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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hisstudyexaminestheeffectoftheMulti-sidesassessmentcharacteristics
onthetaskestablishmentactivityofmember.Andthisstudyexaminesthat
the reception ofthe assessmentsystem ofmembershave whatcontrol
effectiveness when the Multi-sides assessmentcharacteristics makes the
effectivenessoftheassessment.
TheresultstogetareasfollowsabouteffectivenessoftheMulti-sides

assessment.
First, the feedback of the assessment result influences the task

establishmentactivity ofthememberpositively.Buta pertinence ofan
assessmentappraisalstandardandaappraiserreliabilitydoesnotinfluence
on the task establishmentactivity ofthe member.Consequently,ifthe
feedback ofthe assessmentresultisprovided efficiently,then the task
establishment activity of members is enlarged and the effect of the
Multi-sidesassessmentsystem comestobe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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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 feedback ofthe assessmentresultmore influncesthe task
establishmentactivity ofmembersatthehigh-reception group compared
withthelow-receptiongroup.andthereliabilityoftheappraisercorrelated
thetaskestablishmentactivityofmembersinthehigh-receptiongroup,but
notin the low-reception group.Consequently,higher reception ofthe
Multi-sidesassessmentsystem,smallertheeffectofthefeedback ofthe
resultoftheassessment,alsobiggertheinfluencebythereliabilityofthe
appraiser.
Wecangettheconclusionfollowing
First,to getthe effectivenessofthe Multi-sidesassessment,to give

member a suitable feedback ofthe ofthe assessmentresultis very
important.And also,to makean appraiserreliability isimportantwith
through enhancing the ability ofthe appraiser,the efforts for honest
assessment,andtheknowledgeaboutthetaskofmember.
Second,to make the effectofthe Multi-sidesassessmentsystem,to

enlargethereception oftheMulti-sidesassessmentsystem ofmember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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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핵심적 생산요소로서 기능
을 하게 된 이른바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지식의 생산주체로서의 인적
자원관리(humanresourcemanagement)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
고 있다.특히 IMF사태 이후 급격한 시장 개방과 자율화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
경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인사관리환경의 변화
도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기존의 인사평가시스템은 한계를 보이면서 비효
율적이 되고 있다(오성호,2003).이로 인해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기존의 연공
서열 주의로부터 능력․성과주의로 전환되면서 인사․임금 제도의 개선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능력주의․성과주의 인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가 요구되며,무엇보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의 확보가 주요 관건이 된다(조경호 외,2004).능력에 따라 승진을 시키거나
성과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능력
주의․성과주의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그만큼 인사평가는 모집,선발,보상,승
진,해고 등 일련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근본
이 되는 활동이다.따라서 인사평가는 종업원의 성과와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
하여,개인이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근 국내에서는 인사평가의 객관성 향상과,조직 구성

원들의 공식적 의사소통의 통로확보를 통한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다면평가
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다면평가제도란 직속상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치에 있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피평가자 자신의 전체
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360도 평가라 하기도 한다.이
러한 측면에서 다면평가는 상사의 일방통행적인 평가제도의 결점을 보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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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상사,동료,부하 등으로부터 다면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인사평가의 한계점
을 보완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기존의 하향평가는 상사만의
시각을 통한 평가로 객관성 결여와 충분한 평가가 부족하지만 다면평가는 개인
의 업무수행을 다각적인 관점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
고,또 더욱 풍부한 피드백을 통하여 피평가자의 육성과 업적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장상수,2003).
그러나 모든 시스템 또는 제도가 그러하듯이 다면평가제도 또한 장점과 단

점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즉,다면평가가 전통적인 평가방법에 비해 상대적으
로 장점이 많기 때문에 도입되고 있지만,이 제도 역시 그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어서 잘못 적용하면 조직 내의 불신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다면평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에

부응하는 제도로서 그 기대효과가 크지만 다면평가제라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
의 도입이 조직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입당시 의도하였던 긍정적인 변
화가 나타나고 있는지,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보다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면평가 요인이 평가제도의 효과성인 피평가자의 업무수

립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동시에 다면평가 요인이 평가의
효과성을 진작시키는데 있어서 피평가자의 태도인 평가제도의 수용도가 어떠한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에서는 앞서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고찰과 실증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주제와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사평가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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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제도에 관하여 이론적인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였다.국내외 문헌 및
자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일반적인 인사평가에 관한 연구와 함께 다면평가의
등장 배경과 개념 등을 살펴보았다.동시에 다면평가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
해 다면평가가 피평가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태도 변화가 조직 성
과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내용에 대한 실증 분석을 위하여 앞서 본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설문

지를 제작하고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그 결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문제의 필요성

및 목적,연구 방법 등을 기술하였다.제2장에서는 일반적인 인사 평가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다면평가제도의 개념 및 내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그리고
다면평가제도의 특성과 다면평가제도의 결과 변수 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
였다.제3장에서는 연구 설계 부분으로서 연구 모형과 가설의 설정,주요 변수
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자료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제4장에서
는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가설검증 결과와 해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살펴본 후,향
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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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 절절절 인인인사사사평평평가가가의의의 의의의의의의와와와 내내내용용용

인인인사사사평평평가가가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인사평가(meritrating)란 종업원이 갖고 있는 잠재적 유용성에 관하여 평가
하는 제도로서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구성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은 모
든 조직이 어떤 형식과 기준에 의해서든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인사관리의
기본 기능중 하나이다.조직은 이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각종 처우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나아가 구성원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인사평가에 대해 Smith와 Murphy는 “종업원이 소속하고 있는 조직 내에서

종업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고,Flippo는 “종업원이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뛰어나고 있는지 또는 보다 좋은 직무에
승진할 수 있는지를 잠재적으로 판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또한 Langsner는
“종업원의 능력,근무성적,자격,태도 등의 상대적 가치를 조직적으로 그리고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라고 하였고,Glueck는 “승진,전
환배치,임금 교육훈련 등 종업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 결정”이라고
정의하였다(이강은,2004).
이상에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인사평가란 인적 요소를 대상으로 그의 가

치 혹은 현재적․잠재적 유용성을 규칙적으로 알아내는 인사관리 기능으로서
구성원의 육성과 보상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
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성과에 대한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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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요소,평가방법 그리고 평가자 훈련 등이 강조
되어 왔다.

인인인사사사평평평가가가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인사평가는 조직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지식 능력 및 업적을 일정한
기준에 기초해서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객관성을 중시하며 정확히 측정
하여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노동능률
을 향상시키고 동기유발을 형성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사평가의 목적에 대해 Mondy는 인사평가의 목적으로 ① 인적자원 계획,

② 종업원선발과 모집,③ 의사소통,④ 훈련과 개발,⑤ 보상 등이라고 하였고,
Flippo는 인사평가는 종업원의 특성(characteristic)과 공헌도(contribution)를 전
통적인 혹은 고도화된 조직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며,Nigro
는 ”임금관리의 기초 자료를 얻고 승진과 전직,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의 기초
자료를 얻으며,동시에 교육훈련의 자료와 숨은 인재발견은 물론 승진과 채용
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하였다(이강은,2004).
이학종(1998)은 인사평가의 목적에 대해 그 평가 결과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① 상벌결정,② 적재적소 배치,③ 인력개발,④ 성과피드백 ,⑤ 기타 목적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하였고,박혜진(2001)은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
업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기업비전은 전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설정된 것이어야만 한다.이에 의해 파생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평가시스
템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평가 제도를 통해 경영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은
기업 경영성과가 향상되기를 바라게 될 것이고,그 결과로서 공정한 처우와 보상
을 기대할 것이다.또한 평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축적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
상하.수평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하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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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사평가의 목적으로는 종업원의 능력개발,업적향상의 기초자
료,공정한 인사관리,적정 인력 배치 등을 들 수 있다.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안희탁,1999)
첫째,종업원의 능력개발이다.기업에 있어서 경영관리자들은 조직의 목표달

성과 조직 구성원들의 의욕,동기,정열 등의 개인목표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
아가기를 원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종업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인사평가를 통하여 정보를 얻게 된다.종업원들도 직장에서 업
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살려 자신
에게 적합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며,노력의 성과가 올바로 평가되기를 바라고,
능력이나 노력에 적합한 처우(임금,승진 등)를 받고 싶어 하며,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다.인사평가는 종업원들의 이와 같은 욕구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부응하는 수단이 된다.
둘째,업적 향상의 기초 자료가 된다.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그 동안의

작업관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도록 개인의 행위를 수정 혹은 변경시키는 기초
를 마련할 수 있다.즉,경영관리자는 개인의 업무수행결과 및 업적의 기초가
되는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업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다음 기
회의 업적 상승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이러한 정보룰 수집하고 평
가하는 기초 자료가 인사평가를 통해 마련된다.
셋째,공정한 인사관리의 준거가 된다.우리나라 기업 인사는 아직까지는 연

공서열형이 우선되고 있으나,앞으로의 경영환경에서는 능력요소를 가미하여
점차로 능력주의형 인사정책을 구현해 나간다고 볼 때,인사평가에 의한 기초
자료가 종업원들의 승진이나 보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예컨대,상이한 조직단위간의 승진후보자를 비교할 때 경영관리자가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실에 의한 평가기록이 필요하다.즉 의사결정을 하
는 최고경영자는 종업원 개개인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일정한 평가기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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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적정하게 인력을 배치한다.담당업무가 능력과 자질에 어울리지 못하
면 업무의 능률도 떨어진다.기업이 직원에게 가능한 능력과 자질에 맞는 일을
맡기려고 한다면 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그러므로 적절
한 인사평가를 실시하면 최신의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적정 배치를 실현
하기 위한 조건이 정비된다.

