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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11. 연구의 필요성 

변화하는 경영의 환경속에서 조직의 유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능력과 실적 

에 근거한 인사처우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능력주의 인사처우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의 정착 

이 선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인사평가의 납득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 

로 다면평가의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종래의 상사 일방의 주관에 

의한 평가가 피평가자의 입장에서 많은 불만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 

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영상위층들일수록 평가의 주체이지 평가의 대 

상이 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인 피드백이 주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들도 있 

었다. 따라서 다면평가 내지 360도 피드백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제고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 확대의 목적 외에도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상위 

경영층의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피드백함으로써 그들의 분발을 촉 

구한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과거에는 이의 실행이 관리적으로 힘들고 보안의 유지에도 문제점이 

많았으나 각 조직에 네트워 환경의 구축에 따라 이러한 평가를 소프트웨어 

로 구현할 수 있게 된 점도 다면평가의 이용이 확산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면평가에 의한 인사평가는 그것이 가진 많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방식이 가진 

위험적 요소와 시행상의 애로요인들 때문이다.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사에 대한 평가와 동료에 대한 평가는 체질적인 거부감과 함께 전혀 예상 



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면평가는 실시의 

방식여하에 따라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로 평가되어 그 활용을 주저하 

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지속적인 조직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 

사평가에 기초한 처우제도의 확립이 필수요건이라는 점에 오래전부터 구성 

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면평가방식의 채택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제 

이러한 합의를 기초로 다면평가의 구체적인 설계와 운용의 방향이 정립되어 

야할 단계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능력주의 인사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 

한 방안의 일환으로 다면평가 제도의 도입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 

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구성원들의 납득성과 제도의 유 

효성을 겸비한 다면평가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운용원리 및 관리체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川- 연구개발의 내용 

1) 다면평가의 이론적 기초 

(1) 다면평가의 개념 

다면평가제도는 미국에서 출발한 제도로서 multi rater feedback, upward 

appraisal, full circle feedback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나 가장 공식적인 

용어는 360도 피드백 (360 degree feedback)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상사가 하급자를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피드백을 주는 대신 전방위적 

측면에서 피평가자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이 기법은 

전통적인 방식인 상급자로부터의 피드백보다는 여러 출처로부터 형성된 피 

드백이 보다 정확하며 이러한 보다 정확한 피드백을 하급자가 받게 되면 그 

들의 자기인식 (self-awareness) 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급자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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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행위， 태도 등을 개선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와 행위의 개선 

을 통해 조직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다면평가의 효익과 비판 

다면평가의 효익 

@ 개인들에게 주는 효익: 다면평가는 열상에서는 공유가 힘든 피드백을 사 

람들에게 준다. 이는 자기를 잘 알면서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 자선이 어떻 

게 비춰지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 리더에게 주는 효익: 다면평가는 리더 또는 관리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 

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리더의 행 

위를 변화시키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다. 

@ 작업집단의 효익: 작업집단도 360도 피드백을 통해 크게 이득을 볼 수 있 

다. 사람들이 타인에게 정직한 피드백을 줄 기회를 갖게 되고 또 그들의 견 

해가 진지하게 경청되며 받아들여질 때 집단의 사기와 유효성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사례들이 흔하다. 

@ 조직에의 효익: 360도 피드백윤 시행함으로써 또한 조직에도 대단한 이점 

이 존재한다. 이는 조직에서 어떤 행동이 권장되며 어떤 종류의 문화를 조직 

이 지향하는 지에 대한 선호를 개인들에게 준다. 360도 피드백은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다면평가에 대한 비판 

@ 보복섬리의 확산: 360도 피드백이 사용되는 조직 구성원들의 일차적인 걱 

정거리는 나쁜 평가를 받은 관리자들의 보복 가능성이다. 그들은 실제로 익 

명성이나 비밀유지가 잘 안 지켜진다고 믿고 있다. 보복의 대상은 상방향， 

하방향 또는 동료에게도 향할 수 있다. 

@ 특정인에게 매우 위험하며 심리적 상처: 360도 피드백이나 다면평가의 가 

장 부정적인 측면은 피드백이 정확할지는 몰라도 매우 위험 (risky)하다는 특 

성이 있다는 것이다. 360도 피드백의 시행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좋지 않은 피 

“ ” ” 



드백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특별한 개발이나 교정조치가 경영층에 의해 이 

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이 문제아가 되고 회사로부터 쫓겨날지 모른 

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또한 피드백이 특정인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 

@ 게임 플레잉 360도 피드백은 조직내에 게임의 만연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관리자， 하급자， 동료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관리자는 좋은 평가를 의 

도적으로 획책할 수 있다. 평가시점 부근에서 자신의 행위를 바꾸거나 인기 

에 영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하급자는 자신들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생각 

되는 관리자를 집단적으로 나쁘게 평가할 수 있으며 반면 비공식적인 집단 

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자(예컨대 학연 지연 등)에게는 터무니없는 평가를 

줄 수 있다. 동료들은 서로 공모하여 담합된 평가를 거래할 가능성도 존재한 

다. 

@ 비건설적인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을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말은 비수 

와 같다(Wimer， 2002). 더구나 출처도 불분명하고 피드백의 출처와 정확성에 

의심이 가면 그 문제점은 더욱 크다. 

@ 감수성의 결여: 감수성의 결여(insensitivity)라는 것은 360도 피드백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써 피드백이 개인들에 

게 배분될 때 매우 주의 깊게 그리고 깊은 감수성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 후속조치의 부재: 많은 조직에서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종료되 

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속적인 후원과 사후조치가 없으면 이 긍정 

적인 학습의 기회를 잘 활용하기가 불가능하다. 

@ 피드백의 선뢰성: 다른 걱정거리는 피드백이 신뢰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다. 만일 평가자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피드백 양식을 기재해야하는 

경우 그는 솔직해지기 힘들어서 얼버무리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질문에는 답변하기 싫어서 또는 타인을 다치게 하기 싫어서 

때로 솔직하지 못할 수 있다. 

@ 시간과 비용: 다면평가 또는 360도 피드백은 거저 되는 것은 아니다. 많 

은 시간과 비용을 요한다. 이 제도가 비용 대비 분명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N 



@ 일시적 유행: 다면평가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은 이것이 많은 경영기법이 

그러하듯이 한 시대의 일시적 유행 (fad)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2) 다면평가의 효과적 관리 

(1) 다면평가의 활용 

다면평가 또는 360도 피드백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활용과 관 

련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면평가를 개발용도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인사고과나 성과관리 용도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개발용도 

360도 피드백은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에는 피드백이 주 목적으 

로 사용되었다. 개발 피드백 (development feedback)이란 개념은 창의적 리더 

십 센 터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 에 의 해 정 립 된 것 으로써 피 평 가자를 

여러 원천에서 평가하여 그에게 피드백함으로써 그의 개발을 촉진하고자하 

는 것이다. 개발 피드백 용도의 360도 피드백은 다음에 설명할 성과관리 용 

도와 마찬가지의 방식에 의해 정보가 수집되지만 그 정보를 누가 검토하느 

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발 피드백은 수집되는 정보가 주로 피평가자 즉 피드백을 받는 사람에 

게 주어진다. 그리고 피드백이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구성원에게 불이익이 없 

다는 기본전제가 있다. 이처럼 비밀이 보장된다면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도 

매우 솔직하게 부담없이 피드백찰 제시하고자 할 것이고 피드백을 받는 구 

성원도 방어적인 자세를 갖기보다는 경청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 성과관리 용도: 360도 피드백을 도입하는 조직에서는 이를 성과관리용도로 

활용하는데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다방면에서 수집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인 상사위주의 평가보다는 정확성이 향상된다고 믿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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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성과관리 용도의 360도 피드백은 그 결과가 처우나 승진 등 피평가자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수집된 평가자료는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피드백 수령자와 공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발 피드백 용도로의 사용시와 

차이가 있다. 누가 자료를 보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언가 하는 것은 조 

직이 인사고과의 과정과 구조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2) 다면평가의 성과관리(인사고과)용도로의 활용과 관련된 논란 

도움을 못준다는 것 이 다. 360 

제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정확한 정보제공을 

타당치 

경쟁자 

것이다. 피드백 제공자들은 

친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불충분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조
 
직
 

제
 

조
 

저
 

는
 

한
 
서
 
다
 

요
 
해
 
、
이
 

필
 
위
 

것
 

에게는 손해를 

셋째， 현재 

다는 것이다. 

넷째， 360도 피드백을 개발목적에서 성과관리로 이행하는데 

건을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에 의하면 이러한 이행을 

내에 선뢰구축이 전제되어야하고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 성과관리(인사고과)에의 활용에 대한 반대론 

첫째， 피드백 결과가 실질적으로 인력개발에 

피드백이 성과관리에 사용되게 되면 피드백을 

정보가 누군가의 경력에 

꺼려할 수도 있다. 

둘째， 이용자들이 평가를 

못한 평가전략을 채택할 수 

입히는 

사용하는 

손상을 줄 

도 

조작한다는 

있다. 예컨대 

방향으로 평 가할 수 있다. 

평가척도가 성과관리 

- 성과관리(인사고과)에의 활용에 대한 찬성론 

첫째， 조직에서는 이미 360도 피드백을 성과관리에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 

다는 것이다. 

선뢰할 수 있고 타당하다는 것이다. 

시스템이 타당하다는 

피드백은 우려와는 달리 

단일평가 시스템보다 다면평가 

통해 입증되고 있다. 

구성원이 원하고 있다. 개발목적으로 360도 피드백을 사용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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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들에서도 그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상사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또 고 

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구성원들은 성과관리로의 활용을 원하기도 한다. 

넷째， 고객만족에 도움이 된다. 다면평가의 요소에 고객의 평가가 이루어 

지게 되면 구성원은 고객만족에 신경을 더욱 쓸 것이다. 따라서 360도 피드 

백은 조직의 경쟁우위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처우결정을 위한 보다 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360도 피 

드백은 관리자와 구성원에게 더 많은 신뢰를 부여해주는 양질의 성과 측정 

지표를 제공해 준다. 

(3) 다면평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지침 

- 다면평가의 도입단계: 

@ 목표의 명료화: 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평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도 

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기업의 전략과 연동되어야 한다.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은 위험하다. 

@ 다면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면평가를 도입하기 전에 다면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 시범실시(파일렷 테스트): 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전면적 실시에 앞서 반드시 시범실시(파일렷 테 

스트)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360도 피드백의 설계와 실행에 핵심 이해관계 

자(key stakeholder)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을 참여시키 

고 정보를 주어야 한다. 

@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훈련실시: 360도 피드백에는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이 특히 중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이 시행 전에 그들의 관심사를 철저히 토론 

해야하고 최소한도 주요 결정사항 배후의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 

@ 피드백 용도에 대한 명확한 고지: 피드백이 개발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평가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를 조직구성원들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피드백 소유자의 명료화: 데이터를 누가 접큰하고 소유하는 가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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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피드백이 개발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람들이 자료를 

될 것이다. 못한다면 무력감을 느끼게 

대단히 

소유하지 

'--'---

- 다면평가의 시행단계: 

엄격한 비밀유지: 360도 피드백 엄격한 비밀유지가 

마음이 편할 수 있 

타협이 이루어 

흔들리게 된다. 

철저히 ‘응답 

기 준으로 삼아야 한다. 응답 

제공함으로써 

비밀유지나 익명성에 

이 제도의 근본이 

다면평가를 설계할 때는 

최우선 

또는 다면평가에서는 

익명의 피드백을 

있다.따라서 

구성원들에게 준다면 

관리와 점수화: 

friendly) 이 라는 기 준을 

@ 

필요하다. 360도 피드백은 

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지거나 그런 인상을 

응답자 친화적인 

자 친화적’(user 

@ 

응답자가 

간단해서 。 ct
숫)""8 

공평， 논리적，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어떤 피드백 

특별히 많은 응답을 해야 하는 경우를 피해야하며 서베이는 

자가 부담을 별로 안 느끼게 해야 한다. 

선정하는 를
 

자
 

- 사후조치 단계: 

@ 피드백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피드백 수령자들은 그 

들이 받는 피드백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만 한다. 개인 

적 코치나 훈련， 자기연구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사람들은 필요로 

@ 일회성 행사가 아닌 과정으로의 정착: 360도 피드백 과정은 

그쳐서는 안된다. 이는 중요한 역량과 행위를 증가하거나 

의도하는 하나의 과정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 

한다. 

일회성의 

개선시키는 

정착되어 

사로 

것을 

야 한다. 

@ 유효성의 평가: 모든 관리기법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유효 

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다면평가도 예외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360 

피드백의 사용이 점증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기법의 

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기업이 많은 것 같지는 지는 않다. 

평가 유효성을 도 

(4) 다면평가를 성과관리(인사고과)로 사용시의 관리지침 

사용 시와는 다른 인사고과 목적으로 사용할 시는 개발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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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주의나 관심이 요청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개발목적으로부터 시작할 것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범적 설시 

- 도입목적을 조직목표와 관련 분명할 것 

- 관련자들을 철저히 교육할 것 

후속조치 (follow up)를 철저 히 할것 

- 불신과 두려움의 분위기에서는 시도하지 말 것 

- 개발용도와 구별되는 별도의 설계 

3) 다면평가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1) 조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다면평가를 비룻한 인사고과개정에 대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기존 인사 

고과에 대한 의견 14문항， 인사고과의 개선방향에 대한 36문항， 다면평가제 

도에 대한 6문항， 기술원의 다면평가도입과 관련된 6문항， 인구통계적 

을 묻는 3문항 등 총 5부분， 65문항으로 구성 되 었다. 

(2) 기존의 인사고과에 대한 분석 

口 인사고과에 대한 의견 

사항 

기존의 인사고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5점 척도 중 평균이 

3.04로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내용별로 평균을 분석하면 ‘인사고과에서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조 

되고 있는가?’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부정적 (2.80)이고， “성 

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기준에 대해 알고 았다"( 2.87), “인사고과가 공정하 

고 정확한 모습"(2.88)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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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인사고과의 시행요소에 대한 만족도 

각 고과의 시행요소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으나 ‘결과활용’(2.73)이나 ‘제도의 툴’(점수배분， 등급비율)에 대한 만족 

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사고과의 시행요 

소들과 앞서 설명한 인사고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구해 

보면 인사고과자에 대한 공정성 만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0.72， p<O.05)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口 기존 인사고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고과의 결과를 급여나 승진과 같은 처 

우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연동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58.7%)이 

‘강화되어야 한다’(38.6%)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응답 

한 구성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고과의 선뢰성을 지적한 응답자(60.4%)가 

고과자체의 조직에서의 비중요성을 지적한 응답자(39.6%)보다는 다소 많았 

다.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강화되어야할 범위’를 

물은 질문에 대한 응답은 뚜렷한 추세를 발견하기 힘들었다. 

口 현재 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고과를 개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은 가장 중요한 문제 1순위로 ‘객관적 계량적 

지표의 편입’(1위) , ‘평가자의 신뢰성 고양’(2위)， ‘다면평가의 도입’(3위)， ‘고과 

요소의 개정’(4위) 등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3) 기존 인사고과의개선 

口 역량평가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 

최근의 평가추세를 감안하여 인사고과를 역량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역량평가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잘 모르겠다’(22.9%) 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지만 ‘바꿀 필요가 없다’(19.7%) 라는 웅답보다는 ‘바꿀 필요가 있 

다’(57.4%)라는 응답이 훨씬 많아 기존 인사고과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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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엽적평가 구성요소 

엽적평가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업무의 완성도(5.67) ， 조직에의 기여 

도(5.52) ，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정도(5.34) ， 업무의 난이도(5.33)의 순서로 중 

요한 것으로 응답되고 있다. 

口 기본역량의 구성요소 

조직의 성과와 연결되는 역량 중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할 기본역량에 대해서는 책임의식 (5.89) ， 업무에의 성실성 (5.79) ， 윤리의식 

(5.71), 협조능력 (5.66) ， 프로의식 (5.64)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口 전문역량의 구성요소 

직무수행과 직접 연관되는 전문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구성원들 

의 응답은 종합판단력 (5.84) ， 현장문제해결기술력 (5.45) ， 업무숙지력 (5.43) ， 정 

보활용력 (5.40) ， 업무개선능력 (5.30) ， 선진기술 소화력 (5.18)의 순서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전문역량에 있어서는 앞서의 엽적평가나 기본역량과는 달리 

소속부서벌 업무의 특성이 있어 구성요소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을 필요 

가 있다. 기획부의 경우에는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업무숙지력외에 업무의 

특성상 기획력과 상담교섭력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규제부의 경우는 현장해 

결능력과 함께 개별요소로 기초기술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시되고 있다. 안전 

평가부의 경우에는 업무개선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규제기술 

연구부의 경우 개별요소로서 선진기술소화력도 중시되고 있다. 방사션 안전 

센터의 경우에는 기획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부의 경우는 특이 요소로서 

고객만족이 중시되고 있다. 

(4) 리더십역량의 구성요소 

보직자들의 리더십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팀원 활성화 능력 (6.01)， 

업무추진능력 (5.77) 공정평가 능력 (5.74) 대외관계 능력 (5.68)의 순서로 나타 

나고 있다. 다만 행정부에서는 대외관계능력보다는 부하육성을 평가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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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하다. 

(5)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분석 

口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인지도 

다면평가의 도입에 대한 논의에 대해 인지도를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알 

고 있었다’는 의견(86.8%) 이 ‘모르고 있었다’(13.2%)라는 의견보다 다수를 점 

하고 있어 어느 정도 구성원들간의 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인지도는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口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기대 

기존의 인사고과에 다면평가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현행의 인사고과 문 

제의 해결이 된다고 기대하는 가를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의견 

(57.6%)이 ‘기대하지 않는다’(42.4%)보다 다소 우세하다. 기대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조직풍토의 

개선’(54.95%)이 가장 다수를 점하는 반면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대상 

으로 그러한 이유를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분위기에 부정 

적’(48.1%)이라는 응답이 가장 다수를 이루고 있다. 

口 다면평가 도입에 대한 지지 

다면평가의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내의 

찬성’( 57.4%)이 단순 ‘찬성’(28.25)이나 ‘반대'(14.4%)의 응답을 크게 상회하 

고 있다. 

口 다면평가의 활용 

다면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활용방안 중 ‘인사고과시 간접적 

활용’(34.6%)이 가장 높은 지지를 획득하고 었다. 다음으로는 ‘개발목적에 한 

정’(27.7%) ， ‘인사고과에 부분활용’(21.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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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동료평가 

다면평가도입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동료평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53.2%)라는 의견이 ‘필요치 않다’(46.8%)라는 의견을 다소 상회하 

고 있다. 그 대상은 제한을 두지 않고 직위상 동일계층의 전원을 대상 

(59.8%)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료평가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일부라도 고과에 반영’(76.5%)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口 상향평가 

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77.8%)라는 

의견이 ‘필요치 않다’( 22.2%)라는 의견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 평가의 대 

상으로는 ‘부장급까지’(72.8%)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점하 

고 있고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 고과에 반영한다’(39.4%)라 

는 웅답이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다면평가 도입안의 기본설계 

(1)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도입을 위한 기본적 분석 

口 도입을 위한 환경분석 

기회와 위협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째 

든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환경에 위협요인이 많은 것은 아니며 또한 불확성 

성 (uncertain ty )이 큰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일반적으로 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평가는 조직의 환경의 불확성성이 커 

리더를 비롯한 핵심인재의 핵심역량이 중요하며 또 고객지향성이 매우 중요 

한 조직에서 그 유효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면평가제도는 잘 수행 

되면 그 효과는 크면서 조직과 그 구성원에 충격을 주는 독한 약에 비유될 

수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불확성이 그리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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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다면평가와 같은 고단위처방의 당위성과 유효 

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口 내부여건 분석 

내부여건을 분석하면 우선 다면평가의 도입은 인사고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사간의 합의사항이다. 따라서 커다란 상황변화가 없는 한 관련당사자 

간에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에서도 다면평가의 도입이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다면평가의 도입에 전제가 되는 조직에서의 신뢰 (trust)가 형성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다면평가는 제도 자체가 갖는 속성， 

즉 타인에 대한 솔직한 평가라는 특성이 조직에 신뢰의 분위기가 있다면 구 

성원들이 그러한 피드백을 통해 자선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조직의 성과 향 

상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것이 불신의 풍토하에서는 엉뚱하게도 

보복과 담합의 상호작용을 노출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口 다면평가 제도 자체의 분석 

다면평가제도의 효익과 문제점 및 비판에 대해서도 살펴 본 바 있다. 조직 

에 가져다줄 효익이 큰 만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점도 많 

이 노출되었다. 

결론적으로 다면평가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용되면 조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조직에 위험도 매우 큰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口 국내조직의 도입경험 

국내조직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대기업에서는 채택의 사례는 많지 않 

다. 또한 인사고과와 연결되지 않고 개발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인사고과에 참 

고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만큼 다면평가는 국내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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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 설계 

본문 제 5장 3절 참조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이상에서의 환경분석， 내부적 여건분석， 제도자체에 대한 분석， 국내사례분 

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의 도입의 기본 

방향을 설 정 하면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준비기간의 설정 

다면평가의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 제도 

의 도입에 앞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면평가의 도입은 인사고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오래전에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그러나 다면평가의 도입이 인사고과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 

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결국 다면평가의 도입이 인사고과 

의 공정성 제고를 통한 조직성과 향상이라는 도입의 기본가정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다면평가는 조직문화와 개인에게 변화와 충격을 줄 수 있는 매우 민 

감한 제도이다. 이는 약에 비유하자면 매우 고농도의 처방이다. 따라서 조직 

의 변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나 또는 경쟁이 심하고 고객만족에 조직의 사 

활이 걸린 환경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조직에서 타당성이 높은 제도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문화의 변화가 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부작 

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러한 민감한 제도를 사용할 만큼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것언가， 그에 따른 고농도의 처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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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음으로는 다면평가의 도입을 통해 조직성과를 높이는데 기초요건 

인 조직에서의 선뢰 분위기의 정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면평가 

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조직에 상당한 신뢰의 분위기가 기본요건이 

다. 이러한 선뢰의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의 승복이 안 됨은 물론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승복이 어려워지며 그 원인을 

외부로 귀속하여 보복의 대상을 찾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의 다면평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타 조직에서의 다면평가제도의 추이 

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관찰이 노사양쪽에서 필요하다. 또한 다면평가 도입 

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인 조직내부에서의 신뢰의 조직문화 구축에 대 

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정기간 다면평가의 도입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 방안중의 하나가 될 필요가 었다. 이는 졸속도입에 따 

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노사협의 

사항의 유보에 대한 구성원 설득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현 

안인 인사고과의 공정성제고라는 과제는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의 모색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는 노사합동위원회의 가동 등을 제안하 

고자 한다. 

2) 다면평가의 도입추진시 기본방향 

다면평가의 도입에 다소의 부작용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까 

지의 노사합의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점진적으로라도 시행을 시 

도해 보자는데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떤 형태로 

든지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 

첫째， 파일릿 테스트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면평가와 같은 조직풍토에 

의 영향력이 큰 기법은 시초부터 전면적 실시보다는 그 범위와 강도를 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개발목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면평가의 초기 도입 

시에는 범위뿐만 아니라 강도의 조절도 필요하다. 그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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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실무자들의 지적과 같이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다면평가결과를 성 

과관리(인사고과)와 연결하기 전에는 우선 개발목적으로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단계적 설시를 통해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다면평 

가를 인사고과와 연결하더라도 초기에는 그 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초 

기에는 반영비율을 최소화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는 추이를 보아 다소간 비 

율을 높여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면평가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엄격한 보안의 유지이다. 

다섯째，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면평가(360도 

피드백)가 조직내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취지와 효과적 운용에 대해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3) 기존인사고과의 개정 

본 연구에서는 다면평가의 설계에 덧붙여 인사고과의 체계를 기존의 업 

적 · 능력 · 태도고과의 체계로부터 최근의 추세인 역량(competency)고과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역량평가의 기본체계 

역량평가는 엽적·기본역량·전문역량의 평가로 구성된다. 그리고 보직자의 

경우에는 리더십 역량을 추가하였다. 

(2) 엽적고과의 구성 

업적고과는 업무의 완성도， 조직에의 기여도， 성과달성노력， 업무의 난이도 

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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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본역량의 구성 

갖추어야할 기본역량이란 안전기술원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책임의식， 업무에의 성실성， 윤리의식， 협조능력， 프로의식 등으로 구 요소로 

성된다. 

(4) 전문역량의 구성 

것이 

직무특성의 

말하는 역량을 

부서별로 

위한 

것이므로 

조직성과와 연결되는 직무수행을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전문역량이란 

다. 이러한 전문역량은 

차이에 따라 그 구성을 다소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역량을 구성하는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업무숙지력은 

특성에 따라 두 요소는 개별요소로 하여 

공통요소로 

그 구성을 달리하였다. 

부서의 모
 

그
 
} 
<
]

하고 부서의 

요소들 

(5) 리더십 역량의 구성 

기본역량과 전문역량 외에 

리더십 역량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는 팀워조성， 업무추진， 공정평가， 대외 

관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행정부 보직자의 경우에는 리더십 역량의 구 

성요소 중 상대적으로 대외관계의 비중이 적다고 보아 대외관계를 부하육성 

으로 대체하였다. 즉 행정부 보직자의 리더십 역량은 팀워조성， 업무추진， 공 

역량을 평가하였다. 리더십 경우에는 보직자의 

등으로 구성하였다. 정평가， 부하육성 

(6) 부서평가의 시행 

그에 병행해서 부서중 

개인평가의 강화는 집 

따라서 부서내 응집력 

부서평가도 시 

개인중심의 인사고과가 체계화되고 강화됨에 따라 

섬의 집단평가요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의 팀원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화하고 개인평가의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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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프 

행할 필요가 있다. 



부서평가의 결과는 해당 부서원의 인사고과(다면평가)에 일정비율을 반영 

하는 방안이 보편적이다 

(7) 사업책임자의 평가의 반영 

인사고과의 해당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의 인사고과에는 당연 

히 사업의 책임자가 일정부분 참여할 필요가 었다 인사고과는 일정기간 동 

안의 해당인사의 업적과 성과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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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Developing a 360-degree Feedback Systems for KINS 

11.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is design a 360 degree feedback systems for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INS). 

Kins are facing the urgent needs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to enhan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ecently 

developed a 360 degree feedback could be an answer for that question 

because much data can be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A 360 degree 

feedback involves collecting perceptions about a person's behavior and the 

impact of that béhavior from the person’s boss or bosses, direct reports, 

colleagues, fellow members of project teams, internal and external customers, 

and suppliers. 

So, this project aim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a 360 degree feedback 

systems for KINS and to design guiding rules and structures in implementing 

that systems. 

11 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Benefits and potential hazards of using 360 degree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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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nefits of using 360 degree feedback 

The potential benefits of using 360 degree feedback include: 

-Enhanced organizational involvement of those asked to provide the feedback 

-Positive reinforcement for leader's good performances 

-Greater interest in feedback on the part of leaders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leaders and their followers, peers, customers 

and superiors 

-Improvements in leader behaviors 

-Change in organizational cultures toward more participation and openness 

-Additional sources of input into the formal performance appraisal process 

(2) Potential hazards of using 360 degree feedback 

Potential hazard that can results if the 360 degree feedback process is not 

handled properly are as followings. 

-Fear of retaliation or retribution by managers who receive poor ratings 

-Denial of the ratings by the managers 

-Receiving feedback that is much more negative than expected can be quite 

a blow to a manager's self-esteem 

-Promoting game playing on the part of employees, peers, or managers. 

-It takes much time and cost 

-Just another program that ould be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2. The Uses of 360 degree feedback 

The 360 degree feedback has been used for two purposes. One is 

development feedback and the other is performance management. 

Many practitioners and scholars have argued that 360 degree feedback 

should be limited to development use because that system fo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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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can cause much unexpected side effects, that is "risky". Many 

opponents argue that using 360 degree feedback for appraisal violates the 

condition of psychological safety that is necessary when giving a person 

dissonant information about the self. 

3. Guidelines for using 360 degree feedback for performance management 

A few organization are venturing into the controversial realm of using it for 

performance review, with the multiple appraisal tied to critical decisions such 

as salaries and promotions. The 360 degree feedback is now replacing the 

traditional performance appraisal in that organization. 

Some practitioners and scholars who have experiences in implementing the 

360 degree feedback have worked out some guidelines for avoiding the 

pitfalls and ensuring that the process the process will be successful. They are 

as follows. 

-Ensure that there is a lot of trust in an organization and a lot of readiness 

before going from uSing 360 strictly for development to using it for 

performance appraisal. 

