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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는 복수평가자로부터의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 성장에 활용하도록 유인하는 제

도를 뜻한다. 과업특성이나 경영환경이 변해가면서, 1990년대부터 미국의 많은 조직들이

다양한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데 더욱 적합한 다면평가를 급격히 도입하기 시작했다. 다

면평가가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식으로 대두되면서, 여러 연구자들은 다면평가가 타당한 이

유와 다면평가에 따른 자기-타인 평가불일치가 타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밝히는

데 주목해왔다. 또한 다면평가의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기-타인 평가불일치 및 다

면평가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다면평가는 성과평가, 리

더십 개발, 조직변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그에 따라 다면평가와 개인적, 조

직적 결과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면평가에 관한 이론

적, 실증적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연구들의 한계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다면평가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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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면평가(multisource feedback)는 상급자, 하급자, 동료, 고객, 자신을 포함하는 복

수평가자로부터의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 성장에 활용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뜻한다

(Borman, 1997). 전통적 성과평가와 다면평가는 평가자, 평가대상 성과, 평가목적, 평

가익명성에서 차이가 있다. 전통적 성과평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 과업성과(task

performance)를 평가하고, 결과를 보상이나 승진 등 관리목적 의사결정에 주로 사용한

다. 반면 다면평가에서는 복수평가자가 과업성과, 맥락성과(contextual performance)

등 다양한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평가대상자 성장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Ghopade,

2000; Atwater, Waldman, & Brett, 2002). 다면평가는 평가익명성을 유지하며 진

행되는 반면, 전통적 성과평가는 면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도 있다(Atwater

et al., 2002).

다면평가는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급격히 도입되었다. 과업특성이나 경영환경이 변해

가면서, 성과를 관리하는 데 다면평가가 더욱 적합했기 때문이다. 협업이 증가하면서 구성

원 간 소통이 중요해지고,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과 같은

맥락성과(contextual performance)에 대한 관심에 더욱 커지면서, 성과의 다양한 측면

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다면평가가 주목받았다(Fletcher, 2001). 또한 관료주의적 조직

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를 시도하던 조직에서는 구성원 자발적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

었으며, 다면평가를 활용함으로써 구성원이 성과관리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자 하였

다(Ghorpade, 2000). 다면평가는 전통적인 하향식 평가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평가시

스템으로도 주목받았는데, 관리자를 줄이는 경향, 자율성 증대, 프로젝트 기반 경영, 매트

릭스 경영, 전사적 품질경영, 세계화 등, 경영방식이나 경영환경 변화는 전통적인 하향식

평가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운 또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Fletcher,

2001).

다면평가가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식이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들은 다면평가

가 타당한 이유와 타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 그리고 다면평가와 개인적, 조직적 결

과들 간 관계를 밝혀왔다. 다면평가 타당성은 인식론적 관점과 통제이론(Control

Theory)에 근거하여 논의되어 왔다. 이들 논의들에 따르면, 다면평가는 자기-타인 평가불

일치(self-other disagreement)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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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자기-타인 평가불일치가 발생하는 맥락에 따라서 그 타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자기-타인 평가불일치 영향요인을 분석해왔으며, 특정 개인적, 관계적, 조직

내/외부적 요인의 영향하에서는 자기-타인 평가불일치가 평가대상자에 관한 성과정보로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분석되었는데, 이들 연구들 역시 다면평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인함으로써

다면평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개인적, 관계적, 조직 내/외부적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면평가와 개인 또는 조직적 결과 간 관계를 논의하거나 실증한 연구

들이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다면평가 관련 기존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연구들의 한계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다면평가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면평가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다면평가에 관한 공고한 이

론적 프레임은 구축되지 못했고, 다면평가와 개인적, 조직적 결과들 간의 인과관계나 다면

평가의 부가적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 역시 부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존 연

구들은 다면평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왔으며, 이에

따라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라는 통합적 관점하에 다면평가의 타당성이나 유용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Ⅱ. 다면평가 타당성

다면평가 초기 연구들은 인식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다면평가 타당성을 논의해왔다. 다면

평가가 타당하면서도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식이라는 주장은 2가지 기본적인 논의에 기반

을 둔다(Tornow, 1993; Borman, 1997; Church & Bracken, 1997; Atwater et

al., 2002). 첫째, 다면평가는 성과측정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복수평가자에 의한 평가

는 상급자에만 의존하는 평가보다 더욱 타당한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다면평

가는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에 따른 자기인식(self-awareness)을 향상시킴으로써 평가대

상자 성장을 유인할 수 있다. 평가대상자 자기인식은 행위나 성과수준에 대한 자신과 타인

의 인지를 비교함으로써 향상된다. 그리고 향상된 자기인식은 바람직한 행위나 역량개발을

촉진한다. 이후, 통제이론이 다면평가의 이론적 근거로 논의되면서, 연구자들은 자기-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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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불일치가 성과관련 정보로서 타당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을 밝히는 데 주목해왔다.