인인인사사사평평평가가가의의의 방방방법법법

인사평가의 방법은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크게 나누어 평가자에 의
한 분류와 평가기법에 의한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평가자에 의
한 분류만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인사평가는 피평가자의 상사에 의해 실시되어 왔으나,최근 들

어 인사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피평가자의 상사뿐만 아
니라,상사,동료,본인,외부인 등으로 인사평가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즉
직속상사에 의해 이루어지던 인사평가와는 대조적으로 다양한 인사평가자가 참
여하는 다면평가 또는 360도 평가(360degreeappraisal)가 활용되고 있다.각각
의 평가자를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이강은,2004).

상상상사사사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평평평가가가

상위자에 의한 평가는 상사가 부하를 평가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널
리 사용되는 방법이다.상사에 의한 평가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조직의 계급구조와 부합되며,둘째,대개의 인사평가시스템이 상사들이
목표설정,피드백,보상,훈련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부하들을 관리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설계되며,셋째,상사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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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나 업적과 조직목표간의 관계를 잘 알기 때문이다 (Latham & Wesley,
1994).그러나 상사평가 방법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상사들은 자신들의 편견에
휩싸여 신뢰성,타당성이 결여된다.종업원들은 평가할 때 이일이 종업원에 의
해 어떻게 잘 진행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상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는 것이다.또한 상사에 의한 부하
평가는 종종 상사의 감정적인 측면이 개입하게 되어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이강은,2004).
이러한 이유로 상사평가는 상사가 부하를 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합법성과 실시의 용이함으로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반면,상사에 의한 평가는 피평가자에 대한 통제 때문에 피평가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평가결과로 인해 부하들로부터 받을 좋지 못한 영향
으로 인하여 상사들이 평가하기를 꺼려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자자자기기기평평평가가가

자기 평가에 대한 강조는 Bem의 자기 인지력(self-perception)이론에서 시작
된다.이 이론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듯
우리 자신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우리의 태도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자기 평가의 사용을 주장하는 다른 이론적 바탕은 Bandura의 SocialCognitive
Theory이다.이 이론은 self-setgoals,self-monitoring,self-administer된 보상과
처벌자이다(이강은,2004).
자기 평가의 정확성은 자기 인식(self-awareness)에 의해 더 강조된다.

Festinger의 SocialComparisonTheory에서는 대략의 기준으로 능력을 측정하
는 것이 아닌 상대적인 판단에 의한 자기 평가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또,자기평가는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피드백의 정확도도 높인다는 증
거가 나왔다.Podsakoff와 Farh(1989)의 연구에서는 평가 기준에 연관된 타당성
이 높고 자기 평가,상사 평가가 서로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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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는 직무수행과 직무의 성과에 관련된 정보의 양이 풍부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자기평가는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며 ,평가과정에 대한 불만이
적으로 성과검토에 있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따라
서 본인에 의한 평가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본인 평가를 유
일한 평가방법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보완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동동동료료료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평평평가가가

동료 평가는 어떤 팀이나 단체의 직원들,같은 팀은 아니지만 조직 내의 같
은 계급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다.이 평가방법은 다른 상관 평가나 심리
테스트보다 더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동료에 의한 평가는 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동료평가에 대한

대부분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동료평가의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 (validity)
가 다른 평가주체보다 높게 나타났다.(Latham &Wesley,1994).
첫째,동료들은 다른 평가주체보다 피평가자와 접촉할 기회가 많고 피평가

자의 평소 행동을 관찰할 기회가 많아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짐으
로 인해 피평가자의 업무성과를 잘 파악할 수 있다.둘째,동료평가를 실시하면
다수의 독립적인 평가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수행하는 평가보다
평가오류가 줄어든다.셋째,익명성(anonymity)을 보장하는 동료평가는 누가 평
가하는지를 미리 아는 상사에 의한 평가보다 평가 후 평가자와 피평가자간의
인간관계를 해칠 염려가 없다.또한 동료에 의한 평가는 상사에 의한 평가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평가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려면 직접적인 동료들과의 접촉이 있어

야 한다.또 다른 문제는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종업원들을 평가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동료평가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동료추천은 주로 승진,해고,분리,이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추천 받지 못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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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들의 정확한 점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부부부하하하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평평평가가가

하위자에 의한 평가는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북미사회의 l조직 경영방식
과 부하 평가로 인한 경영관리권한의 축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고 이것에 대한 신뢰,타당성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다.
부하평가의 이점으로는 첫째,공식적으로 운영할 경우,조직구성원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둘째,피평가자에게 평가결과를 바탕으
로 하여 자기개발을 하도록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셋째,상사에게 부하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넷째,조직 상하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효한 정보수집기회의 제공,다
섯째,부하에게 상사의 리더십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
기개발을 위한 노력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 등이 있다.
한편,문제점으로는 부하의 평가능력 부족,상사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부하

의 인기를 끌기 위해 어려운 업무라든지 힘든 일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서 기업
의 성과 저하,관리자의 권한 약화,부하가 관리자의 성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갖지 못할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외외외부부부인인인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평평평가가가

외부인은 주로 고객 또는 공급업체로써 외부인에 의한 평가는 성과의 검토
시 상대적으로 객관성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고객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대표성 있는 행위를 경험한다면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외부 평가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평가가 직무 집단의 외

부로부터 들어온 투입물에 근거할 때 관리자와 부하 직원 사이에 의미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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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이뤄지는 것을 알지 못한다.또 시간의 소모가 많고 직접적 관찰을 통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단점이다.

인인인사사사고고고과과과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오늘날의 기업경영 환경은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재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환경에서 인사관리의 방향은 필연적으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
적인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에서 인사고과제도는 인사관리 전반
에 걸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각종 인사제도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
다.인사고과를 실시함에 있어서 평가자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하에 불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였다면 피평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갖
게 되어 인사고과의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인사고과를
통하여 종업원 개개인에 대한 동기부여와 능력개발을 꾀하고 기업으로서도 경
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를 위한 노력은 우리 기업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시되어야 할 과제 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가 필요하며,이러한 인사고

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안희탁,1997;423-444).
첫째,인사고과는 무엇보다도 종업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기업의 경영관리자는 조직의 목표달성과 조직구성원의 의욕,동기 등
의 개인목표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종업원 개
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하는데 인사고과를 통하여
이를 위한 정보를 얻게 된다.이는 적정배치,순환보직 및 교육훈련 등의 능력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인사고과는 업적향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조직에서는 고과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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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통해 그 동안의 작업관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도록 개인의 행위를
수정 혹은 변경시키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즉 경영관리자는 개개인의 업무수
행 결과는 물론이며 업적의 기초가 되는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업원에게 알려줌으로써 다음 기회의 업적상승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이러
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기초자료가 인사고과를 통하여 마련된다.
셋째,인사고과는 종업원의 처우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우리 기

업의 인사관리는 아직까지 연공서열중심이 우선되고 있으나 앞으로의 경영환경
이 능력요소를 가미하여 점차로 능력주의형 인사정책을 구현해 나아간다고 볼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라고 하는 전제가 없이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왜냐하면 능력을 평가해 주는 인사고과에 의한 기초자료가 종업원들의
승진이나 보수의 결정에 직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고과는 현대 기업경영에 있어 경영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의 일종

으로서 효율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구이며,조직구
성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질,능력,업적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중요한
관리제도인 것이다.

제제제 절절절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의의의 개개개념념념과과과 특특특성성성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의의의의의의

다면평가란 국내에서는 다면평가 혹은 360도 평가로 불리고 있으며,국외에
서는 multiraterfeedback,360-degreefeedback,multi-sourceassessment,multi
-perspectiveratings,full-circlefeedback,groupperformancereview 등으로 다
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개념으로서(박원우,2000),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하급자 및 동료 등 다수가 평가자로 참여하는 경우의 평가를 의미한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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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는 어느 특정 개인을 평가할 때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같이 직속 상사
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그림 2-1>과 같이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 방
면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위(상사),옆(동료),아래(부하)및 본인에 의한
평가가 포함된다.이는 360도 평가라고도 한다.
평가자료가 전방위적으로 수집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상급자에 의한 평가

와 구별이 되는 다면평가제는 여러 사람을 평정자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에 참여
하는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그리고 이들 간의 개인편차를 줄임으로써 객관성
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전통적 방법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유민봉
과 임도빈,2003:464).그러나 다면평가는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평가자와 피
평가자의 지위가 권력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든지,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자의
근접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또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기 때문
에 평가자 선정과 관리가 어렵고,업무목표의 성취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에 급급한 행동을 보일 수 있고 평가자들이 담합하거나 음해성 응답을 할
우려가 있다(이희태,2003).
따라서 다면평가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평가자에 대한 적