-Link 360 degree feedback to organizational strategy 

Conduct a feasibility review to make sure 360 degree feedback is the right 

tool to improve performance, and that organizational conditions favour its use. 

-Check that your competency definitions and behavioral indicators exactly 

specify the performance you need to measure. 

-Run a pilot and use the results to adjust the process accordingly. 

-Start where there is least resistance, or where the process can be 

introduced in a controlled way. 

-Make sure that the managers of those being assessed also understand the 

process. 

-Agree action plans based on the reports and follow these up with reviews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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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rean experiences of 360 degree feedback 

The 360 degree feedback process were strongly welcomed in Korean 

businesses when it was at first introduced in the business world. That system 

was expected to solve the many problems Korea business were facing, that 

i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appraisal and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senior leader. But these days many Korean business hesitate to introduce the 

360 degree feedback system because they have found out much negative 

effects they never anticipated before. Now they are limiting 360 degree 

feedback for development use only or for complementary data for selecting 

high level managers and adjusting performance appraisal 

IV _ Results and Recommendations 

1. Feasibility review for 360 degree feedback process in KIN8 

The feasibility review was made to ensure 360 degree feedback is the right 

tool to improve performance in KIN8. That review leads to conclusion that it 

might not be necessarily a good choice. Both external environment and 

internal organizational culture don't favor its implementation. Among others 

there is not yet a lot of trust in organization for a sufficient condition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360 degree feedback. Hurried implementation of 

360 degree can cause some unexpected negative effects, even though much 

organizational resources were invested. 80 this project suggests that more 

readiness and careful feasibility review are needed before implementation of 

360 degree feedback system in KIN8. 

2. Guiding rules for implementing 360 degree feedback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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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can be some consensus among employees for trying to implement 

the 360 degree feedback in KINS in spite of the careful concerns about that. 

In that case, some guiding rules the project suggest can be helpful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Here is what the project suggests about making 360 degree work in 

performance reviews in KINS. 

-Start with development 

-Experiment with one department 

- Tie it to a clear organization’s goal 

- Train everyone involve 

-Make sure to try that system in an atmosphere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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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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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추진전략과 방법 

제 4 절 기대성과 및 연구의 활용방안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펠요성 

변화하는 경영의 환경속에서 조직의 유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능력과 실적 

에 근거한 인사처우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능력주의 인사처우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의 정착 

이 선결과제로 등장하고 었다. 

최큰 국내외적으로 인사평가의 납득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 

로 다면평가의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종래의 상사 일방의 주관에 

의한 평가가 피평가자의 입장에서 많은 불만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 

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영상위층들일수록 평가의 주체이지 평가의 대 

상이 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인 피드백이 주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들도 있 

었다. 따라서 다면평가 내지 360도 피드백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제고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 확대의 목적 외에도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상위 

경영층의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피드백함으로써 그들의 분발을 촉 

구한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과거에는 이의 실행이 관리적으로 힘들고 보안의 유지에도 문제점이 

많았으나 각 조직에 네트워 환경의 구축에 따라 이러한 평가를 소프트웨어 

로 구현할 수 있게 된 점도 다면평가의 이용이 확산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면평가에 의한 인사평가는 그것이 가진 많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방식이 가진 

위험적 요소와 시행상의 애로요인들 때문이다.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사에 대한 평가와 동료에 대한 평가는 체질적인 거부감과 함께 전혀 예상 

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면평가는 실시의 

방식여하에 따라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로 평가되어 그 활용을 주저하 

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지속적인 조직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 

사평가에 기초한 처우제도의 확립이 필수요건이라는 점에 오래 전부터 구성 

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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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방식의 채택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제 

이러한 합의를 기초로 다면평가의 구체적인 설계와 운용의 방향이 정립되어 

야할 단계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능력주의 인사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 

안의 일환으로 다면평가 제도의 도입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 

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구성원들의 납득성과 제도의 유효성 

을 겸비한 다면평가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운용 

원리 및 관리체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여타 관리제도 및 인사관리제도 

와의 연계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능 

력주의에 기초한 인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노사의 화합 및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수행된다. 

O 현행 원자력안전기술원의인사제도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현황분석 

O 구성원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견해 및 수립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O 인사평가 시스템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O 다면평가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본원칙수립 

O 다면평가시스템의 설계 

O 다면평가 시스템의 운용원칙수립 

O 다면평가 시스템과 타 인사시스템과의 연계 

O 다면평가시스템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의 조언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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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면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예비단계 

O 안전기술원의 인사평가시스템 분석 

O 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분석 

O 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성원 희망조사 
O 다면평가시스템의 이론적 분석 

O 국내외 기관의 다면평가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 

나. 다면평가시스템의 구축단계 

O 다면평가시스템의 구축원칙설정 

O 평가시스템의 설계 

-평가의 종류 및 관계의 설정 

-평가요소의 확정 

-평가비율의 결정 

-평가기준의 설정 

O 부서평가와의 관련설정 

O 다면평가시스템의 구축 

부서원평가， 동료평가， 부서장평가 

-상대평가로의 조정 

O 평가결과의 조정방안 

O 평가의 운용 및 활용방안구축 

O 이의제기처리절차의 구축 

다. 다면평가시스템의 확정 

O 다면평가시스템에 대한 설명회 

O 다면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형성 

라. 다면평가시스템의 구현 

O 다면평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한 자문 

O 실시상의 문제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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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 

1. 연구의 추진전략 

본 연구의 추진전략은 <그림 1-1>과 같다. 

구성원의 여론수렴 1--를 
평가시스템 

방향의 설정 

다면평가시스템의 

설계원칙설정 

다면평가시스댐의 

설계 

구성원 합의도출 1-를 | 평가시스템의 확정 

평가시스댐의 

소프트웨어 

구현자문 

시행 및 사후보완 

이론적 연구 
~一..... 1 타조직의 벤취 

마킹 

<그림 1-1> 연구의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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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2>와 같은 방법에 의해 시행한다. 

기존평가현황 l > 〔 3靈 ]< I 

[룹$ 

인사담당자와 

의 상호작용 

구성원 합의 

도출 

인사담당자와 

의 상호작용 

섣겔칸.:) 
J_~ 

~( 혈안의 ) 

늦랬평끼 

<그림 1-2>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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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대성과 및 연구의 활용방안 

1. 기대성과 

본 연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을 확립한다. 

둘째， 납득성과 공정성을 갖춘 다면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용함으로써 구성 

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처우 시스템을 확립한다. 

셋째， 능력과 실적과 연계된 처우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넷째， 그럼으로써 구성원들의 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고 근무의욕을 제 

고한다. 

다섯째，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확립 및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직성과향상에 

기여한다. 

2. 연구의 활용방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부서평가와 연계된 인사고과를 확립한다. 

둘째， 평가에 기초한 처우 시스템(승급， 승격， 승진)을 확립한다. 

셋째， 그럼으로써 능력주의에 기초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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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다면평가의 이론적 기초 

제 1 절 다면평가의 개념과 역사 

제 2 절 다면평가의 효익과 비판 

제 3 절 다면평가에서의 수집 정보의 종류와 수집 방법 

제 4 절 다면평가의 조직에서의 도입배경 

제 5 절 조직에서의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의 장애요인 



제 2 장 다면평가의 이론적 기초 

제 1 절 다면평가의 개념과 역사 

1. 다면평가의 개념 

다면평가제도는 미국에서 출발한 제도로서 multi rater feedback , upward 

appraisal, full circle feedback 등의 다양한 용어 로 표현되 나 가장 공식 적 인 

용어 는 360도 피 드 백 (360 degree feedback) 이 라 할 수 있 다. 

이는 상사가 하급자를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피드백을 주는 대신 전방위적 

측면에서 피평가자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이 기법은 

전통적인 방식인 상급자로부터의 피드백보다는 여러 출처로부터 형성된 피 

드백이 보다 정확하며 이러한 보다 정확한 피드백을 하급자가 받게 되면 그 

들의 자가인식 (self awareness)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급자는 자신의 

역량과 행위， 태도 등을 개선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와 행위의 개선 

을 통해 조직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통적인 상사만에 의한 평가나 피드백은 상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있다. 그 결과 상사의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 펀향이 작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평가에 정략， 편애， 호의가 개재될 여지가 었다. 그리고 상사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하급자의 행위나 업적에 대해 상급자 한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평가의 정확성에 제한을 가할 수 었다. 높은 성 

과를 거둔 구성원이 상사의 개인적 특성 때문에 높은 고과점수를 받지 못해 

급여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반해 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평가에서는 피드백이나 평가가 여러 원 

천에서 나오고 또 평가자들이 일상업무에서 늘 접촉하는 사람들이어서 평가 

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급자가 미처 관찰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단일평가와 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평가의 차이는 <그림 2-1> 

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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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단일평가 다면평가 

<그림 2-1> 전통적인 단일평가와 다면평가의 차이 

2. 다면평가의 성 립과정 

조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와 생산성에 대한 피드백을 얻는 다는 것 

이 새삼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때의 피드백은 주로 상사로부터 나오 

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1950년대 초반 전통적인 방식으로부터의 약간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피드백의 내용과 그것이 주어지는 방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아이디 

어가 도움이 되어 변화가 있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목표에 의한 관리 

(Management by Objectives: MBO)가 기업에서 넓게 응응되기 시작하였다 

는 것이다. 이 제도하에서 상사와 근로자가 구체적인 생산성 목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인데 종업원의 

모티베이션 연구로부터 사람들이 성과목표에 자기들이 얼마나 근접하고 있 

는지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정확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들을 정기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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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피드백 받게 되면 모티베이션과 직무만족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 

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상하급자간의 정기적인 성과검토 모임이 보편화되 

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하향식 피드백”은 성과를 모니터하고 일정 수준의 성과에 

기여하는 행위를 분명히 하는 가치 있는 도구이기는 하였지만 시각이 제한 

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상사의 평가는 종업원의 행위보다는 부서성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상사와 종업원이 낮은 성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의견이 다르면 이러한 논의는 종업원의 모티베이션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실무가들과 학자들은 성과에 대한 

보다 정확히 모습을 전달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연 

구자들은 직접성적 보고서(이는 보스의 행위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음)로 부 

터의 피드백이 관리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관리자가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을 알 

게 되면 상사의 행위에 대한 직접보고서에 대한 지각은 정확하고 또한 긍정 

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가설을 만들어 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비영리 기관이며 리더십 실무와 관련된 유수한 연구기 

관 인 창조적 리 더 십 센 터 (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에 서 하나의 연 구 

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하나는 Morgan 등이 

쓴 The Lessons of Experience: How Successful Executives Develop on 

the Job이 고 다른 한 권 의 책 은 M. W. McCall, Jr가 쓴 Key Events in 

Executives' Lives이다. 이들 책들은 상향적 피드백의 아이디어들을 기존의 

평가의 큰 흐름에 편입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들 연구중 세 가지 주요한 발견이 360도 피드백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피드백이 한 개인의 직업적， 개인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둘째는 가장 효과적인 관리자는 학습자라는 

것이다. 즉 그는 모든 것을 학습경험으로 편입시킨다. 세 번째 발견은 조직 

내의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 부재의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간 내지 고급 관리자들은 일상적인 성과에 있어 피드백을 거의 받 

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재무적 성과만에 의해서만 평가가 되고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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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들의 개인적인 개발욕구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360도 피드백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환경 

변화가 있게 된다. 그것은 경쟁의 격화와 고객에 대한 새로운 초점이라는 두 

가지 경향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전통적인 위계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성가신 승인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또 정보의 공유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 

한 조직구조를 가지고서는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고객이나 시장요구의 

변화에 선속하게 대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 커뮤니케이션과 팀워을 요하고 조직의 말단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임 

파워먼트를 실현하는 보다 플랫조직으로 발전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 

화가 진행될수록 사업과 기능이 단일구조내 자급적인 조직구조로부터 상호 

의존적인 구조로 대체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이 시기에 만연한 다운사이정의 영향으로 관리자들 

은 전보다 훨씬 많은 부하들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한 상사는 전 부하를 

모두 잘 알 수는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피드백 즉 그것이 상향적이 

든 하향적이든 이 피드백의 유용성은 전보다 훨씬 떨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종전과는 다른 관점 즉 동료， 프로젝트 팀의 햄버， 다른 상급관리 

자， 고객 등의 피드백들이 기존의 상향적 또는 하향적인 단일 피드백 시스템 

에 편입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은 상급자나 직접보고서상의 피드백에는 

나타나지 않는 폭 넓은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선 동료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관리자가 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조직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팀워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동료로부터 

의 피드백은 직접적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덧붙여 동료로부터의 피드백은 중요한 것은 

상사의 기대만이 아니라는 것을 종업원에게 인식시켜 팀원을 촉진하는데도 

도움을 주게 된다. 

고객이나 조직외부 인사로부터의 피드백도 가치 있는 시각을 제공해준다. 

그들은 한 개인의 행위가 회사에 가치가 있는 정도를 판단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투입은 관리자가 회사에 대한 책임과 외부 고객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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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다. 많은 만든 있게 오늘날 

갖는 갈등을 명료화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360도 피드백을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제공해 준다. 

이러한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피드백이 제공되고 또 그것이 개선계획을 시 

환경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행위에 실질적인 변화 

있게 된다. 실증적인 연구들에 의하면 360 

피드백은 평가분야에서의 성과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개선은 조직이 점점 평탄해지고 개별 종업원이 효과적 

인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과 개인 양자에 커다란 

수 있다. 

이는 직무상 행위에 대한 완벽한 모습을 

。이土: 
/，λ L 

를 유발하는 지렛대역할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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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할수 

효익과 2 절 다면평가의 

도 

제 

효익 1. 다면평가의 

조직에서 다면평가 또는 360도 피드백을 채택하는 주된 이유는 성과에 대 

한 보다 나은 정보를 얻고 구성원의 행위변화를 유발하고자 하는데 었다. 즉 

피드백에서는 하급자의 행위 ，역량， 성과에 관하여 상사평가 뿐만 아 

니라 다방면에서 수집된 결과가 결합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정확한 평가를 피드백 받게 되면 개인들은 더 나은 자기인식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작업행위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가 있게 되고 이는 조직성과와 연결 

되게 된다는 것이다. 

피드백은 

360도 

가져 이익을 대해 다음과 같은 조직에 주요이해관계자와 360도 

다 줄 수 있다. 

가. 개인들에게 주는 효익 

준다. 이는 자기 다면평가는 일상에서는 공유가 힘든 피드백을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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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알면서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특히 개인의 맹점부분을 비춰줄 수 있어 개인의 자기인식 

을 높여준다. 그리고 이는 행위의 변화를 가져와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한다. 

나. 리더에게 주는 효익 

다면평가는 리더 또는 관리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리더의 행위를 변화시키게 되 

면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다. 모든 리더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리더들이 긍정적 평가 

를 받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를 주어 사기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다면평가는 다음 

과 같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1) 평가가 반복될 수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체계적이다. 

(2) 이 과정은 개인리더들이 자기 지도적인 개선 플랜을 목표로 한다. 

(3) 자기주도적인 액션플랜을 만들기 전에 자료를 철저하게 살펴봄으로써 후 

속노력 대한 진실한 애정과 관여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4) 360도 평가는 조직의 전체적인 개발 플랜과 정확하게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 즉 평가의 설문지의 내용이 “조직의 비전을 실현하기위해서 당선이 

유능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요“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리더들 

에게 보낼 수 있다. 

(5) 360도 피드백은 조직 리더섭의 개발 프로그램의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으로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조직의 교육훈련 노력이 

효과적이라면 리더들에 대한 반복평가에서 개선사항이 드러나야 하는 것 

이다. 

다. 작업집단의 효익 

작업집단도 360도 피드백을 통해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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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료나 경영자에 대해서 익명으로 표현할 기회가 생기면 그들은 때로 우 

울한 기분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그들은 그러한 

피드백이 타언을 변화시키도록 모티베이트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사람 

들이 타인에게 정직한 피드백을 줄 기회를 갖게 되고 또 그들의 견해가 진 

지하게 경청되며 받아들여질 때 집단의 사기와 유효성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사례들이 흔하다. 

라. 조직에의 효익 

360도 피드백을 시행함으로써 또한 조직에도 대단한 이점이 존재한다. 이 

는 조직에서 어떤 행동이 권장되며 어떤 종류의 문화를 조직이 지향하는 지 

에 대한 신호를 개인들에게 준다. 다면평가제도는 모든 개인들의 견해가 중 

요하며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타당한 정보의 

교환이 작업관계를 개선하며 조직을 보다 잘 기능하게 한다는 철학을 반영 

하는 것이다. 

360도 피드백은 조직문화의 변화(organizational culture change)를 유도할 

수 있다. 

Hoffman(1995)은 360도 피드백이 피드백의 수령자나 조직 양자에 가져다 

주는 이점으로 다음의 열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1) 기업 핵심역량의 정의 

(2) 고객 서비스에 대한 초점에 더욱 주의 

(3) 팀 이니셔티브의 지원 

(4) 몰입도가 높은 노동력의 창출 

(5) 위계의 축소와 간소화의 촉진 

(6) 성공에 대한 장애요인의 파악 

(7) 개발욕구의 평가 

(8) 차별과 편견의 회피 

(9) 성과의 지속적 향상 애로요인 파악 

(10) 시행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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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racken(1994, p. 49)은 조직이 360도 피드백을 채택하는 이유로 다 

음의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1) 이 제도는 최근의 주요 인사기법들 즉 엄파워먼트， 참여적 경영， 경영계 

층의 제거， 팀워 강조와 같은 기볍들을 보완해주고 있다. 

(2) 이 제도는 상급자의 감독 폭이 매우 넓은 조직에서 전통적인 고과의 문 

제점들을 극복해 준다. 

(3) 종업원 설문조사와 같은 다른 방법들은 관리자 측의 책임감이나 사후노 

력을 증가시켜주지 못한데 비해 이 제도 하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4) 맞춤형 360도 피드백의 도구는 상급 리더의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언명이 될 수 있다 

(5) 이 제도 하에서는 여러 관점의 사람들의 평가가 모아지므로 정확성이 증 

대되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평가가 보다 신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2. 다면평가에 대한 비판 

지난 10여년간 다면평가제도는 가장 인기 있는 인사제도 중의 하나이고 

이를 채용하는 기업을 비롯한 조직도 증가추세에 었기는 하지만 그간의 시 

행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평가는 정 

확한 피드백을 기초로 개인의 자기인식을 높이고 이를 근거로 개인의 작업 

행위에 변화가 있어서 조직의 성과도 향상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말 이러한 긍정적인 학습의 경험의 장 

(場)을 마련해주고 있는가? 시행의 경험에서 지적되고 있는 360도 피드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보복심리의 확산 

360도 피드백이 사용되는 조직 구성원들의 일차적인 걱정거리는 나쁜 평 

가를 받은 관리자들의 보복 가능성이다. 그들은 실제로 익명성이나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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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보복의 대상은 상방향， 하방향 또는 동료에 

평가를 통하여 집단적으 

믿고 가 잘 안 지켜친다고 

상급자를 미워하는 있다. 하급자들도 

로 보복할 수도 있다. 

향할 수 게도 

이렇게 되면 위험한 피드백의 희생자는 피드백 수령자만이 아니다. 조직도 

희생자가 되어 버린다. 부정적이고 왜곡된 피드백에 의해 희생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측면을 확산시키려 한다. 특히 비밀이 잘 지켜지지 못하게 되면 부정적 피드 

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보복하고자하는 심리가 발동된다. 이렇게 되면 

초래하고 조직분위기를 시
L
 

불
 

조직의 

백을 

조직전체가 보복심리가 만연함으로써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심리적 상처 나. 특정인에게 매우 위험하며 

부정적인 측면은 피드백이 정확할지는 

있다는 것이다.360도 피드백의 시행 

가장 

특성이 

다면평가의 

위 험 (risky)하다는 

피드백이나 

매우 

360도 

그래서 특별한 개발 

사람은 자신이 문제아 

인상을 받게 된다. 실제로 360도 피 

대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 평가자가 항상 제대 

않다. 사람들은 피드백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비판할 수 있는 기회로 오인하고 매우 

나오고 

이 

결과가 

되면 

피드백 

이루어지게 

모른다는 

않은 

의해 

쫓겨날지 

몰라도 

과정에서 특정언에게 

이나 교정조치가 경영층에 

가 되고 회사로부터 

드백이 문제 종업원을 다루는 

또한 피드백이 특정언에게 

되어 있고 긍정적이지만은 

자기의 역할을 직무상 타인의 

좋지 

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 평가를 받은 관 

된 리자는 심리적 상처와 자기존경의 하락(lowerd self-esteem)을 경험하게 

다(Waldman & Atwater.1998).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개인들이 평가에서 

정확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구성원들의 수준이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존재한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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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피드백은 조직내에 게임의 만연을 가져올 수 있다(Waldrnan & 
Atwater. 1998). 이는 관리자 하급자， 동료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관리자는 좋은 평가를 의도적으로 획책할 수 있다. 평가시점 부근에서 자신 

의 행위를 바꾸거나 인기에 영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하급자는 자신들에 

게 못되게 굴었다고 생각되는 관리자를 집단적으로 나쁘게 평가할 수 있으 

며 반면 비공식적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자(예컨대 학연 지연등)에게 

는 터무니없는 평가를 줄 수 있다. 동료들은 서로 공모하여 담합된 평가를 

거 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잘못된 평가들은 개인들의 자선에 대한 인식을 지나치게 비하하거 

나 아니면 부풀려서 잘못된 행위변화를 유도할 위험도 존재하는 것이다. 

라. 비건설적인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을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말은 비수와 같다(Wimer， 2002). 

더구나 출처도 불분명하고 피드백의 출처와 정확성에 의섬이 가면 그 문제 

점은 더욱 크다. 

360도 피드백이 성공하려면 적당한 사람에 의해 피드백이 이루어져야하고 

또 피평가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드백이 건설적인 것이 못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편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드백 보고서는 이를 퇴출시키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 감수성의 결여 

감수성 의 결 여 (insensitivity)라는 것 은 360도 피 드 백 제 도자체 의 문제 점 이 

라기보다는 이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써 피드백이 개인들에게 배분될 때 매 

우 주의 깊게 그리고 깊은 감수성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피드백 수령자는 피드백 수령시 특히 후원(support)의 분위 

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조직구성원들 특히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구성 

원들은 주의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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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매우 긴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드백이 안전하며 후원적인 분위기에 

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감수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점에서 관리자 

들이나 상급자들은 섬리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코취나 촉진자로서의 역 

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람직한 행위를 바꾸라는 데만 초점 

이 놓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 후속조치의 부재 

많은 조직에서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종료되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피드백 수령자가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면 변화가 있으리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지속적인 후원과 사후조치가 없 

으면 이 긍정적인 학습의 기회를 잘 활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덧붙여 사람들 

의 학습방식이 제 각각이기 때문에 변화발생을 위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구되는 변화가 크면 클수록 누군가의 도움과 후원이 더욱 필요하다. 전 

문적이고 숙련된 코치가 이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하나 그것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상사나 동료가 이 역할을 대신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피드백의 선뢰성 

다른 걱정거리는 피드백이 선뢰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만일 평가자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피드백 양식을 기재해야하는 경우 그는 솔직해 

지기 힘들어서 얼버무리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질문에는 답변하기 싫어서 또는 타인을 다치게 하기 싫어서 때로 솔직하지 

못할 수 있다. 피드백이 성과관리의 일부라면 선뢰성에는 더욱 문제가 있어 

경쟁자를 펌하하거나 담합에 의한 평가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피드백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제도자체가 유용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 

다. 

아. 시간과 비용 

긴
 



다면평가 또는 360도 피드백은 거저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 

을 요한다. 이 제도가 비용 대비 분명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제도에 대한 최근의 비판중의 하나 

는 일선현장에서 이 제도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이 제도만의 효과를 측정하기 힘들다는 방법론상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 

다. 

자. 일시적 유행 

다면평가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은 이것이 많은 경영기법이 그러하듯이 

한 시대의 일시적 유행 (fad)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MBO, 직무충실화， 전사적 품질관리 등처럼 오늘 왔다가 내일이면 사라절 기 

법들 중의 하나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지고 었다. 이러한 종류의 냉소주의 

는 이 제도에 대한 관리자와 종업원의 참여와 관여를 감소시킨다. 

제 3 절 다면평가에서의 수집 정보의 종류와 수접 방법 

1.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 

360도 피드백을 통해서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정보가 수집될 수 었다. 즉 

개인의 스킬， 지식， 스타일 등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표 2-1>에 나 

와 었다(Lepsinger & Luci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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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수집되는 정보의 유형 

정보종류 내 용 

과업수행의 숙달도 

까、 킬 (전략적 사고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권한위양능력， 

영향력， 협상력， 기계작동능력 둥) 

지 식 
한 분야나 주제에 대한 숙지도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지식) 

스타일 
성격패턴이나 외부환경에 대한 반응방식 

(자신감， 에너지 수준， 정서적 안정성 등) 

자료: Lepsinger, R. & Lucia, A.D.(1997), The Art and Science 01 360 0 Feedback, 

San Fransisco, Cali.: Pfeiffer, p. lO. 

어떤 유형의 정보를 수집할 것인가는 해당조직이 처한 상황에 좌우되게 

된다. 즉 리더십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고 개인의 역할일수도 또는 조직의 

규범이나 가치일수도 있다. 

그리고 설문은 일반적인 판단보다는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피드백을 요청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이 사람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관리자인 

가?"라는 질문 대신에 “이 사람은 얼마나 자주 내(응답자) 협조와 지원을 가 

지고 성취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가?"라는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 사람도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분명 

한 모습을 얻을 수 있어야만 무슨 행위를 바꾸어야 하는지 더 아니면 멀 해 

야 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자료수집의 방법 

다면평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관리 

자가 직장을 배회하며 정보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일 대 일로 하급자들과 면 

접을 할 수도 있으며 상사가 피드백을 토의하기 위해 집단미팅을 소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이를 보 

안장치가 된 컴퓨터상에서 옹라인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 “ 



방법 중 피드백 자료를 얻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다음에 설명할 설 

문지와 일 대 일 면접방식의 두 가지이다. 

가. 설 문지 법 ( questionnaires) 

이는 열반적으로 얼련의 선다형 질문들로 구성된 것으로 중요분야에서의 

한 개인의 행위와 행동들을 평가하게끔 한 형태이다. 어떤 항목에선 응답자 

의 의사에 따라 자유 기술식 언급을 하여 피평가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 

보를 줄 수도 있다. 

초기에는 주로 기재식의 방식을 택하였었으나 컴퓨터 와 커뮤니케이션 발 

달에 따라 최근에는 보안장치가 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온 라인 

상에서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설문지법에 의한 

다면평가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설문지법은 대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에게 자료가 수집되는 이유와 정보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알린다. 

@사람들이 설문지를 받아 자기가 평가하는 것도 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평 

가한다. 

@완성된 설문은 중앙(예컨대 인사부)으로 수집되고 처리되어 피드백 보고서 

가 마련된다. 

@개인들에게 피드백 보고서가 주어진다. 이대는 훈련된 촉진자의 안내를 받 

아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개인들은 정보를 분석하여 자신이 배운 것을 

기초로 다음 단계의 행동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나. 일 대 일 면 접 (one-on-one Interview) 

개인별 언터뷰는 자료수집의 단독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설문지법 

과 병행하여 보완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즉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일시점에서 면접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설문조사에서 발견된 결과들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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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하거나 명료하게 하는 사후보완활동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컨대 

한 관리자는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피드백 자료를 받은 다음 자신이 받은 메 

시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면접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자신 

의 개발 플랜을 작성하거나 자신의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 타인들의 후원 

을 얻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면접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은 이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단계로 이루어진다. 

@설문지법과 마찬가지로 피드백 수령자에게 자료가 수집되는 방식과 그 사 

용방식에 대해 고지한다. 

@피드백 수령자는 물어질 질문과 면접대상자 결정에 도움을 준다. 

@면접자는 스케률을 정해 일 대일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자는 요약보고서를 마련한다. 

@피드백 수령자와 자료를 수집， 요약보고서를 마련한 사람이 회합을 가져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한다. 

@피드백 수령자는 구체적 활동， 목표기일， 진전검토 시점 등이 포함된 개인 

개발플랜을 작성한다. 

이상의 설문지법과 면접법의 장 • 단점을 설명하면 < 표 2-2 >와 같다. 