1. 인식론적 관점에 따른 다면평가 타당성

다면평가에 관한 2가지 인식론적 관점이 있다(Tornow, 1993). 먼저, 다면평가는 객관

적 현실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관점이 있다. 전통적인 계량심리학적

(psychometric) 신념에 근거를 둔 관점으로, 복수평가자가 평가하는 경우 측정오류를 줄

일 수 있기 때문에 평가정확성이 향상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다면평가

는 평가대상자가 평가결과를 특정 평가자 편견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Atwater et al., 2002). 다음으로, 다면평가는 평가대상자에 관한 다양한 성과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라는 관점이 있다. 다면평가에서는 복수평가자 간 평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측정오류에 따른 부정확한 평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평가자 고유관점에 따른 차별적이고 다양한 성과정보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다면평가는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한 자기인식을 향

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후자의 관점이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더욱 주목받아 왔으며, 복수평가자 간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밝힌 많은 실증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Conway, Lombardo,

& Sanders, 2001). 이에 따라, 후속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노력했다. (1) 복수평가자는 왜 평가대상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고유한 정보

를 제공하게 되는가? (2) 다면평가는 부가적 타당성(incremental validity)이 있는가?

즉, 한 명의 평가자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성과평가와 비교할 때, 복수평가자에 의한 평

가는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Borman(1997)은 다면평가가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2가지 이유를 제시했

다. 첫째, 상이한 평가자는 동일한 평가대상자 행위나 성과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실증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 평가자들은 성과측면(performance

dimension)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거나(Harris & Schaubroeck, 1988), 서로 다른 성

과측면에 근거하여 평가대상자 개인성과를 평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Oppler & Sager,

1992). 둘째, 평가대상자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자들은 관찰

하거나 강조하는 성과 측면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여러 실증연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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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지되었다. 상급자가 과업성과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동료는 맥락성과를 강조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Conway, 1999). 하급자와 동료는 평가대상자에게 친근하고 지지가 되는

방식의 동기(motive)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배적이고 업적지향적인 방식

의 동기를 강조하는 상급자 관점과 확연히 다르다(Conway et al., 2001). 현재 상황

(status quo)에 도전하거나 하급자가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장려하는 리더는 상급자로

부터 낮은 평가를 받는 반면, 하급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다(Salam, Cox, & Sims

Jr, 1997). Hooijberg and Choi(2000)에 따르면, 관리자의 상급자는 관리자가 혁신가

(innovator), 중개자(broker), 생산자(producer), 책임자(director)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관리자의 동료는 관리자가 조정자

(coordinator), 감독자(monitor), 조언가(mentor), 조력자(facilitator), 중개자

(broker)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관리적 효과성(managerial effectiveness)에서 강조하는 역량(managerial

competency)에서도 평가자 간 차이가 있는데, 상급자는 결과지향적 역량(results-

oriented competency)에 주목하지만, 하급자와 동료는 결과지향적 역량과 관계지향적

역량(relationships-oriented competency) 모두를 중요하게 여긴다(Semejin, Van

Der Heijden, & Van Der Lee, 2014).

다면평가의 부가적 타당성도 소수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Beehr,

Ivanitskaya, Hansen, Erofeev, and Gudanowski(2001), Conway et al.(2001)

에 따르면, 하급자평가결과와 동료평가결과를 전통적인 상급자평가결과에 더할 때, 평가대

상자 객관적 성과지표 분산을 더욱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동료나 하급자를 포함하는 복수평가자에 의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성과정보를 제

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통제이론과 자기-타인 평가불일치 타당성

통제이론은 다면평가의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로 논의된다(e.g., Atwater,

Waldman, Ostroff, Robie, & Johnson, 2005). 통제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목표나

기준에 자신의 행동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Carver & Scheier,

1981). 자신에 대한 조직 내 타인의 인식 역시 목표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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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ater et al., 2005), 따라서 다면평가는 평가대상자 성장을 유인하게 된다. 다면평

가를 통해 확인된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는 자기인식을 향상시키고, 자기-타인 평가불일치

를 해소하려는 평가대상자 동기를 자극하며, 그에 따라 바람직한 결과들을 이끌어낸다

(Atwater et al., 2005).

다면평가가 평가대상자에 관한 다양한 성과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라는 인식론적

관점은 통제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어 왔다. 특히 자기-타인 평가불일

치가 평가대상자 성과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는 연구들

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자기-타

인 평가불일치는 타당할 수 있다. 첫째, 복수평가자 간에 개념적 등가성(conceptual

equivalence)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는, 평가자마다 고유하게 제

공하는, 평가대상자 성과와 관련된 정보에 의한 것일 필요가 있다.

먼저, 평가대상자가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에 따라 자기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수

평가자 평가결과를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Woehr, Sheehan, &

Bennett Jr, 2005). 개념적 등가성은 복수평가자가 동일한 요인구조(factor structure)

에 근거해서 평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량적 동일함까지 포함하는 계량심리학적 등가성

(psychometric equivalence)과 구별된다(Diefendorff, Silverman, & Greguras,

2005). 다면평가 연구 초기에는 평가자 간 개념적 불일치와 계량심리학적 불일치가 자기-

타인 평가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으나(Cheung, 1999), 이후 평가자 평가

요인구조를 분석한 여러 실증연구에서 평가자 간 개념적 등가성이 존재한다는 일관된 결과

를 보고하고 있다(Diefendorff et al., 2005; Woehr et al., 2005; Hannum, 2007).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가요인구조는 (1) 과업성과, 맥락성과, 반생산적성과를 의미하는 성

과측면(performance dimension), (2) 인지적 역량, 성실성과 같은 일반성과(general

performance), (3) 평가자 개인특성에 따른 요인(idiosyncratic rater), (4) 평가대상

자 성과와 관련된 평가자 고유관점(rater source effects), (5)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 등 5개 요인으로 구성된다(Hoffman, Lance, Bynum, & Gentry, 2010).