절한 평가 훈련이 필요하며,평가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그리고 평가
자와 평가대상자 모두에게 다면평가의 목적,내용,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가 제공되어야 한다.또한 평가대상자의 업무특성과 과업목표가 평가자에게 정
확하게 알려져야 한다(이상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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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기기기존존존인인인사사사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와와와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의의의 비비비교교교
구 분 다 면 평 가 기존 인사 평가
작업 평가자 수가 많으므로 번잡 간편

책임 소재 무기명으로 할 경우 불명확 명확

저항감 피평가자가 되는 관리직으로서는
불안감,저항감 느낌

모든 조직에서 다 실시되고 있어
받아들이기 쉬움

객관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
문에 왜곡된 부분의 수정과 더불
어 객관성을 얻기 쉬움

상사와 부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자와 부서간
의 편중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다면성
다양한 입장으로부터 관찰되기
때문에 특정한 측면만 가지고 말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음

단면적이 될 가능성이 크고,후광
효과 등의 오류도 발생하기 쉬움

정실
부분적으로 개입 여지는 있으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한다면 주
관적인 결과는 배제가능

고과자 훈련으로 극복이 가능하지
만 처우와의 연계가 강하기 때문
에 고의로 조작될 가능성을 포함

피드백
여러 각도에서 평가한 결과를 피
드백하는 것은 본인의 자기반성,
자기성장에 유익

특정 개인이 평가한 고과결과를
피고과자에게 피드백하는 것은 납
득성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

교육효과
본인의 자기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아울러 상사의 지도․육
성의 자료가 됨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1대 1의 관
계에서는 애써 피드백한 것도 私
見으로 비취질 가능성도 없지 않
음.감정적인 불쾌한 기분을 남길
우려도 있음

자료 :안희탁(1995),“다면평가제도”,「인사관리」,5;26.

이러한 다면평가제도는 도입 목적에 따라 기대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크
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하나는 다면평가제도가 전통적인 하향식
실적 평가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평가(appraisal)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Thorton,1980),또 다른 하나는 다면평가제도를 개발(development)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Wexley& Klimoski,1984)이다.Thorton(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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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통적인 하향식 평가를 받게 될 경우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려 하는 해바라기식 조직 모델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팀형 조직과 네
트워크 조직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 조직 모델에는 일방적인 하향식 평가는 적
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때문에 다면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Wexley& Klimoski(1984)는 인사평가 등 시스템에 의한 평가는 실적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되,그간 간과되었던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실
시하고,개발(development)목적의 평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면평가제
도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다면평가를 개발(development)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이 강

조되고 있다(Wexley& Klimoski,1984).즉 다면평가체계를 조직 내에서 성공
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단순히 인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
기 보다는 평가결과의 적절한 피드백 체계를 통한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어야 하며,그러한 목적이 모든 평가자에게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물론 축적된 개인의 다면평가 자료는 당사자의 약점 및 교육 훈련이 필
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기도 하며,이후의 그 사람의 조직 내에서의 어떤 인사
상의 결정에도 활용은 될 수 있으나,무엇보다 평가의 목적은 개발 초점이 맞
추어져야 한다(McEvoy& Buller,1989).이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며,평가결과도 상이하기 때문이다(Antonioni,1994).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의의의 특특특징징징

다면평가제도는 기존의 평가제도와는 크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러
한 다면평가제도가 가지는 특징은 제도의 운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피드백,평가준거,신뢰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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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피드드드백백백

피드백(feedback)이란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피드백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
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Tharenou(1995)는 피드백을 제공받은 피평가자는 피드백이 긍정적일뿐 아니

라 구체적이고 명확하며,정기적으로 제공되고,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면서
건설적이고,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피드백을 제공한 평가제도에 대
한 반응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면평가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피

드백 함으로써 피평가자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하므로 다면평가
제도에서는 피드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또한,다면평가에서는 피평가자
에게 가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평가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피드백의 긍정적 측면을 주장하는 견해는 피드백을 통해 피평가자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으며,타인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지각할
수 있고,또한 인사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피드백이 주는 폐해에 대해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이러한 견

해는 평가결과의 제시를 통해 불필요한 물의를 유발하고,다양한 평가결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 능률을 떨
어뜨리고 조직 분위기를 와해시키고,마지막으로 개별적인 피드백 제공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운영상 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박호환과 박종영,1997).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다면평가제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 제

공을 통해 피평가자의 동기부여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결국 조직 효과
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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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평가가가 준준준거거거

평가준거(EvaluationCriteria)란 무엇을 평가받는가와 관련된 부분으로,평가
요소,항목,지표 등과 같은 평가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평가준거는 절차
적 공정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이러한 평가준거는 명확하여야 한다.
여기서 명확성이란 실제로 관찰 또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목적에 맞도록 얼
마나 충실하게 측정하였으며,과정은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었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만약 피평가자가 다면평가제도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도는 높지 않을 것이다
(장재훈,2004).
실제로,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고 지각하

는 정도에 따라 평가제도에 대해 더욱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다(Dipboye&
depontbriand,1981).또,평가가 미리 설정된 목표,직무와 관련된 구체적 행
동,달성한 업적과 관련된 행동준거에 근거한 정도에 따라 평가에 대한 효용성
지각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실제로 피평가자의 성과와 작업만족,
상사만족,직장만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Nathanet.al,1991).
또한,평가제도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평가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모른 다면평가제도의 올바른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제대로 된 평가를 기
대하기 어렵고 특히 하급자의 경우 상급자를 평가한다는 것은 심적 부담과 함
께 평가 자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한 익명성 보장 등을 이해
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할 것이다.따라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필요성,제도의 목적과 방법,활용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실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준거가 개인의 인상이나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업무 수행과 밀

접한 관련이 있고,조직성과와의 연계성이 높으며,객관적 타당성 확보가 용이
할수록 평가제도의 정확성은 높아지고 피평가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평가요소가 조직이 피평가자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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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있다면 개인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됨으로 써 평가
제도의 유용성은 증대된다(이학종,1992:309-312).
평가자의 평가참여도에 관한 연구에서 평가 도구에 대한 평가자의 지각 정

도가 평가 참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esterman& Rosse,1997).이
는 기대이론에 근거한 것으로,평가준거가 적절하고 명확하다면 평가 결과가
제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평가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면평가제도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평가준거가 개인의 업무 수행과 조직 성과와의 연계성이 높고,객관
적 타당성의 확보되도록 한다.

평평평가가가자자자 신신신뢰뢰뢰성성성

평가자 신뢰성(ratercredibility)이란 크게 보면,평가자의 적절한 평가능력과
의도,이 두 가지에 관한 것이다.평가자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만한
충분한 능력과 진실되고 공정한 평가의도를 보유한 정도를 가리킨다(Ilgenet.
al,1979).따라서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뢰(trust)와는 다른 개념이며,신
뢰(trust)는 평가자 신뢰성의 개념에서는 평가의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두 용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평가자는 세 가지 특성 즉,관찰기회,평가능력,
평가의욕을 지녀야 타당성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박원우,2000).
피평가자의 입장에서,평가결과와 평가제도에 대한 태도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인사평가가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존재하는 조직내의 폭넓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
목하였기 때문이다.사회적 상황에 대한 연구는 주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유
사성,교환관계의 질(LMX),작업근접성 등이 평가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것이었다(Judge& Ferris,1993;Wayne& Liden,1995).이는 평가자
가 부여하는 평가결과가 피평가자와의 수많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무신․손병호,1996).만약,피평가자가 평가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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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면,실제로는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평가
자에 대한 선입견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더욱이 다면평가
의 상황에서는 기존에는 평가자의 역할을 해보지 않았던 피평가자의 부하나 동
료가 평가자가 됨으로써,평가자군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피평가자의 인식이
평가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평가자의 능력(ability)은 기본적으로 피평가자의 직무행동을 관찰할 기회

에 근거한다(Atwateret.al,1995).평가자의 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직무,성과,태도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이는 평가자가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업무상 연관관계가 있고,충분히
관찰할 기회와 시간이 있어야 한다.따라서 평가의 정확성은 평가자의 관찰
기회와 시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Antonioni,1999).상사평가의 상황에
서,상사가 부하를 더욱 밀접하게 감독할 때 전반적 성과를 더욱 높게 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이는 관찰기회가 많으면 피평가자의 성과를 피평가자에게
귀인하기 때문이다.또 부하는 자신의 업무노력이 관찰된다고 인지하기 때문
에 더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Judge& Ferris,1993).
평가자의 평가경험과 능력에 대한 인식도 피평가자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Barclay& Harland,1995).이는 동료평가 시 동료평가자가 상사
평가자보다 교육정도가 낮고 경험도 부족하다고 지각하면 평가결과를 신뢰하
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다면평가의 발전을 위해서 평가자에 대한 교육훈련
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특히 부하평가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된다.부하평가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들은 평가측면이 평가제도에 의
해 잘 설정되어야 한다.즉 부하들은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어야 한다(Westerman& Rosse,1997).이에 따라 부하평가의 경우 상사
의 성과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대인관계 능력,리더십,권한이양,의
사소통,동기부여 등 부하가 잘 알 수 있는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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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피평가자 즉,상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평가자가 충분한 지식이 없
는 부분에 대해 평가한다고 지각하면 평가자에 대한 신뢰성이 감소하고 다면
평가제도의 평가자 구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평가제도에 대한 태도 또한
부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능력이 있고 진실되게