<표 2-2> 다면평가 방법의 장 • 단점 

혀。 태 단 X口} 장 점 

기재식 
• 안전장치 부재 간단하고 신속 

• 처리에 관리적 부담 비용이 들지 않음 

설문지법 • 전문 소프트웨어 필요 • 익명성의 보장 

온라인식 • 비용이 많이 듬 ·간단하고 신속 

• 안전장치 마련 

·선뢰손상 간단하고 신속 

일대일 면접법 
• 구성원이 당황 비용이 들지 않음 

•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 유용한 정보전달 

맞춰질 수 있음 
'---‘ 

% 

ι
 



제 4 절 다면평가의 조직에서의 도입배경 

조직에서의 다면평가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크게 구조적， 또는 문화적 변 

화의 요인들을 들 수 있다(Edwards & Ewen, 1996). 

l. 구조적 변화 

(1) 관리범위의 확대 

관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한 사람의 상사가 부하 개개인의 성과와 관 

련된 행동을 관찰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사혼자가 전담하는 전통적인 

평가시스템은 더 이상 실용적이지 못하게 되었다 

(2) 지식노동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직책은 상사가 믿을 만한 성과평가를 못하고 오 

히려 비슷한 전문지식을 가진 동료들의 평가가 믿을 만하다. 

(3) 매트릭스 및 프로젝트 관리 

매트릭스조직의 경우 2명 이상의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평가자의 성과를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평가정보를 얻을 필요가 었다 

(4) 팀 조직의 확산 

조직구조가 전통적인 구조에서 팀제로 바핍에 따라 팀원들이 매우 선뢰할 

만한 성과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2. 조직문화의 변화 

(1) 참여적 리더십 

구성원에게 활력을 부여하는 리더는 구성원들로부터 탁월한 평가 피드백 

을 받고 이 경우 인정과 보상을 받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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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 위임 

피드백은 권한 위임을 촉진하는 조직변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조직문화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원에게 필요한 행동을 알려주 

고 구성원은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인정과 보상을 받게 된다. 

360도 

(3) 고객서비스 

피드백은 고객들의 정보를 입수하고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또 360도 

리엔지니 이루어진 조직에서 정보의 질을 개선해줌으로써 

노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준다 

(4) 리엔지니어링 

360도 피드백은 

어링 

=낀r 범위를 

다양한 출 

전체 작업행동 

최상의 방법은 

입각한 보상 

전통적인 단일평가로는 상사가 구성원 각 장의 

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역량을 측정하는 

처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다 

(5) 핵심능력에 

(6) 권위적 계급의식의 

360도 다면평가는 성과가 높은 사람， 중간인 사람， 낮은 사람을 상당히 세 

밀히 구별함으로써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권위적 

계급의식을 자동적으로 없애는데 기여한다. 

도엽의 장애요인 

종결 

조직에서의 다면평가제도의 5 절 제 

도입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 

다면평가의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Edwa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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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e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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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사고방식의 고집 

다면평가는 여러 면에서 기존의 평가방식과는 다르다. 그런데 과거의 평가 

방식에 대한 학습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컨대 다면평가는 설문을 가지고 여러 명을 반복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설문 

이 긴 경우 정확한 응답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기존의 설문평가는 개개의 응답자의 응답이 수많은 응답자 사이에 

묻혀 버리지만 다면평가의 평가는 응답자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응답자의 익 

명성의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설문조사에서는 샘플크기가 상당히 커서 한 사람의 웅답이 

전체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다면평가에서는 접수와 관련된 안전 

장치가 없으면 특정인의 극히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전체평가결과 

를 왜콕시킬 수 있다. 

2. 안전장치의 결여 

평가수단의 유효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가과정관리의 유효성이다. 평 

가과정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피드백 제공자들을 잘 훈련시켜야 

하며 이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관리에 소요되는 간접적 경비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담 관리요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접적 

경비의 과다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전선화가 잘 구축되면 관리활동 

에 드는 시간과 자원은 예상처럼 크지 않을 수도 었다. 

4. 문화충격 

다면평가의 시행에는 조직문화의 변동이 수반되므로 제도의 성공적 도입 

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집권적·계층적 성격이 강한 조직에는 다면평가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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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장애요인이 그만큼 크다. 통제의 성격이 강하고 계층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에서는 다면평가의 도입에 따른 구성원간의 기대와 갈등이 커질 수 있 

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점진적 시행에 따라 이용자들의 이해를 확장하면서 

시행하는 경우 그 채택에 대한 지지를 크게 할 수 있다. 

5. 권위적 관리 

최고경영진이 권위적 성향을 가지는 조직에서는 단순히 다면평가자체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강한 거부감을 가진다. 이들 경영진은 기존의 단일평가 

를 통해 자신들의 조직상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그 

들의 권력적 지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변화는 꺼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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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다면평가의 효과적 관리 

제 I 절 다면평가의 활용 

다면평가 또는 360도 피드백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360도 피드 

백의 사용방식에 대한 한 연구(R. Lepsinger & A.D. Lucia, 1997)에 의하면 

이를 도입한 기업들에서는 경영개발이나 조직개발 용도로 활용하는 기업이 

조사대상 기업 중 58%, 인사고과로 25%, 전략실현과 문화변화에 20%, 팀 

개발에 19%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뿐만 아니라 활용과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면평가를 개발 

용도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인사고과나 성과관리 용도의 사 

용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었다. 

1. 개발용도 

360도 피드백은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에는 피드백이 주 목적으 

로 사용되었다. 개발 피드백 (development feedback)이란 개념은 창의적 리더 

십 센 터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 에 의 해 정 립 된 것 으로써 피 평 가자 

를 여러 원천에서 평가하여 그에게 피드백함으로써 그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발 피드백 용도의 360도 피드백은 다음에 설명할 성과관리 

용도와 마찬가지의 방식에 의해 정보가 수집되지만 그 정보를 누가 검토하 

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발 피드백은 수집되는 정보가 주로 피평가자 즉 피드백을 받는 사람에 

게 주어진다. 그리고 피드백이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구성원에게 불이익이 없 

다는 기본전제가 있다. 이처럼 비밀이 보장된다면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도 

매우 솔직하게 부담 없이 피드백을 제시하고자 할 것이고 피드백을 받는 구 

성원도 방어적인 자세를 갖기보다는 경청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피드백 제공 

자가 부정적 평가를 해도 자신이 이익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령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적게 된다. 개발 

피드백 용도의 평가는 승진이나 처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ω
 



2. 성과관리 용도 

360도 피드백을 도입하는 조직에서는 이를 성과관리용도로 활용하는데 많 

은 매력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다방면에서 수집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 

통적인 상사위주의 평가보다는 정확성이 향상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과관리 용도의 360도 피드백은 그 결과가 처우나 승진 등 피평가자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수집된 평가자료는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피드백 수령자와 공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발 피드백 요도로의 사용시와 

차이가 있다. 누가 자료를 보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 

직이 인사고과의 과정과 구조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그리고 성과관리를 위해 360도 피드백을 사용 시에는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해야 한다. 결과가 구성원의 경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발 

피드백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여기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성과측정치의 직무관련성의 확보， 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 

토， 과정과 통계의 안전장치， 측정과정의 공정성， 타당성 등 많은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피드백 

제공자들이 타당치 못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향상시킬 여 

지가 존재하므로 이 제도가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두 용도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개발용도와 성과관리 용도의 차이 

개발 용도 성과관리 용도 

정보의 소유자 피드백 수령자 ~ 직 

피드백 수령자에의 영향 개인이 개발을 위해 노력 개인의 경력발전등 신상에 

달성 못해도 불이익 없음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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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면평가의 성과관라(인사고과)용도로의 활용과 

관련된 논란 

360도 피드백은 원래 개발용도로 시작되었지만 이를 인사고과나 성과관리 

용도로 활용하고자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그런데 360도 피드백을 성과관 

리 용도 즉 인사고과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는 이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360도 피드백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오늘 

날 상급자는 하급자들의 업무성과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다면평가가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 

다. 반면에 인사고과에의 활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 

(risky)라는 주장을 편다. 이 평가가 사람들의 섬리적 안정을 저해한다는 것 

을 지적한다 

다면평가의 성과관리 활용과 관련한 찬반 양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인사고과)에의 활용에 대한 반대론 

성과관리에 대한 반대론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된다. 

첫째， 피드백 결과가 실질적으로 인력개발에 도움을 못 준다는 것이다. 

360도 피드백이 성과관리에 사용되게 되면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은 자신 

의 정보가 누군가의 경력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정확한 정보제공 

을 꺼려할 수도 있다. 창조적 리더십센타의 Maxine Dalton은 반대자중의 하 

나언데 그녀의 의견에 따르면 두 가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첫 번째는 사람들 

이 자료에 대해 저항하면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운데 피드백이 급여나 승진 

에 관련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그 자료에 대한 저항이 생길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연구결과 밝혀진 것인 

데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의해 타인이 다치게 될 때 정직해지지 않 

게 되고 그래서 자료의 질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용자들이 평가를 조작한다는 것이다. 피드백 제공자들은 타당치 

못한 평가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예컨대 친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경쟁자 

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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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타인에게는 불리하도록 평가할 수 있다. 때로는 평가와 관련된 집단적 

인 담합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셋째， 현재 사용하는 평가척도가 성과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불충분하 

다는 것이다. 경영과 리더십 분야의 유명한 전문가인 Gary Yukl도 반대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발을 위해 가치가 있는 구 

체적 행위 피드백 유형은 평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용하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관리 직무에서는 효과적인 성과에 이르는 데는 복합적인 길이 있 

고 대부분의 행위는 복잡한 방식으로 성과와 연결된다. 더구나 개발목적보다 

도 평가에 사용되는 행위척도는 보다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구의 그 어느 것도 평가에 충분하게 정확한 것이 있는지는 의심이 

간다" 는 것이다. 

넷째， 360도 피드백을 개발목적에서 성과관리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전제조 

건을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Wa1tor Tomow. 1998). 그에 의하면 이러한 

이행을 위해서는 조직 내에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하고 많은 사전준비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조직에서는 이러한 준비가 없다 

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관리용도로의 활용에 대해 반대론에 맞서 성과관리용도를 옹 

호하는 사람들은 <표 3-2>에 나온 것처럼 해결책도 제시하고 360도 피드백 

을 실제 사용하면 반대론이 후퇴한다고 말하기는 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를 

중심으로 360도 피드백은 개발목적에 한정해서 사용해야지 성과관리 목적으 

로 사용해서는 유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제시되고 있다. 앞서 언 

급한 반대론자 중 하나인 Maxine Dalton은 인사고과의 일부로써 360도 피드 

백을 사용하는 조직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조사대상기업들 

의 반 이상이 인사고과 목적의 피드백 사용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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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성과관리(인사고과) 활용에 대한 찬반론 

·솔직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 전산화된 채점방식과 응답자 책염을 

강조한다 

• 평가척도를 보다 정교화한다 

• 개발을 방해한다 

• 조작된 평가를 한다 

• 평가척도가 성과관리를 위해 불충분하다 

• 신뢰와 사전준비가 안되어 있다 

• 많은 조직에서 피드백 정보를 사용 

하고있다 

• 구성원이 이 제도를 원한다 

• 경험연구는 360도 피드백의 타당성 

을 입증해준다 

• 조직의 경쟁우위가 된다 

•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높인다 

• 이미 사용하고 있다 

• 구성원이 원하고 있다 

•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다 

• 고객이 원하고 있다 

• 처우결정의 신뢰성 높은 지표가 된다 

자료: Edwards, M.& Ewen, J (1996), 360 0 feedback: The Powerful New Model for 

Employee Assessment & Performance Improvement, New York: AMACOM. 

2. 성과관리(인사고과)에의 활용에 대한 찬성론 

피드백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360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문제점이 있음에도 

편입시키는데 계속 

많은 이렇듯 

인사고과의 또 그러한 사람 

있다. 성과 들은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관리 용도로의 활용에 대한 찬성론은 다음과 같이 정라된다. 

일부로 

있 첫째， 조직에서는 이미 360도 피드백을 성과관리에 어느 정도 사용하고 

둘째는 360도 피드백은 우려와는 달리 선뢰할 수 

종래의 단일평가 시스템보다 다면평가 시스템이 

현장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셋째는 구성원이 원하고 있다. 

직들에서도 그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과의 선뢰성 제고를 위해 구성원들은 

넷째， 고객만족에 도움이 된다 

것이다. 

이론 다] 
Ã 

있고 타당하다는 

타당하다는 것은 

다는 것이다. 

사용하는 조 

한다. 또 

한다. 

이루어 

고 

개발목적으로 360도 피드백을 

상사와 정 보를 공유하기 도 

성과관리로의 활용을 원하기도 

다면평가의 요소에 고객의 평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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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면 구성원은 고객만족에 신경을 더욱 쓸 것이다. 따라서 360도 피드 

백은 조직의 경쟁우위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처우결정을 위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360도 피 

드백은 관리자와 구성원에게 더 많은 신뢰를 부여해주는 양질의 성과 측정 

지표를 제공해 준다. 일한 지표를 임금과 승진 등 처우결정에 지표를 사용하 

는 경우 구성원의 동기부여는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제 3 절 다면평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지침 

다면평가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십여 년이 념었다. 그 동안 

또 기업을 비롯한 여러 조직에서의 도입경험이 늘어감에 따라 이의 효과적 

도입과 관리를 위한 여러 지침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Antonioni ， 1996; 

Bracken, et. al., 2001; Goodge, 2000; Peiperl, 2001; Toegel & Conger, 2003; 

Wimer & Novack, 1998). 그러한 지침들은 실무가와 학자들에 다양하고 다 

각도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다면평가의 도입， 시행， 사후조치 및 재시행 

의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면평가의 도입단계 

다면평가의 도입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다. 

가. 목표의 명료화 

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평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어야 한다. 그 

리고 이는 기업의 전략과 연동되어야 한다.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성과관련 컨설턴트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성과 툴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이 대단하게 보이는 기법들을 생각 

없이 추천한다. 이것이 과연 조직문화나 필요에 맞는 지를 따져 보지도 않고 

말이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항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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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처방하는 것과 같으며 문제해결의 좋은 방법이 못된다. 360도 피드백은 

강력한 기법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업 및 전략적 요구를 해결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예컨대 중요 내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에 기초해서 성 

과에 필요한 중요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진공 속 

에서 일하는 것 같아 고객들에 보다 잘 봉사하기 위해 피드백 채널을 개방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아니면 보상제도가 낡아서 새바람 

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방법이든가 상징적인 방법을 노려서 실시할 수도 있 

다. 또는 조직 위계가 너무 경직적이어서 360도 피드백이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을 강조하는 문화로 탈바꿈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 목적이 어느 것이든 분명하고 잘 정의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종업원들 

에게 왜 조직이 이 제도를 실시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나. 다면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면평가를 도입하기 전에 다면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 

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면평가제도가 문제 직원을 관리하는 대안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는 타인들이 그들의 관리관행， 인간관계 스타일， 

유효성 등을 보는 방식에 대해 정확하고 풍부한 관점을 얻도록 사람들을 돕 

는 과정이다. 

관리자들은 성과 낮은 직원들의 행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면평가를 사 

용하고자하는 유혹을 받는다. 이들이 받는 피드백이 행위변화를 모티베이트 

시키리라고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이 종업원의 자기인식을 증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업원과 종업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대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문제 종 

업원은 다면평가가 아니라 관리자와 직원간에 풀어야할 과제인 것이다. 따라 

서 문제 있는 직원들과 그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고치는 것은 경영자들의 고 

유한 과업임을 인식하고360도 피드백에 의존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 언제 

든지 자기직원들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다. 시범실시(파일릿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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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전면적 실시에 앞서 반드시 시범실시(파일렷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의 효과와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 

하고 또 구성원의 적웅과 학습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다. 조직에 주요한 변화 

를 도입할 때는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위험하다. 대부분의 

360도 피드백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부터 급격하게 변화를 하는 것이다. 상사 

에 대한 상향식 평가나 동료 고객들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하향적 

문화에서는 급진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와 일 

상적인 행위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한 변화를 단기간에 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토양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360도 피드백의 설계와 실행에 핵심 이해관계자( key stakeholder)들을 포 

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을 참여시키고 정보를 주어야 한다. 이 

해관계자는 상급경영자 피드백 수령자 직속상사 피드백 제공자일수도 있다. 

그들은 중요한 의사결정과 배후의 논리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들은 그러한 의사결정에 투입을 제공하고 실행을 도와야 한다. 

이러한 개입이 공평하고 객관적이며 건설적인 피드백 과정에 대한 사람들 

의 지지와 몰입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사람들을 개입시키는 특별히 좋은 

방법은 서베이 도구를 선택하거나 측정하려는 목표 핵심역량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는 방법이다. 성과 개선 컨설턴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핵심인 

사들이 포함이 안 되어서 변화가 제대로 안된 실패의 기억들을 지니고 있다. 

이들 핵심인사들은 지지들을 철회하거나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사보타지하기 

도 한다. 성과개선이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승자와 패자 

가 생긴다. 이는 360도 피드백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 피드백은 한 사람의 

평판을 올리기도 짝아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관련 인사들이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위경영층의 진정한 몰입과 개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자의 

가장 확실한 관여의 표시는 이 피드백에 기꺼이 참여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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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피드백을 받는 첫 번째 그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훈련실시 

360도 피드백에는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중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이 

최소한도 주요 결정사항 

배부， 처리될 것이고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이 

전에 그들의 관심사를 철저히 토론해야하고 시행 

배후의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 서베이 도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은 

필요하다. 

그리고 비밀유지가 어떻게 보장되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한 개인의 경력에 

어떤 잠재적인 영향력을 주는가 하는 주요 이슈가 커뮤니케이트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기대된 피드백을 축약하거나 요약할 것인지 어떤 용어를 

택할 

법이나 

것 인가하는 부수적인 문제 역시 커뮤니케이트할 필요가 있다. 시행방 

점수화방법， 전반적인 피드백 과정을 요약한 문서로 된 커뮤니케이션 

플랜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 관리방안이 될 것이다. 

동시에 조직 내에 다면평가의 시행을 위해 피드백 제공자와 피드백 까‘그4 
,'0 

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공식화하는 

& Bracken, 1997). 

바. 피드백 용도에 대한 명확한 고지 

피드백이 개발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것도 효과적일 까, 었 다(Tirnmereck， 

아니면 평가목적으로 사용될 것인 

지를 조직구성원들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혼란을 초 

래할 수 있다 

어떤 조직들은 360도 피드백을 

드백을 1:11-즈二 
C L- 사람에 대해 질책이 

엄격히 개발목적으로 사용해서 부정적 피 

없다. 한편 어떤 조직에서는 기존 평가의 

보완물로 사용하기도 한다. 결국 실제 

로 쓰게 된다. 

조직은 그 두선상의 어느 지점의 용도 

만일 개발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평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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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어 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천천히 시작하고 선중하게 

느 경우든 시작한 다음에 목적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움직일 

사. 피드백 소유자의 명료화 

중요하다. 피드백 

못한다면 무력감 

데이터를 누가 접근하고 소유하는 가하는 문제는 대단히 

이 개발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람들이 자료를 소유하지 

을 느끼게 될 것이다. 

평가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참가자들은 자료를 못할 것이다. 자료 

참여하지 못했거나 거기에 대 

결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소유하지 

대한 의사결정에 

더욱 통제의 

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해서 듣지 못한 경우에 사람들은 

자료에 대한 

경우에는 

파워를 

정 

느끼 

자신의 

사용인 

한다면 

따라서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경우 가능한 사람들에게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목적으로의 

확하게 언제 누구와 자료를 공유할 것인가를 선태하게 

중요성을 띠게 된다. 이 

아니라 조직이 자료를 

부여하는 방안이 여전히 존재한 

대해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경우 

느낌은 멀 받을 수 있다. 사람 

자기의 커리어에는 어떤 영 

것은 존경과 위염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도가 성과 

소유하게 

좀더 

개인이 

개인에게 통제를 

전체적인 과정에 

행해진다는 

처리되며 

게 될 것이다. 

평가목적 사용인 경우에는 이는 

시스템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 그들의 견해가 고려되고 

에는 무언가가 외부에서 자기에게 

들이 누가 피드백에 접근하고 어떻게 

있는 가를 정확하게 아는 

관리 

된다. 

수
 

’ 
x 

돌
 

을
 

향
 

문제이다. 공정성의 

2. 다면평가의 시행단계 

실무가 유용한 것으로 지침들이 다음과 같은 

나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시행단계에서는 다면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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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엄격한 비밀유지 



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평가에서는 엄격한 비밀유지가 필요하다. 360도 피 

드백은 익명의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비밀유지나 익명성에 타협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인상 

을 구성원들에게 준다면 이 제도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 

익명성 (anonymity)과 비밀유지 (confidentiality)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Van 

Velsor, 1998). 익명성이란 평가자 또는 피드백 수령자가 밝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비밀유지란 평가결과가 미리 정해지고 알려진 정책에 따라 볼 자 

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되는 것을 요한다. 어떤 사람들은 피평가자 즉 

피드백 수령자만이 결과를 보는 엄격한 비밀유지가 행위변화의 요체라는 주 

장을 편다( Dalton,l997). 그러나 정반대의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많 

다. 그들은 평가결과를 중요한 측(감독자， 동료 등)과 공유할 필요가 없는 피 

평가자들은 행위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Hazucha, Hezlett & Schneider, 1993). 즉 일정한 사람들에게는 자료가 공개 

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처음부터 어떤 데이터를 비밀로 하고 어느 것이 익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분명하게 커뮤니케이트할 필 

요가 있다. 사람들은 그가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하면 무엇이 누구에게 보고 

될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밀유지협약을 시행하는데 매우 엄격 

해야 한다. 피드백의 수령자는 보다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피드백 제공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관 

심사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비밀유지 협약의 엄격성이나 그것을 둘러싼 지각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주의해야 한다. 

，서술 묘벤트를 제시하는 방법(축약이냐， 요약이냐?) 

’숫자나 그래픽 자료가 요약되고 제시되는 방법 자료가 응답자 범주별로 

순서화되는 방식 

, 어떤 유형이나 얼마만큼의 피드백이 피드백 공급자와 공유될 것인가? 

~ 360도 피드백의 결과가 조직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예컨대 기존성 

과관리와 연결될 것인가? 혹은 승계개발 시스템과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런 정보에 접근이 허용될 것인가? 

” 
% 



인이 되어야하는가? , 피드백을 주는 범주는 최소 몇 

나. 응답자 친화적인 관리와 점수화 

철저히 ‘응답자 친화적’(user friendly)이라는 기준 

삼아야 한다. 응답자를 선정하는 공평， 논리적， 일관된 

적용해 어떤 피드백 응답자가 특별히 많은 응답을 해야 하는 경우를 

다면평가를 설계할 때는 

기준으로 최우선 음
 
-

해야 한다. 

경우에는 응 

저하되는 

넘기면 15분을 

안 느끼게 

절차가 부재하는 

응답의 정확성이 

늦어도 

도움이 된다. 

10분에서 

별로 

낮거나 

기준을 

피해야하며 서베이는 간단해서 응답자가 부담을 

좋은 설문이 마련 안 되고 논리적인 의사소통 

답이 매우 지루한 과정이 되어 응답율이 

‘서베이 피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첫째， 설문이 너무 길면 안 된다. 시간은 

안 된다. 

둘째， 모든 가능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모든 묻고 싶은 항목을 포함시키 

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한다. 포괄성보다는 단순성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여러 형태의 양식이 공적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가장 응답자 친화적 

인 것은 항목을 5점이나 7점척도로 응답하게 하는 것이다. 

정량적 평가가 주를 이루어야 하겠으나 자유기재식 질문( 넷째， 

좋다. 응답자가 측정 척도에서 답하 

못했던 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open-ended questions)도 포함하는 것이 

지 

3. 사후조치 단계 

외에 사후조치가 이 제도의 유효성을 결정 

사후조치와 관련된 지침은 다음과 같다. 

평가와 피드백 

중요하다. 평가 후 

다면평가에서는 

짓는데 매우 

가. 피드백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있는 수단 할수 조치를 받는 피드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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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들은 그들이 피드백 



어떻게 해야 할지를 p ò-1 
T 낱 받는 피드백에 대해서 을 가져야만 한다. 사람들이 

라인 

이용할 

가이드 훈련， 자기연구와 같은 

피드백을 

문제다. 개인적 코치나 

한다. 따라서 사람들에 게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 그것이 전달되는 

이는 다면 모른 

건설적으로 필요로 사람들은 
0 
-E 저

 
<그

 
방식은 사람들이 까

T 

었다. /-‘ 
T 큰 영향을 미칠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전문가가 피드백을 훈련된 일로 대 일 방식은 하나의 전달하는 피드백을 

것이다. 

분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집단상황에서 피드백 

것이다. 피드백을 받은 후에 사람들은 훈련， 책자， 기타 자원을 

있다. 가능하다면 사람들에게 멘터링， 코칭， 직무 

알려주는 처리를 반응의 대한 정서적 피드백에 

후원적인 

부정적인 

방식은 하나의 

제공하는 

통해 더욱 

설명하고 

다른 

까‘ 
T 얻을 

있도록 그들이 필요한 스킬들을 개발할 수 변화 등을 주어 순환，작업조건의 

것이 좋다. 

경우에는 

이득을 

한
 

느
。
 

는
 
가
 

하
 

메커니즘을 

완성하는 책임을 갖게 

관리자와 논의하게 할 수 있다. 아 

촉진하는 이전을 

으
근
 

랜
 

의
 

발
 

습
 
개
 

학
 
한
 

얻은 다면평가에서 

참여자들이 

말미에 
댐
 
라
 

구축해야 한다. 예를 

한 후에 피드백과정의 

그들의 개발 플랜을 

플랜을 그 

할 공유하게끔 제공자와 스탬들이나 피드백 자기 

있다. 

니면 

수도 

나. 일회성 행사가 아닌 과정으로의 정착 

360도 피드백 과정은 일회성의 행사로 그쳐서는 

행위를 증가하거나 개선시키는 것을 의도하는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 정착되어야 한다. 

여타의 훈련이나 개발 기법과 마찬가지로 360도 피드백도 도입될 

려한 연주와 더불어 시작된다. 그러다가 저항이나 부정적 

반대하는 중역(아마도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가능성이 

역량 

장기간 

안된다. 이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므로 과
 
에
 

화 

요소가 발견되거나 

높음)이 생기면 

때는 

;ζ 
....L-

이를 

후원적인 방식으로 피드백이 

기회를 가진다면 사후에 

속에 합창 있었다’라는 

중요한데 

배우는 

까
 잉 

경험만 

행위를 

나쁜 피드백을 해보았더니 

그만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후조치와 지속적인 시행이 매우 

제공되고 피드백 수령자들이 새로운 

‘360도 직은 



도 대개는 8-127H 월 후 새로운 피드백을 받는 기회를 또 제공하는 것은 의 

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킬 시도를 평가 

하고 미래의 도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유효성의 평가 

모든 관리기법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유효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다면평가도 예외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360도 피드백의 사용 

이 점증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기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시간을 들 

이는 기업이 많은 것 같지는 지는 않다. 응답자나 상급경영자의 언급정도가 

유일한 평가의 형태일 따름이다. 다면평가가 시행될 때는 이 제도를 실시하 

게 되면 구성원들의 역량이 증대되고 고객관계가 좋아지리라고 기대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사후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만 어느 정도 행위변화가 성공했으며 과연 그것이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가 

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360도 피드백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한다. 이러한 평가는 프로그램 사 

후 서베이， 핵심 그룹， 중요한 개인적 조직적 성과(종업원 근태， 사기， 양적 

성과지표， 개발플랜의 시행，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한 평가의 방법 둥으로 시 

행될 수 있다. 

이제까지 설명한 다면평가의 도입， 시행， 사후조치단계별 관리지침을 정리 

하면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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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다면평가의 도입시행단계별 관리지침 

준비 및 도입단계 시행 단계 후속조치 단계 

g 목표의 명료화 。 엄격한 비밀유지 。 피드백을 생산적으로 
。 다면평가에 대한 올바른 n 응답자 친화적인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의 
이해 관리와 점수화 제공 

시범실시(파일렷 테스트) n 일회성 행사가 아년 
。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과정으로의 정착 
。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n 유효성의 평가 

훈련실시 

n 피 E 백 용도에 대한 

명확한 고지 

。 피 E 백 소유자에 대한 

명료화 

4. 재시행 단계 

일반적으로는 다면평가의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효과적 시행의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전문가에 따라서는 도입시초단계와 후속 시행시의 그것이 
다르다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Bracken， et. al., 2001). 
그들은 다면평가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초(proximal)요인과 후속(postal)요 

인의 구분을 하고 있다. 시초요인이란 이 제도가 처음 시작하는 1시점 (time 
1)에서 발생하는 요인을 말한다. 그리고 후속요인이란 2시점(일정한 시간 후 
에 같은 대상에 360도 피드백을 후속 시행하는 시점)까지는 그 효과가 실현 
이 안 된 요인 즉 1시점에서는 발생안 한 요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요인들은 강력해서 1시점과 2시점 양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있다. 이는 시초요인과 후속요인의 양자의 성격을 지 
딘 2중요인(dual factors)이라고 할 수 있다. 