다음으로,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는, 평가대상자 개인성과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평가자마다 고유하게 제공하는 평가대상자 성과관련 정보차이에 의한 것일

필요가 있다.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에 관한 2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계량심리학

적 관점 또는 규범적 정확성 모델(normative accuracy models)에서는, 평가대상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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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무관하게, 평가자 개인특성에 따른 오류(rater bias)에 의해 자기-타인 평가불일치

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Lance, Hoffman, Gentry, & Baranik, 2008). 반면, 생태

학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에서는 평가대상자 성과에 관한 평가자마다의 차별적

이고 고유한 관점(rater source effects)에 의해 자기-타인 평가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을 강조한다(Lance et al., 2008). 여러 실증연구 결과들은 생태학적 관점을 지지한다.

다특질-다방법(MTMM methodology)을 활용한 연구(Lance et al., 2008; Woehr et

al., 2005)들에 따르면, 평가자 평가요인 중 잠재적 성과요인(latent performance

factor)에서 평가자 간 유의미한 평가차이가 나타났다. 평가센터(assessment center)

등의 성과에 관한 외부적 구성개념들(external constructs)과 평가자 평가요인들 간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가대상자 성과와 관련된 평가자 고유관점(rater source

effects)이 실재함이 밝혀졌다(Hoffman & Woehr, 2009). 또한 5개 요인으로 구성되

는 평가요인구조에서 평가대상자 성과와 관련된 평가자 고유관점(rater source effects)

이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Hoffman et al., 2010).

Ⅲ. 자기-타인 평가불일치 영향요인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와 자기인식 향상은 다면평가와 결과들 간 관계의 주요경로로 논의

된다(Van Velsor, Tayler, & Leslie, 1993; Church & Bracken, 1997). 통제이론

에 근거한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평가자 간 개념적 등가성과 평가대상자 성과와 관련한

평가자별 고유한 관점(rater source effects)이 전제될 때,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는 평가

대상자 성과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평가대상자는 자기-타인 평가

불일치를 통해 획득하는 성과관련 정보를 활용해 부족한 행위나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성과

를 향상시키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이한 차원의 다양한 요인들이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에 영향을 미

친다. 자기-타인 평가불일치 영향요인은 다면평가 관련 주요 연구주제로 자리매김해왔다.

초기에는 평가대상자 개인특성이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평가대상자 직무특성, 평가자-평가대상자 관계적 특성, 조직 내/외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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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1. 평가대상자 개인특성

성격특성이나 인지적 특성은 자기평가에서 자기관대오류(leniency bias), 사회적 바람

직성 오류(social desirability bias), 귀인오류(attribution bias)를 유발함으로써 자기

-타인 평가불일치에 영향을 미친다(Yammarino & Atwater, 1993; Fletcher &

Baldry, 2000). 나르시시즘(narcissism)도 자기관대오류를 유발하여 자기-타인 평가불

일치를 높이는데, 성격특성(Big Five Personality)을 통제한 이후에도 나르시시즘은 유

의미하게 자기평가를 높이고 타인평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Judge, LePine, &

Rich, 2006). 평가대상자 성별, 인종,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도 자기-타인 평가

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n Velsor et al., 1993; Fletcher &

Baldry, 2000).

평가대상자 직급도 과장된 자기평가를 유발한다. 직급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고, 오만

하며, 과장적인 자기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타인 평가불일치 수준이 높아

진다(Gentry, Ekelund, Hannum, & de Jong, 2007).

Nilsen and Campbell(1993)은 자기인식 정확성이 시간이나 측정방법에 상관없이 안

정적인 경향이 있음을 밝히면서,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는 주로 부정확한 자기평가에 의해

발생함을 주장했다.

2. 평가대상자 직무특성

Heidemeier and Moser(2009)는 사회적 인지 과정 모델에 근거하여 직무복잡성이 자

기-타인 평가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직무복잡성은 평가근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직무를 정의하거나 직무성과를 관찰하기 쉬운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기 때문에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며, 직무복잡성이 높을수록 자기-타인 평가

불일치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직급이 높아질수록 직무를 정의하거나 직무성과를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타인 평가불일치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Heidemeier & Mos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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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자-평가대상자 관계적 특성

리더, 동료, 하급자 간 문화적 거리(cultural distance)는 리더십 효과성에 대한 자기-

타인 평가불일치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적 가치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십

이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적 거리는 상호 간 사회적 범주 차이 인지를 자극하여 이질감을

강화하는 관계인구학적(relational demography)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Kossek,

Huang, Piszczek, Fleenor, & Ruderman, 2017). Kossek et al.(2017)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에서 동료나 하급자는 외국인 리더 과업성과 또는 맥락성과를 낮게 평가한다.

4. 조직 내부 상황요인

조직구조가 수직적일 때,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는 평가자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하급자나 동료는 평가대상자에 의한 반발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염려하기 때문에 상급

자에 비해 관대한 평가를 하며(Ng, Koh, Ang, Kennedy, & Chan, 2011), 그에 따라

평가대상자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자가 상급자를

정직하게 평가하게 만드는 조건을 밝힌 연구가 존재한다(Smith & Fortunato, 2008).

하급자의 조직 변화가능성에 관한 냉소(cynicism), 역할적합성(role appropriateness),

상향식 피드백에 대한 지식, 관찰기회 등 4개 요인은, 인지된 이익, 인지된 위험, 자기효능

감 등 3개 요인 매개효과를 바탕으로, 상급자에 대한 정직한 피드백 의도를 결정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Smith & Fortunato, 2008).

