고려한 개인별 경력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
원함
·부서원들의 문제 혹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구
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며,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
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3
직급

·부하직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스스로 목표를 설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언함
·부하직원에게 OJT 등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교육
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개발을 지원함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료 및 부하직원들을 칭찬하고
격려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합리
적
의사
결정

정의
주어진 상황 혹은 문제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근거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도출
하고, 각 방안들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함

행동
지표

1
직급

·회사의 장/단기 비즈니스 니즈, 기획/위협요인, 기대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함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의사결정하
며, 추후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함
·조직 내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저적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수립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2
직급

·회사 및 상위 조직의 전략목표와 정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부
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함
·부서원들이 내리기 어려운 의사결정 사항을 적절하게 판단하
여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짐
·의사결정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각 대안의 장/단점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 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3
직급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알고 적절히 활용함
·사내 관계망을 통해 최신의 업무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
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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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행동역량(계속)

평가
요소

정의 및 행동지표 수준 평가레벨 선택

구두
의사
소통

정의
상대방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경청 후에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며, 자신
의 의견을 정확한 발음으로 상대방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쉬운 메시지로 조리 있고 논리적
으로 전달함

행동
지표

·다소 복잡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핵심을 요약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함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반
응함
·상대방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이해 여부를 확인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동시
다중
업무
수행

정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 시 업무 집중도를 유지하면서, 진척도와 품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우선순위에 맞게 관련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효과
적으로 처리함

행동
지표

·업무 진행 과정에 대해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체크함
·팀원이나 업무관련 인물들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적시에 업무
를 위임하고 신규업무를 수행함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상적인 업무들을 진행하
면서도 그 일에 신속하게 대응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명확한
방향
제시

정의
업무의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한 후 완료 시기를 알려주며, 업무의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
고 피드백을 제공함

행동
지표

·구체적이고 상세한 목표를 설정함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진행단계, 업무 종결 시기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시업무의 진행상태를 확인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문서
의사
소통

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
며, 효과적인 문서작성 도구를 활용하여 문법에 맞는 간결한 표현으로 문서를 작성함

행동
지표

·문서 작성의 목적을 잘 이해함
·문서가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어 명하하고 쉽게 이해
할 수 있음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전개해 나감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분석적
사고

정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구성요소들로 세분화하고 구조화하여 이를 통해
문제의 원인 및 상황을 판단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함

행동
지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구성요소들로 세
분화하고 구조화하여 이를 통해 문제의 원인 및 상황을 판단하
며,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함
·문제발생시 근본원인을 세밀히 파악함
·자료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조화함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서비스
지향

정의
내외부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노력함

행동
지표

·고객에게 문제해결에 피요한 자원/인력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줌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보망,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함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객과 대화를 시도
하며, 동료, 상사, 기타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 대한 지식을 축
적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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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행동역량(계속)

평가
요소

정의 및 행동지표 수준 평가레벨 선택

설득/
영향력

정의 상

행동
지표

·다소 복잡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핵심을 요약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함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반
응함
·상대방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이해 여부를 확인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세밀/
정확한
일처리

정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 시 업무 집중도를 유지하면서, 진척도와 품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우선순위에 맞게 관련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효과
적으로 처리함

행동
지표

·업무 진행 과정에 대해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체크함
·팀원이나 업무관련 인물들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적시에 업무
를 위임하고 신규업무를 수행함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상적인 업무들을 진행하
면서도 그 일에 신속하게 대응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수리적
민첩성

정의
업무의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한 후 완료 시기를 알려주며, 업무의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
고 피드백을 제공함

행동
지표

·구체적이고 상세한 목표를 설정함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진행단계, 업무 종결 시기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시업무의 진행상태를 확인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
며, 효과적인 문서작성 도구를 활용하여 문법에 맞는 간결한 표현으로 문서를 작성함

행동
지표

·문서 작성의 목적을 잘 이해함
·문서가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어 명하하고 쉽게 이해
할 수 있음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전개해 나감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정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구성요소들로 세분화하고 구조화하여 이를 통해
문제의 원인 및 상황을 판단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함

행동
지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구성요소들로 세
분화하고 구조화하여 이를 통해 문제의 원인 및 상황을 판단하
며,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함
·문제발생시 근본원인을 세밀히 파악함
·자료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조화함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정의
내외부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노력함

행동
지표

·고객에게 문제해결에 피요한 자원/인력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줌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보망,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함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객과 대화를 시도
하며, 동료, 상사, 기타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 대한 지식을 축
적함

S 특히 뛰어남

A 우수함
B 보통 수준임
C 부족함
D 매우 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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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human resources

evaluation system modification affect organizational effects, especially

in the korean nuclear power plants enterpris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enhan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modific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company human

resource evaluation system, and in order to do that, classifying

survey participated employees as promotion year; primary

group(promotion under 3 years manager) and senior group(promotion

between 10 and 12 years manager). The reason of classifying group

is that each group relation is trad off and it is not easy to satis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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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group on human resource evaluation system. However enterprise,

especially public enterprise try to improve human resource evaluation

system’s acceptance and fairness. Therefore this study research K

public enterprise’s modification of human resource evaluation system

case because K public enterprise modified it’s evaluation system to

solve conflicts with each group. Before modification of evaluation

system, primary manager group got some complains, because it’s not

easy to get high evaluation comparing senior manager group. Under

existed system. evaluator consider evaluatee’s promotion and there are

not options to evaluate well both senior group and fine performance

primary group. K enterprise’s modifications are separation evaluation

between performance score and personal capacity level. After

modification system, evaluator can separate his/her subordinates and

more detail cares(evaluations) of each member.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a survey targeting 340 employees

working in K public enterprise was conducted and using 340

employees’ 3 years 1,020 survey results using dummy variable as

before/after modification of evaluation system, and foundation stat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re used as tools for

verification of survey.

As a result of analyzation, effectiveness of modification evaluation

system of K enterprise had positiv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both primary manager group and senior

manager group.

Based on theses discussions, this study is seeking the right

direction and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human resource evaluation

system in public enterprise about employee’s acceptance and fairness

of evaluation system by research K public enterprise modification

evaluation system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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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while no much of study has been done about classification

employee group and research about each group’s acceptance and

cognition of fairness of human resource evaluation system, this study

has tried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each trad off group’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nuclear power plant

workers.

keywords : Public Enterprise, Nuclear power plants, Human

resources evaluation system,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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