시초요인， 후속요인， 이중요인별로 다면평가의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 
효과적 시행을 위한 추천사항이 <표 3-4>, <표 3-5>, <표 3-6>에 각각 나 
와 었다. 

- 47 -



<표 3-4> 다면평가 시행의 시초요인에 대한 추천 안 

타당성 요인 설계 특성 추 천 안 

도구 디자인 맞춤 디자인 내용 

적합성 
리포E 양식 내부규범사용 

평가자에 대한 피드백 평가자와의 회합요망 

인사제도와의 통합 고과와 동일한 내용 

처리 자원 대량실시 능력 

정확성 품질관리 제로 오류를 확보할 수 있는 과정 

도구설계 중요한 정보의 사전코드화 

도구설계 분명한 지시/독해가능성 

명료성 평가자 훈련 지시를 줄 수 있는 훈련기회 

파일릿 시행 참가자의 이해 테스E 

도구설계 합리 적 길 이 유지 (40-60항목) 

협력 
평가자 선발 평가자 부담(양식의 수)의 제한 

평가자 훈련 평가자 협력 필요성의 의사소통 

시행과정 업무시간중 실시 

시행과정 합리적이고 필요할 때 수시실시 

적시성 
평가자 훈련 근접성 오류에 대한 평가자 훈련 

인사제도와 통합 시스템 요구에 일치한 시행 스케줄 

피평가자 훈련 가능한 한 선속한 결과 전달 

항목 작성 분명하고 행위적인 항목 

도구설계 통계분석의 실시 

신뢰성 
평가척도 명료하게 정의된 앵커(척도지문)의 이용 

평가선택 관찰의 기회가 있는 평가자 선택 

평가자 훈련 척도의 적정한 사용에 대한 훈련 

평가자 선택 평가자 그룹별 별개보고 

도구 디자인 항목평가(범주 평가가 아닌)사용 

통찰력 
리포E 양식 최대한 정보제공 

리포트 내용 축어적 커벤E 삽입 보고 

평가자에 대한 피드백 평가자와의 회합필요 

자료:Bracken， D., Timmreck, C. , Fleenor, ]., & Summers, L.( 2001), “360 Feedback from 

Another Angle", Human Resource Management, Vo1.40, No .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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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다면평가 시행의 후속요인에 대한 추천 안 

타당성 요인 설계 특성 추 천 안 

피평가자 훈련 피평가자에 대한 기대의 전달 

피평가자 책임 인사제도와 통합 비동조에 대한 결과의 확정 

평가자에 대한 피드백 평가자와의 회합필요 

시행과정 엽무시간중 설시 

모입 
경영층의 참여 최고경영층의 가시적 참여 

개발을 위한 자원 내/외부 훈련에 대한 기회 제공 

인사제도와의 통합 의사결정시 결과의 이용 

참여 피평가자 참여 펼요 

평가자 선발 관리층과 함께 피평가자도 평가자 

시행과정 선정단위별 지속적 설시 

수용성 인사제도에 통합 사업의 우선순위로서 과정을 취급 

도구설계 전략， 목표와 분명하게 연결된 내용 

피평가자 훈련 결과사용 방법에 대한 훈련 

개발을 위한 자원 지원(워크숍， 코치) 제공 

자료 Bracken， D., Timmred‘, C., Fleenor, J. & Summers, L. C2(01), “360 Feedback from 

Another Angle" , Human Resource Management, Vo1.40, No.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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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다면평가 시행의 이중요인에 대한 추천 안 

타당성 요인 설계 특성 추 천 안 

참여 조직전체를 통해 일관성있게 적용 

평가자 선발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한 불공정성에 대 

일관성 시행과정 한 테스E 

평가자에 대한 피드백 

인사제도에 통합 

시행과정 외부계약자의 사용 

평가자 선발 모든 하급자; 타 집단에서 4-6명 

익명성 평가자 훈련 익명성 보장방식에 대한 고지 

보고서 특성 보고없는 그룹 3이하(감독자 제외) 

평가자에 대한 피드백 평가자를 확인하려 하지 말 것 

센서스 
평가자 선발 모든 하급자; 타 집단에서 4-6명 

시행과정 반응율을 적정화할 수 있는 방법의 사용 
(전수조사) 

데이터 조작 올림픽 채점방식을 사용하지 말 것 

평가자 훈련 모든 평가자에 대한 훈련 

피평가자 훈련 모든 피평가자에 대한 훈련 

의사소통 인사제도와 통합 결과사용방식에 대한 커뮤니케이트 

파일렷 테스E 이해에 대한 체크 

정책/절차 충분한 시간에 대한 필요성의 인정 

시행과정 개발을 평가와 연계 

제약 
평가자 훈련 개발을 위한 공정한 기회제공 확보 

인사제도와 통합 개발의 방법에 대한 피평가자 훈련 

피평가자 훈련 피드백 사용방법에 대한 관리자 훈련 

평가자훈련 평가자로서의 역할기대를 전달 

평가자 책임 평가자에 대한 피드백 평가자와의 회합 

평가자 피드백 시스템 실시간 피드백 제공의 언라인 시스템 

자료: Bracken, D., Timmreck, C., Fleenor, ]., & Summers, L.(2001) , “360 Feedback from 

Another Angle", Hwnan Resource Management, Vo1.40, No.1,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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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다면평가를 성과관리(인사고과)로 사용시의 관라지침 

앞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개발목적으로 시작된 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평 

가는 성과관리(인사고과.)목적으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타 

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면평가를 인사고과 목적으로 사 

용할 시는 개발목적의 사용 시와는 다른 특별한 주의나 관심이 요청되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360도 피드백을 성과관리나 인사고과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계한 실무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Bracken et al., 2001; Prewitt, 1999). 

1. 개발목적으로부터 시작할 것 

조직에서 360도 피드백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개발목적으로 시작하는 것 

이 최선이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에게 360도 피드백이란 엄청난 변화이기 때 

문이다. 특히 동료나 하급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일 

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화이다. 따라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목 

적의 사용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적응을 도와야 한다. 전문 

가들은 360도 피드백을 인사고과로 사용하기 전에는 적어도 1년 내지 수년 

간의 활용경험이 유지되어야함을 지적한다(C.W. Tirnmereck, 1997). 한 전문 

가는 어떤 제조업체서는 3년이 지나야 정착이 되었다는 사례를 인용하기도 

한다(M. Dalton, 1998). 

2.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범적 실시 

360도 피드백 특히 성과관리 목적에서의 그것은 조직 내에 반향이 크기 

때문에 준비에도 충분한 시간을 갖아야할 뿐만 아니라 일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준비가 잘 된 부서에 시범적 실시(파일릿 테스트)로 시작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공적으로 360도 피드백을 평가시스템이나 인사고과와 통합한 조직은 항 

상 시범실시(파일렷 테스트)를 한 사례들이 있다(Wimer， & Nowack, 1998).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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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팀이 구성되어 새 성과 시스템을 설계하고 파일렷 실시를 하였다. 한 

전문가는 360도 피드백에 대해 준비가 가장 잘된 한 부서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시한다(Tomow， 1998). 그리고 효과가 입증되고 구성원들의 

이 제도에 대한 학습효과가 쌓이게 될 때 점차로 확대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360도 평가시스템은 수년간에 걸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해 

에는 인사고과는 전통적인 시스템에 기초하고 360도 평가는 개발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360도 평가에 편안하게 된 

다. 

관련성이 크고 측정가능한 성과역량을 정의하고 비밀유지와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보장하는 시행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파일렷 단 

계가 끝나기 전에는 상당한 튜닝과정이 요구된다. 그런 후에야 360도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성과관리를 방해하기보다는 개션한다는 자신감을 말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Northem Trust사에서는 이 기법을 일부부서에 실험 

적으로 실시하고 2년이 지나서야 다른 부서로 확대되어 이제는 7500명중 

1300명에게 사용되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3. 도입목적을 조직목표와 관련 분명할 것 

360도 피드백처럼 비정통적인 프로그램이 조직에서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기업목적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360도 

피드백을 만드는데 있어 첫 번째 단계는 왜 조직이 그것을 원하는지를 분명 

히 하는 것이다.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과관리시스템을 개 

선하려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Tomow， 1998).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 

는 식은 곤란하다. 

4. 관련자들을 철저히 교육할 것 

360도 피드백이 조직 내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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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이 제도의 취지와 효과적 운용에 대해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애틀란타 소재 컨설팅 심리학자이며 Multisource Feedback 

Forum의 공동창시자인 David Bracken은 “사람들이 정확한 피드백을 하게 

만들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은 훈련을 통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다. 

훈련은 피드백 제공자 및 피드백 수령자 양자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관리자 

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 경영자들이 이 제도를 이를 건설적인 과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별주 

는 과정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 전문가는 경험을 통해 

지적을 한다. 그 전문가는 경영자가 리포트를 받아서 대뜸 사람들과 대좌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드백 보고서에 

대해 대뜸 부정적인 부분으로 텀비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그는 관 

리자들이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도록 훈련을 시켰다. 왜냐하면 정말 성 

과를 개선시키는 진짜 지렛대는 긍정적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5. 후속조치 (follow up)를 철 저 히 할 것 

360도 피드백이 성공을 거두려면 사후조치가 철저해야 한다. 이 제도를 통 

해 얻은 피드백이 하나의 보고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사후의 개선을 위한 

액션 플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감독자가 동의하는 액션플랜이 없다면 한 

종업원은 결과를 잘못해석하고 잘못된 액션플랜을 생각할 수도 었다. 나아가 

액션플랜은 결과와도 연결되어야지만 동시에 조직의 보상이나 별과도 연결 

되어야 한다(Timmreck， 1997). 그렇지 않으면 피드백 수령자는 그 결과에 

대해 진지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6. 불신과 두려움의 분위기에서는 시도하지 말 것 

360도 피드백 특히 성과관리나 인사고과 목적의 그것이 성공을 거두기 위 

해서는 조직구성원들 간에 신뢰의 조직문화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신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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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이 되어야 타인의 피드백에 대해 우리는 진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만일 보복적이고 정별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다면 이 제도는 효과적으 

로 기능하지 않는다. 다면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한 컨설팅회사는 현재 다운 

사이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과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모 

든 사람이 자기 직무를 걱정하는 상황에서는 360도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어 

다시는 사용하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360도 피드백이 효과적이려면 기업에 학습과 개인성장의 문화가 

자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풍토가 없으면 360도 피드백은 

제 한된 가치 밖에 없 게 되 는 것 이 다(Prewitt， 1999) 

Carol Timmreck and David Bracken(1997)은 Multisource Feedback Forum 

에서의 연구들을 기초로 360도 피드백을 인사고과에 사용할 때 필요한 11가 

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조직 내 프로그램 스폰서가 이 과정에 대한 명백한 기대를 갖는 것을 확 

실히 할 것 

(2)스폰서가 이 과정의 설계결정이 시사하는 바를 이해할 것을 확실히 할 것 

(3)파일렷 그룹을 활용할 것 

(4)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를 훈련할 것 

(5)의사결정을 위해 자료를 이용할 경영자를 훈련할 것 

(6)진전정도를 자주 철저하게 커뮤니케이트할 것 

(7)평가자가 자기의 인풋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 

(8)평가자를 피드백과 액션플랜에 포함시킬 것 

(9)피평가자가 피드백과 액션플랜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 

(10)동조를 확보하기 위해 사후조치과정을 시행할 것 

(11)코칭， 카운슬링， 스킬개발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제공할 것 

7. 개발용도와 구별되는 별도의 설계 

다면평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발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는 고과목적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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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목적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다면평가 

를 개발하여 이를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냐는 용도에 따라 기본적인 설계의 방향이 틀려져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에는 제가되고 있다(Toegel & Conger, 2003). 그들의 연 

구에서는 개인， 개인 간， 조직수준에서의 연구결과 다면평가가 다용도 목적 

으로 사용된다면 그 유효성과 정직한 피드백이라는 장점을 잃을 수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개발목적이냐 고과목적이냐에 따라 기본적인 설 

계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목적이라면 질적 피드백과 개발 

을 위한 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반면에 평가목적이라면 계량적 피 

드백과 성과측정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사고과목적의 다면평가의 설계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Toegel & Conger, 2003). 

가. 평가척도의 성과관련성 

다면평가도구는 성과결과와 성과관련 행위를 기록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07H 의 연구와 8，341명의 개인들에 대한 메타연구결과에 의하면 객관적인 측 

정치와 성과에 대한 주관적 지표간에는 약간의 상관관계만 있고 상호교환해 

서 쓸 수는 없다는 것 이 발견되 고 있다(Bomrner， J ohnson, Rich, Podsakoff, 

& Mackenzie, 1995). 그러므로 목표는 성과차원을 정의하는데 있어 정확성 

을 달성하는 것이며 행위의 상대적 빈도라는 관점에서 측정될 수 있는 결과 

물에 초점을 둔 성과표준을 확립하는 것에 있다(Bernardin et. al., 1998). 분 

명한 성과표준은 피평가자의 수용을 증대하고 그들에게 객관성의 인상을 줄 

수 있는 평가자간 선뢰성을 증대시킨다.(Viswesvaran et al., 1996). 따라서 

평가 척도들은 양， 질 또는 비용과 같은 값들과 관련이 되어야 한다 

(Bemardin et al., 1998). 

나. 평가차원 결정에 있어서 구성원의 참여 

평가전에 피드백을 받는 개인들이 평가차원을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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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사관리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평가차원에 대해선 

합의가 도출되어야하고 한 개인 관리자의 특정 평가수요에 맞추어 맞춤식 

항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인상관리를 피하기 위해서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친밀성 I과 같은 성과차원은 빼내어야 한다. 

다. 복합적인 피드백 원천의 구성 

직접 보고서， 동료， 상사， 고객과 같은 복합 피드백 소스가 평가자로 참여 

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람의 선발은 피평가자와 상호작용이 많으면서 평가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 

다. 하나는 공모(共諸)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용한 평가를 해 

주는데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얻기 위함이다. 평가 

자 풀이 크고 다양한 경우에는 평가자에 대한 무작위 선발이 선택해볼만한 

대안이 된다. 

라. 시스템요인과 상황요인의 고려 

인사고과용도의 다면평가에 있어서는 시스템 요인과 상황요인에 대한 고 

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성과가 그의 노력이나 능 

력 외에 외부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Bemardin et aL( 1998)은 

평가도구에는 시스템 요인(예컨대 공급채널의 조직 혹은 작업부담의 계획)이 

포함되어야하고 평가방법은 상황요인(예컨대， 성과를 방해하는 문제동료나 

자원이 부족한 턴어라운드 상황 등)을 고려해 교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행은 성과차원을 나타내고 열은 성과의 잠재적인 제약요인을 

나타내는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Bemardin & Beatty, 

1984). 기본아이디어는 직접보고서나 상사의 평가를 통해 평가차원별로 하급 

자의 최대 성과가능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약요인들 

이 잠재력을 훼손하는 정도를 지적한다. 평가자는 또한 각 차원별로 제약요 

인들의 사례를 제공한다. 예컨대 R&D 관리자의 성과-제약 매트릭스는 ‘연구 

기금의 창출’이라는 성과차원 하에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제약요인은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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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이직: 부에 소속된 비서의 부재가 2개월 동안 프로포잘 작성을 불가능 

하게 하였다CBemardin et al., 1998, p.39). 평가회합에서는 한 제약요인이 어 

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자주 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논의한다. 그들은 또 

한 이 제약요인이 미래에 어떻게 없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춘 

다. 우리의 경우로 치자변 “지나친 작업 부담에 대해서는 사무지원제공”등과 

같은 것이다. 평가자가 제약요인의 효과에 주의를 기울여 보다 정확한 평가 

를 하게끔 하는 데는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지적 오류나 상황요인 그 

리고 정교한 조작에 기초한 판단오류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풍부한 문헌이 

있다. 예컨대 개인들은 자신의 형편없는 성과를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요인 

들에 귀인하는 반면 상사는 피평가자의 모티베이션이나 스킬의 결여로 귀언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자신이 인식하고 학습하며 기억하는 것에 관해 선 

택적이라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사고과나 기타 관리적 결정 

에 사용될 때 평가자는 높은 정도의 정확성과 훈련을 보여주도록 기대되는 

사람들이다. 그런고로 개인들이 인사고과 이슈에 있어 합의에 도달할 수 있 

는 문화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된다. 판단오류를 극복하는데 있어 

성과기준이나 훈련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한 개방된 논의는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관점의 편차의 정도를 재기위해서 

자기평가가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법적책임에 대한 고려 

인사고과를 위한 다면평가는 법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개발용도 

의 다면평가와 비교하여 완전히 다른 체계라 할 수 었다. 예를 들면 태만은 

성실하게 인사고과를 해야 할 종업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명예훼 

손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다면평가 또는 멀티소스 피드백은 이러한 

비호의적 평가들에 대한 불만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면평가가 어느 한사람이 아니라 많은 종업원들의 평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 객관적이고 측정가능한 성과기준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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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측정가능한 성과기준은 다면평가시 구성원들 간의 공모행위에 

대한 대응이 된다. 복수의 평가자들은 개인의 성과결함에 대한 피드백을 제 

공함과 함께 정기적으로 그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할 도덕 

적 의무가 있다. 바꾸어 말해 다면평가의 정기적 활용과 곁들여 평가자들에 

의한 비공식적 형태로 지속적인 피드백이 요구된다. 

제 5 절 동료평가의 효과적 관리 

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평가가 과거 십년간 성과관리를 혁명화했다는 주 

장을 펴는 기업인들이 많다. 그러나 360도 피드백의 하나의 측면이 경영자들 

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은 동료평가(peer rating)이다. 동료평가는 

잘 되면 360도 피드백의 전반적인 효과를 높이고 상사나 하급자의 피드백만 

큼 중요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자주 이는 조직내에 정치적 긴장을 더 

하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시킨다. 그래서 많은 관리자들은 과연 이것이 

노력의 가치가 있는가에 회의를 갖고 있다. 한 전문가(Peiperl ， 2001)는 통료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동료평가와 관련된 네 가지 패러독스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1. 네 가지 패러독스 

동료평가 시행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패러독스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가. 역할의 패러독스 

동료이면서 판단관일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동료평가는 동료가 일 

을 잘하는 위치에 있는 최적의 사람이라는 전제위에서 출발한다. 위계가 적 

은 평탄조직에서는 하급자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보스가 충분히 가지 

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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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료가 그것을 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그들은 부정적으로 인 

식될 수 있는 리스크 유발 관계를 조성하기보다는 비교적 보수적인 피드백 

을 주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동료들에게서 수집된 피드백은 왜곡되고 지나 

치게 관대하며 결국 그래서 관리자에게 별 도움이 못될 수가 있다. 전문가들 

의 연구에서는 수 개의 팀에서 동료평가의 경우 참여자들은 동료들을 전부 

만점을 준 사례들도 많다. 이유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관계를 해칠까 보아 그 

래서 자신 및 동료의 커리어에 해가 미칠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 

람들은 부정적인 기록보다는 비공식적인 피드백을 주기를 선호한다면서 저 

항했고 다른 사람들은 동료평가가 어떤 사람들은 승진을 시키고 어떤 사람 

에게는 벌을 주는 평가관리 시스템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이 구축하려는 평등하고 후원적인 작업환경에 해를 끼 

친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역할의 패러독스가 작용할 때 사람들은 후원적인 동료와 냉혹한 

판단관 사이에서 고민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나. 집단성과의 패러독스 

개인에 초점을 두면 전체집단이 위험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대부분의 

동료평가는 개인성과에 초점에 둔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늘날 과업은 유연성 

이 있고 프로젝트 베이스의 팀에 의해 수행된다. 동료평가가 이러한 집단 역 

학과 과엽의 현실을 무시하면 역효과를 초래한다. 즉 대부분의 일이 집단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성과를 강조하면 집단의 과업을 적당히 하거나 팀 

성과가 더욱 악화되는 문제점이 초래된다. 공동체인식과 책임감을 배양하기 

는 커녕 깊은 냉소주의， 의심， ‘우리 대 그들’ 이라는 멘탈리티를 양산하게 되 

는데 이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다. 측정 패러독스 

피드백 자료의 수집 즉 측정과 그 활용은 대치관계가 존재한다. 즉 피드백 

이 모으기 쉬우면 쉬울수록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척도가 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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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차원이 적을수록 쉽기는 하지만 평가의 유용성은 떨어진다. 

간단한 평가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A 플러스라고만하면 이 사람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개선해야하는 지에 대한 정보는 

부재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언급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 보상의 패러독스 

동료평가가 급여나 승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민 

감하게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종업원들은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예컨대 매일 늦는 사람이 제시간에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은 온통 관심이 보상결과에만 집중(내가 인상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하고 

정작 건설적인 피드백에는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은 성과 

를 개선하는 것은 바로 이 간과되는 피드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 

부분의 사람들은 동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과 피드백을 의도적으로 무시 

하지는 않지만 가장 자신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공식보상 시 

스템의 일부가 되게 되면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힘들어 지 

게 된다. 이 경우 동료평가는 자기가치에 대한 감정에 위협을 준다. 

그렇다고 동료평가에서 보상을 빼는 것이 해결책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는 비유컨대 이빨이 없는 경우처럼 평가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보 

상과 연결이 안 될 때는 피드백이 보다 포괄적이 되는(그래서 보다 유용함) 

측면이 존재하나 피평가자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존재 

하는 것이다. 

2. 패러독스의 관리 

앞서 설명한 네 가지 패러독스를 분명히 없앨 수 있는 해결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경험상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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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역할을 중섬적인 관리자가 매우 시행되려면 효과적으로 동료평가가 

참여 열성적인 역할모댈로， 비판자로 건설적인 관리자는 

자로서 행동해야한다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못하다. 그러나 피드백을 

해야 한다. 최선의 

익숙하 

적시 

스스로가 

구체적이며 

관리자들 

주는데 건설적인 피드백을 

건설적이고 

부추김으로써 

방법， 즉 

에 주는 법을 배우고 타인들이 따르도록 

평가과정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섬층적이고 
z 
T 잘 

아직 

지 

(1) 관리자의 

관리자가 동료평가에 가치를 

결과로써 조직과 타인들이 

후원을 공표 

자신의 참여의 그 

얻는 이점을 명료하게 설명할 것 

알리고 것을 었다는 I二 ......, ,Jl. 

만나고 부하들을 로
 
「도

 
돕
 

이해하는데 

비
비
 권
겸
 

E 

펴
。
 

이
’
 

댈
 

모
 

할
 

여
「
 

받은 

(2) 카운슬러가 되고 

관리자들은 하급자들이 

평가와 해석에 참여한다. 

그리고 빈번히 훈련을 제공 

평가자와 수령자가 피드백을 주고받는 요령을 

(3) 초기에 

관리자는 시간과 자 

통해 공식훈련프로그램을 

알도록 

대규모로 

효과적이다. 

할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루어지기보다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 

。J 。

τ크걱흐 

(4) 순위를 매기기 전에 내용을 중시 

시스템을 통해 야기된 결과에 

서간 연계강화， 원가절감， 정보흐름의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드백 수치가 높은 개인들의 성공을 지나치게 

피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360도 피드백이 

아니라 인기경연장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H ,-

널 

공표한다. 예컨대 

이를 시 

이를 주목하고 피드백 

알릴 리 

개선을 -쳐 。

'Xτ: 강조하는 

위한 툴이 

력
 

느
 
。

있을 때는 그것을 알게 할 것 

동료평가의 바람직하고 것이 알려지는 

허
 

(5) 사람들이 동료평가를 잘 못하고 

이것이 동료들의 입을 통해서 



도 경험을 통해 쌓이는 것이므로 역할연기나 전문훈련가의 도움을 받는 것 

도 가치가 있다. 

나. 동료평가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고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동료평가가 사용되는 가를 종업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동료평가의 목적은 개인이 성과를 개선할 

수 있게끔 적시에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료로부터 

상세하고 질적인 피드백에다가 관리자의 코칭과 후원적인 카운슬링이 수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참가자가 이 피드백의 이유를 알게 되면 앞서 언 

급한 측적 패러독스가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동료평가의 목적이 문제점 발 

견과 갈등 예방이면 간단한 숫자 평가로 족할 것이다. 한 기업에서는 관리자 

가 동료평가를 체크해서 어떤 두 사람이 평가가 부정적으로 서로 지나치면 

그 물을 불러 문제점 해결한 사례도 있다. 이는 작은 갈등이 큰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은 것이다. 

때로 동료평가가 집단간 유대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때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타깃이 된다. 예컨대 한 금융회사에서 영엽부분 

과 관리부분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두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어 고객불 

만이 누적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각 부서의 사람이 상대부서의 사람들에 대 

해 익명의 피드백을 주도록 요청하였다. 처음에는 서로 혹독한 평가를 했으 

나 그 평가의 목적이 유대감 조성이라는 것을 알고는 서로 건설적인 피드백 

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동료평가가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자 

리 잡게 되었다. 이는 보상의 패러독스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동료평가가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한 제조공장에서 

공장근로자들이 직접 동료 평가과정을 설계하였다. 이 집단은 이미 고용， 훈 

련， 품질관리의 기능 등 다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집단성원들 

은 평가의 새로운 역할도 그들이 담당했던 책임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역함 패러독스 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 차별적 적용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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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를 어떤 범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택적일 수 있다. 반 

드시 모든 직무에 이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일부부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 

되었던 동료평가를 전 조직으로 확대하였을 때 효과가 떨어진 사례둘이 있 

다.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동료평가의 피드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동료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동료평가의 판단 

기준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모든 직무가 같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 

다. 측정 패러독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주문형 평가척도는 개발에 시간이 걸 

리지만 그러한 노력과 시간의 투자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적절하거나 좁게 

정의된 기준은 평가자가 사용하기도 그렇고 피드백 수령자가 적용하기도 힘 

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참여자가 시스템이 자신들의 성과나 보상을 개선해주 

는 것이 힘들다고 파악하게 되면 보상의 패러독스에서 보듯이 동료와의 이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더욱 없어진다. 

라. 개인기여와 집단 내 상호의존성간의 균형 

개인의 기여와 집단 내 또는 영역 간 상호의존성과 연결간의 적절한 균형 

이 이루어진다면 전탄석과의 패러독스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흔히 개인성 

과를 강조해서 집단간의 화합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모 

든 구성원의 협조능력에 따라 보너스 풀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결정되는 사 

례처럼 운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관행은 집단성 

과의 패러독스의 효과도 경감하고 보상의 패러독스 효과도 줄여준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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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다면평가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제 1 절 조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다면평가를 비롯한 인사고과개정에 대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기존 인사 

고과에 대한 의견 14문항， 인사고과의 개선방향에 대한 36문항， 다면평가제 

도에 대한 6문항， 기술원의 다면평가도입과 관련된 6문항， 인구통계적 사항 

을 묻는 3문항 등 총 5부분， 6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설문조사의 

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설문조사의 내용 구성 

설문조사 범주 설문조사 내용 문항수 

기존 인사고과 전반에 대한 만족도 6 

인사고과요소에 대한 만족도 4 

기존 인사고과에 대한 의견 인사고과활용 3 

인사고과개선 착안사항 1 

-까..L-‘ 계 14 

역량중심 인사고과개정에 대한 의견 1 

업적평가요소 7 

기본역량 9 
인사고과개선 방향 

/ 처1그무\!..여 .. 랴 。 13 

리더십 역량 6 

-까..L-‘ 계 36 

다면평가에 대한 인지도 1 

다변평가에 대한 기대정도 l 

다면평가에 대한 기대이유 2 
다변평가제도에 대한 의견 

다면평가활용방안에 대한 지지도 1 

다면평가에 대한 종합결론 1 

-λ..L-‘- 계 6 

인구통계적 문항 소속， 직급， 직종 3 

합 계 65 

w 



설문은 총 250부가 배포되어 그 중 189부가 수집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응답자의 구성을 소속， 직급， 직종별로 보면 <표 4-2>와 같다. 