사회적 인지 과정 모델에 근거한 Heidemeier and Moser(2009)의 연구에 따르면, 자

기-타인 평가불일치는 평가목적과 평가결과 전달방식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상관리관점(impression management view)에 따르면, 개인은 타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도록 관리하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발목적 평가보다 관리목적

평가에서 더욱 과장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증결과에 의해 지지되

지는 못했다. 자기평가 결과는 시험과 같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전달되거나 피드백 미팅을

통해 사회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전달되는 경우 평가대상자가 보다 과장된

자기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내용 및 형식은 평가자 추론 개입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자기-타인 평가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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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영향을 미친다(Heidemeier & Moser, 2009). 평가항목이 상대척도로 구성될 때,

그리고 평가내용이 전반적인 성과(overall performance)를 묻거나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업적성과를 묻도록 구성될 때, 자기-타인 평가가 더욱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idemeier & Moser, 2009).

5. 조직 외부 상황요인

문화가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은 2가지 가정에 근거한다. 첫째, 국가 간에

는 유의미한 문화적 가치 차이가 존재하고, 문화적 가치는 작업장에서의 행위에 영향을 준

다(Warr, 1987). 둘째, 문화는 대인관계나 피드백에 대한 욕망, 행위, 인식에 영향을 미

치며(Bailey, Chen, & Dou, 1997), 따라서 자기-타인 평가불일치 영향요인이 된다

(Ashford, 1989). Atwater, Wang, Smither, and Fleenor(2009)와 Varela and

Premeaux(2008)는 Hofstede의 문화차원이론에 근거하여 권력거리, 남성성에서의 자기

주장경향(assertiveness), 개인주의/집단주의가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권력거리와 자기-타인 평가불일치 간 관계에 대해서는 2가지 상반된 이론적 주장이 존재

한다. 권력거리가 먼 문화일수록 위계질서에 따른 대인간 관계를 강조하고, 하급자가 상급

자에게 잘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타인 평가가 더욱 일

치할 수 있다(Varela & Premeaux, 2008). 반면 권력거리가 먼 문화일수록 동료와 피

드백을 주고받는 경향이 강하고, 하급자에게 피드백 받는 것을 피하려하기 때문에, 자기-

타인 평가불일치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Atwater et al., 2009). 실증연구 결과, 권력

거리가 먼 문화일수록 자기-타인 평가가 더욱 일치했다(Atwater et al., 2009).

남성성 문화에서는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assertiveness)를 강조한다(Atwater

et al., 2009). 활발한 자기주장으로 인해 평가대상자 성과에 대한 평가자 간 정보공유 정

도가 높아지며, 따라서 자기-타인 평가불일치가 낮게 나타난다(Atwater et al., 2009).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자기-타인 평가불일치 간 관계에 대해서도 2가지 상반된 이론적 주

장이 존재하지만, 어느 쪽 주장도 실증연구에 의해 지지되진 못했다(Atwater et al.,

2009).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대인간 관계보다 개인적 직무나 목표달성에 더욱 주목하기

때문에 자기-타인 평가불일치가 높을 수 있다(Varela & Premeaux, 2008). 반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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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문화에서 높은 수준의 정보공유로 인해 자기-타인 평가불일치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Atwater et al., 2009).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보다 개인의 강점이나 약점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고(Shipper, Hoffman, & Rotondo, 2007), 사회적 분

류에 따른 소속(category membership)이 신뢰 형성 기반이 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동

료 간 정보공유가 더 활발하기 때문이다(Atwater et al., 2009).

문화는 평가자 지위에 따른 관대한 평가경향이나 문화적 거리감 효과를 조절함으로써 자

기-타인 평가불일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먼 권력거리 문화일수록 하급자는 상급자로

부터 부정적 반응을 더욱 염려하기 때문에 더욱 관대한 평가를 하게 되며, 집단주의 문화

일수록 하급자는 상급자와의 대인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더욱 관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g et al., 2011). 또한 다국적기업에서 외국인 리더에 대한 동료

의 과소평가 경향은 조직이 위치한 국가의 문화가 가까운 권력거리 문화이거나 인도주의적

문화일 때 약해진다(Kossek et al, 2017).

Ⅳ.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다면평가의 효과는 평가대상자가 다면평가 결과를 정확하고 유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

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면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평가대상자

는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성

과를 향상시키게 된다(Walker & Smither, 1999; Atwater et al., 2002). 이에 따라,

여러 연구자들이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왔다. 피드백의 부

정적 정도, 평가대상자 개인특성, 평가자-평가대상자 관계적 특성, 조직 내/외부 상황요인

이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피드백의 부정적 정도

피드백의 부정적 정도는 피드백시스템에 대한 태도와 피드백 이후 자기개발 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과대평가자(over-rater)는 다면평가가 부정확하거나 쓸모없다고 여겨 부

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Albright & Levy, 1995; Brett & Atwater, 2001).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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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드백은 즉각적으로 평가대상자 감정을 변화시켜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피드백의 부정적 정도를 통제하는 경우, 성격특성이나 자기효능

감과 같은 개인특성이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나 피드백 이후 동기부여 및 행위에 미치는 영

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twater & Brett, 2005). 그러나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차이가 클수록, 차이를 줄이려는 동기가 자극되고, 피드백에 대해 더욱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Brutus, London, & Martineau, 1999; Mauer, Mitchell, &

Barbeite, 2002).