평가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피평가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태도는
더욱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의의의 유유유용용용성성성 및및및 한한한계계계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의의의 유유유용용용성성성

다면평가제도는 동료나 부하는 피평가자의 업무형태를 상급자와는 다른 측
면에서 파악한다는 점이 가장 유용한 점이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이 동료나 부
하에 의한 평가는 서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차이는 업무 자체에
대한 것보다 조직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행태에 관하여 더 두드러지게 된
다.상급자,동료,하급자는 피평가자와 서로 다른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Murphy&Cleveland,1995).
한 사람의 상급자에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행태들도 동료들에게는 관찰될

수 있다.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료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정도도
파악될 수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근접성과 다수로부터의 평가는 비교적 평가
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하며 만약 평가 결과의 대한 이의제기의 문제가 발
생하더라도,다수의 의견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경감될 수 있다
(오성호,2003).
다면평가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상급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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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사람들도 다면평가제도가 시행되면 그가 접촉해야 하는 조직내외의 모든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증진 시키는데 집중하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받는다
(Milliman,1994).이와 같이 직무수행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증가되면서 개인
이 달성해야 할 목표(goal)나 개인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 등에 대한 이해
가 증진될 수 있다 (Klingner&Nalbandian,1998).
다면평가제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조직유형에도 부합하게 된다.현대 사회

에서는 조직의 계층적 구조가 완화되고 팀웍이 강조된다.따라서 다른 조직원
과 긴밀한 관계에 의해서 직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평가도 동료,부하 평가가
중요하게 된다(Klingner& Nalbandian,1998).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의의의 한한한계계계

다면평가제도 역시 다른 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인사 행정상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기존 위계 중심의 문화와
의 충돌로 발생하게 될 일부 직원들과의 저항을 줄이고 조직 내 갈등을 완화하
는 것이 다면평가제도 도입의 성공을 위한 급선무이고(김판석 등,2000),평가
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다면평가제도는 개인의 인기와 조직 내 명성 중심으
로 왜곡되어 나타날 것이고,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한 다면평
가제도가 승진이나 연봉 책정 정책결정을 위하여 도입할 경우 오히려 조직 내
직원 간 의사소통을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조경호 등,2001).일반적으로
다면평가제도가 가지는 한계로 지적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다면평가제도는 평가대상자들로 하여금 업무 자체보다 업무관련 집단

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우선적으로 힘을 쓰게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인간관계나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 관련자들에게 호감을 주지만 업무 성과는
낮은 인물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다면평가제도는 당초 목표와
는 달리 인기투표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평가자들 사이의 경쟁심으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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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동일계층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든지,평가자가 공
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경우 평
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은 떨어지게 된다.
셋째,평가자들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면평

가실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그간 평가만 받아 온 사람들이
평가자로 참여하게 되면 어떤 점에 착안해서 평가할지 몰라 평가에 오류가 발
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따라서 평가자로서의 의식과 능력이 함양되기
전에 평가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이다.
넷째,동료 및 하급자에 의한 평가는 상급자의 권위를 훼손하고 방어적인 행

태를 조장하며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제제제 절절절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의의의 결결결과과과 변변변수수수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의의의 수수수용용용성성성

수용성이란 새로 도입된 특정 제도에 대해 조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용성이 제고되지 않을 경우,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실행단
계에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쉽게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다면평가제도가 타
당성 및 공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없다면 다면
평가제도의 운영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따라서 다면평가제도의 도입 목
적을 분명히 하여 적합한 평가요소를 개발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
되어야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또한 다면평가제도가 기존 인사평
가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므로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
켜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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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방지를 위해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조직원
들의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발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
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을 때 승진,보
직관리 등 종합적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희
태,2003:93-94).1)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조직원들의 수용성은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 다면평가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중요하다.어떤 제도이건 제도를 도입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조직원들의 수용성이다.제도에 대한 조직원들의 반응이
좋아 제도 자체에 대한 수용성이 높으면 그만큼 그 제도는 조직 전체의 효과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수용성은 다른 특성들과 효과성 사이의 조절
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조직내 인사평가는 주로 부하의 성과에 대한 상사의 평가로 이

루어졌다.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조직들이 상사뿐 아니라 동료나 부하
와 같은 다양한 정보원(informationsources)으로부터의 성과 피드백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효과를 인식하기 시작했다.이는 한 평가대상자의 직무수행에 대하
여 오로지 하나의 관점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표 2-2>에서 보듯이 어떤 평가자도 단독으로는 정확한 평가를 위한 모든

정보에 접근 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평가관점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따라 다면평가는 전통적인 하향평가에 비해,
상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한 추가적인 시각,성과에 대한 더 좋은 정보,한
사람에 의한 평가보다 더 객관적인 평가,성과피드백 이후의 피평가자의 향상
된 성과 등 많은 이점을 확보하고 있다.

1)McEvoy(1990)의 다면평가에 대한 수용성의 연구를 보면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에
대해서 피평가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성과판단을 위한 평가에 대해서는 피평가자
들은 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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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평평평가가가자자자별별별 평평평가가가내내내용용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보보보보보보유유유 현현현황황황

현재능력 잠재능력 적성 태도 작업행동 성과
직속상사 + △ △ ― + +
2차고과자 △ ― ― ― △ △
본 인 + △ + + + +
동 료 ― △ △ + △ ―
부 하 △ △ ― ― ― ―

외부 전문가 + + + ― ― ―
고 객 ― ― ― △ △ ―

주 :+는 많음,△는 중간정도,-는 적음을 의미함
자료 :박경규(2001).「신인사관리」,(서울:법문사).

이러한 이유로 많은 조직들은 부하나 동료와 같은,대안적 평가자들로 하여
금 자신의 동료나 상사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60도 피드백 혹은 다면평가라고 불리우는 평가제도는 상사평가2),
본인평가,동료평가,부하평가,고객평가,혹은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다양
한 정보원으로부터 다양한 수준과 측면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
는 것을 일컫는다.
다면평가에서는 평가의 양적 준거 못지 않게 질적 준거가 평가의 효과성을

결정하며,또 전통적인 하향식 의사소통체계가 다면평가를 통해 새롭게 변화하
고 있으므로 다면평가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도도 매우 중요하다.
관리자와 종업원들의 다면평가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다.부하평가제도에 대한 관리자의 반응을 연구했다.그 결과 관리자들이 부하
평가에 대하여 전반적 승인(overallapproval),육성적 가치 지각(perceived

2)상사평가는 상사에 의해 부하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혹은 부하에 의해 상사를
평가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가주체에 따라 구분하기로 하고,
이는 부하평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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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alvalue),관리적 사용에 대한 승인(administrativeapproval)등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만 다면평가가 주로 임금이나 승진결정과 같은
관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피평가자들이 덜 호의적이며(McEvoy와
Beatty,1989),평가자의 익명성이 피평가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Antonioni,
1994),피드백 내용의 구체성 정도가 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태도에 영향
을 준다(Smitheret.al,1995).그리고 평가제도에 대한 정확성 지각과 평가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사기 효과(moraleeffects)또한 피평가자의 평가제도 수용도
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평가자가 평가제도를 가치 있고 효용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그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신의 기술(skill)을 개발하는데 더욱 주력하게 될 것이고,평가제
도에 대한 태도가 행동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Facteau& Joyce,1998).이는 피
드백에 대한 수용정도가 결국에는 피드백에 따른 행동변화를 초래함을 시사한
다(Ilgenet.al,1979).
<그림 2-1>에서 보면,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피평가자의 행동반응에 영

향을 미치고,이는 조직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다면평가의 상황에서
도 피평가자의 수용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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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lgen,Fisher,&Taylor(1979),p.352.

그그그림림림 피피피드드드백백백이이이 피피피드드드백백백 수수수령령령인인인에에에게게게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의의의 효효효과과과성성성 업업업무무무수수수립립립행행행동동동
다면평가제도가 가지는 효과성은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어질 수 있다.일반

적으로 다면평가제도는 조직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상당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특히 조직 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효과성으로는 업무수립행동
을 들 수 있다.
업무수립행동은 향후 업무개선을 위한 전형적 행동으로,직무수행을 위하여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이와 관련하여 조직
내 타인과 토의를 하는,적극적인 조직행동이다.이러한 행동의 대표적인 행동
이 계획수립행동(Actionplanning)이다.업무수립행동은,인사평가에 따라 피평
가자가 자신의 향후 업무개선,성과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도의 표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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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행동이 성과향상을 위한 행동변화는 궁극적으로 성과향상에 기여하
는 첫 단계로서 평가제도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업무수립행동은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상사와의 평가면담을 통

해 목표설정이나 업무수립이 이루어진 경우,업무수립행동은 피평가자의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이 되지만,또 피평가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이와 같
은 적극적 행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따라서 업무수립행동은 피평가자의 태도
와 상호순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업무수립행동이 조직의 효과성과 직결될
수 있다.
조직성과의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업무수립은 평가의 정당성(fairness),정

확성 지각과 관련되어 있으며(Landyet.al,1978),평가시 향후 계획과 목표에
관한 면담이 평가결과와 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
(Dipboye& dePontbriand,1981).
성과향상을 위한 상사의 행동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직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며,성과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토론하는 행동들이 포함
되며,목표 설정과 업무수립의 행동이 조직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다(Dorfman
et.al,1986).3)
관리자가 부하의 업무목표와 진행정도를 검토하는가,중요한 문제들을 검토

하는가,성취해야할 향후목표를 명확히 지시 하는가 등과 같은 행동은 평가기
간동안 피평가자의 만족도와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Giles& Mossholder,1990),
평가면담에서 성과향상을 위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토론하
는 정도를 가리키는 작업계획(workplanning)과 목표설정이라는 관리행동 요소
에서 목표설정은 평가제도에 대한 효용성 지각과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Prince
& Lawler,1986).