<표 4-2> 설문응답자의 구성 

항목 세부항목 n딩}기 6.‘ 

대북경수로안전지원단 1 

기획부 14 

안전규제부 35 

안전평가부 53 
-까‘、-죠 -1: 

규제기술연구부 32 

방사선안전센터 29 

행정부 20 

합계 184 

책임급 95 

선임급 68 

직급 원급 15 

기타 7 

합계 185 

연구직 126 

기술직 29 

직종 행정직 26 

기타 4 

합계 185 

제 2 절 기존의 인사고과에 대한 분석 

l. 인사고과에 대한 의견 

기존 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고과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알 

아보았다. 조사를 위한 척도는 Harris, C.(1988)의 ‘인사고과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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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fee1ings about appraisal)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Likert 5점 척도의 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적은 2항목을 제거하 

고 6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표 4-3>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사용된 척도의 선뢰성 (α 계수)은 0.82로서 매우 선뢰성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 4-3> 인사고과에 대한 의견의 척도 

척도명 척도의 내용 α 계수 

• 공정하고 정확한가 

Harris, C. (988)의 수긍하고 만족하는 가 

• 결과에 대해 화가 나는 가(R) 
‘인사고과에 대한 감정’ 0.82 

• 일의 중요부분이 강조되는가 
(feelings about appraisal) 

• 훌륭한 성과에 대한 합의가 있는가 

성과평가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가 

이러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기존의 인사고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전반 

적인 의견은 <표 4-4>에 나온 것처럼 5점 척도 중 평균이 3.04로서 ‘보통’수 

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사고 

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은 그리 크게 문제도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를 보다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4-4> 인사고과에 대한 구성원의 전반적인 만족도(N=181) 

평균 표준편차 

고과만족도 3.0442 .5673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내용별로 

평균을 분석하면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인사고과에서 일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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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가?"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부정적 (2.80)이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기준에 대해 알고 있다" (2.87) , 

“인사고과가 공정하고 정확한 모습"(2.88)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만족도가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사고과의 항목들이 업무의 우열을 정확히 

가릴 수 있도록 더욱 정교화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피평가자들에 

게 고지되어야할 관리적 과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내용들이라 할 수 있 

다. 

<표 4-5> 항목별 응답자의 만족도(N=응답자수) 

문항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공정하고 정확한가 186 2.88 .77 

수긍하고 만족하는가 185 3.14 .79 

결과에 화는 안냐는가 184 3.41 .76 

일의 중요부분이 강조되는가 182 2.80 .70 

훌륭한 성과에 대한 합의가 있는가 184 3.16 .80 

성과평가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가 183 2.87 .94 

2. 인사고과의 시행요소에 대한 만족도 

구체적인 인사고과의 시행요소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각 고과의 시행요소들에 대한 구성 

원들의 만족도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결과활용’(2.73)이나 ‘제도 

의 툴’(점수배분， 등급비율)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사고과의 시행절차나 과정에 대한 보다 세부적 

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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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인사고과의 시행요소들에 대한 만족도(N=응답자수) 

문항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고과자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 188 2.87 .79 

제도의 틀에 대한 만족 188 2.78 .74 

평가요소에 대한 만족 188 2.91 .76 

결과활용에 대한 만족 188 2.73 .72 

이러한 인사고과의 시행요소들과 앞서 설명한 인사고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었다. 표에서 보듯이 인사고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는 인사고과 

자에 대한 공정성 만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인사고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평가자에 대한 선뢰성과 공정성 지 

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로서 기존의 이러한 성 

격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7> 고과시행요인과 고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N=l88) 

고과자의 공정성 평가제도의 틀 평가요소 결과의 활용 

고과에 대한 
0.72* 0.57* 0.53* 0.59 

전반적인 만족도 

* p<O.05 

3. 인사고과의 활용 

기존 인사고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고과의 결과를 급여나 승진과 같은 처 

우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은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동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58.7%)이 ‘강화되어야 한다’(38.6%)라는 의 

견보다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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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인사고과와 처우의 연동 

응답의 내용 빈도 퍼센E 

완화되어야 한다 111 58.7 

강화되어야 한다 73 38.6 

무응답 5 2.6 

합 계 189 100.0 

<표 4-9>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60.4%)가 고과자체의 조직에 

다소 많았다. 즉 처우와의 

선뢰성을 

응답자(39.6%)보다는 

응답한 구성원들은 

지적한 

한다’라고 

고과의 

지적한 

‘완화되어야 

에 나온 것처럼 

서의 비중요성을 연 

그 주요한 요 동을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에는 고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인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 고과와 처우연동이 완화되어야 하는 이유 

용답의 내용 빈도 % 

인사고과가 조직발전에 중요치 않음 44 39.6 

현재의 고과는 신뢰성에 문제 67 60.4 

합 계 111 41.3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답한 웅답자들을 대상으로 ‘강화되어야할 범위’를 물 

은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4-10>과 같다. 

범위 

응답의 내용 빈도 퍼센E 

인센티브 성격의 급여에 한정 36 19.0 

전반적인 급여전체 12 6.3 

승 진 9 4.8 

위 세 분야 모두 27 14.3 

기 타 3 1.6 

합 계 87 100.0 

검
 

<표 4-10> 처 우강화의 



위의 <표 4-10>에서 보듯이 인사고과와 처우연동이 ‘인센티브 성격의 급 

여에 한정’(19%)되어야한다는 보수적인 입장과 인센티브 · 전반적인 급여 승 

진 등 광범하게 적용되어야한다는 의견(14.3%)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여 어 

떤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4. 기존 인사고과의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현재 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고과를 개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은 <표 4-11>에 나와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 

1순위로 평가한 것들은 표에서 보듯이 ‘객관적 계량적 지표의 편입’(1위)， ‘평 

가자의 신뢰성 고양’(2위)， ‘다면평가의 도입’(3위)， ‘고과요소의 개정’(4위) 등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도에 있어 2순위로 평가한 내용은 역시 1순위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계량적 지표의 편입’(1위)이 높은 중요도를 기록하고 있고 ‘평가수용 

의 분위기 확산’(2위)， ‘평가자의 선뢰성 고양’(3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4-11> 인사고과를 개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1순위 2순위 합계 (1 +2)빈 

빈도(순위) 빈도(순위) 도(순위) 

고과요소의 개정 19(4) 24(4) 43 

다면평가의 도입 38(3) 23(5) 61(3) 

평가자의 선뢰성 고양 58(1) 30(3) 88(2) 

평가자의 훈련 7(6) 18(6) 25 

평가결과의 강력한 활용 2(7) 13(7) 15 

평가수용의 분위기 확산 10(5) 33(2) 43 

객관적 계량적 지표의 편입 49(2) 40(1) 89(1) 

합 계 183 181 364 

종합적으로 1순위 평가와 2순위 평가를 합쳐 응답자의 빈도를 구해보면 2 

순위 평가의 빈도가 가장 많았던 ‘객관적 계량적 지표의 편입’(1위)과 1순위 

꺼
 
ω
 



평가에서 1위를 한 ‘평가자의 선뢰성 고양’(2위)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자의 신뢰성 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조직학습이 요구 

되는 인사고과의 장기적 과제이다. 평가자의 평가능력개발을 위한 자기개발 

도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보직자의 공정한 평가능력을 관리능력의 하나로 인 

사고과에 편입하여 평가하고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고과에서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의 설정에 대한 구성원의 욕 

구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물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과엽의 특성상 계량적 

객관적 지표의 도입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를 보면 이러한 

지표의 개발이 기술원의 인사고과와 관련된 단기적 과제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다면평가의 도입’(3위)도 인사고과의 문제해결의 한 방도로서 일정 

한 지지를 받고 있다. 평가자의 일방적인 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들 중 일부는 다면평가를 신뢰성 보완의 한 방법으로 생각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제 3 절 기존 인사고과의 개선 

1. 역량평가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인사고과는 업적 · 능력 • 태 

도고과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고과는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위에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진제국을 중심으로 능력고과 

와 태도고과를 역량(competency)고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능력과 태도 

가 장기적인 잠재력을 의미하여 업무실적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서이다. 따라서 업적이나 실적과 비교적 연동되는 고성과자의 행동 특성 즉 

역량을 추출하여 이를 평가지표화하는 컴피턴시 평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 

다. 

이러한 평가추세를 감안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구성원들에게도 본 설문 

조사에서 컴피턴시 평가를 간략히 설명하고 이러한 평가로의 전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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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역량평가에 대 

한 이해의 부족으로 ‘잘 모르겠다’(22.9%)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지만 ‘바꿀 

필요가 없다’(19.7%)라는 응답보다는 ‘바꿀 필요가 있다’(57.4%)라는 응답이 

훨씬 많아 기존 인사고과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표 4-12> 역량평가로의 전환의 필요성 

웅답의 내용 빈도 % 

바꿀 필요가 없다 37 19.7 

바꿀 필요가 있다 108 57.4 

모르겠다 43 22.9 

합 계 188 100.0 

2. 엽적평가 구성요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엽적평가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은 

<표 4-13>과 같이 분석 되 었다. 

π
 
ω
 



<표 4-13> 소속부서 별 업 적 평 가 구성 요소 (n=응답자수) 

」ij- / L옹1‘ 업무의양 완성도 난이도 기여도 노력정도 요구해결 참여성과 

대북경수로 

안전지원단 5.00 7.00 7.00 7.00 6.00 6.00 6.00 

(n= l) 

기획부 

(n=14) 
5.00 5.36 5.29 5.86 5.29 4.79 4.79 

안전규제부 
5.06 5.94 5.60 5.62 5.43 4.51 5.11 

(n=35) 

안전평가부 
5.09 5.81 5.38 5.64 5.42 4.87 5.04 

(n=53) 

규제기술연구부 
5.06 5.22 5.06 

(n=32) 
4.97 5.13 4.16 4.69 

방사선안전센타 
5.21 5.66 5.10 

(n=29) 
5.55 5.04 4.93 4.48 

행정부 
5.20 5.70 5.40 

(n=20) 
5.55 5.74 5.10 5.00 

합 계 
5.67 

(n=184) 
5.10 5.33 5.52 5.34 4.71 4.89 

업무의 완성도(5.67) ， 조직에의 기여도(5.52) ，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정도 

(5.34), 업무의 난이도(5.33)의 순서로 업적평가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웅답되고 있다. 표에 분석되어 있는 것처럼 업적평가의 중요요소에 대한 웅 

답자들의 부서별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엽적평가의 요소 

를 부서별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기본역량의 구성요소 

조직의 성과와 연결되는 역량 중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할 기본역량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결과 <표 4-14>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책임의식 (5.89) ， 업무에의 성실성 (5.79) ， 윤리의식 (5.71)， 협 

조능력 (5.66) ， 프로의식 (5.64)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리의 

식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특이한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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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역량에 있어서도 소속부서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지는 못하다 

<표 4-14> 소속부서별 기본역량의 구성요소 

sκ→소 ←끼 책임의식 업무성실 효로의식 발전관심 협조능력 윤리의식 자기개발 인간관계 의사소통 

대 τH껴「켜~~ 
6.00 5.00 5.00 5.00 6.00 5.00 5.00 5.00 6.00 

(n=l) 

기획부 
5.36 5.50 5.00 5.00 5.57 5.36 5.07 5.14 5.29 

(n=14) 

안전규제 
6.14 5.91 5.62 5.34 5.71 5.77 5.17 5.20 5.63 

(n=35) 

안전평가 
5.94 5.87 5.72 5.40 5.74 6.00 5.42 5.58 5.38 

(n=53) 

규제연구 
5.69 5.62 5.48 4.97 5.34 5.16 4.88 4.88 4.72 

(n=32) 

안전센터 5.97 5.90 5.83 5.31 5.83 5.76 5.34 5.45 5.24 

행정부 
5.90 5.75 5.95 5.25 5.70 5.90 5.60 5.55 5.75 

(n=20) 

합계 
5.89 5.79 5.64 5.25 5.66 5.71 5.26 5.32 5.33 

(n=l84) 

4. 전문역량의 구성요소 

조직성과와 연결되는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직 

무수행과 직접 연관되는 전문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응 

답은 <표 4-15>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는 종합판단력 (5.84) ， 현 

장문제해결기술력 (5.45) ， 업무숙지력 (5.43) ， 정보활용력 (5.40) ， 업무개선능력 

(5.30), 선지기술소화력 (5.1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문역량에 있 

어서는 앞서의 엽적평가나 기본역량과는 달리 소속부서별 업무의 특성이 있 

어 구성요소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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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전문역량의 구성요소 

-λ」、-깅 -1: 
업무 업무 정보 기획 업무 고객 판단 상담 발표 기초 현장 기숨 어학 

개선 숙지 활용 력 지도 ~죠 --，느 력 교섭 능력 기술 해결 소화 능력 

대북경수 
5.00 5.00 5.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5.00 5.00 5.00 

(n= l) 

기획부 
4.93 5.14 5.36 5.43 5.07 4.86 5.50 5.36 4.57 4.79 4.79 4.43 4.43 

(n=14) 

안전규제 
5.33 5.57 5.40 5.18 5.00 4.80 6.26 5.21 4.85 5.44 5.53 5.32 4.91 

(n=33) 

안전평가 
5.32 5.49 5.43 4.75 4.81 4.72 5.85 4.98 4.92 5.11 5.64 5.38 4.98 

(n=53) 

규제연구 
5.38 5.13 5.l9 5.l9 5.00 4.56 5.56 4.47 4.47 4.72 5.25 5.16 4.47 

(n=32) 

안전센터 
5.10 5.41 5.38 5.31 5.07 5.24 5.79 5.00 4.79 5.00 5.66 5.17 4.83 

(n=29) 

행정부 
5.60 5.75 5.70 5.32 5.30 5.35 5.85 5.25 4.85 5.05 5.30 5.00 4.40 

(n=20) 

합계 
5.30 5.43 5.40 5.l2 5.00 4.88 5.84 5.00 4.78 5.05 5.45 5.18 4.75 

(n=182) 

전문역량의 구성요소를 소속부서별로 정리하면 <표 4-16>과 같다. 표에서 

는 구성요소들을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공통요소， 

다수의 부서에서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는 준 공통요소， 그리고 특정부서에서 

만 나타나고 있는 개별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개별요소는 부서의 특성상 표 

출되는 특이요소라고 볼 수 있다. 

<표 4-16> 부서 별 전문역 량의 구성 

공통요소 준공통요소 개별요소 

기획부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업무숙지력 
기획력 

상담교섭력 

안전규제부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엽무숙지력 현장해결능력 기초기술능력 

안전평가부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업무숙지력 현장해결능력 업무개선력 

규제기술연구부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현장해결능력 업무개선력 
선진기술 

소화력 

방사선안전센터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업무숙지력 현장해결능력 기획력 

행정부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업무숙지력 업무개선력 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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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듯이 기획부의 경우에는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업무숙지력외 

에 업무의 특성상 기획력과 상담교섭력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규제부의 경우 

는 현장해결능력과 함께 개별요소로 기초기술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시되고 

있다. 안전평가부의 경우에는 업무개선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규제기술연구부의 경우 개별요소로서 선진기술소화력도 중시되고 었다. 방사 

선 안전센터의 경우에는 기획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조사결과이다. 

행정부의 경우는 특이 요소로서 고객만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원부서 

의 특성상 조직대내외의 고객들에 대한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업무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함을 반영하는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서별로 전문역량의 구성을 달리하는 것은 인사고과를 다소 복잡하게 만 

드는 효과도 있지만 부서원들의 육성과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리더십 역량의 구성요소 

보직자들에게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추가로 요구된다. 따라서 보직자들의 

리더십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요소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 
표 4-17>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리더십 역량으로는 팀워 활성화 능력 (6.01)， 업무추진능력 

(5.77) , 공정평가 능력 (5.74) ， 대외관계 능력 (5.6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조사결과는 리더십 능력이 업무와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이론과 부합되는 것이며 관리자의 공정한 

평가능력과 또 대외관계능력을 중시한 합리적인 조사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행정부 보직자의 경우에는 리더십 역량의 구성요소 중 부하육성과 

대외관계가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사업부서에 비해 상대 

적으로 대외관계의 비중이 적다고 보아 부하육성이 편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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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소속부서별 리더십 역량의 구성요소 

」ι1- /」!1‘ 업무추진 팀윌조성 부하지도 공정평가 대외관계 사명의식 

대*켜~4-‘ 
6.00 5.00 5.00 5.00 6.00 6.00 

(n=l) 

기획부 
5.50 5.64 5.21 5.36 5.57 5.43 

(n=14) 

안전규제 
5.94 6.17 5.46 5.60 5.80 5.60 

(n=35) 

안전평가 
5.75 6.09 5.62 6.08 5.85 5.75 

(n=53) 

규제연구 
5.63 5.66 

(n=32) 
5.25 5.47 5.34 5.28 

안전센터 
5.66 6.10 

(n=29) 
5.28 5.62 5.52 5.55 

행정부 
6.10 6.25 

(n=20) 
5.85 6.05 5.85 5.50 

합계 5.77 6.01 5.46 5.74 5.68 5.56 

(n=l84) (2) (1) (6) (3) (4) (5) 

제 4 절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분석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는 수년전부터 인사고과에 대한 문제점 해결의 하 

나의 대안으로써 다면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면평가제 

도에 대한 논의가 시대적인 유행에 기초한 부분이 적지 않고 또 최근에 이 

의 시행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나 예상못한 부작용에 대한 고 

려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다면 

평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최근에 논의되는 다면평가의 장， 단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면서 구성원들의 다면평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였다. 

1.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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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성원들에게 기술원에서 다면평가의 도입에 대한 논의에 대해 인지 

하고 있는 가를 물었다.<표 4-18>에서 보듯이 다면평가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견 (86.8%)이 ‘모르고 있었다’(13.2%)라는 의견보다 다수를 점하 

고 있어 어느 정도 구성원들간의 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언지도는 있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4-18> 다면평가도입에 대한 인지도 

응답의 내용 빈도 퍼센E 

알고 있었다 164 86.8 

모르고 있었다 25 13.2 

합 계 189 100.0 

2.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기대 

기존의 인사고과에 다면평가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현행의 인사고과 문 

제의 해결이 된다고 기대하는 가를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표 4-19>와 같 

은 결과가 나왔다. 크게 기대한다와 다소 기대한다는 의견을 합쳐 ‘기대한다’ 

는 의견이 응답자의 57.6%를 점하는 반면 기대하지 않는다와 역효과가 걱정 

된다는 의견을 합쳐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42.4%를 기록하고 있다. 

<표 4-19> 다면평가도입이 인사고과의 문제해결 기대 

응답의 내용 빈도 퍼센 E 

크게 기대한다 17 9.0 

다소 기대한다 92 48.6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64 33.9 

오히려 역효과가 걱정된다 16 8.5 

합 계 1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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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에 대한 기대의 의견이 그 반대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 

하지 않는다는 의 견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대한다고 웅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표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방적인 조직풍토의 개선’(54.95%) 이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다. 즉 응답자들의 다수는 다면평가요소의 도입을 통해 인 

사고과의 일방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과 아울러 변화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0> 다면평가 도입에 기대하는 이유 

웅답의 내용 빈도 % 

고과의 공정성 제고 37 32.7 

일방적 조직풍토개선 62 54.9 

상급자의 태도개선 14 12.4 

합 겨l 113 100.0 

‘기대하지 않는 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이유를 물은 질문에 대해 

서는 <표 4-21>에 나온 것처럼 ‘구성원들의 분위기에 부정적’(48.1%)이라는 

웅답이 가장 다수를 이루고 있다. 즉 응답자들 간에는 다면평가도입이 불러 

올 구성원들 간의 위화감이나 보복심리 등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화합적 

분위기의 훼손을 걱정하는 소리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구성원들 간에는 다면평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는 바 기대하는 측에서는 조직의 얼방 통행적 풍토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데 반해 다른 한 쪽에서는 조직분위기의 훼손 

을 걱정하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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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다면평가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이유 

응답의 내용 빈도 % 

노력한 것만큼의 효과 의문시 14 17.7 

구성원들의 분위기에 부정적 38 48.1 

예상치 못한 부작용 초래 27 34.2 

합 계 79 100.0 

3. 다면평가 도입에 대한 지지 

다면평가의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표 4-22>에 보는 

바와 같이 ‘제한된 범위내의 찬성’(57.4%)이 단순 ‘찬성’(28.25)이나 ‘반 

대 '(14.4%)의 웅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즉 웅답자의 다수는 다면평가의 도 

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도입의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 

근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2> 다면평가의 도입에 대한 찬반 

응답의 내용 빈도 % 

찬 성 53 28.2 

제한된 범위내 찬성 108 57.4 

반 대 27 14.4 

합 계 188 100.0 

4. 다면평가의 활용 

다면평가 도입시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지지도는 <표 4-23>에 나와 있 

다. 다면평가의 활용방안은 단순 개발( development)목적에서 성과관리( 

performance management)까지 다양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표에 

서 보듯이 여 러 활용방안 중 ‘인사고과 시 간접 적 활용’(34.6%)이 가장 높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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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획득하고 있다. 간접적 활용이란 기관장의 간부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개발목적에 한정’( 27.7%) , ‘인사고과에 

부분 활용’(21.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는 인사고과 시 

참고자료 형태의 활용으로 시작해서 개발목적 내지는 인사고과에 부분적으 

로 활용되는 형태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표 4-23> 다면평가의 활용방안 

빈도 % 

개발 목적에 한정 52 27.7 

승진시 중요 참고사항 12 6.4 

인사고과시 간접적 활용 65 34.6 

인사고과에 부분활용 40 21.3 

인사고과에 적극활용 19 10.1 

합 계 188 100.0 

5. 동료평가 

다음은 다면평가의 도입에 있어 쟁점의 하나가 되고 있는 동료평가에 대 

한 구성원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가. 필요성 

다면평가도입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동료평가에 대해서는 < 
표 4-24>에서 보듯이 ‘필요하다’(53.2%)라는 의견이 ‘필요치 않다’(46.8%)라 

는 의견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동료평가의 필요성에 대 

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읽을 수 있는 측 

면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반대의 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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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동료평가의 필요성 

응답의 내용 빈도 % 

펼요하다 100 53.2 

펼요치 않다 88 46.8 

합 계 188 100.0 

나. 동료평가의 대상 

동료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 중 동료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은 <표 4-25>에 나와 있다. 

동료평가의 대상은 제한을 두지 않고 직위상 동일계층의 전원을 대상(59.8%) 

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동료평가는 

피평가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하여야하므로 해당부서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야 할 것이다. 

<표 4-25> 동료평가의 대상 

응답의 내용 빈도 % 

직위상 동일계층 전원 61 59.8 

실팀장 이하 각 계층끼리만 28 27.5 

비보직 직원끼리만 13 12.7 

합 계 102 100.0 
」

다. 동료평가의 활용 

동료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동료평가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표 4-26>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일부 고과에 반영’(46.8%) ， ‘고 

과에 상당 부분 반영’(29.7%)을 합치면 일부라도 고과에 반영 (76.5%)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동료고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그 

% 



결과도 고과에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표 4-26> 동료평 가의 활용 

응답의 내용 빈도 % 

피드백은 하되 고과에는 반영 않함 26 23.4 

아주 일부 고과에 반영 52 46.8 

고과에 상당 부분 반영 33 29.7 

합 계 111 100.0 

6. 상향평가 

가. 필요성 

다면평가 도입에 있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상향평가와 관련하여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 4-27>에서 보듯이 ‘필요하다’(77.8%)라는 의견 

이 ‘필요치 않다’(22.2%)라는 의견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다면평가가 

도입되는 경우 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다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표 4-27> 상향평가의 필요성 

응답의 내용 빈도 % 

펼요하다 144 77.8 

필요치 않다 41 22.2 

합 계 185 100.0 
」→

나. 상향평가의 대상 

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상향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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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을 ‘부장급까지’(72.8%)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표 

4-28 참조) . 

<표 4-28> 상향평가의 대상 

응답의 내용 빈도 % 

부장급까지 107 72.8 

설팀장까지 30 20.4 

책임급 전원 10 6.8 

합 계 147 100.。

다. 상향평가의 활용 

상향평가를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 물은 질문은 <표 4-29>에 나와 있다. 응답들 중에는 ‘ 아주 일부 고과 

에 반영한다’(39.4%)라는 응답이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9> 상향평 가의 활용 

웅답의 내용 빈도 % 

본인에게 피드백하나 고과에는 무반영 46 29.7 

아주 열부 고과에 반영 61 39.4 

고과에 상당 반영 48 31.0 

합 계 155 100.0 

야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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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다면평가 도입안의 기본설계 

제 1 절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도입을 위한 

기본적 분석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도입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 왔 

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설계에 앞서 이제가지의 제 

반연구에 기초하여 도입을 위한 기본적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즉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의 다면평가의 도입을 위한 내외 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는 조직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도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기본적 분석을 위한 체계는 <표 5-1>과 같다. 

<표 5-1> 도입을 위한 기본적 분석의 틀 

국내조직의 

사례 분석 

’내부여건분석 환경분석 

제도자체의 

도입타당성 

도입방향 

m m 



1. 도입을 위한 환경분석 

기준은 못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환경분석이 다면평가 도입을 위한 절대적 

어떠한 조직의 

기회와 위협의 

기회의 

위상에 

될 수 있다. 

둘러싼 환경에도 

유효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원자력 안전기술원을 그러하듯이 

공존한다. 

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환경이 

요인이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의 독보적 규제전문기관으로서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규제에 대한 

높아지고 또 기술원은 규제분야에 우리나라에는 유일무이한 기관으 

로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확고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 

상대도 없으며 재정적 안정성 확보에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상된다. 

위협의 요인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식의 증대로 원자력분야의 확장 

이 어렵다는 것일 것이다. 즉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요인으로는 

당분간 

의식도 

대한 포괄적인 

안전기술원의 환경에 위협요인이 많은 

큰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일반적으로 360도 피드백 또는 다면평가는 조직의 환경의 불확성이 커 리 

더를 비롯한 핵심인재의 핵심역량이 중요하며 또 고객지향성이 매우 중요한 

조직에서 그 유효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면평가제도는 잘 수행되 

면 그 효과는 크면서 조직과 그 구성원에 충격을 주는 독한 약에 비유될 수 

있다. 조직의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과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는 다소의 

용을 무릅쓰고서라도 독한 약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다면평가와 같은 

가 존재한다 

기회와 위협요인들에 

원자력 

째
 
성
 

밴
 뽑 

지
 
한
 

았
 
또
 

아
;
%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것은 아니며 = -'-

부작 

않다 그리 크지 

당위성과 유효 

불확성이 

고단위처방의 

성 (uncertainty) 이 

며 
L-'-

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내부여건 분석 

다 직Lλ} 
’ '--' 분석하면 위한 내부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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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평가의 도입은 인사고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사간의 합의사항이다. 따 

라서 커다란 상황변화가 없는 한 관련당사자간에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성설 

히 수행할 책임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에서도 다면평가의 도입이 지지되고 있다. 압 

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면평가를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도입해 

보자는 의견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러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상사 일 

방의 인사고과에 대한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기술 

원의 과업의 특성상 객관적 기준의 수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평가자는 고 

과의 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잇고 이것이 다면평가라는 새로운 방 

식에 의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의 반영인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입 

장에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고과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다른 조 

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다면평가의 도입에 전제가 되는 조직에서의 신뢰 (trust)가 형성되어 

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다면평가는 제도 자체가 갖는 속성， 

즉 타언에 대한 솔직한 평가라는 특성이 조직에 신뢰의 분위기가 있다면 구 

성원들이 그러한 피드백을 통해 자선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조직의 성과 향 

상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것이 불신의 풍토하에서는 엉뚱하게도 

보복과 담합의 상호작용을 노출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본 연구과정에서 이루 

어진 면접에서는 구성원들 간에 다면평가가 도입되었을 때 좋은 의도와는 

달리 시행과정에서 그러한 신뢰의 결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과거 안전기술원의 역사에서는 다면평가와 비슷한 자료 

가 특정인의 의도에 따라 오용되었던 사례가 있어 그러한 걱정을 배가시키 

고 있었다. 또한 다면평가의 도입에 대한 기대에는 상사의 평가에 대한 보복 

의 심리로 상급자를 평가해보겠다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노출된다면 안전기술원에서 다면평가의 도입으로 기대하는 

효과 즉 고과의 선뢰성제고와 일방적 조직문화의 변화라는 긍정적 기능을 

훨씬 초과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다면평가의 도입의 당위성과 

함께 그 도입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는 형편 

m m 



이다. 그리고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 

다. 