2. 평가대상자 개인특성

성격특성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과 외향성(extraversion)

이 높은 리더는 부정적 피드백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활용하거나 추가적인 피드백을 추

구한다(Smither, London, & Richmond, 2005). 그러나 어떤 성격특성을 가진 리더라

도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 즉각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시간이 지난 후에 일부 성격

특성에 한해서 부정적 피드백을 활용하여 목표를 설정하거나 추가적인 피드백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Smither et al., 2005). 이에 따라, 부정적 피드백으로 인한 즉각적인

부정적 반응을 제어하는 경로를 찾고, 실천적으로 그러한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Atwater, Brett, & Charles, 2007).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지는 다면평가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다면평가와 추가적인 피드백 추구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통제위치(locus of control)에 따라서도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Funderburg & Levy, 1997). 향상시켜야 할 기술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와 자기개발

에 관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도 다면평가에 대한 더욱 긍정적 태도를 유인한다

(Maurer et al., 2002).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는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

기효능감(generalized self-efficacy), 통제위치, 신경증(neuroticism)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스스로에 대한 적절하고 타당한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다면평가에 대한 태

도에 영향을 미친다(Bono & Colbert, 2005). 자기일관성가설(self-consistency

hypothesis)에 따르면, 개인은 스스로에 대한 인지적 일관성(cognitive consistency)을

높이려고 행동하기 때문에(Korman, 1970), 핵심자기평가가 높은 개인은 과대평가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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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타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긍정적인 태도나 행위변화를 보인다(Bono & Colbert,

2005). 반면 핵심자기평가가 낮은 개인은 과소평가자(under-rater)일수록 보다 긍정적

태도나 행위변화를 보이는데, 이들은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 경우에 좌절하기 때문이다

(Bono & Colbert, 2005).

개인목표나 집단에 관한 인지적 특성, 과거 경험도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학습지향적(learning orientation) 개인은 성과목표지향적(performance goal

orientation) 개인보다 다면평가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Atwater et al.,

2002). 성취욕구와 집단적 작업규범(collective work norms)(Waldman, 1997), 조직

에 대한 냉소(Atwater, Waldman, Atwater, & Cartier, 2000)도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절차적 공정성은 평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절차적 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rthy & Garavan, 2007). 과거 동료평가나 상향식 피

드백 경험도 동료평가나 상향식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인한다(Bettenhausen

& Fedor, 1997).

평가대상자 직급도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리자는 일반 구성원

에 비해 조직적 개입(intervention) 개발 및 시행에 더욱 관여하고, 평가시스템 관련 교

육을 더 받으며, 관리자와 일반 구성원은 직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자와 일반 구성

원은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다(Diefendorff et al., 2005).

3. 평가자-평가대상자 관계적 특성

평가자-평가대상자 지위에 따라서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Bernadin,

Dahmus, and Redmon(1993)은 일선 관리자의 평가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결과, 하급

자에게만 평가받는 것보다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에게 평가받을 때 피드백에 대해 보다 긍

정적으로 반응함을 밝혔다. 그러나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하급자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는 그럴 것이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거나(Brett & Atwater, 2001), 다면평

가에 대한 태도가 동료평가결과나 하급자평가결과와 관련 있는 반면, 상급자평가결과와는

관련 없음이 보고되는 등(Maurer et al, 2002), 평가자-평가대상자 지위가 다면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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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평가자-평가대상자 사회적 관계 특성이나 평가자 역량에 대한 평가대상자 인식도 다면평

가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관계 특성은 권력, 근접성

(proximity), 귀인과정(attribution process), 심리적 거리감(psychological

distance), 역할갈등(role conflict)에 관한 평가대상자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에게 특정한 피드백을 기대하게 되며, 기대와 실제 피드백 간 괴리는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Bettenhausen & Fedor, 1997). 평가자 역량에

관한 평가대상자 인지 역시 동료평가, 하급자평가 수용 태도나 유용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다(Facteau, Facteau, Schoel, Russell, & Poteet, 1998).

4. 조직 내부 상황요인

다양한 조직 내부 상황요인들이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평가목적(Bernardin et al., 1993; Bettenhausen & Fedor,

1997), 피드백 이후 조직적 지원 정도(London, Smither, & Adsit. 1997; Facteau

et al., 1998; Walker & Smither, 1999; Maurer et al., 2002), 작업디자인(work

design)(Waldman, 1997), 리더십 스타일, 피드백 추구비용(feedback-seeking

cost), 조직분위기(organizational climate)(Funderburg & Levy, 1997) 등이 다면

평가에 대한 태도와 관련 있다.

5. 조직 외부 상황요인

다면평가가 기반을 두고 있는 가치나 가정은 모든 문화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Shipper et al., 2007). 상급자 기술이나 성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계질서에서 벗어난 상하 직원 간 교류가 있어야 하고, 개인성과가 타인성과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면평가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권력거리 문화나

개인주의 문화와 적합성이 높을 수 있다(Shipper et al., 2007).