3)Dorfmanet.al(1986)은 상사들이 평가면담기간에 보인 행동들을 토대로 평가와 관련된 상사의 행
동들을 개발(development)과 관리(administration)로 구분하고,이를 다시 요인분석을 통해,하급자
에 대한 지원(support),성과향상(performanceimprovement),그리고 관리(administration)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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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업무수립행동이 피평가자의 태도의 결과물도 된다.Ilgenet.al(1979)은
피드백 제공 프로세스의 틀을 개념화하면서 피드백에 대한 수용도가 개인의 피
드백에 대한 반응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가정하였다.자신에게 주어진
피드백이 자신의 업무수행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할수록 피드백에 따라 행동하
려는 욕구(desire)가 더욱 강해지고,결국에는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된
다.이에 따라 평가제도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행동반응을 구분하여 계획수립
과 정보 수집을 행동반응으로 삼고,부하평가의 상황에서 피평가자인 관리자들
이 피드백에 대한 수용도에 따라 행동반응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피드백의
정확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피드백과 향후 성과와의 관계에 조절 역할을 하며
(Facteau,1996),부하의 피드백을 받은 관리자는 피드백 결과에 근거하여 자신
의 관리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할 의사가 있고
(Londonet.al,1990),업무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은 사람들의 성과는
향상되었지만,피드백을 제공받지 않은 사람들의 성과는 향상되지 않는다
(Hegarty,1974).따라서 부하평가가 관리자의 행동변화를 야기하며,평가에 대
한 태도변수가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평가제도의 태도
변수인 수용도가 행동반응으로서의 업무수립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제제제 절절절 선선선행행행 연연연구구구 고고고찰찰찰

다면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도입된 시점이 그리 길지 않으나 제도
적 장점에 의해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기업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이로 인해 최근까지 우리나
라에서는 다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져 왔다.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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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 등(2000)은 “업적평가체계로서의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추진방법에 관
한 사례 연구”에서 국내외 민간기업,국내공공조직,미국연방정부 등 6곳을 대
상으로 다면평가제의 도입목적,평가자 선정,평가요소,도입시 발생 가능한 문
제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이 연구에서 평가목적을 정확
히 하고 그에 맞는 평가자와 피평가자를 선정한 후,평가자의 위치에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구성,그리고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
가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면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은 실보다 득이 더 많
을 것이라고 하였다.
서남진(2000)은 “다면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K공사의 사

례를 중심으로”에서 다면평가에 대한 K공사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면평가제를 시행함으로써 다면평가에 대한 조직원의 긍정적인 평가와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고 인간관계가 개선되고,리더십이 향상되었으
며,구성원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구성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김순양(2000)은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신평가체계의 도입방안 :다

면평가제도를 중심으로”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현행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지
적하면서,성과평가가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자를 다양한 각도
에서 조망하는 다면평가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다면평가제는 첫째,다면평
가제도는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그에 따라 평가결과
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진다.둘째,다면평가제도를 통해 조직 내 다양한 계층들
간의 의사소통 기회가 확대되며,이는 인간관계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나아
가 조직 수준차원에서 조직 내 호혜적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셋째,다면평
가제도 실시로 피평가자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며,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한
다고 하였다.
이병대(2001)는 “근무성적평정의 다면평가제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행

정분야에서 근무성적평정제도로 다면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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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이 연구는 360도 다면평가가 아닌 "동료평가"를 초점을 맞추어 근
무성적평정제도를 보완하는 90도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기존 상사에 의한
평가를 대체하는 동료 평가를 조심스럽게 제시하여 새로운 제도의 충격을 최소
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희(2001)는 “다면평가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서 다면평가의 특성

이 평가의 효과성을 진작시키는데 있어 피평가자의 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봄으로써,다면평가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는 것이 평가제도의 효과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이런 효과를 알아보고자 피평가자의 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도와 업무수립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고,이와 같은 태도 및
행동반응에 평가제도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제도에 대한 지각된 목적과
의 상호작용과 함께 연구하였다.이 연구에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태도변수와
행동반응변수로 나누어 이들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다면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자들의 긍정적 태도 형성이 평가제도의 효과성에 구체적 행동으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영현(2003)은 “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한 고찰 :경찰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을 중심으로”에서 지방화 시대에 좀더 국민들에게 부응하고 공무원들의 사기향
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가 풍토 조성을 위한 다면평가제 마련에 현행
근무실적평가 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헌 연구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과 경
찰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제도입문제를 그들의 업무 특성과 관련지어 연구하였
다.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속성상 차이가 있고 업무의 특성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급별,업무분야별로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마찰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
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혜림(2004)은 “다면평가제와 조직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에서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된 후 조직 행태의 변화 양상에 관
한 연구를 실시하였다.조직 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조직 행태의 긍정
적 변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에 대해 담당업무의 특성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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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류의 정부기관들,즉,정책부서와 집행기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하
지만 평가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시행 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다면평가제도는 다양한 특징으로 인해

피평가자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이러한 피평가자의 태도 변화는 조직 성과
와 직결되는 각종 변인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미쳐 조직성과 향상에 상당히 긍
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피평가자
의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고,이것은 조직에 대한 효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다면평가의 상황에서도 피평가자의 수용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그러나 다면평가제도의 과도한 도입은 조직에 상당한 충격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다면평가제도의 효과
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평가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수반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수용성과 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또한,다면평
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실적 평가와 능력 개발에
관해 명확한 목적을 분석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였다.도입에서 중요한 것이
다면평가제도를 어떠한 목적으로 도입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에 맞게 다면평
가제도를 도입.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면평가제도의 특징이 수용성과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다면평가제도가 가지는 익명성 보장,피드백 제공,명확한
평가준거,평가제도 신뢰성 등 중요한 특징이 다면평가제의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다면평가제의 특징과 효과성에 어떠한 조
절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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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모모모형형형 및및및 가가가설설설의의의 설설설정정정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다면평가제도의 특성은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인사평가가 향후 조직성과 향상이나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위한 도구
이며,따라서 새로 도입된 인사평가제도의 내용은 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태도를 형성시키고,이와 같이 형성된 피평가자의 태도는 직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Roberts와 Reed,1996).그리고 이러한 영향 관계에 있어서
피평가자의 수용도가 조절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다면평가제도의 특성으로는 평가준거,평가자 신뢰성,피드백 등으로 구성된

다고 보았고,평가제도와 관련된 태도와 인식은 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라고
보고 조절 변수로 보았으며,평가제도의 효과성은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으
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면평가제도의 특성이 피평가자의 수용도를 조절변수

로 하여 다면평가의 효과성을 진작시키는 것을 규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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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독독립립립 변변변수수수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의의의 특특특성성성

․피드백
․평가 준거
․평가자 신뢰성

→
↑ 업업업무무무수수수립립립행행행동동동

조조조절절절변변변수수수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수수수용용용도도도

그그그림림림 연연연구구구 모모모형형형

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본 연구는 다면평가제도의 특성이 피평가자의 태도나 인식변화를 통해 효과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
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들로 다음과 같이 가설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가가설설설

가설1은 다면평가제도의 특성이 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업무 수립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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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일반적으로 다면평가제도가 가지는
특성은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나 부하에 의해서도 다양하게 평가됨으로써 피평
가자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업무수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 1로 다면평가요인은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
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이러한 가설하에서 다음과 같이 다면
평가제도의 특성별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면평가에서 평가 내용이 되는 평가준거는 평가의 타당도를 결정하고,평

가이후의 평가결과의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평가준거의 적절성에 대
한 지각은 피평가자의 태도 형성과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이는
Dipboye& dePontbriand(1981)과 Nathanet.al(1991)에서 일관된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으로,피평가자의 입장에서 본인을 평가하는 평가자에 대한 신뢰성은 평

가 결과에 대한 태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특히 다면평가의 상황에서는
기존에는 평가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동료나 부하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신뢰
할만한 평가자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이는 Antonioni(1999),
Barclay와 Harland(1995),Fedor& Bettenhausen(1989)등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
지되고 있다.
평가를 통해 제공받은 피드백이 피평가자의 직무수행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또 향후 성과향상을 위해 가치있는 정보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평가제
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mitheret.
al(1995),Tharenou(1995),Cederblom & Lounsbury(1980)의 연구외에 수많은
연구들이 피드백이 피평가자의 태도와 효과간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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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다면평가제도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평가준거의 적절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커질수록 피평가자의 업무
수립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평가자 신뢰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커질수록 피평가자의 업무수립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3.피드백의 적절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커질수록 피평가자의 업무수
립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가설 2은 다면평가제도의 특성이 업무수립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 제도
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평가는 단순히 평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성과 향상과 인적자원

관리 활동을 위한 도구이므로,피평가자도 평가제도에 대하여 어떤 태도가 형
성되느냐에 따라 피평가자의 직무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태도는 행위를
위한 준비상태로서,이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경향
을 의미한다(김성국,1999).결국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였는가에 따라 행위가
결정되므로 결국 태도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피
평가자의 인사평가에 대한 수용도가 피평가자의 성과 향상이나 직무 관련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Roberts와 Reed(1996)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평가에 따른 피평가자의 행동 변화는 평가제도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결국 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형성되
느냐에 따라 평가제도의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Hedge& Teac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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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Lam & Schaubroeck,1999).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가설 2을 수립하였다.