3. 다면평가 제도 자체의 분석 

다면평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앞서의 장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다면평 

가제도의 효익과 문제점 및 비판에 대해서도 살펴 본 바 있다. 조직에 가져 

다줄 효익이 큰 만큼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점도 많이 노출 

되었다. 구성원의 자기인식이 높아지고 조직문화가 바뀌며 인사고과에 도입 

되는 경우 고과결과의 정확성이 제고되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보복심리와 

심리적 충격， 게임의 만연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앞서의 절에서 다면평가를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개발목적으로 

만 사용해야한다는 입장과 인사고과나 성과관리의 용도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논란이 

종식된 것은 아니나 구미기업의 경우 제반조건을 충족하변 인사고과 용도로 

의 다면평가도 효과적으로 도입， 운용될 수 있다는 입장도 적극 개진되고 있 

다. 또 이러한 입장에 힘입어 인사고과용도로의 전환도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면평가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용되면 조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조직에 위험도 매우 큰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국내조직의 도입사례분석 

가. 1990년대 후반의 기업에서의 많은 관심과 시행의 후퇴 

다면평가 또는 360도 피드백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당 

시에는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추 

진이 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경영환경에서 리더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었고 능력주의 인사의 강화를 위한 고과나 평가의 공정성 제고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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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앞 

다투어 다면평가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현재 

는 대기업에서는 그 시행이 다소 후퇴한 감이 있다.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유효성에 제한되는 기법인데다 구성원들 간의 팀원과 담합에 부정적인 

영향이 노출되어 우리 나라와 같은 기업풍토에서는 득보다 실이 큰 기법으 

로 그 시행이 유보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처우와 연관되는 인 

사고과의 방식에는 문제가 잇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들에서는 

다면평가의 취지를 살려 중요 직위(예: 임원)로의 승진에 차고자료로 활용하 

는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정부투자기관에서의 권장사항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측으로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다면평가 

제도의 채택이 권장사항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신보， 신용보증기금， 수자 

원공사， KOTRA, POSCO 등 공사나 공기업의 성향이 강한 기업들에서는 다 

면평가가 사용되고 있고 또 인사고과에도 일부지만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는 공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상사일방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는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면평가 본래의 목적인 개발용도나 구성원의 역량제고로의 활용에 

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참여정부에서의 공무원사회에서의 활용 

노무현정부가 들어선 이래 참여정부에서는 공무원사회에서도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다면평가에 대한 관섬이 제고되고 있다. 여기서는 개발용도나 성과 

관리용도로의 본격적인 사용보다는 중요 직급에서의 승진자 선정시 참고자 

료로 활용되고 었다. 

공무원 사회를 중심으로 몇몇 국내 조직에서의 다면평가의 도입활용 사례 

를 소개하면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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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국내조직에서의 다면평가제도의 도입활용 사례 

교육인적 

자원부 
LG전자 행정자치부 | 신세계백화점 중앙인사위원회 

-상사에 의한 1 

|부장 또는 팀장 
부하평가:전직원 l 

|급인 조직책임자 
-부하에 의한 ! 

1- 현 부서의 직 
상사평가: 과장 l 

|책수행기간이 3 
이상 전간부| 

|개월 미만인자 
←동료평가: 대리 | 

1제외 
이하 전사원| 

상사 1차는 직 

속상사 2차는 

차차상위자(2명) 

부하: 부원 또는 

팀원(10명) 

동료: 동일부문 

내 동료 조직책 

임자(5명) 

평가대상자와의 

관계기간이 3개 

월 미만인자는 

평가에서 제외 

능력(프로젝트 

기획력， 선견예 

측력， 부하육성 

지도력， 관리통 

솔력，창의력，결 

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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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조직에서의 다면평가제도의 활용과 관련된 잠정결론 

국내조직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대기업에서는 채택의 사례는 많지 않 

다. POSCO에서 보듯이 인사고과와 연결되지 않고 개발목적으로 활용되고 

인사고과에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만큼 다면평가는 국 

내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제도인 것이다.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정부의 권고에 의해 인사고과와 연결되어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 실제도입하고 있는 조직의 관계자와의 면접에 의하면 다면평가 

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다면평가를 인사고과에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험에서 나온 다면평가의 

의미와 문제점을 요약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국내기업의 다면평가 도입의 의미 및 문제점 

다면평가의 도입의 의의 | 시행상의 문제점 

• 상사일방과 권위주의적 조직 I • 상향적 평가에 대한 상사의 불쾌감 
문화의 풍토전환 I • 인사고과에 반영시 철저한 보안유지로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도덕적 | 원래의 개발목적으로 활용 불가능 

문제가 있는 간부직의 파악 I • 비밀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만점부여 

등 관대화 경향 

• 평정척도를 엄격히 지키는 평정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직원은 상대적으로 불리 

• 평가자들 간의 암묵적 담합평가 

·사적감정에 치우친 비객관적 평가 

제 2 절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도입의 가본방향 

이상에서의 환경분석， 내부적 여건분석， 제도자체에 대한 분석， 국내사례분 

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의 도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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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분한 준비기간의 설정 

다면평가의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 제도 

의 도입에 앞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다면평가의 도입은 안전기술원의 경우 인사고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 

한 방법의 하나로써 오래 전에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은 분명 안전기술원의 인사고과의 공정성을 높이는 측면이 존재할 수 

있고 상급자 일방의 평가와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의 불식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면평가의 도입이 이러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오 

히려 조직구성원간 불화를 조장하여 조직성과를 하락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는 것이다. 결국 다면평가의 도입이 인사고과의 공정성 제고를 통한 조직성 

과 향상이라는 도입의 기본가정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한 보다 

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다면평가는 조직문화와 개인에게 변화와 충격을 줄 수 있는 매우 민 

감한 제도이다. 이는 약에 비유하자면 매우 고농도의 처방이다. 따라서 조직 

의 변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나 또는 경쟁이 심하고 고객만족에 조직의 사 

활이 걸린 환경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조직에서 타당성이 높은 제도이다. 이 

상황에서는 약간의 부작용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므 

로 비상을 처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안전 

기술원의 문화의 변화가 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수 

하고서라도 이러한 민감한 제도를 사용할 만큼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것인 

가， 그에 따른 부작용을 무릅쓴 고농도의 처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다음으로는 다면평가의 도입을 통해 조직성과를 높이는데 기초요건 

인 조직에서의 신뢰 분위기의 정착에 미흡한 점이 었다는 것이다. 다면평가 

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조직에 상당한 신뢰의 분위기가 기본요건이 

다. 이러한 신뢰의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의 숭복이 안 됨은 물론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승복이 어려워지며 그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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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귀속하여 보복의 대상을 찾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의 다면평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타 조직에서의 다면평가제도의 추이 

에 대한 보다 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하며 다면평가 도입을 위한 조직내부에 

서의 신뢰의 조직문화 구축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일정기간 다면평가의 도입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는 졸속도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물론 이를 위 

해서는 노사협의 사항의 유보에 대한 구성원 설득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도입 추진시 기본방향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노사합의의 정선을 살려 어떤 형태로든지 다면평 

가의 도입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하에서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파일렷 테스트의 실시 

다면평가와 같은 조직풍토에의 영향력이 큰 기법은 시초부터 전면적 실시 

보다는 그 범위와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부분적 실시와 그 강 

도의 조절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웅하고 조직전체로는 학 

습효과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이 새로운 제도의 위험을 최 

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다면평가시행의 첫해에는 일부부서에서 파얼렷 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다면평가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연습도 

해봄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다른 파장과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나. 개발목적으로 부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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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의 초기 도입 시에는 범위뿐만 아니라 강도의 조절도 필요하다. 

그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결과와 실무자들의 지적과 같이 원자력안전기술원 

에서도 다면평가결과를 성과관리(인사고과)와 연결하기 전에는 우선 개발목 

적으로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면평가가 인사고과와 직접 연결되 

지 않을 시에는 피드백 수령자와 제공자가 상호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비 

교적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피드백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도 쌓아갈 

수 있다. 따라서 다면평가의 인사고과연결에 앞서 1-2년간의 파일릿 테스트 

와 병행한 개발용도의 다면평가 시행의 경험이 필요하다. 

다. 단계적 실시 

강도조절의 두 번째로는 인사고과로의 연결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다. 다면평가를 인사고과와 연결하더라도 초기에는 그 벼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반영비율을 최소화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는 추이를 보아 다 

소간 비율을 높여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파일렷 테 

스트의 실시와 개발용도로 부터의 시작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전 구성원에게 개발용도의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초기에도 주요 보 

직자나 간부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숭진이나 기관장의 인사고과시 참고 자 

료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라. 보안유지의 철저 

다면평가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엄격한 보안 

의 유지이다. 국내사레에서도 다면평가의 시행을 책임 맡고 있는 관리자나 

인사부서에서는 엄격한 비밀유지와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일반 조직구성원들은 엄격한 보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특히 전 

산부서에서의 공개 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사고과 용도의 

다면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피드백 자료에 대한 접근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평가자에 대한 엄격한 보안유지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동료평가나 상 

사평가와 같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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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부서의 사람들도 포함시켜 충분한 비밀유지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의 강 

구가 필요하다. 

마.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훈련 

다변평가(360도 피드백)가 조직내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취지와 효과적 운용에 대해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 전문가(David Bracken)는 “사람들이 정확한 피드 

백을 하게 만들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은 훈련을 통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면평가의 취지에 대한 일반적 교육도 필요하며 

편견 없는 피드백의 중요성， 그리고 피드백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훈련을 충 

분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다면평가의 시행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계층이나 사람들의 저항을 줄 

이는 효과도 갖는다. 

제 3 절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 절계 

본 연구의 진행과 병행하여 다면평가의 추진을 맡고 있는 인사팀에서는 

본 연구진과의 협의 하에 다변평가 실시를 기본설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안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노사협의를 거쳐 다면평가의 기본설계안을 

정하였다. 

1. 다면평가 설계(안) 

인사팀이 연구진과 협의하여 작성하여 제시한 안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 칙 

체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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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인사규정 제49조에 의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평가와 관련되는 제반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2조(공정평가) 

평가자는 평가결과가 피평가자의 승진， 표창， 전보 및 연봉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식하고 선중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채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평가”란 성과관리 담당부서의 성과평가계획에 의거 매년 수행되는 부서별 업 

무계획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면평가”란 개개인의 엽적이나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직제상의 소속 

부서 상하간， 동료간의 평가로 구분한다. 

3. “부서원평가”란 일정기간 같이 근무한 소속직원이 소속부서장 (실장， 팀장， 담당)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료평가”란 일정기간 같이 근무한 소속직원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서장평가”란 일정기간 같이 근무한 소속부서장이 소속직원을 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제4조(평가업무벌 담당부서) 

@ 인사담당부서는 인사평가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 성과관리담당부서는 성과평가계획에 의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부서평가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전산담당부서는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다. 

@ 각 부서장 및 사업책임자는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속부서원 또는 사업참여 

자 모두가 전산시스템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체5조(평가의 구분) 

φ 평가는 실시시기에 따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실시방법에 따라 부서평가 

(성과평가)와 다면평가(부서원평가 동료평가 및 부서장평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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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익년도 1월중에 1회 실시한다. 

@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별표4 

의 근무성적평가표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1. 피평가자의 수습기간이 완료된 경우 

2. 주요사업 또는 업무 등이 완료되어 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40 
'dT 

@ 부서평가는 성과관리담당부서의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상하반기 부서별 업무실적에 대 

하여 실시하는 성과평가에 의한다. 

@ 다면평가는 피평가자의 업무실적과 능력 및 태도에 대해 실시하는 부서장평가， 보직자 

로서 능력 및 태도에 대해 실시하는 부서원평가， 동료간 태도를 평가하는 동료평가로 구 

분하여 실시한다. 

제6조(평가시기 및 가준일) 

@ 평가대상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기간은 실근속기간으로 한다. 

@ 평가기준일은 평가대상 기간의 12월 31일로 한다. 

재7조(평가대상) 

@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의 평가등급은 최하등급(F등급)을 부여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수습기간중인 자 

2 평가대상기간 중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평가대상기간중 공무상 질병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3개월 이상의 휴직자 

4 기타 제외할 사유가 있는 자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동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파견한 자 

2. 기관의 목적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파견된 자 

채8조(평가요소 및 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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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는 부서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하며，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 면 평 가 

구 분 부서평가 

업무실적 "0= 력 태 도 

보직자 fi) 30 20 

비보직자 40 30 30 

@ 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 사업중에서 참여자에 대해 인사고과를 실시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다면평가 배점의 30% 범위내에서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당 참여율이 10%를 넘는 참여자에 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10%를 넘지 않는 참여자는 소속부서의 장이 평가한다. 

@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경우 사업 참여자의 다면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야 한다. 단， 보직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면평가 다면평가 

구 분 

업무실적 능력 태도 업무실적 능력 태도 

PM!참여자 28 21 14 12 9 6 

제9조(평가기준) 

@ 부서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기준일 현재 현 소속부서에서 4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현 소속부서장이 평 

가하고， 4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전 소속부서장이 평가. 단， 전 소속부서장이 피평가 

자와 4개월 이상 동일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경우에 한함. 

2. 피평가자가 평가기준일 현재 현 소속부서에서 4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전부서에서 

도 8개월이상 근무한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의 부서장이 평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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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또 다른 부서의 부서장에게 의견을 들어 평가할 수 있다 

@ 부서원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대상기간중 동일부서에서 8개월 이상 동일부서장과 근무한 경우 해당 부서장을 

평가 

2. 평가 대상기간중 동일부서에서 8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2인 이상의 부서장과 근무 

한 경우 4개월이상 근무한 부서장을 평가 

3. 평가 대상기간중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8개월 미만이고， 2인 이상의 부서장 

과 큰무한 경우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장을 평가 

@ 동료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대상기간중 동일부서 근무기간이 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동료를 

평가 

2. 평가 대상기간중 동일부서 근무기간이 8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소 

속부서의 동료를 평가 

3. 평가기준일 현재 현소속부서 근무기간이 4개월 미만이고， 8개 월이상 근무한 부서 

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의 동료를 평가 

@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각각 제시한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사정에 따른 대규모 인사이동시에는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 

할수 있다. 

@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얼 현재 3개월 이상 국내 • 외 파견자， 장기교 

육 훈련자 둥은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부서장의 부서장평가 점수(100%)로 확정한다. 

제2장 부서평가 및 다면평가 

제10조(부서평가) 

@ 부서평가는 성과관리담당부서의 성과평가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상하반기 평가결과에 

의한다. 단， 성과평가계획에 의한 부서평가의 세부시행방법은 성과관리담당부서에서 별도 

로정한다. 

@ 부서평가의 결과는 소속부서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 성과관리담당부서장은 부서평가의 결과를 정기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기한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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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서평가의 결과는 인센티브(평가성 성과급은 제외) 지급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급을 위한 세부 사항은 성과관리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채11조(다면평가) 

@ 평가결과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 (실장， 팀장， 담당)과 부 

서원간에 실시하는 부서원평가와 부서장 평가 및 부서원간에 실시하는 동료평가로 구분 

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 다면평가는 실 · 팀장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7조 제2항의 경우는 부서장 

평가만을 실시한다. 

@ 다면평가의 반영비율은 제8조 제1항의 다면평가 항목의 반영점수 100점중 평가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접한다. 

비보직자 평가 보직자평가 
구 분 확인자평가 

실적 능력 태도 실적 능력 태도 

보직자 부서장평가 40 30 m 50 20 10 :t:5 

동료평가 10 
비보직자 

부서원평가 10 10 

@ 다면평가의 결과는 연봉책정， 승진， 교육훈련 및 전보 등 인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체12조(상향펑가) 

@ 부서원평가는 보직자가 갖춰야 할 일반적 능력과 태도에 대해서 별표2의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부서원평가는 제9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이 소속부서장을 절대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평가자가 직접 전산프로그램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 평가자별 평가결과는 별표5의 부서원평가 집계표에 따라 집계하며， 인사담당부서는 집 

계결과의 평균을 개인별 인사평가에 최종 반영 한다. 

@ 부서원평가의 평가자별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 

체13조(동료평가) 

@ 동료평가는 별표3-1의 동료평가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별표3의 동료평가표에 개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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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만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동료평가는 제9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소속부서의 동료를 대상자 전체 평균 85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자별 평가결과는 별표 6의 동료평가 집계표에 따라 집계하며， 인사담당부서는 집 

계결과의 평균을 개인별 인사평가에 최종 반영한다. 

@ 동료평가의 평가자별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하향평가) 

@ 피평가자는 별표 1의 인사평가표중 자기관찰표를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인사평가표 작성시 피평가자는 평가기간중 주요업무 수행실적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 평가자는 피평가자 전원에 대해 평가요소에 따라 상대평가하고， 이를 직제상의 상위부 

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평가자는 피평가 대상자의 평균을 85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결과에 :t5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할 수 있다. 

@ 평가자는 A등급 또는 F등급으로 평가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채15조(인사평가 점수 및 등급벼율) 

@ 부서평가와 다면평가 결과 합산한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취득점수 00점이상 8croo 70-80 60,0 60점 미만 

Ej두二 닙l A B C D F 

둥급별 내용 뛰 매어우남 뛰어남 보통 약간 1 a-;=존f 
호，1-죠 -1i 

@ 제1항에 따른 등급구분 결과 부별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면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c-기[ 

깐，1:1 

인원배분 

A 

10% 

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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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가결과의 조정 및 활용 

채16조(평가결과의 조정) 

인사담당부서장은 각부간 평가결과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부서평가결과를 제외한 다 

면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거 조정 하여야 한다. 

그 조정계수는=전직원 평균치/부직원 평균치 

1. 개인별점수*조정계수 

(단， 개인별조정점수는 8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정계수(전직원평균치 및 부직원 평균치)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절사한다. 

체17조(조정평가) 

부별 조정이 끝난 평가결과에 대해 원장은 다음 각 호를 근거로 10 점 이내에서 조정평 

가를 할 수 있다. 단， 조정평가 결과 8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원자력안전규제에의 공헌도 

2. 안전기술원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채18조(확정) 

인사평가의 성적은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체19조(인사평가 결과의 활용) 

@ 인사평가 결과는 연봉책정， 승진， 교육훈련 및 전보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정기평가에 의한 결과는 연봉책정시 평가성 성과급 지급에 반영한다. 

@ 인사평가 성적이 A등급인 직원중에서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직원은 제외한다.(현재 총?1 원의 2%규적 삭제) 

1. 책임급 직원 

2. 입원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3. 평가숭급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4. 승격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5. 원장의 조정평가에 의하여 A등급이 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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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포상 및 전보) 

@ 인사평가성적이 탁월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시 이를 반영한다. 

@ 자기관찰표 및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부서로 전보 

하게 할 수 있으며， 인사평가 성적이 2회 이상 D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에는 타부서로 전보시킬 수 있다. 

@ 인사담당부서장은 인사평가결과 타부서로 전출을 원하는 직원을 종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채21조(유급 및 면직 ) 

@ 인사평가 성적이 F동급인자에 대하여는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력평점 조정을 1 

년간 유보할 수 있다. 

(2) 3회 연속 F등급자에 대하여는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 인사평가 성적이 F등급으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인사담당 부서장은 그 결과를 본인 

및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채4장 소명 둥 

채22조(소명) 

@ 인사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하고， 해당위원회 

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이때 인사 담당부서장은 소명내용을 평가자에게 열람케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한 소명결과가 해당위원회에서 이유있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은 그 사유를 평가자에게 송부하여 재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항에 의한 재평가를 의뢰받은 평가자 및 확인자는 재평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송 

부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복할 경우에는 해당위원회에서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채23조(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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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은 평가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평가요령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결과의 열람) 

인사평가의 결과는 본인의 요청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동료 평가 및 부서원평가의 개 

인별 평가 자료는 비공개로 하되 평균 점수는 열람할 수 있다. 

2. 노사간의 협의안 

앞서 제시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수회의 노사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잠정적으 

로 확정된 안은 다음과 같다. 이중 밑줄 친 부분은 당초 제시안이 수정된 부분을 

의미한다. 

재l장총 칙 

체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사규정 제49조에 의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곡관와 관련되는 제반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2조(공정평가) 

평가자는 평가결과가 피평가자의 승진 표창 전보 및 연봉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식하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체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평가”란 성과관리 담당부서의 성과평가계획에 의거 매년 수행되는 부서별 업 

무계획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면평가”란 개개인의 업적이나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직제상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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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간， 동료간의 평가로 구분한다. 

3. “갚활펼간”란 직제삿의 직상위자를 평가하는 것(부장은 심 • 팀 작이. 심 · 팀작은 직 

월외j을 말한다. 

4. “올료평간”란 직위삿 통임 계츄끼리 펴가하는 것(천문위원간. 부작간. 소속 심 • 텀 

작간. 소속 심 • 튀원까)을 말한다. 

5. “학활펼간”란 일정기간 같이 근무한 소속부서장(부장. 심 • 팀잣)이 소속직원을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업무벌 담당부서) 

@ 인사담당부서는 인사콕곽-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 성과관리담당부서는 성과평가계획에 의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부서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전산담당부서는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다. 

@ 각 부서장 및 사엽책임자는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속부서원 또는 사업참여자 

모두가 전산시스템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재5조(평가의 구분) 

CD 곤곽는 실시시기에 따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실시방법에 따라 부서평가 

(성과평가)와 다면평가(삼향펴가. 통료펴가 및 하향펴가)로 구분한다. 

@ 정기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익년도 1월중에 1회 실시한다. 

@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별표4 

의 근무성적평가표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1. 피평가자의 수습기간이 완료된 경우 

2. 주요사업 또는 업무 등이 완료되어 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서펴가는 성과관리담당부서의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삿하바기 부서병 엽무심적에 대 

하여 섣시하는 성과평가에 의한다. 

@ 다면평가는 피평가자의 업무실적과 능력 및 태도에 대해 실시하는 한량평가， 보직자로 

서 능력 및 태도에 대해 실시하는 갚량평가 동료간 태도를 평가하는 동료평가로 구분하 

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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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평가시가 및 기준일) 

@ 평가대상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기간은 실근속기간으로 한다. 

@ 평가기준일은 평가대상 기간의 12월 31일로 한다. 

재7조(평가대상) 

(D 다음 각 호의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다. 

1. 평가기준임 혀재 수습기까 중이거나 신규직임으로서 수습기까음 제외하 기까이 4 

개원 미만인 자 

2 편가대상기간중 중정계처분음 반은 자 

3. 공무상 침병에 의한 겪우를 제외하 휴직자로서 평가 대삿기간중 근무기간이 4개 

월 미만인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최하듀급음 부여하다. 

1. 신규직원으로서 수습기간음 제외하 근무기간이 4개월 이삿 8개월 !1요암L좌 

2. 공무삿 짐벽에 의하 격우를 제외한 휴직자로서 평가대상기간중 근무기간이 4개월 

이삿 8개월 미만인 자 

제8조(평가요소 및 비율) 

CD 평가요소는 부서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하며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 면 평 가 

구 분 부서평가 

업무실적 
L-

력 태 도 。

보직자 fÐ 30 20 

비보직자 40 30 30 

@ 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 사업중에서 참여자에 대해 인사고과를 실시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다면평가 배점의 30% 범위내에서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당 참여율이 10%를 넘는 참여자에 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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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를 넘지 않는 참여자는 소속부서의 장이 평가한다. 

@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경우， 사업 참여자의 다면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야 한다. 단， 보직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면평가 다면평가 

구 분 

업무실적 능력 태도 업무실적 능력 태도 

PM!참여자 a 21 14 12 9 6 

채9조(평가기준) 

@ 화량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기준일 현재 현 소속부서에서 4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현 소속부서장이 평 

가하고， 4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전 소속부서장이 평가. 단， 전 소속부서장이 피평가 

자와 4개월 이상 동일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경우에 한함. 

2. 피평가자가 평가기준일 현재 현 소속부서에서 4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전부서에서 

도 8개월이상 근무한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의 부서장이 평가. 단， 

이 경우 또 다른 부서의 부서장에게 의견을 들어 평가할 수 있다. 

@ 갚할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대상기간중 동일부서에서 8개월 이상 동일부서장과 근무한 경우 해당 부서장을 

평가 

2. 평가 대상기간중 동일부서에서 8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2인 이상의 부서장과 근무 

한 경우 4개월이상 근무한 부서장을 평가 

3. 평가 대상기간중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8개월 미만이고， 2인 이상의 부서장 

과 근무한 경우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장을 평가 

@ 동료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대상기간중 동일부서 큰무기간이 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동료를 

평가 

2. 평가 대상기간중 동일부서 근무기간이 8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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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부서의 동료를 평가 

3. 평가기준일 현재 현소속부서 근무기간이 4개월 미만이고， 8개 월이상 근무한 부서 

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의 동료를 평가 

@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각각 제시한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사정에 따른 대규모 인사이동시에는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 

할수 있다. 

@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국내 · 외 파견자， 장기교 

육 훈련자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부서장의 부서장평가 점수(100%)로 확정한다. 

째2장 부서팽가 및 다면평가 

째10조(부서평가) 

@ 부서평가는 성과관리담당부서의 성과평가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상하반기 평가결과에 

의한다. 단， 성과평가계획에 의한 부서평가의 세부시행방법은 성과관리담당부서에서 별도 

로정한다. 

@ 부서평가의 결과는 소속부서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 성과관리담당부서장은 부서평가의 결과를 정기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기한내에 

인사담당부서 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서평가의 결과는 인센티브(평가성 성과급은 제외) 지급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급을 위한 세부 사항은 성과관리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채11조(다면평가) 

CD 평가결과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부서 직삭위자(부장은 심 • 닦잣 

이. 심 • 닦잣온 직원이)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상향 펴가 및 소속부서작(부잣. 심 • 팀장. 담 

탕)이 부서워에 대하여 심시하 는 하향평가와 직위상 각 계층간(챈문위워까. 부작간. 소속 

섣 · 팀잣 빛 심워까)에 실시하는 동료평가로 구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 다면평가는 부장 이하 천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7조 제4핫 제1호 내지 제2호는 

부서장평가만을 실시한다. 

@ 다면평가의 반영비율은 제8조 제1항의 다면평가 항목의 반영 점수 100점중 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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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비보직자 평가 
보직자평가 확인자 

二’l 닝 lL1 1차평가자 2차평가자 
평가 

실적 능력 태도 실적 능력 태도 실적 능력 태도 

부서장평가 35 'z1 18 5 3 2 50 20 10 :1:5 
보직자 

동료평가 v 비보직자 
부서원평가 10 10 

@ 다면평가의 결과는 연봉책정， 승진， 교육훈련 및 전보 등 인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상향평가) 

@ 쏘활평가는 보직자가 갖춰야 할 일반적 능력과 태도에 대해서 직삿위자(부잣은 심팀작 

이. 질팀장은 소속직원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2의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 

다. 

@ 갚합평가는 저119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이 소속부서장을 절대평가하며， 평가결 

과는 평가자가 직접 전산프로그램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 평가자별 평가결과는 별표5의 갚할평가 집계표에 따라 집계하며， 인사담당부서는 집계 

결과의 평균을 개인별 인사평가에 최종 반영한다. 

@ 갚향평가의 평가자별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 

제13조(동료평가) 

@ 동료평가는 별표xx와 동료평가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별표3의 동료평가표에 펼간화보 

앞할단. 

@ 동료평가는 제9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직위상 각 계츄까(천문 위워까. 부작까. 소속 

설 · 팀장 및 심워깐) 통료름 대삿자 천체 펴균 80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자별 평가결과는 별표 6의 동료평가 집계표에 따라 집계하며， 인사담당부서는 집 

계결과의 평균을 개인별 인사평가에 최종 반영한다. 

@ 동료평가의 평가자별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 

- 115 -



제14조(하향평가) 

@ 피평가자는 별표 xx의 인사평가표중 자기관찰표를 작성하여 1. 2차 평가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1. 2차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제출하 자기관찰표 등음 참조하여 제15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펴가하여야 하다. 

@ 평가자는 피평가 대상자의 평균을 잃접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자는 A등급 또는 E둥급으로 평가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피평가자는 인사평가표 작성시 평가기간중 주요업무 수행실적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채15조(인사평가 점수 및 등급비율) 

@ 부서평가와 다면평가 결과 합산한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취득점수 00점이상 8(roo 70-80 60,0 60점 미만 

1I:5「닙 -r_ A B C D F 

등급별 내용 뛰 매어우남 뛰어남 잘합 복동 놓활 
」

@ 제1항에 따른 등급구분은 통료펴가와 하핫펴가에 갚용화!1 단.A등급 10%. B등급 

20% 외에는 캉제 배분함 수 없다. 