Shipper et al.(2007)은 Hofstede의 문화차원이론에 근거하여 문화와 다면평가에 대

한 태도 간 관계를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다면평가는 근거수집(data collection),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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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과보고(reporting), 사후훈련(follow-up training), 결과(outcomes)의 4단계가 순

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거수집 단계, 즉 다면평가 시작단계에서는 문화에 따

라 다면평가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체면이나 조화로운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 조직 내 긴장을 유발하는지에 관한 인식이 달라진다. 이 단계에서는 가까운 권력거리

문화나 개인주의 문화에서 다면평가에 더욱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보고 단계에서는 문화에 따라 다면평가에 따른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를 수용하는 정도

가 달라진다. 문화마다 자기개념(concept of self)과 타인평가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

고, 정서적 안정성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강조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까운

권력거리 문화나 개인주의 문화,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 문화에서 다면평가로 인한 자기인

식 향상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Ⅴ. 다면평가와 개인 및 조직적 결과 간 관계

다면평가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행위, 작업장 성과, 내/외부 고객 기대 간 일치의 중요성

을 인식하게 하고, 자기개발이나 조직효과성 향상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조직적

개입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다면평가는 성과평가, 리더십 개발, 임무/팀 배정, 조

직변화와 같은 조직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일 수 있다(Tornow, 1993).

초기 실증연구들은, 성과평가 측면에 보다 주목하여, 평가대상자 자기-타인 평가불일치

와 평가대상자 개인성과 간 관계를 분석해왔다. 이후 다면평과와 리더십 간 관계, 즉 리더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와 타 구성원 인지, 태도, 행위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

었다. 또한 다면평가는 이론적으로 구성원 평가결과 수용성이나 조직 내 사회적 자본 개발

과 같은 조직적 결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는 부

족하다.

1. 평가대상자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와 평가대상자 개인성과 간 관계

비록 평가대상자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와 평가대상자 직무효과성(job effectiveness)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일부 연구결과들도 있긴 하지만(e.g., Fleenor, McCau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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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utus, 1996), 많은 연구들은 평가대상자 자기-타인 평가불일치가 평가대상자 개인

성과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짐을 밝혔다. 동일평가자(in-agreement)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반면, 과대평가자는 상급자-하급자 관계 등에 있어서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고, 과

소평가자는 높은 자기개발동기와 승진회피경향이 공존한다(Yammarino & Atwater,

1993). 과대평가자와 동일저평가자(in-agreement/bad) 집단 개인성과는 저조한 반면,

동일고평가자(in-agreement/good) 집단 개인성과는 높으며, 과소평가자 집단은 강한 자

기발전동기와 낮은 자신감으로 인해 혼합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Atwater &

Yammarino, 1997). Atwater, Ostroff, Yammarino, and Fleenor(1998) 역시 동

일고평가자와 과소평가자의 직무효과성이 가장 높음을 밝혔다.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는 조

직에 대한 신뢰나 조직몰입 수준과도 관련 있는데, 동일평가자인 관리자는 과소평가자보다

신뢰와 조직몰입 수준이 높고, 과대평가자는 신뢰와 조직몰입 수준이 가장 낮았다(Sosik,

2001).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과대평가자가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긴 하지만, 반대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 과대평가자는 자기일관성

(self-consistency) 경향에 의해 개인성과나 자기인식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가장 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다면평가 이후 초기에 이들의 성과가 저조했으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성과가 향상되고 과장된 자기평가가 감소함이 밝혀졌다(Johnson & Ferstl,

1999).

한편, Smither, London, and Reilly(2005)는 다면평가와 이후 개인성과 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피드백의 부정적 정도는 초기 다면평

가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초기 반응은 목표 재설정과 같은 인지적 변화를 유발하

며, 인지적 변화가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성과가 향상된다. 이 과정에서, 피드백지향성

(feedback orientation)과 개인특성은 초기 반응, 인지적 변화, 행위변화 정도를 조절하

고,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변화욕구는 인지적 변화, 행위변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된다(Smither et al., 2005).

2. 리더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와 타 구성원 인지, 태도, 행위 간 관계

다면평가는, 전통적인 성과평가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맥락성과를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Conway, 1999). 다면평가를 통해 동료와 하급자로부터 직접적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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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을 받음으로써, 평가대상자는 리더십이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정보를 획

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들이 평가대상자, 특히 리더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나 그

에 따른 행위변화와 상급자, 동료, 하급자의 인지, 태도, 행위 간 관계를 분석해왔다.

리더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는 하급자의 상급자 자기인식 정확성 및 리더십 효과성 인지

와 관련이 있다. Van Velsor et al.(1993)에 따르면, 과소평가자인 상급자에 대해 하급

자는 상급자 자기인식 정확성과 리더십 효과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반면, 과대평가자인 상

급자에 대해 하급자는 상급자 자기인식 정확성과 리더십 효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지

하고 있었다.

리더 자기인식은 하급자에 대한 영향전술(influence tactics)을 바탕으로 하급자의 조

직분위기 인지에 영향을 준다(Berson & Sosik, 2007). 카리스마적 리더십 평가에서 과

대평가자 리더는 역기능적 개인특성(dysfunctional personal attribute)으로 인해 하급

자로부터 신뢰받기 어렵기 때문에(Sosik, 2001) 하급자의 지지나 도움을 얻기 위해 정당

화(legitimating), 압박(pressure), 교환(exchange)과 같은 딱딱한 영향전술(hard

tactics)을 사용한다(Berson & Sosik, 2007). 그에 반해, 동일고평가자 리더는 협의

(consultation), 환심(ingratiation), 영감적 호소(inspirational appeals)와 같은 부

드러운 영향전술(soft tactics)을 사용한다(Berson & Sosik, 2007). 부드러운 영향전

술을 사용하는 동일고평가자 리더는 하급자와의 가치일치(value congruence)를 이끌어

내고, 리더가 추구하는 품질개선이나 혁신에 하급자가 더욱 참여하게 만들기 때문에, 동일

고평가자 리더 하의 구성원들은 품질개선이나 혁신에 관한 조직분위기를 더욱 높게 인지한

다(Berson & Sosik, 2007).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는 평가대상자 경력탈선잠재력에 대한 타인의 인지와도 관련 있다