가설 2.다면평가제도의 특성이 업무수립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피평가자의
수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제제 절절절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와와와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Antonioni(1996)은 다면평가의 과정모델에서 평가양식,평가자 선정과 교육,
피드백,평가자 익명성 등을 다면평가실행의 투입요소에 해당된다고 하였다.따
라서 다면평가제도의 특성변수로는 평가준거,평가자 신뢰성,평가 결과 피드백
등 세 변수를 선정하였다.

평평평가가가 준준준거거거
평가준거란 평가 준거의 적절성을 의미한다.평가준거의 적절성이란 피평가

자가 평가받는 내용들.즉 항목들이 직무와 관련성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
는가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라고 정의하고,Dipboye& dePontbriand(1981)의 1
문항과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2문항을 추가하여 총 3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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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평가가가자자자 신신신뢰뢰뢰성성성
평가자 신뢰성이란 평가자가 평가자로서의 충분한 능력과 진실한 평가의도

를 갖추었는가에 대하여 피평가자가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평가자의 신뢰
성은 Facteau(1996)에서 5문항,Westerman& Rosse(1997)에서 평가자의 피평가
자에 대한 지식보유정도에 대한 1문항,Judge& Ferris(1993)에서 평가자의 피
평가자에 대한 관찰기회에 관한 1문항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
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평평평가가가 결결결과과과 피피피드드드백백백
평가 결과의 피드백은 피드백이 어느 정도 적절히 이루어지는 가를 의미한

다.피드백의 적절성이란 피평가자가 다면평가자들로 부터 제공받은 피드백이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해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또한 평가이후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Tharenou(1995)의 7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조조절절절 변변변수수수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수수수용용용도도도

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크게 두 가지의 하위개념을 가지고 있다.첫째는 평
가제도에 대한 인지적 태도를 나타내는 효용성으로서,평가제도가 향후 직무수행
을 위해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는가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Nathanet.al(1991)
의 3문항,Dipboye&dePontbriand(1981)의 2문항을 사용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두 번째는 피평가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반영하는 것으
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Greller(1978)의 3문항을 사용한다.

종종종속속속 변변변수수수 업업업무무무수수수립립립행행행동동동
업무수립행동이란 피평가자가 직무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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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피평가자가 미래의 업무목표를 설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
토의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업무수립행동의 하나로는 계획수립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업무수립행동으로서 계획수립행동은 Facteau(1996)의 연구
에서 사용한 5개 항목을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설설문문문지지지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구성된 설문지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뉘어
져 있다.다면평가제도의 특징(Ⅰ),다면평가제도의 수용도(Ⅱ),업무수립행동
(Ⅲ),그리고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Ⅵ)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 3-1>과 같다.

표표표 설설설문문문지지지 구구구성성성

차 원 변 수 문 항 수 설문번호

인구통계변수 8

독립 변수

평가준거 3 Ⅰ.1-3

평가자 신뢰성 5 Ⅰ.4-8

피드백 7 Ⅰ.9-15

조절변수 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 6 Ⅱ.1-6

종속변수 업무수립행동 5 Ⅲ.1-5

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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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앞서 먼저 국내의 문헌과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현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설문 조사 대상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이와 같이 선정된 기업에 대해 각 기업의 인사 부서에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설문지 배부를 의뢰하였다.이 때,설문지 응답자는 다
면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최소 1번 이상 다면평가를 경험한 피평가자로 한
정하였다.동시에 직급을 중심으로 사원(35%),대리(30%),과장(20%),차부장
(15%)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요청하였다.

표표표 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회사 기업 특성 배포 회수 회수율
A회사 민간기업 25 21 84.0%
B회사 공기업 25 23 92.0%
C회사 민간기업 25 20 80.0%
D회사 민간기업 25 22 88.0%
E회사 공기업 25 19 76.0%
F회사 공기업 25 24 96.0%
G회사 민간기업 25 19 76.0%
총 계 175 148 84.6%

구체적인 설문 조사는 2005년 3월 21일-4월 20일까지 한달간 이루어졌으며,
총 175부의 설문지를 7개회사에 배부하였고,이 중 151부가 회수 되어 있었다.
이 중 설문 응답이 부실한 3개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148명의 응답을
통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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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3>와 같다.

표표표 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빈도 구성비

성별 남자 101 68.2
여자 47 31.8

연령

30세 미만 30 20.3
30-34세 37 25.0
35-39세 36 24.3
40세 이상 45 30.4

학력
전문대졸 이하 45 30.4
대학졸 81 54.7

대학원 이상 22 14.9

근속년한

5년 이하 39 26.4
6-10년 36 24.3
11-20년 52 35.1
21년 이상 21 14.2

직급

사원 73 49.3
대리 24 16.2
과장 16 10.8
차장 28 18.9

부장 이상 7 4.7

직종

일반관리직 69 46.6
영업직 19 12.8
전산직 6 4.1

생산기술직 18 12.2
연구개발직 13 8.8
기타 23 15.5

전 체 1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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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보면 남자가 101명으로 전체응답자의 68.2%를 차지하였으며,여자가
전체응답자의 31.8%를 차지하였다.연령을 보면 30세 미만이 30명으로 전체응
답자의 20.3%를 차지하였으며,30-34세가 전체응답자의 25.0%를 차지하였고,
35-39세가 전체응답자의 24.3%를 차지하였으며,40세 이상이 전체응답자의
30.4%를 차지하였다.학력을 보면 전문대졸 이하가 45명으로 전체응답자의
30.4%를 차지하였으며,대학졸이 전체응답자의 54.7%를 차지하였고,대학원 이
상이 전체응답자의 14.9%를 차지하였다.
근속년한을 보면 5년 이하가 39명으로 전체응답자의 26.4%를 차지하였으며,

6-10년이 전체응답자의 24.3%를 차지하였고,11-20년이 전체응답자의 35.1%를
차지하였으며,21년 이상이 전체응답자의 14.2%를 차지하였다.직급을 보면 사
원이 73명으로 전체응답자의 49.3%를 차지하였으며,대리가 전체응답자의
16.2%를 차지하였고,과장이 전체응답자의 10.8%를 차지하였다.차장이 전체응
답자의 18.9%를 차지하였으며,부장 이상이 전체응답자의 4.7%를 차지하였다.
직종을 보면 일반관리직이 69명으로 전체응답자의 46.6%를 차지하였으며,

영업직이 전체응답자의 12.8%를 차지하였고,전산직이 전체응답자의 4.1%를 차
지하였다.생산기술직이 전체응답자의 12.2%를 차지하였으며,연구개발직이 전
체응답자의 8.8%를 차지하였고,기타가 전체응답자의 15.5%를 차지하였다.

제제제 절절절 자자자료료료의의의 처처처리리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분
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처
리 내용을 보면 <표 3-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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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내 용 통계 기법

기초
통계
분석

일반적 특성 분석 빈도분석
(frequencyanalysis)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신뢰성 검증
(Cronbach'sα 계수)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요인분석
(factoranalysis)

가설
검증

가설 1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analysis)

다중회귀분석
(multipleregressionanalysis)

가설 2

t-test
(independentsamolesT-test)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analysis)

다중회귀분석
(simpleregressionanalysis)

첫째,표본의 통계적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단순 빈도 분석(Simple
Frequency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각 변수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의

α테스트를 실시하였고,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다면평가제도의 도입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함

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넷째,수용도 집단에 따라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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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st를 실시하였다.
다섯째,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다.