채3장 평가결과의 조정 및 활용 

제16조(평가결과의 조정) 

인사담당부서장은 각부간 평가결과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면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그 조정계수는 = 전직원 평균치/부직원 평균치 

1. 개인범 조젓적수 = 개인별 다면평가 점수 X 조정계수 

2. 조정계수(전직원평균치 및 부직원 평균치)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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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정평가) 

부별 조정이 끝난 평가결과에 대해 원장은 다음 각 호를 근거로 대삭직원의 5% 범위내에 

서 5점의 가점으로 조정평가를 할 수 있다. 

단， 조정평가로 인하여 100점음 초과할 수 없다. 

1. 원자력안전규제에의 공헌도 

2. 안전기술원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확정) 

인사고과 결과는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채19조(언사평가 결과의 활용) 

@ 인사콕곽 결과는 연봉책정， 승진， 교육훈련 및 전보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정기평가에 의한 결과는 연봉책정시 평가성 성과급 지급에 반영한다. 

@ 인사곤곽 성적이 A등급인 직원중 2%범위에서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직원은 제외한다.(혀재 총c;> l 워의 2%규적 삭 

젠j 

1. 책임급 직원 

2. 입원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3. 평가승급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4. 승격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5. 원장의 조정평가에 의하여 A등급이 된 직원 

채20조(포상 및 전보) 

@ 인사고과 성적이 탁월하 자는 포상시 이를 반영한다. 

@ 각 부서장은 인사고과겸과에 따라 본인이 위함 겸우 적합하 직무를 부여하거나 새로 

운 부서로 천보하게 할 수 있으며. 인사고과 섞적이 2회 이삭 D듀급 이하임 겸우에는 뷰 

?1과 협의하여 타부서로 천보시킴 수 있다. 

@ 인사담당부서장은 인사곡곽결과 타부서로의 천춤 희망여부를 종합하여 원작에게 보고 

하고. 이름 직원 천보계획에 반엿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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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유급 및 면직) 

@ 인사콕곽 성적이 E둠효인자에 대하여는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력평점 조정을 1 

년간 유보할 수 있다. 

CZ> 3회 연속 E등급자에 대하여는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 인사평가 성적이 E등급으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인사담당 부서장은 그 결과를 본인 

및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채4짱 소명 등 

째22조(소명) 

@ 인사곡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하고， 해당위원회 

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이때 인사 담당부서장은 소명내용을 평가자에게 열람케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한 소명결과가 해당위원회에서 이유있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은 그 사유를 평가자에게 송부하여 재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항에 의한 재평가를 의뢰받은 평간좌는 재평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 

다. 

@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복할 경우에는 해당위원회에서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채23조(사전교육)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은 평가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평가요령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24조(평가결과의 열람) 

인사곡관의 결과는 본인의 요청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동료 평가 및 부서원평가의 개 

인별 평가 자료는 비공개로 하되 평균 점수는 열람할 수 있다. 

- 118 -



제 4 절 기존인사고과의 개정 

본 연구에서는 다면평가도입의 검토와 아울러 기존의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서의 인사고과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 역량평가로의 전환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인사고과는 엽적 · 능력 · 태 

도고과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고과는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위에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진제국을 중심으로 능력고과 

와 태도고과를 역량(competency)고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능력과 

태도가 장기적인 잠재력을 의미하여 업무실적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판 

단에 근거해서이다. 따라서 엽적이나 실적과 비교적 연동되는 고성과자의 행 

동 특성 즉 역량을 추출하여 이를 평가지표화하는 컴피턴시 평가가 늘어나 

는 추세에 었다. 

이러한 평가추세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사고과 

를 역량평가체제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가. 역량평가의 기본체계 

기존의 엽적·능력·태도고과에서 업적·기본역량·전문역량의 체제로 개편하 

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직자의 경우에는 리더십 역량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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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새로운 인사고과체계의 구성 

기존 인사고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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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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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다
 

로
 ( 

새
 

엽적고과 업적고과 

태도고과 i 

r 기본역량 고과 

능력고과 전문역량 고과 

리더섭 역량 고과 

나. 평가요소 및 비율 

새로운 고과에서는 평가요소는 부서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되며 그 비율 

은 <표 5-5>와 같다. 

<표 5-5> 평 가요소 및 비 율 

구 분 부서평가 
다면평가 

업적 기본역량 전문역량 리더십역량 

보직자 50 20 20 10 

비보직자 40 30 30 
L--

다. 엽적고과의 구성 

엽적고과는 <표 5-6>에서 보듯이 구성원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업무의 완 

성도， 조직에의 기여도， 성과달성노력， 업무의 난이도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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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업적고과의 구성요소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배점) 

업무의 완성도 주어진 과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정해진 기 

(25점) 일내에 완성하는 정도 

조직에의 기여도 
업무수행이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25점) 

성과달성노력 
성과를 이루려는 노력의 정도 

(25점) 

업무의 난이도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콘란도 

(25점) 

라. 기본역량의 구성 

기본역량이란 안전기술원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요소로 <표 5-7>에 나온 것처럼 책임의식， 업무에의 성실성， 윤리의식， 협조 

능력， 프로의식 등으로 구성된다. 

<표 5• 7> 기본역량의 구성요소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배점) 

책임감 업무수행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입장을 정확 

(20점) 히 이해하고 철저한 책임의식을 갖춘 정도 

업무에의 성실성 
업무를 성설하게 수행하려는 자세 

(20점) 

윤리의식 부정과 의혹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20점) 처리하는 능력 

협조능력 타인 및 타부서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 

(20점) 1τ 。 력 

프로의식 자신의 업무에 있어 타인에게 뒤지지 않으려 

(20점) 고 노력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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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문역량의 구성 

전문역량이란 조직성과와 연결되는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을 말하는 것이 

다. 전문역량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것으로써 <표 5-8>에서 보는 것들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표 5-8> 전문역량의 구성요소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종합판단력 
업무수행에 있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정보활용력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활용하며 정보공유를 하는 ;력 

업무숙지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스킬을 지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업무개선력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을 이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로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 

현장문제해결 기술력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식과 기술의 보유와 발휘의 정도 

선진기술 소화력 
업무수행에 펼요한 선진 지식· 기술의 습득과 업무 

적용 

기획력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을 체계적 。로 강구하는 ;력 

상담교섭력 
이해관계자간 이해를 상호조정하고 조직을 위해 자 

원을 확보하는 능력 

기초기술능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능력의 보유와 발 

휘정도 

고객만족 
조직의 대내외의 고객의 요구에 부용하고 좋은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전문역량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부서별로 직무특성의 

차이에 따라 그 구성을 다소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5-9>에서 보듯이 

전문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업무숙지력은 모든 

부서의 공통요소로 하고 부서의 특성에 따라 두 요소는 개별요소로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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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달리하였다. 

<표 5-9> 부서 별 전문역 량의 구성 

꾀흔느 공통요소 개별요소 

기획부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엽 nι지려 
기획력 

，-그ï""19 

상담교섭력 

안전규제부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업 U /--지려 
현장문제해결기술력 

T속 「
기초기술;력 

안전평가부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업무숙지력 
현장문제해결기술력 

업무개선력 

규제기술연구부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업무숙지력 
현장문제해결기술력 

선진기술 소화력 

방사선안전센터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업무숙지력 
현장문제해결기술력 

기획력 

행정부 종합판단력 정보활용력 업무숙지력 
업무개선력 

고객만족 

바. 리더십 역량의 구성 

보직자의 경우에는 기본역량과 전문역량 외에 리더십 역량을 평가하였다. 

리더십 역량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는 <표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팀 

원조성， 업무추진， 공정평가， 대외관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5-10> 리더십 역량의 구성요소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배점) 

팀워조성 부서를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하의 힘을 최대한으로 

(25점) 발휘시키는 능력 

업무추진 뚜렷한 소선을 갖고 장애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기일내 목표 

(25점) 를 달성하는 능력 

공정평가 
공정하게 부하를 평가하며 상벌의 질서를 세우는 능력 

(25점) 

대외관계 조직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타부서나 조직외부와 협력하며 외 

(25점받완띈 교섭， 조정 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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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부 보직자의 경우에는 리더십 역량의 구성요소 중 상대적으로 

대외관계의 비중이 적다고 보아 대외관계를 부하육성으로 대체하였다. 즉 행 

정부 보직자의 리더십 역량은 팀워 조성， 업무추진， 공정평가， 부하육성 등으 

로 구성하였다. 

2. 부서평가의 시행 

개인중심의 인사고과가 체계화되고 강화됨에 따라 그에 병행해서 부서중 

심의 집단평가요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평가의 강화는 집 

단의 팀워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서내 응집력 

을 강화하고 개인평가의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부서평가도 시 

행할 필요가 있다. 

부서평가의 결과는 해당 부서원의 인사고과(다면평가)에 일정비율을 반영 

하는 방안이 보편적이다. 

3. 사업책임자의 평가의 반영 

인사고과의 해당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의 인사고과에는 당연 

히 사업의 책임자가 일정부분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인사고과는 일정기간 동 

안의 해당인사의 업적과 성과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 사업 중에서 참여자에 대해 인사고과 

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면평가 배점의 

30%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 당 참여율이 10%를 넘 

는 참여자에 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10%를 넘지 않는 참여자는 소속부서 

의 장이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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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인 사 고 과 표 

l. 자기 관찰 

가. 인적 사항 

(19 .생) 

나. 근무실적， 수행능력 및 태도 

내 용 자 기 평 가 

• 고과기간내 처리한 직무의 양? 
• 담당업무중 특기할 만한 성과는? 

· 담당직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의 
활용정도는? 

· 직무에 대해 창의력을 활용해서 
처리한 업무는? 

· 직무수행을 위한 적극성， 책임감 
및 사명의식은? 

· 직무수행을 위한 상하， 동료간의 
인화 협조는? 

• 직무수행에 임하는 자세 태도 및 
제반 근무 상황은? 

다. 담당업무 및 희망분야 등 

주요 수행업무실적 
및 담당 업무 내용 

소속부서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담당엽무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희망부서 • 업무분야 희망부서 : 희망분야: 
및 희망사유 희망사유: 

소속부서장에 대한 건의 

라. 안전기술원 발전을 위한 건의 및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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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엽적고과(공통)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가척도 

평가 

(배점) 점수 

탁월 (25) 
업무의 완성도에 있어 조직구성원 상위 

10%에 들만큼 탁월 

업무의 
주어진 과엽을 

우수(21) 
엽무의 완성도에 있어 다른 구성원보다 

완성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 。-끼 /•‘ 

(25점) 
정해진 기일내에 

보통(17) 평균정도의 업무완성도 
완성하는 정도 

미홉(3) 때때로 미흡함이 있는 업무완성도 

불량(10) 문제가 많은 업무수행과 완성도 

탁월 (25) 조직발전에 매우 핵심적인 업무 수행 

우수(21) 조직발전에 기여가 큰 업무수행 

조직에의 업무수행이 
보통(7) 

조직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업무 

기여도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수행 
(25점) 정도 

미흡(3) 조직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업무수행 

불량(0) 
조직발전에 장애를 주는 빈번한 업무수 
행 

탁월 (25) 
주어진 일이상의 일을 최선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개선하려 노력 

우수(21) 주어진 일의 최선의 노력으로 달성 
성과달성 

성과를 이루려는 보통(17) 주어진 일에 대한 필요한 노력을 경주 
노력 

(25점) 
노력의 정도 

업무에 대한 노력이 때로 부족할 때가 
미흡(3) 

있음 

불량(0) 
업무에 대한 개선과 달성의지가 항상부 
츠←죠1 

탁월 (25) 매우 어려운 일을 훌륭하게 수행 

업무의 
우수(21) 다소 어려운 일을 훌륭하게 수행 

난이도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보통(7) 보통의 일을 무난하게 수행 
곤란도 

(25점) 
미흡(13)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을 미흡하게 수행 

불량(10) 쉬운 일을 미흡하게 수행 

1. 고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고과자의 주관을배제하고 객 계 

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고과하여 고과요소별 평가자란에 “ 0" 

표시. 

2. 고과등급 및 분포비율 기준에 따라 고과하여야 함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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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역량 고과(공통)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가척도 

평가 

(배점) 점수 

업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 
탁월(20) 식하며 결과 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려 

고 한다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16) 

업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 
자신의 역할과 식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 

책임감 입장을 정확히 
업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나 가 

(20점) 이해하고 철저한 보통(12) 

책임의식을 갖춘 
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정도 
미흡(08) 

업무에 대한 역할인식이 부족하며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할 때가 있다 

불량(04) 
업무에 대한 역할인식이 부족하며 결과에 

대해서도 항상 책임회피 

탁월 (20) 
맡은 바 엽무를 최선의 노력으로 열섬히 

수행하려고 한다 

업무에의 
업무를 성실하게 

우수(16)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려고 한다 
λ。g~λ。4

수행하려는 자세 보통(12) 업무에 대해 비교적 성실하다 
(20점) 

미흡(08) 업무에 대해 성설치 못할 때가 가끔 었다 

불량(04) 업무에 대한 성실성에 문제가 많다 

탁월(20) 
업무처리에 있어 무사공평하며 철저한 윤 

리의식이 있다 

우수(16) 업무처리에 있어 무사공평한 편이다 
부정과 의혹없이 

업무처리에 큰 문제는 없으나 공사가 가 
윤리의식 공정하고 보통(12) 

(20점) 투명하게 업무를 
끔 불분명할 때가 있다 

처리하는 능력 
미흡(08) 

공과 사의 구분이 분명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간혹 있다 

불량(04) 
공과 사가 불분명하며 윤리감의 부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탁월(2이 
타인이나 타부서와 협조를 끌어내는데 닥 
월하다 

우수(16) 
타인이나 타부서와 원만하게 협조를 이룩 

타인 및 타부서와 하고 있다 

협조능력 협조적으로 
보통(12) 

타인이나 타부서와 그럭저럭 지내는 편이 

(20점) 엽무를 수행하는 다 

능력 
미흡(08) 

타인이나 타부서와 협조를 이룩하는데 조 

금 문제가 있다 

불량(04) 
타인이나 타부서와 전혀 협조관계를 유지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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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업무처리에 있어 남에게 뒤지지 

탁월 (20) 않지만 일층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한다 

우수(6) 
업무처리에 있어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엽무에 
꾸준히 노력한다 

프로의식 
있어 타인에게 

보통(2) 
타인에 비해 업무처리가 뒤지지는 않으나 

(20점) 
뒤지지 않으려고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다 

노력하며 새롭게 
업무처리 능력이 미흡함에도 자신의 업무 

도전하는 자세 
마흡(08) 추진 능력을 개선하려고 효과적으로 노력 

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처리 능력이 미흡함에도 자신의 업무 
불량(04) 추진 능력을 개선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 고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고과자의 주관을 배 계 

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고과하여 고과요소 

별 평가자란에 “ 0" 표시. 

2. 고과둥급 및 분포비율 기준에 따라 고과하여야 함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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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역량 고파 

(기획부)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배점) 

업무수행에 있어 

종합 상황을 정확히 

판단력 판단하고 적절한 

(20점)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업무에 필요한 

정보 
새로운 정보를 

활용력 
수집분석하고 

(20점) 
업무에 활용하며 

정보공유를 하는 
1。-- = 」1j1

업무수행에 

업무 필요한 지식과 

숙지력 스킬을 충분히 

(20점) 지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평가척도 
평가 

점수 

탁월 (20)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 

방을 제시하는데 탁월하다 

우수(16)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 

방을 비교적 잘 제시한다 

보통(12) 상황판단이 비교적 적당한 편이다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 제시 
미흡(08) 

에 가끔 문제가 있다 

불량(04)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 제시 

의 능력이 없다 

업무에 펼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닥월 (20) 업무에 활용하며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성원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 

우수(16) 고 업무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꽤 있는 

편이다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보통(12) 업무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다소 있는 

편이다 

미흡(08) 
업무에 펼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불량(04)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탁월 (20)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완벽하게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우수(16)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킬을 충분하게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λ킬을 어느 정 
보통(12) 

도 갖고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미흡(08)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A킬을 갖추고 

활용하는데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 

불량(04)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킬을 갖추고 

활용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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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닥월 (20)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우수(16)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조직의 문제점을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잘 강구한다 

파악하고 이를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기획력 해결할 수 있는 보통(12)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하는 능력이 
(20점) 방안을 무난하다 

체계적으로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강구하는 능력 
미흡(08)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하는 능력이 

다소 미흡하다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불량(04)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해관계자간 이해를 상호조정하고 조직을 

탁월 (20) 위해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 

다 

이해관계자간 이해를 상호조정하고 조직을 

우수(16) 위해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을 잘 갖추고 있 
이해관계자간 다 

상담 
이해를 

이해관계자간 이해를 상호조정하고 조직을 

교섭력 
상호조정하고 

보통(12) 위해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을 그런대로 갖 

(20점) 
조직올 위해 

추고 있다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 이해관계자간 이해를 상호조정하고 조직을 

미흡(08) 위해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이 다소 미흡하 

다 

이해관계자간 이해를 상호조정하고 조직을 

불량(04) 위해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 

다 

1. 고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고과자의 주관올 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고과하여 고과 

요소별 평가자란에 “。” 표시. 
2. 고과퉁급 및 분포비율 기준에 따라 고과하여야 함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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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부)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가척도 

평가 
(배점) 점수 

탁월 (20)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 

방을 제시하는데 탁월하다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16)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 

종합 상황을 정확히 
방을 비교적 잘 제시한다 

판단력 판단하고 적절한 보통(12) 상황판단이 비교적 적당한 편이다 
(20점) 해결안을 제시할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 제시 
수 있는 능력 미흡(08) 

에 가끔 문제가 있다 

불량(04)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 제시 

의 능력이 없다 

업무에 펼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탁월 (20) 업무에 활용하며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성원과 공유하려 노력이 돋보인다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필요한 우수(16) 엽무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꽤 있는 편 

정보 
새로운 정보를 이다 

활용력 
수집분석하고 

엽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20점) 
업무에 활용하며 

보통(12) 업무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다소 있는 
정보공유를 하는 

능력 
편이다 

미흡(08)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불량(04)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탁월 (20)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완벽하게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우수(16)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충분하게 

업무수행에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업무 필요한 지식과 

업무수행에 펼요한 지식과 스킬을 어느정도 
숙지력 〈킬을 충분히 보통(12) 

갖고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20점) 지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미흡(08)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까‘킬을 갖추고 

활용하는데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 

불량(04)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λ킬을 갖추고 

활용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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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탁월 (20) 있는 지식 기술을 완벽히 갖추고 이를 발 

휘하는데 있어 탁월하다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업무현장에서 
우수(6) 있는 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잘 발 

발생하는 문제를 
휘하고 있다 

현장문제 
해결 해결할 수 있는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보통(2) 있는 지식·기술을 어느정도 보유 발휘하 
기술력 지식·기술의 고 있다 
(20점) 보유와 발휘의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정도 미흡(08) 있는 지삭 기술의 보유와 발휘에서 다소 l 

문제가 있다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불량(04) 있는 지식·기술의 보유와 발휘에 있어 매 

우 부족하다 

닥월 (20) 
업무수행에 휠요한 기초적인 기술능력의 1 

보유와 발휘가 매우 뛰어나다 

우수(6)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능력을 

업무수행에 보유하고 있고 잘 발휘하고 있는 편이다 
기초기술 

필요한 기초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능력의 
。력 보통(12) 

(20점) 
기술능력의 보유와 발휘가 그런대로 괜찮다 

보유와 발휘정도 
미흡(08) 

업무수행에 펼요한 기초적인 기술능력의 
보유와 발휘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 

불량(04) 
업무수행에 펼요한 기초적인 기술능력의 

보유와 발휘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 l 

1. 고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고과자의 주관을 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고과하여 고과 

요소별 평가자란에 “ 0" 표시. 

2. 고과등급 및 분포비율 기준에 따라 고과하여야 함 확인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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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부)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가척도 

평가 
(배점) 점수 

탁월 (20)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을 제시하는데 탁월하다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6)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종합 상황을 정확히 처방을 비교적 잘 제시한다 

판단력 판단하고 적절한 보통(2) 상황판단이 비교적 적당한 편이다 

(20점) 해결안을 제시할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 제 

즈l= 。λλl~ 조 。二i2'j
미흡(08) 

시에 가끔 문제가 있다 

불량(04)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 제 

시의 능력이 없다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 

탁월 (20) 고 업무에 활용하며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 

으로 구성원과 공유하려 노력이 돋보인다 

엽무에 펼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 

우수(6) 고 엽무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꽤 있 
업무에 필요한 

는 편이다 

정보 
새로운 정보를 

업무에 펼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 
수집분석하고 

활용력 보통(2) 고 업무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다소 
업무에 활용하며 

(20점) 있는 편이다 
처。 스 H亡그 。~%능 E흐 i>H:= 

능력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 

미흡(08) 고 업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편이 

다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 

불량(04) 고 업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 

다 

탁월 (20)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A킬을 완벽하 

게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우수(16)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컬을 충분하 

업무수행에 
게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업무 필요한 지식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λ킬을 어느정 

숙지력 스컬을 충분히 보통(2) 
도 갖고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20점) 지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미홉(08) 
업무수행에 펼요한 지식과 A킬을 갖추고 

활용하는데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 

불량(04)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A킬을 갖추고 

활용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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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현장에서 반생하는 문제를 해견항 획 
탁월 (20) 있는 지식·기술을 완벽히 갖추고 이를 

휘하는데 있어 탁월하다 

엽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업무현장에서 우수(16) 있는 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잘 발 

발생하는 문제를 
휘하고 있다 

현장문제 
해결 해결할 수 있는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논 문제를 해결할 수 

기술력 지식·기술의 
보통(12) 있는 지식·기술을 어느정도 보유 발휘하고 

있다 
(20점) 보유와 발휘의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정도 미흡(08) 있는 지식·기술의 보유와 발휘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엽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불량(04) 있는 지식·기술의 보유와 발휘에 있어 매 

우 부족하다 

자신의 엽무에서 개선을 이룩하고 새로운 
탁월(20) 아이디어로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을 이룩하고 새로운 

우수(16) 아이디어로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이 훌륭 
자신의 업무에서 하다 

업무 
개선을 이룩하고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을 이룩하고 새로운 
개선력 

새로운 
보통(12) 아이디어로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이 었 

(20점) 
아이디어로 

편이다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을 이룩하고 새로운 
미흡(08) 아이디어로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을 이룩하고 새로운 
불량(04) 아이디어로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에 매우 

문제가 많다 

1. 고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고과자의 주관을 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고과하여 고과 

요소별 평가자란에 “ 0" 표시. 

2. 고과등급 및 분포비율 기준에 따라 고과하여야 함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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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술연구부)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가척도 

평가 
(배점) 점수 

탁월 (20)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 

방을 제시하는데 탁월하다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16)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 

종합 상황을 정확히 
방을 비교적 잘 제시한다 

판단력 판단하고 적절한 보통(12) 상황판단이 비교적 적당한 편이다 
(20점) 해결안을 제시할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 제시 
수 있는 능력 미흡(08) 

에 가끔 문제가 있다 

불량(04)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 제시 

의 능력이 없다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탁월 (20) 업무에 활용하며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성원과 공유하려 노력이 돋보인다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필요한 우수(16) 업무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꽤 있는 편 

정보 
새로운 정보를 이다 

활용력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펼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20점) 
업무에 활용하며 

보통(12) 업무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다소 있는 
정보공유를 하는 

편이다 
능력 

미흡(08)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불량(04)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탁월 (20)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완벽하게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우수(16)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충분하게 

업무수행에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업무 필요한 지식과 

엽무수행에 펼요한 지식과 스킬을 어느정도 
숙지력 〈킬을 충분히 보통(12) 

갖고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20점) 지니고 활용할 수 

이λA 느L-느 。려--; 
미흡(08)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A킬을 갖추고 

활용하는데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 

불량(04) 
업무수행에 펼요한 지식과 스킬을 갖추고 

활용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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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탁월 (20) 있는 지식·기술을 완벽히 갖추고 이를 발휘 

하는데 있어 탁월하다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우수(16) 있는 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잘 발휘 
업무현장에서 하고 있다 

현장문제 발생하는 문제를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해결 해결할 수 있는 
보통(12) 있는 지식·기술을 어느정도 보유 발휘하고 

기술력 지식·기술의 

(20점) 보유와 발휘의 
있다 

정도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미흡(08) 있는 지식-기술의 보유와 발휘에서 다소 문 

제가 있다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불량(04) 있는 지식·기술의 보유와 발휘에 있어 매우 

부족하다 

탁월 (20) 
엽무수행에 필요한 선진 지식- 기술을 습득 
하여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뛰어 나다 

우수(16) 
업무수행에 필요한 선진 지식· 기술을 습득 

하여 이를 엽무에 잘 적용하고 있다 

선진기술 
업무수행에 

업무수행에 펼요한 선진 지식· 기술을 습득 
펼요한 선진 보통(12) 

소화력 
지식· 기술의 

하여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편이다 

(20점) 
습득과 업무적용 업무수행에 필요한 선진 지식· 기술을 습득 

미흡(08) 
하여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미흡하다 

업무수행에 펼요한 선진 지식· 기술의 습득 
불량(04) 과 이의 업무 적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1. 고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고과자의 주관을 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고과하여 고과 

요소별 평가자란에 “ 0" 표시. 

2. 고과둥급 및 분포비율 기준에 따라 고과하여야 함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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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센터)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가척도 

평가 
(배점) x141 각 ’= 

탁월 (20)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 
방을 제시하는데 탁월하다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16)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 

종합 상황을 정확히 방을 비교적 잘 제시한다 

판단력 판단하고 적절한 보통(12) 상황판단이 비교적 적당한 편이다 
(20점) 해결안을 제시할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 제시 
수 있는 능력 미흡(08) 

에 가끔 문제가 있다 

불량(04)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 제시 

의 능력이 없다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닥월 (20) 업무에 활용하며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성원과 공유하려 노력이 돋보인다 

업무에 펼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필요한 우수(16) 업무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꽤 있는 편 

정보 
새로운 정보를 이다 

활용력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20점) 

업무에 활용하며 
보통(12) 업무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다소 있는 

정보공유를 하는 

능력 
편이다 

미흡(08) 
엽무에 펼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불량(04) 
업무에 펼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엽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탁월 (20)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킬을 완벽하게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우수(16)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충분하게 

업무수행에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업무 필요한 지식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어느정도 
숙지력 〈킬을 충분히 보통(12) 

갖고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20점) 지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업무수행에 펼요한 지식과 스킬을 갖추고 
미흡(08) 

활용하는데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 

불량(04)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A킬을 갖추고 
활용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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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탁월 (20) 있는 지식·기술을 완벽히 갖추고 이를 발휘 

하는데 있어 탁월하다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우수(6) 있는 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잘 발휘 
업무현장에서 하고 있다 

현장문제 발생하는 문제를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해결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 지식·기술의 
보통(12) 있는 지식·기술을 어느정도 보유 발휘하고 

(20점) 보유와 발휘의 
었다 

정도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미흡(08) 있는 지식·기술의 보유와 발휘에서 다소 문 

제가 있다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불량(04) 있는 지식·기술의 보유와 발휘에 있어 매우 

부족하다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탁월 (20)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우수(16)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조직의 문제점을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잘 강구한다 

파악하고 이를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기획력 해결할 수 있는 보통(2)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하는 능력이 
(20점) 방안을 무난하다 

체계적으로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강구하는 능력 
미흡(08)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하는 능력이 

다소 미흡하다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불량(04)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1. 고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고과자의 주관을 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고과하여 고과 
요소별 평가자란에 “ 0" 표시. 