(Braddy, Gooty, Fleenor, & Yammarino, 2014). 경력탈선은 부적절한 대인관계,

리더십 부족, 목표달성 실패, 유연성 및 적응력 부족, 좁은 범위에 한정된 기능지향성 등 5

개 행위맹점에 의해 발생한다(Gentry & Shanock, 2008). 다면평가는 복수평가자의 상

이하고 고유한 관점을 반영하기 때문에(Heidemeier & Moser, 2009), 경력탈선을 유발

하는 5개 행위맹점을 예측하는 데 더욱 적합할 수 있다(Braddy et al., 2014). 평가대상

자가 동일평가자일 때, 상급자와 동료는 동일저평가자보다 동일고평자가의 경력탈전잠재

력을 낮게 평가했다(Braddy et al., 2014). 평가대상자가 동일평가자가 아닐 때, 상급자

와 동료는 과대평가자의 경력탈선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는데, 과대평가자는 자신의 행위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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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인지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Braddy et al., 2014).

다면평가 이후 리더의 리더십 행위변화는 하급자 태도나 행위를 변화시킨다(Atwater &

Brett, 2006; Tekleab, Sims Jr, Yun, Tesluk, & Cox, 2008). 다면평가는 개발할

필요가 있는 리더십 행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개발동기를 자극함으로써,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다(Atwater & Brett, 2006). 다면평가 이후 리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리더십 행위를 변화시키는 경우, 하급자 업무참여와 만족이 증가하고, 이직의도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Atwater & Brett, 2006).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 평

가에서 동일고평가자 리더와 과소평가자 리더는 하급자로부터의 피드백에 긍정적으로 반

응하여 하급자 성장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목표와 행위를 제시하기 때문에 하급자 관리적

만족(supervisory satisfaction)을 향상시킨다(Tekleab et al., 2008). 권한부여

(empowering) 리더십 평가에서 과대평가자 리더는 하급자 자기리더십

(self-leadership)에 대한 열망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반면, 동일고평가자 리더와

과소평가자 리더는 하급자 자기리더십 향상에 기여한다(Tekleab et al., 2008). 또한 권

한부여 리더십에서 동일고평가자 리더와 과소평가자 리더일 때, 하급자의 직무만족은 증가

하고, 이직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mundsen & Martinsen, 2014).

3. 다면평과와 조직적 결과 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다면평가는 구성원 평가결과 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양한 복수평가자로부터 행위

나 성과를 평가받기 때문이다. 다만 다면평가는 익명성을 유지한 채 진행되기 때문에, 평

가대상자가 다면평가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Ghorpade, 2000).

다면평가를 통해 구성원 평가결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자, 평가대상자, 경영

진 등 평가관련 주체들의 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London et al., 1997).

또한, 자기인식 향상을 바탕으로 평가대상자 인적자본을 향상시킨다는 본래 제도적 의도

에 더해, 다면평가는 구성원 간 상호인지, 신뢰, 팀워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 내 사회

적 자본 개발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Leana & Van Buren, 1999). 다면평가는

조직 내 타인의 전문적 지식이나 행위를 더욱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전문성

높은 다면평가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구성원은 타인, 특히 평가자를 더욱 신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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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다면평가는 효과적인 팀워크에 필요한 대인관계기술이나 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다면평가는 조직 내 밀집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간접

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Day, 2001).

Ⅵ. 결 론

다면평가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복수평가자로부터 제공받는 성과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원이 자기인식을 향상시키도록 만든다. 구성원이 다면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지고 있고, 조직이 구성원을 적절하게 지원할 때, 구성원의 향상된 자기인식은 바람직한

행위변화나 역량개발로 이어진다. 또한 다면평가는 조직 내 사회적 자본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면평가는 평가대상자에 관한 다양한 성과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성과관리 방식으로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다면평가는 다양한 성과에 관한 복수평가자의 상이한 평가로 인

해 발생하는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를 통해 평가대상자를 자극하여 성장하도록 유인한다.

다만 자기-타인 평가불일치가 성과에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복수평가자

간 개념적 등가성, 평가대상자 성과와 관련된 평가자 고유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자

기-타인 평가불일치는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성과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자기-타인 평가불일치가 결정된다. 개인특성, 직무특

성, 평가자-평가대상자 관계적 특성, 조직 내/외부적 상황요인들이 자기-타인 평가불일치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들 요인들 중, 개인특성, 직무복잡성, 평가내용

및 형식에 따른 평가자 추론 개입 정도, 가까운 권력거리 문화, 개인주의 문화 등의 요인들

은 평가대상자 성과와 관련된 평가자 고유 관점에 의해 자기-타인 평가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며, 따라서 다면평가 타당성과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로 볼

수 있다. 반면, 관계인구학적 이질성 및 문화적 거리감, 수직적 조직구조, 먼 권력거리 문

화, 집단주의 문화 등의 요인들은 평가대상자 성과와 무관하게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다면평가 타당성과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요인들로 볼 수 있다.