-44-

제제제 장장장 실실실증증증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제제제 절절절 신신신뢰뢰뢰도도도 및및및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결결결과과과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결결결과과과

다면평가제도 특성 측정항목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다면평가제도 특성의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3개의 요인이 추

출되었으며,이들 3개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80 로 비교적 높
게 나타났다.
요인 1의 구성항목을 보면,요인 1에는 피드백의 내용의 명확성,피드백의

내용은 구체성,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피드백,시기적절한 피드백,건설적인
내용의 피드백,피드백은 긍정적 내용 포함,피드백의 충분성 등으로 구성되었
다.따라서 이를 평가 결과의 피드백이라고 한다.
요인 2의 구성항목을 보면,요인 2에는 인사고과자들의 평가 능력,정확하게

잘 인사평가,공정하고 정직하게 평가,나의 업무에 대한 파악정도,나의 업무
행동에 대한 충분한 관찰 등으로 구성되었다.따라서 이를 평가자 신뢰성이라
고 한다.
요인 3의 구성 항목을 보면,요인 3에는 평가받는 항목의 적절한 구성,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평가 항목의 업무 특성 잘 반영 등으로 구성되었다.따
라서 이를 평가 준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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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 특특특성성성 측측측정정정항항항목목목의의의 타타타당당당도도도

요 인

피드백 평가자
신뢰성 평가준거

평가받는 항목의 적절한 구성 .221 .106 .883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 .004 .313 .885
평가 항목의 업무 특성 잘 반영 .322 .261 .805
인사고과자들의 평가 능력 .009 .679 .564
정확하게 잘 인사평가 .241 .715 .466
공정하고 정직하게 평가 .127 .858 .243
나의 업무에 대한 파악정도 .305 .844 .173
나의 업무행동에 대한 충분한 관찰 .374 .799 .004
피드백의 내용의 명확성 .827 .245 .128
피드백의 내용은 구체성 .853 .164 .214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피드백 .816 .285 .226
시기적절한 피드백 .847 .243 .160
건설적인 피드백 .887 .142 .152
피드백은 긍정적 내용 포함 .890 .156 .004
피드백의 충분성 .861 .133 .113

아이겐값 8.116 2.672 1.337
분 산(%) 54.106 17.811 8.913
누적분산(%) 54.106 71.917 80.830

신신신뢰뢰뢰도도도 검검검증증증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Cronbach'sα 값의 산출을 통해 검
증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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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신신신뢰뢰뢰도도도 검검검증증증 결결결과과과

변수 내용
신뢰도 검증 결과

문항 수 Cronbach'sα

독립변수

평가준거 3

평가자 신뢰성 5

피피피드드드백백백 7

전체 15

조절변수 수용도 6

종속변수 업무수립행동 5

독립변수는 크게 평가준거,평가자 신뢰성,평가 결과의 피드백 등으로 구성
된다.평가준거의 Cronbach'sα값이 .9055로 높게 나타났으며,평가자 신뢰성의
Cronbach's α값이 .9138로 높게 나타났고,피드백의 Cronbach's α값이 .9561로
높게 나타났으며,이들 항목 전체의 Cronbach's α값이 .9335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수들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절변수인 다면평가제도 수용도의 Cronbach's α값이 .9074로 높게 나타나

조절변수들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업무수립행동의 Cronbach's α값이 .9431로 높게 나타나

종속변수들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항목들의 신뢰성은 모두 일반적인 허용치

0.6을 크게 상회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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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가가가설설설 검검검증증증

가가가설설설 의의의 검검검증증증

여기서는 다면평가제도의 특성이 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일반적으로 다면평가제도가 가지는 특성은 상사뿐
만 아니라 동료나 부하에 의해서도 다양하게 평가됨으로써 피평가자의 업무수
립행동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면
평가제도는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가설 1.다면평가제도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업무수립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평가준거의 적절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커질수록 피평가자의 업무
수립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평가자 신뢰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커질수록 피평가자의 업무수립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3.피드백의 적절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커질수록 피평가자의 업무수
립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동시
에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다면평가제도의 특성들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독립 변인인 업무수립행동과 평가 준거의 적절성,평가자 신뢰성,피드

백의 적절성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4-3>와 같다.
업무수립행동은 평가 준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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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r=.239,p<.01),업무수립행동은 평가자 신뢰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r=.356,p<.01).그리고 업무수립행동은 평가 결과의 피
드백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r=.573,p<.01).따라
서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며,업무수립행동은 평가 준거의 적절성,평가자
의 신뢰성,평가 결과의 피드백이 높을수록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도 높아짐
을 알 수 있다.특히 평가 결과의 피드백이 높을수록 업무수립행동이 크게 증
대되고,그 다음으로 평가자 신뢰성,평가 준거의 적절성 순으로 피평가자의 업
무수립행동이 크게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표표 변변변수수수들들들간간간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업무수립행동 평가준거 평가신뢰 피드백
업무수립행동 1.000

평가 준거 .239** 1.000

평가자 신뢰 .356** .601** 1.000

피드백 .573** .418** .521** 1.000
**:p<.01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다면평가제도의 특성을 독립변
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회귀 분석식의 모형 설명력(R²)은 33.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도 24.154로 1% 미만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평가결과 피드백의 회귀계수값인 Beta값은 .539로
나타나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매우 높은 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t=6.689,p<.01).그러나 평가 준거의 회귀계수값은 -.049로 나
타나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572,p>.05).또한 평가 신뢰성의 회귀계수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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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로 나타나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151,p>.05).따라서 평가 준
거의 적절성이나 평가자 신뢰성이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평가결과의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면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도
증대됨을 알 수 있다.

표표표 업업업무무무수수수립립립행행행동동동에에에 관관관한한한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Beta

업무수립
행동

Constant 1.556 .378 4.115 .000
평가준거 -.004 .081 -.049 -.572 .568
평가신뢰성 .112 .098 .105 1.151 .251
피드백 .577 .086 .539 6.689 .000

R²= .335 ,F= 24.154(p<.01)

따라서 다면평가제도의 특성이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한 가설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가가설설설 의의의 검검검증증증

여기서는 다면평가제도의 특성이 업무수립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 제도
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인사평
가는 단순히 평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성과향상과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위한 도구이므로,평가제도로 인해 피평가자에게 어떤 태도가 형성되고,이것이
피평가자의 직무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이 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에 따라 다면평가제도의 특성이 피평가자의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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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다면평가제도의 특성이 업무수립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면평가제
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도가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동시
에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다면평가제도의 특성들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구분은

피평가자 수용도의 값을 가지고 상위 40%(59명)를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
자의 수용도가 높은 집단(고수용도 집단)으로,하위 40%(59명)를 피평가자의 수
용도가 낮은 집단(저수용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이러한 구분 하에서 각 집단
별로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들 고수용도 집단과 저수용도 집단에 있어서 주요 변수들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표표 수수수용용용도도도 집집집단단단별별별 차차차이이이 검검검증증증 결결결과과과
저수용도 집단 고수용도 집단

t p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독립변수
평가 준거 3.864 1.094 4.593 1.076 -3.649 .000**
평가자 신뢰 3.951 1.085 4.729 .895 -4.250 .000**
피드백 3.825 1.010 4.855 .809 -6.112 .000**

조절변수 평가제도 수용도 3.367 .573 5.220 .598 -17.185 .000**
종속변수 업무수립행동 3.607 .947 5.125 .810 -9.361 .00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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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립변수인 평가 준거를 보면,저수용도 집단은 평균 3.864로 나타난
가운데 고수용도 집단에서는 평균 4.593으로 나타나 저수용도 집단에 비해 고
수용도 집단에서 더 평가 준거를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평가자 신뢰성을 보면,저수용도 집단은 평균 3.951로 나타난 가운데 고
수용도 집단에서는 평균 4.729로 나타나 저수용도 집단에 비해 고수용도 집단
에서 더 평가자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평가 결과의 피
드백에 대해서는 저수용도 집단은 평균 3.825로 나타난 가운데 고수용도 집단
에서는 평균 4.855로 나타나 저수용도 집단에 비해 고수용도 집단에서 평가 결
과의 피드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절 변수인 평가제도 수용도를 보면,저수용도 집단은 평균 3.367로 나타난

가운데 고수용도 집단에서는 평균 5.220으로 나타나 저수용도 집단에 비해 고
수용도 집단에서 더 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종속 변수인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을 보면,저수용도 집단은 평

균 3.607로 나타난 가운데 고수용도 집단에서는 평균 5.125로 나타나 저수용도
집단에 비해 고수용도 집단에서 더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수용도 집단별로 독립 변인인 업무수립행동과 평가 준거의 적절성,평가자

신뢰성,피드백의 적절성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4-6>과 같다.
저수용도 집단에서는 업무수립행동은 평가 결과의 피드백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r=.372,p<.01).그러나 평가 준거와 부
(-)의 상관관계(r=-.042,p>.05)를 가지고 있으며,평가자 신뢰와는 정의 상관관
계(r=.108,p>.05)를 가지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따라서 다면평
가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은 평가 준
거의 적절성이나 평가자의 신뢰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으며,평가 결과의 피
드백이 높을수록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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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수수수용용용도도도 집집집단단단별별별 변변변수수수들들들간간간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구 분 업무수립
행동 평가준거 평가신뢰 피드백

저수용도
집단

업무수립행동 1.000
평가준거 -.042 1.000
평가신뢰 .108 .609** 1.000
피드백 .372** .343** .458** 1.000

고수용도
집단

업무수립행동 1.000
평가준거 .149 1.000
평가신뢰 .296* .595** 1.000
피드백 .438** .301* .483** 1.000

고수용도 집단에서는 업무수립행동은 평가 결과의 피드백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372,p<.01)를 가지고 있고,평가자 신뢰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296,p<.05)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평가 준거
와는 정(+)의 상관관계(r=.149,p>.05)를 가지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따라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피평가자의 업무
수립행동은 평가 준거의 적절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나,평가자의 신뢰
성과 평가 결과의 피드백이 높을수록 업무수립행동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에 의하면 저수용도 집단에 비해 고수용도 집단에서는 평

가자 신뢰성이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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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수수수용용용도도도별별별 업업업무무무수수수립립립행행행동동동에에에 관관관한한한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구분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Beta

저수용도
집단

업무
수립
행동

Constant 2.649 .545 4.857 .000
평가준거 -.186 .135 -.215 -1.386 .171
평가신뢰성 .004 .143 .045 .273 .786
피드백 .398 .130 .425 3.064 .003

R²=.172,F=3.803(p<.05)

고수용도
집단

업무
수립
행동

Constant 2.825 .663 4.262 .000
평가준거 -.004 .113 -.050 -.331 .742
평가신뢰성 .126 .148 .139 .853 .397
피드백 .386 .138 .386 2.805 .007

R²=.203,F=4.662(p<.01)

저수용도 집단의 경우를 보면,업무수립행동에 관한 회귀 분석식의 모형 설
명력(R²)은 17.2%로 나타나고 있으며,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도 3.803으
로 5% 미만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평가결과
피드백의 회귀계수값인 Beta값은 .425로 나타나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정
(+)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3.064,p<.01).그러나 평가 준
거의 회귀계수값은 -.215으로 나타나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386,p>.05).또
한 평가 신뢰성의 회귀계수값은 .045로 나타나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정
(+)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t=.273,p>.05).따라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평가
준거의 적절성이나 평가자 신뢰성이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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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하지만 평가결과의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면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도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수용도 집단의 경우를 보면,업무수립행동에 관한 회귀 분석식의 모형 설

명력(R²)은 20.3%로 나타나고 있으며,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도 4.662로
1% 미만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평가결과 피드
백의 회귀계수값인 Beta값은 .386으로 나타나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정(+)
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2.805,p<.01).그러나 평가 준거
의 회귀계수값은 -.050으로 나타나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t=-.331,p>.05).또
한 평가 신뢰성의 회귀계수값은 .139로 나타나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정
(+)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t=.853,p>.05).따라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평가
준거의 적절성이나 평가자 신뢰성이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지만 평가결과의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면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도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집단이

나 낮은 집단 모두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는 평가 결과의 피드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미치는 영향 정도는 수용도가 높은 집단보다 수용도가 낮은 집
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수용도 집단별 상관관계분석 결과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볼 때 다면평가제도의 특성이 업무수립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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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요요요약약약

본 연구는 다면평가의 특성이 평가제도의 효과성인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
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동시에 다면평가 요인이 평가의 효
과성을 진작시키는데 있어서 피평가자의 태도인 평가제도의 수용도가 어떠한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자료를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하고,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고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기업체에 종사하는 기업체 종사자 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면평가제도의 효과성과 관련된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평가결과의 피드백이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다.그러나 평가 준거의 적절성이나 평가자 신뢰성은 피평가자의 업무수
립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하였다.따라서 다면평가제도의 시행과 관련하
여 평가 결과의 피드백이 효율적으로 제공된다면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이
증대되고,다면평가제도의 효과성이 높아진다.
둘째,다면평가요인이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면평가

제도의 피평가자의 수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이러한 차이는 회귀 분석 결과
에 의하면 평가 결과의 피드백은 양 집단 모두에서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그 영향 정도에 있어서는 고수용도 집단에
비해 저수용도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고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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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단이나 저수용도 집단 모두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은 평가 결과의 피드
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평가자의 신뢰성은 고수용
도 집단에서만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따라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평가 결과의 피드
백에 의한 영향은 다소 감소되는 가운데 평가자의 신뢰성에 의한 영향이 커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궁극적으로 기업 성과와 관련된 업무수립행동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면평가제도의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피평가
자의 업무수립행동을 결정하는 변수는 평가 결과의 피드백이다.따라서 다면평
가제도가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의 적절하게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평가자의 능력과 공정하고 정직한 평가를 위한
노력,피평가자 업무에 대한 평가자의 높은 지식수준 등으로 평가자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둘째,다면평가요인이 기업 성과와 관련된 업무수립행동을 증대시키는 정도

는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평가 결과의
피드백은 고수용도 집단에 비해 저수용도 집단에서 더 크게 피평가자의 업무수
립행동에 영향을 미치고,평가자의 신뢰성은 저수용도 집단에서보다는 고수용
도 집단에서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다.또한 저수용도 집단
보다는 고수용도 집단에서 피평가자의 업무수립행동이 높다.따라서 다면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평가자의 수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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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 및및및 향향향후후후 연연연구구구 방방방향향향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다면평가는 조직 내의 복잡한 상호관계가 반영되므로 이 점을 모두 감

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따라서 피평가자 개인,상사,부
하,동료,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관계가 함께 고려될 때 다면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는 다면평가제도의 특성과 그에 따른 행위변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 중 극히 일부만을 검증한 것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론적
인 타당성을 지니는 선행요인들과 조절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더 포괄적이고 체
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본 연구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총 7개의 공기업과 대기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
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을 상대로 다면평가의 유효성에 관해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으며,특히 기업의 특성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도입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의 특성 비교와 유효성의 차이를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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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인사조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국내기업의 다면평가제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을 연구하기 만
들어진 설문지입니다.
아시겠지만,다면평가란,상사에 의한 전통적인 평가방식과는 달리,상사뿐 아니라

부하,동료,나아가 고객에 의해 자신의 업적과 성과를 평가받는 인사평가방식을 말
합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익

명으로 처리되므로 귀하나 소속기업(조직)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2005년 4월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김 한 신

귀귀귀하하하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
1.성별 ① 남( ) ② 여( ) 2.연령 만 ( )세
3.학력 ① 고졸 이하 ( ) ② 전문대졸( ) ③ 대졸( ) ④ 대학원 이상( )

4.근속년수 만 ( )년 ( )개월
5.직급 ① 사원( )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이상( )

6.직종 ① 일반관리직( ) ② 영업직( ) ③ 전산직( )
④ 생산기술직( ) ⑤ 연구개발직( ) ⑥ 기타＿＿＿

7.귀 회사에서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년 이하( ) ② 1~2년 ( ) ③ 3~5년( ) ④ 6~7년( ) ⑤ 7년 이상( )

8.전년도에 귀하에 대해 이루어진 다면평가는?(해당사항에 모두 체크)
① 상사에 의한 평가( ) ② 동료에 의한 평가( ) ③ 부하에 의한 평가( )
④ 자기에 의한 평가( ) ⑤ 고객에 의한 평가( )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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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다음은 인인인사사사평평평가가가에 관한 질문입니다.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평가
준거

1.내가 평가받는 항목은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 1 2 3 4 5 6 7

2.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평가받는다 1 2 3 4 5 6 7

3.내가 평가받는 항목에는 업무 특성이 잘 반영
되어 있다 1 2 3 4 5 6 7

평가자
신뢰성

4.인사고과자들은 나를 평가할만한 능력이 있다 1 2 3 4 5 6 7

5.인사고과자들은 나를 정확하게 잘 평가할 수
있다 1 2 3 4 5 6 7

6.인사고과자들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평가하려
할 것이다 1 2 3 4 5 6 7

7.인사고과자들은 나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
다. 1 2 3 4 5 6 7

8.인사고과자들은 나의 업무관련행동을 관찰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 1 2 3 4 5 6 7

평가결
과

피드백

9.나에게 제공된 피드백의 내용은 명확하다. 1 2 3 4 5 6 7

10.나에게 제공된 피드백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1 2 3 4 5 6 7

11.나에게 제공된 피드백은 중요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1 2 3 4 5 6 7

12.나에게 제공된 피드백은 시기적절하다. 1 2 3 4 5 6 7

13.나에게 제공된 피드백의 내용은 건설적이다. 1 2 3 4 5 6 7

14.나에게 제공된 피드백은 긍정적 내용을 담고
있다. 1 2 3 4 5 6 7

15.내가 받았던 피드백은 충분하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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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다음은 귀사의 다다다면면면평평평가가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의의의견견견 수수수용용용도도도 에 관한 질문입니다.본인의 생각과 일
치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다면평가제도를 통해,인사고과자들이 나에게 무
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1 2 3 4 5 6 7

2.다면평가제도를 통해,나의 업무에서의 의무와 책
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6 7

3.다면평가제도를 통해,나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1 2 3 4 5 6 7
4.우리 회사의 다면평가제도는 나의 성과향상을 가
능하게 하는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 1 2 3 4 5 6 7

5.우리 회사의 다면평가제도는 나와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업무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1 2 3 4 5 6 7

6.나는 우리 회사의 다면평가제도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Ⅲ.다음은 귀사의 인인인사사사평평평가가가결결결과과과가가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업업업무무무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에 관한 질문입니다.귀하의 의
견과 일치하는 곳에 ∨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나는 다면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업적향상
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1 2 3 4 5 6 7

2.나는 다면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내가 노력
해야 할 부분에 대해 타인과 의견을 교환
한다.

1 2 3 4 5 6 7

3.나는 다면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업무에서
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한다. 1 2 3 4 5 6 7

4.나는 다면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내가 계획
한 구체적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
견을 교환한다.

1 2 3 4 5 6 7

5.나는 다면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내가 성취
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1 2 3 4 5 6 7

♣♣♣ 장장장시시시간간간동동동안안안 질질질문문문에에에 응응응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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