평가대상자가 다면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가지고 있을 때, 다면평가에 따른 피드백

은 평가대상자 성장에 도움이 된다.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는 피드백의 부정적 정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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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평가자-평가대상자 관계적 특성, 조직 내/외부적 상황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지, 학습지향성, 성취욕구와 집단적 작업규범

등의 개인특성, 평가자 역량에 대한 신뢰, 개발목적 평가, 피드백 이후 성장을 위한 조직적

지원, 가까운 권력거리 문화, 개인주의 문화 등의 요인들이 다면평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

를 유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면평가는 성과평가, 리더십 개발, 조직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적, 조직적 결과들

과 관련된다. 다면평가에 따른 평가대상자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는 개인성과와 관련이 있

으며, 과대평가자일수록 부정적 결과들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다면평가에 따른 리더 자

기-타인 평가불일치는 하급자의 리더십 효과성이나 조직분위기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리

더십 개발을 유인하여 하급자 태도나 행위도 변화시킨다. 한편, 다면평가는 이론적으로 구

성원 평가결과 수용성이나 조직 내 사회적 자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Ⅶ. 한계 및 시사점, 향후 연구 방향

다면평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논의되거나 분석

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첫째, 다면평가가 개인성과 그리고 조직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고한 이론적 프레임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존 다면평가 연구는 대부분 실무

지향적(practitioner-oriented)이었고, 이론적 기반이 부족한 데이터 위주(data-

driven) 연구였다.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과소평가자 집단을 고려해볼 때,

다면평가와 평가대상자의 바람직한 행위변화나 역량개발 간 관계에 관한 통제이론의 이론

적 프레임은 완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면평가가 구성원 평가결과 수용성,

구성원 간 대인관계, 그리고 조직 내 사회적 자본 등 조직적 결과들에 기여하는 이론적 프

레임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대인관계가 성과평

가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해왔으나, 다면평가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 과정일 수 있다.

둘째, 자기-타인 평가불일치로 인한 자기인식 향상과 평가대상자 개인성과 변화 간 인과

관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다면평과와 개인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김 선 형・강 성 춘  143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에 따른 4개 집단(과대평가자, 과소평가자, 동일고평가자, 동일저평

가자) 간 개인성과 차이를 분석해왔다. 일부 연구에서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에 따른 리더

십 개발과 하급자 인지/태도/행위 간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긴 하지만, 자기-타인 평가불일

치와 평가대상자 과업성과, 맥락성과 등의 변화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면평가는 개발목적, 즉 평가대상자 인적자본 향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

다. 따라서 종단연구를 통해, 다면평가 이후 자기인식 향상에 따른 평가대상자 행위나 역

량변화를 추적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평가와 같은 조직적

개입이 구성원 성과를 향상시키는지에 관해서도 일관적이지 못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Kluger & DeNisi, 1996), 다면평가가 피드백 이후 평가대상자 개인성과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다면평가의 부가적 타당성을 실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부가적 타당성

은 전통적인 성과평가의 성과 예측력을 다면평가가 보완하는 정도를 뜻한다. 다면평가는

전통적인 성과평가에서 간과하고 있던 맥락성과나 반생산적 성과를 평가하는데 강점이 있

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면평가 결과가 전반적 성과 예측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는 불명확하다. 소수의 연구에서 부가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증결과를 보고해왔지만,

이와 관련한 실증적 근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복수평가자로부터 획득하는 성과관련 정보

가 부가적인 성과 예측력을 가짐을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면평가 관련 연구들은 몇 가지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다면평가 연구들은 성

과가 다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존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성과측정

에서의 측정오류를 줄이는 데 주목해왔으며, 그에 따라 복수평가자 간 평가일치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다면평가 연구들은 성과가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며, 관찰기회와 기대가 다

른 복수의 평가자가 서로 다른 성과 측면에 대해 상이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상이한 복수평가자에 의해 실행되는 성과측정 또는 성과관리제도는, 성과의 진

점수(true score)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의 다면적 특성을 포착하는 접근법임을

여러 연구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다면평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에 관한 지식을 축적

해왔으며,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라는 통합적 관점하에 다면평가의 타당성이나 유용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성과와 무관하게 자기-타인 평가

불일치가 억제되거나, 자기-타인 평가불일치의 많은 부분이 평가자 개인특성에 따른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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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r bias)에 의해 발생하거나, 다면평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만연한 조직적 맥락에서

는 다면평가가 비효율적, 비효과적일 수 있다. 즉, 자기-타인 평가불일치 영향요인이나 다

면평가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1) 복잡성이 높고, 구성원 재량권

이 보장되는 직무특성, (2) 위계질서가 약한 수평적 조직구조, (3) 개개인의 역량이 높은

인력특성, (4) 구성원 역량개발을 위한 조직적 지원이나 구성원 간 관계인구학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회화 교육, (5) 구성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역량평가 위주 평가, 등을 만

족하는 조직에서 다면평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조직의 인사철

학, 직무특성, 채용제도 및 인력특성, 조직구조 및 문화, 보상제도, 교육 및 훈련제도에 따

른 다면평가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다면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와 시사점을 토대로, 다면평가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 수 있는 향후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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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source feedback refers to a process of evaluating an individual’s

performance from multiple sources, and then providing feedback to guide

personal development planning. With the growing changes of work

characteristics and managerial environments, multisource feedback is rapidly

gaining acceptance in American industry since 1990s for capturing and

evaluating the multifaceted individual performance. Recognized as an effective

organizational intervention, multisource feedback has become the one of

interesting issues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domain. Multisource feedback

literature has focused on revealing the validity of multiple rating and self-other

disagreement, and determinants of self-other disagreement and attitudes toward

multisource feedback, which may influence the effects of multisource feedback o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lso, many studies have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multisource feedback and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outcomes such as performance appraisal, leadership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change. This article will review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about multisource feedback and then draw several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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