2. 고과등급 및 분포비율 기준에 따라 고과하여야 함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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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가척도 

평가 
(배점) ;I셔3 즈 l二

탁월 (20)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을 제시하는데 탁월하다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6)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종합 상황을 정확히 
처방을 비교적 잘 제시한다 

판단력 판단하고 적절한 보통(2) 상황판단이 비교적 적당한 편이다 

(20점) 해결안을 제시할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 제 

수 있는 능력 미흡(08) 
시에 가끔 문제가 있다 

불량(04)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 제 

시의 능력이 없다 

엽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 

탁월 (20) 고 업무에 활용하며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 

으로 구성원과 공유하려 노력이 돋 보인다 

업무에 펼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 
우수(6) 고 업무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꽤 있 

업무에 필요한 는 편이다 

정보 새로운 정보를 
엽무에 펼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 

활용력 
수집분석하고 

보통(2) 고 업무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다소 
업무에 활용하며 

(20점) 정보공유를 하는 
있는 편이다 

능력 엽무에 펼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 

미흡(08) 고 업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편이 

다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하 

불량(04) 고 업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 

다 

탁월 (30) 
업무수행에 펼요한 지식과 스킬을 완벽하 

게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우수(6)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A킬을 충분하 

업무수행에 게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업무 필요한 지식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어느정 
숙지력 〈킬을 충분히 보통(2) 

(20점) 지니고 활용할 수 
도 갖고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있는 능력 
미흡(08) 

업무수행에 펼요한 지식과 스킬을 갖추고 
활용하는데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 

불량(04)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갖추고 

활용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가 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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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대내외의 고객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닥월 (20) 부응하고 신속히 좋은 서비 A를 제공하는 

것이 돋보인다 

조직의 대내외의 우수(6) 
조직의 대내외의 고객의 요구에 부용하고 

고객의 요구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만족 
부응하고 좋은 조직의 대내외의 고객의 요구에 부웅하고 

(20점) 
서비 A를 제공할 

보통(2)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수 있는 능력 
조직의 대내외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흡(08)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이 부족하다 

불량(04) 
조직의 대내외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좋은 서비 A를 제공하려고 노력이 전혀없다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을 이룩하고 새로운 
탁월 (20) 아이디어로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을 이룩하고 새로운 
우수(6) 아이디어로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이 훌륭하 

자신의 업무에서 다 

업무 
개선을 이룩하고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을 이룩하고 새로운 
새로운 

개선력 
아이디어로 

보통(2) 아이디어로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이 있는 
(20점) 

문제해결을 하는 
편이다 

능력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을 이룩하고 새로운 
미흡(08) 아이디어로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올 이룩하고 새로운 
불량(04) 아이디어로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에 매우 

문제가 많다 

1. 고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고과자의 주관을 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고과하여 고과 
요소별 평가자란에 “ 0" 표시. 

2. 고과등급 및 분포비율 기준에 따라 고과하여야 함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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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가척도 

평가 
(배점) ~져각 ’: 

탁월 (33)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을 제시하는데 탁월하다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29)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종합 상황을 정확히 처방을 비교적 잘 제시한다 

판단력 판단하고 적절한 보통(25) 상황판단이 비교적 적당한 편이다 

(33점) 해결안을 제시할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 

수 있는 능력 미흡(21) 
제시에 가끔 문제가 있다 

불량(17)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처방 
제시의 능력이 없다 

업무에 펼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 

탁월 (33) 
하고 업무에 활용하며 자신의 정보를 적 
극적으로 구성원과 공유하려 노력이 돋 

보인다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 

업무에 필요한 
우수(29) 하고 업무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꽤 

새로운 정보를 있는 편이다 
정보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 
활용력 

(33점) 
엽무에 활용하며 보통(25) 하고 업무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다 

정보공유를 하는 소 있는 편이다 
1。-- r ;1ji 

업무에 펼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 

미흡(21) 하고 업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분석 
불량(17) 하고 업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 

족하다 

탁월 (34)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완벽 

하게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업무수행에 우수(30)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A킬을 충분 

하게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업무 펼요한 지식과 

숙지력 A킬을 충분히 보통(26) 
엽무수행에 펼요한 지식과 스킬을 어느 

정도 갖고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34점) 지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미홉(22) 
엽무수행에 펼요한 지식과 /-~컬을 갖추 

고 활용하는데 있어 다소 문제가 었다 

불량(18) 
업무수행에 펼요한 지식과 스킬을 갖추 

고 활용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가 있다 

1. 고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고과자의 주관을 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고과하여 고과요 

소별 평가자란에 “。” 표시. 확인자 
2. 고과등급 및 분포비율 기준에 따라 고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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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더십 역량고과 

(기획부， 안전평가부， 안전규제부， 규제기술연구부， 방사선안전센터)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가척도 

평가 

(배점) 점수 

부서의 협력분위기를 창출하며 평소 구 

탁월 (25) 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 능력이 탁월함 

부서의 협력분위기를 창출하며 평소 구 

우수(21) 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함 

부서를 협력적인 부서의 협력분위기를 창출하며 평소 구 

팀워조성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통(17) 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25점) 
부하의 힘을 있는 환경조성에 관심이 있는 편엄 
최대한으로 

부서의 협력분위기를 창출하거나 평소 
발휘시키는 능력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미흡(13)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 

하여 때로 부서내 불협화음이 있음 

부서의 협력분위기를 창출하거나 평소 

불량(10)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 

하여 부서내 갈등이 많음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장애요인을 정확히 

탁월 (25) 분석하여 기일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이 탁월함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장애요인을 정확히 

우수(21) 분석하여 기일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이 있는 펀엄 
뚜렷한 소신을 갖고 

업무추진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극복 
업무추진 장애요인을 정확히 
(25점) 분석하여 기일내 

보통(17) 하고 기일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없는 편임 

뚜렷한 소신이 없고 장애요인을 분석하 
미흡(13) 지 못하여 기일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함 

뚜렷한 소신이 없고 장애요인을 정확히 

불량(10) 분석하는 능력도 부족하여 기일내 목표 
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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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평가 

(25점) 

대외관계 

(25점) 

공정하게 부하를 

평가하며 상별의 

질서를 세우는 능력 

조직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타부서나 
조직외부와 협력하며 

외부와의 교섭， 

조정등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 

부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상벌의 질 
탁월 (25) I 

서확립에 공평무사함 

，부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균형감각을 
우수(21) I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엄 

부하에 대한 평가가 공평무사한 것 같 

보통(7) I지는 않지만 그리 큰 문제도 야기하고 

있지 않음 

부하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개선의 여 
미흡(3) I 

지가 있음 

，부하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현저한 문 
불량(0) I 

|제가 있음 

조직내 타부서나 조직외부기관과의 협 

탁월 (25) I조를 이끌어내고 외부와의 교섭을 성 
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능력이 탁월 

우수(21) I 
조직내 타부서나 조직외부기관과의 협 

조를 이끌어내고 외부와의 교섭을 성 

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능력이 있는 편 
임 

조직내 타부서나 조직외부기관과의 협 
조를 이끌어내고 외부와의 교섭을 성 

보통(7) I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능력 이 없는 것 
은 아니나 특별한 경우에 상사 나 타 

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함 

조직내 타부서나 조직외부기관과의 협 

조를 이끌어내고 외부와의 교섭을 성 

미흡(3) I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능력 이 다소 부 
족하여 상사나 타인의 지원이 많이 펼 

요 

조직내 타부서나 조직외부기관과의 협 

조를 이끌어내고 외부와의 교섭을 성 
불량(10) I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능력 이 거의 없 

어서 조직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 

우가 많음 

1. 고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고과자의 주관을 배제하| 계 
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고과하여 고과요소별 평가자 
란에 “ 0" 표시. 
2. 고과등급 및 분포비율 기준에 따라 고과하여야 함 |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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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가척도 

평가 

(배점) 점수 

부서의 협력분위기를 창출하며 평소 

탁월 (25)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 능력이 탁월함 

부서의 협력분위기를 창출하며 평소 
우수(21)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함 

부서를 협력적인 부서의 협력분위기를 창출하며 평소 

팀워조성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통(17)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25점) 
부하의 힘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관심이 있는 편엄 
최대한으로 

부서의 협력분위기를 창출하거나 평소 
발휘시키는 능력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미흡(3)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 

하여 때로 부서내 불협화음이 있음 

부서의 협력분위기를 창출하거나 평소 

불량(10)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 

하여 부서내 갈등이 많음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장애요인을 정확 
탁월 (25) 허 분석하여 기일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탁월함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장애요인을 정확 

우수(21) 히 분석하여 기일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있는 펀임 

뚜렷한 소신을 갖고 엽무추진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극복 
업무추진 장애요인을 정확히 보통(17) 하고 기일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 
(25점) 분석하여 기일내 가 없는 편임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뚜렷한 소신이 없고 장애요인을 분석 

미흡(13) 하지 못하여 기일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함 

뚜렷한 소신이 없고 장애요인을 정확 

불량(10) 
히 분석하는 능력도 부족하여 기일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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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25) 
부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상별의 질 

서확립에 공평무사함 

우수(21) 
부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균형감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임 

공정평가 
공정하게 부하를 부하에 대한 평가가 공평무사한 것 같 

(25점) 
평가하며 상벌의 보통(7) 지는 않지만 그리 큰 문제도 야기하고 

질서를 세우는 능력 있지 않음 

미흡(3) 
부하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개선의 여 

지가 있음 

불량(0) 
부하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현저한 문 
제가 있음 

하급자들의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탁월 (25) 매우 크고 하급자들을 업무를 통해 육 

성하논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엄 

하급자들의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우수(21) 크고 하급자들을 업무를 통해 육성하l 
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엄 

하급자들의 
하급자들의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하육성 능력개발에 관심을 

(25점) 갖고 엽무를 통해 보통(7) 
없지는 않으나 하급자들을 업무를 통 

이를 구체화하는 능력 
해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듬 

하급자들의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미홉(13) 이나 업무를 통한 육성노력이 부족한 

편임 

불량(10) 
하급자들의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이나 

업무를 통한 육성노력이 전혀 없음 

1. 고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고과자의 주관을 배 계 

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고과하여 고과요소별 

평가자란에 “ 0" 표시. 

2. 고과등급 및 분포비율 기준에 따라 고과하여야 함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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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근무성적평가표(수시) 

L λ = /L1 직급 성명 

피고과자 

입원일 고과기간 199 . . . ~ 199 

피 (해당 항목에 O 표) 

1.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평가사유 2. 주요사업 또는 업무등을 완료한 경우 

고 3. 피고과자의 수습기간이 종료한 경우 
4. 기타 원장이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 

자 근무실적 

(고과기간중 

란 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피고과자 성 명 : (인) 

피고과자에 대한 근무실적， 수행능력， 태도 등을 객관적 근거에 의거 종합적으로 분석 기재 

평 

가 

자 

란 

평 가 자 확 인 자 

평 
A B C D F A B C D F 

가 

직위 직 위 

λ。}며 。 (인) 성 명 : (인) 

훌 수습판정의 경우 D등급이하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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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 정 1999.1.14) 

고과별 평가자와 확인자 

1) 정기고과 

피고과자 평 7~ 자 확인자 

직 원 실·과 장 -님「 장 

실·과장 -님「 장 

부장급 원 장 

2) 수시고과 

피고과자 평 가 Ã~ 확인자 

직 원 설·과장 • 님f- AJ-

실·과장 ) 님「 장 원 장 

-님「;샤d 二B-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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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1999.1 .14) 

인사고과의 평가요소 

역 CJ 
업 적 

기본역 CJ 전문여랴 
「 。

리더십 여랴 
「 。

-
기획부: 

기획력 
상담교섭력 

안전규제부: 

현장해결능력 

기초기술능력 팀워 활성화 

업무의 완성도 
책임의식 

조직에의 
업무에의 

안전평가부: 업무추진 

조합 
현장해결느려 

보직자 
기여도 

성실성 
。 5 판단력 

。-， 공정평가 

성과달성노력 
윤리의식 

정보활용력 
업무개선력 대외관계 

업무의 난이도 
협조능력 

업무숙지력 
규제기술연구부: (행저 님· 

현장해결능력 

。，.

표로의식 

부하육성) 
선진기술소화력 

방사선 안전센터 
현장해결능력 

기획력 

행정부: 

업무개선력 
고객만족 

업무의 완성도 
책염의식 

조직에의 
업무에의 

종합판단력 

비보직자 
기여도 

성실성 

성과달성노력 
윤리의식 

정보활용력 상동 

업 무의 난이도 
협조능력 

업무숙지력 

쿄로의식 

>---

엽 무의 완성도 
책임의식 

조직에의 
업무에의 

기능직 
기여도 

성실성 
종합판단력 

성 과달성노력 
구 。I"리의식 

정보활용력 

업무 의 난이도 
협 조능력 

업무숙지력 

표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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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고 과 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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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다면평가의 도입여부에 대한 결론 

제 2 절 다면평가의 도입방안에 대한 제안 



제 6 장 결 료르 
L-

본 연구에서는 다면평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 타 기관의 사례분석， 구성원 

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의 도입의 방 

향과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도입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요약하고자 한다. 

제 1 절 다면평가의 도입에 대한 결론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타당하느냐 

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다면평가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하 

나의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다면평가의 

조속한 시행은 노사협의에 기초한 하나의 당위이다. 그것은 인사고과의 공정 

성 제고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오래 전에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물론 

그 당시 다면평가의 도입이 그 목적에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한 검토가 충 

실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반면에 한편에서는 다면평가의 도입이 인사고과 

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많은 부작용을 야 

기시킬 수도 었다는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결국 다면평가를 조속히 도입 

하기에는 그러한 도입이 인사고과의 공정성 제고를 통한 조직성과 향상이라 

는 원래의 취지를 분명히 살릴 수 있다는 확선이 좀 더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의 다면평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타 조직에서의 다면평가제도의 추이 

에 대한 보다 섬도 있는 관찰이 노사양쪽에서 필요하다. 또한 다면평가 도입 

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인 조직내부에서의 신뢰의 조직문화 구축에 대 

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정기간 다면평가의 도입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 방안중의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이는 졸속도입에 따 

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노사협의 

사항의 유보에 대한 구성원 설득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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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 인사고과의 공정성제고라는 과제는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의 모색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는 노사합동위원회의 가동 등을 제안하 

고자 한다. 

제 2 절 다면평가의 도입방안에 대한 제안 

다면평가의 도입에 다소의 부작용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까 

지의 노사합의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점진적으로라도 시행을 시도 

해보자는데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떤 형태로든 

지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파일렷 테스트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면평가와 같은 조직풍토에 

의 영향력이 큰 기법은 시초부터 전면적 실시보다는 그 범위와 강도를 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부분적 실시와 그 강도의 조절을 통해 조직구성원들 

이 새로운 제도에 적용하고 조직전체로는 학습효과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다면평가시행의 첫해에는 일부부서에서 파일릿 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다면평가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연습도 

해봄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다른 파장과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둘째， 개발목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면평가의 초기 도입 

시에는 범위뿐만 아니라 강도의 조절도 필요하다. 그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 

결과와 실무자들의 지적과 같이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다면평가결과를 성 

과관리(인사고과)와 연결하기 전에는 우선 개발목적으로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면평가가 인사고과와 직접 연결되지 않을 시에는 피드백 수령 

자와 제공자가 상호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피드백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도 쌓아갈 수 있다. 따라서 다면평가의 인 

사고과연결에 앞서 1-2년간의 파일렷 테스트와 병행한 개발용도의 다면평가 

시행의 경험이 필요하다. 

셋째， 단계적 실시를 통해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다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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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초 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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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제
 
추
 
아
 

인사고과와 연결하더라도 초기에는 그 

반영비율을 최소화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는 

율을 높여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비율을 를
 

가
 

보아 다소간 비 기에는 

파일릿 테스트의 

지
「
 

보
 

요
 
고
 

주
 
참
 

도
 
시
 

에
 

과
 

기
 

고
 

초
 
사
 

이
L
 

판가름하는 

다면평가 

비밀유지와 익명 

엄격한 보안에 대한 

등에 대한 우려를 가지 

자료 

실시와 

그리고 전 구성원에게 

자나 간부의 경우에는 

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넷째，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면평가의 성공여부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엄격한 보안의 유지이다. 국내사레에서도 

있는 관리자나 인사부서에서는 엄격한 

공표하고 있지만 일반 조직구성원들은 

못하다. 특히 전산부서에서의 공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승진이나 기관장의 

개발용도로부터의 시작의 

개발용도의 

결과를 二l

의 시행을 

성이 

확신을 

자 

확 

인사고과 용도의 다면평가를 시행함에 

범위를 분명히 하고 평가자에 대한 엄격한 보안유지를 

동료평가나 상사평가와 같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 

일하는 사람들 외에도 인접부서의 사람들도 포함시켜 충분한 비밀유 

있어서는 피드백 고 

한다. 다면평가(360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까이서 

지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피드백)가 조직 내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이 제도의 취지와 효과적 

대상으로 다면평가의 취지에 대한 일반적 

중요성， 그리고 피드백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훈련을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다면평가의 시행을 통해 

중요하 

필요하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도 

충분하게 운용에 대해 

다. 전 구성원들을 

며 편견 없는 피드백의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중
 
) 계층이나 사람들의 저항을 우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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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맡고 

보장된다고 

갖고 있지 

있다. 따라서 

료에 대한 접큰의 

보해야 한다. 특히 

있다고 까‘ 
T 받을 영향력을 

이는 효과도 갖는다. 

부정적인 



<참 고 문 헌> 

마크 R. 애드워즈 · 앤 J. 에윈(임창희역)， 360도 다면평가， 21세기북스. 1996. 

Antonioni, D. (1996) , “ Designing an Effective 360-degree Appraisal 

Feedback Process", Organizational Dynamics, Vo1.25(2) , pp.24-38. 

Brett, J. F. and L.E. Atwater(2001), " 360
0 

Feedback: Accuracy, Reactions, 

and Perceptions of Useful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 0 1. 86, No.5, pp.930-942. 

Bracken, D. , Timmreck, C. , Fleenor, ]., & Summers, L.( 2001), “ .360 

Feedback from Another Angle", Human Resource Management, 

Vo1.40, No.1 , pp. 3-20. 

Collins, M.L.(2000) , The Thin Book of 360 Feedback: A Manager's Guide, 

Thin Book Publishing. 

Dalton, M.A.( 1997), " When the Purpose of Using Multi-rater Feedback 

is Behavior Change", In D. Bracken, M. Dalton, R. Jako, C. 

McCauley, & V. Pollman (Eds.), Should 360-degree feedback be 

used only for developmen따1 purposes?, Greensboro, NC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 

Dalton M.A.(1998), "Using 360-Degree Feedback Successfully" , Leadership 

in Action, Winter. 

DeNisi, A. , & Kluger, A.( 2000)," Feedback effectiveness: Can 360-degree 

Appraisals be Improved? " ,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 156 -



Vol.14, No.1 , pp. 129-139. 

Edwards, M.& Ewen, ]. (1996), 360 0 feedback: The Powerful New Model 

for Employee Assessment & Performance Improvement, New 

Y ork: AMACOM. 

Goodge, Peter(2000) , "How to manage 360-degree feedback" , People 

Management, Vol. 17, pp.50-52. 

Harris, C.(1988), "A Comparison of employee attitudes toward to two 

performance appraisal system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Vol. 17, No.4, pp. 443-456. 

Hoffman, R. (1995) , "Ten Reasons you should be using 360-degree 

feedback" , HR Magazine, April, pp.82-85. 

]ones, ]. E. & Bearly, W. L.(1996) , 360 0 Feedback: Strategies, Tactics 

and Techniques for Developing Leaders, HRD Press & Lakewood 

Publications. 

Kanouse, Daniel(1998), "Why Multi-rater Feedback Systems Fail", HR 

Focus, ]an. p.3. 

Lepsinger, R. & Lucia, A.D. (1997), The Art and Science of 360 。

Feedback, San Fransisco, Cali.: Pfeiffer. 

Millsap, R.E., & Salvemini, N. (1995).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an Upward Feedback Program over time, Personnel Psychology, 

V 0 l.48, p.34. 

- 157 -



Peiperl, M. A.(2001), "Getting 360 0 feedback right" , Harvard Business 

Review , January, pp. 142-147. 

Prewitt, Edward (1999) , “Should you use 360
0 

feedback for perforrnance 

reviews?" , Harvard Management Update , Vol. 4, Issue 2, pp.8-9. 

Scholtes, P. (1999), "Perforrnance Appraisal: State of the Art in Practice", 

Personnel Psychology, Vol. 52, pp. 177-181. 

Timmereck, C. W. & Bracken, D. W.(1997) , "Multisource Feedback: A 

Study of Its Use in decision Making", Employment Relations 

Today. Spring 

Toegel, G. & Conger, ]. A.(2003) , "360-Degree Assessment: Time for 

Reinvention" ,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Vol. 2, No. 3, pp. 297-311. 

Tornow, W. W, London, M. et. a1.(1998), Maximizing the Value of 

360-Degree Feedback, Jossey-Bass Inc. 

Walφnan D. A. & Atwater, L.E.(1998), The Power of 360 0 Feedback, 

Gulf Publishing Company. 

Walker, A.G. , & Smither, ].W. (1999), "A Five-year Study of Upward 

Feedback: What Managers Do With Their Results Matters" , 

Personnel Psychology, Vo1.52, p.393 

Williams, ].R., & Levy, P.E. (1992). "The Effects of Perceived System 

Knowledge on the Agreement between Self Ratings and 

Supervisor Ratings, Personnel Psychology, Vo1.45, pp.835-847. 

- 158 -



Wimer, Scott & Nowack, Kenneth, M(l998), "13 Common Mistakes Using 

360-degree Feedback", Training & Development, May, pp.69-79. 

Wimer, Scott(2002), "The Dark Side of 360-Degree Feedback ", Training 

& Development, September, Vol. 56, No. 9, pp. 37-42. 

- 159 -



> 
록
 

부
 

< 

설문지 

절 문 조 사 

다음의 설문은 ‘다면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의 

과제 수행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기존 기술원의 인사고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이 

오니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작성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기초자료 수집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활용되 지 않습니 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책임자 : 한인수(충남대 교수) 

연구수행기관 :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문 의 처 ishan@cnu.ac.kr 

- 160 -



1. 다음본 가존의 인사고과와 관련된 셜문입니다 

1. 현재의 인사고과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구 분 
절대 그렇지 

중립 그렇다 
절대 

그렇지않다 않다 그렇다 

최근의 인사고과는 내 업적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내 상사에 의한 최근의 

인사고과를 수긍하고 만족해 

한다 

나는 내 상사에 의해 이루어진 

인사고과결과에 대해 화가 난다 

내 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고과에서 강조되고 있다 

나의 상사와 나는 내 직무에서 

훌륭한 성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동의한다 

냐는 내 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기준에 대해 알고 있다. 

2.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사고과의 시행요소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 

니까? 

구 τ 님c 매우불만 불만 중립 li!"즈 「E
매우 

만족 

인사고과자의 공정성 

평가제도의 틀 

(접수배분， 등급비율 등) 

평가요소(업적， 능력， 태도의 

세부요소)의 선정 

평가 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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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인사고과 결과의 활용과 관련한 설문입니다. 현재의 고과결과는 어 

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처우(급여， 승진)와의 연동이 완화되어야 한다( 

@ 처우(급여， 승진)와의 연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3- l. 귀하가 3번 설문에서 φ에 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 

@ 업무성과나 조직발전에 인사고과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 현재의 고과결과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 ) 

3-2. 귀하가 3번 설문에서 @에 답하셨다면 강화되어야 함 범위는 어떤 것이 

바람직합니까? 

@ 인센티브 성격의 급여에 한정 ( 

@ 전반적인 급여전체 ( 

@ 승진 ( 

@ 위 세분야 모두 ( 

@ 기타 필요한 범위가 있다면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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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질문 II. 가존의 

역량(성과에 

이 경우 

대신 업적과 

흐름이 있습니다. 

업적， 능력， 태도를 평가하는 

행동특성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인사고과는 1. 최근의 

기여할 는
 

있
 

/
T 

7-l 。
/0 끼一 보직자의 나뉘고 필요한 전문역량으로 기본역량과 업무수행에 Ó'I 근l:.Q... 

-，。 도그 

이러한 역량중 역량을 추가로 평가합니다. 기술원의 인사고과를 

섬의 평가로 바꾸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 

리더십 에는 

@ 바꿀 필요가 있다 ( 

@ 잘 모르겠다 ( 

[엽적평가요소와 관련된 철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어 

2. 원자력안전기술원 구성원의 업적평가를 

귀하는 귀하의 업좌을 정확히 평가함에 

중요하다고 생 각하십 니 까? 

습니다. 

얼마나 

구 I Hr 
중요치 않음 매우중요 

< •-----•-••• •----••}•• • > 

업무의 양 

업무의 완성도 

업무의 난이도 

조직에의 기여도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정도 

외부고객 요구해결 

참여 쿄로젝 E 의 성과 

가타 중요한 요소가 었다면 무엇이고 중요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콸호안에 기입하시고 중요도를 표시해 주십시요. 

- 163 -



3. 다음에서 말하는 역량이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행 

동특성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구성원이라면 간붙 

적으로 갖추어야 함 역략중 다음의 것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I 닙r 
중요치 않음 매우 중요 

< ••--- •••------•• > 
책임의식 

업무에의 성실성 

프로의식 

조직발전에 대한 관섬 

협조능력 

윤리의식 

자기개발 

원만한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 능력 

4. 현재의 직무수햇에 핍요한 천문역략중 다음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중요치 않음 매우중요 

<-----• -------------••----> 

업무개선 능력 

업무숙지력 

정보활용력 

기획력/정책수립 능력 

업무지도력 

고객만족 노력 

종합판단력 

상담교섭력(조정절충력) 

프리젠테이션 능력 

기초기술능력 

현장문제해결 기술력 

선진기술 소화력 

어학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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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직자의 리더십 역량 중 다음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치 않음 매우 중요 

<------------------------------> 

업무추진력 

팀워 활성화 능력 

부하지도육성 능력 

공정평가 능력 

대외관계 능력 

기관발전에 대한 사명의식 

기타 중요한 요소가 였다면 무엇이고 중요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괄호안에 기업하시고 중요도를 표시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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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다음은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잘문입니다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평가제도란? 

다면평가제도는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나 가장 공식적인 용어는 360 degree 

feedback입니다. 즉 한사람의 역량을 상사， 동료， 하급자， 나아가 고객 등 전방 

위적으로 평가하고 그 사설을 본인에게 통보(피드백)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타인들의 눈으로 본 자신의 모습을 피드백 받음으로써 자선에 대한 자기인식 

(self awareness)을 높이고 이를 기초로 피평가자의 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도 높아지게 된다는 논리적 근거위에 성립된 제도입 

니다. 조직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래 

매우 유행하고 있는 인사제도입니다 

처음에는 피평가자의 참다운 모습을 피드백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발전을 

꾀하게 하는 개발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읍니다만 최근에는 전통적인 인 

사고과가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 소 

스로부터의 평가를 취합하는 것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 

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고과 또는 평가관리 목적으로의 360도 피드백의 사용은 찬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목적의 피드백에는 평가자의 평가점수 

의 왜곡， 담합， 보복 심리의 작용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 

문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면평가의 이름으로 기업을 중심으 

로 활발하게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활발하게 운용되 

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목적으로 용도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 

직으로의 승진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공사 등 공 

기업의 경우에는 개혁의 일환으로 다면평가의 도입이 권장되어 인사고과에 정 

식으로 편입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사일방의 조직풍토를 바꾸는 데는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166 -



l. 귀하는 위에서 설명한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이 본 기술원에서 추진되고 있 

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다( (2) 모르고 있었다( 

2. 귀하는 기존의 인사고과에 다면평가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현행 인사고과 

문제의 해결안이 된다고 기대하십니까? 

@ 크게 기대한다 

@ 다소 기대한다 ) 

@별로기대하지않는다) 

@ 오히려 역효과가 걱정된다 ( 

2- l. 귀하가 앞서의 문항에 @이나 @로 답하셨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만 고른다면? 

CD 인사고과 전체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 ) 

@ 일방적 조직풍토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인사고과에 대한 상급자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 ( 

2-2. 귀하가 앞서의 문항에 @이나 @로 답하셨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 노력한 것만큼의 효과가 의문시된다 ) 

@ 효과는 있겠으나 구성원들간의 분위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 담합평가나 보복심리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3. 다면평가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중 어 

떤 용도의 활용을 가장 지지하십니까? 한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목적 @승진시 중요 @인사고과시 @인사고과에 @인사고과에 

참고사항 간접적 활용 부분활용 적극활용 

-;「z 피평가자에게 

다면평가를 피드 승진예정자를 대 기관장의 간부평 인사고과에 포함 인사고과에 포함 

백하여 개언적 성 상으로만 실시 가시 참고자료로 되나 급여나 상여 되며 급여나 상 

장을 도움 활용 금 등에 부분활용 여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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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적으로 귀하는 안전기술원에서의 인사고과 용도로의 다면평가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 

@ 제한된범위(예컨대 대상이나 방향의 제한)에서의 도입에 찬성한다( 

@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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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다음븐 안전기술원 노사간에 이루어졌던 인사고과제도 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나다. 

지난 1년간 이루어졌던 인사고과제도 개선의 진행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을 읽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술원에서는 '99. 2월 노조의 요구에 따라 인사고과제도 개선 차원에서 

다면평가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02. 12월 노조 5대 집행부 발족후 다시 협상을 재개하였으며， ‘03. 5월부 

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인사고과제도 개선 

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면평가 대상을 원장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하였고， 기존의 

부서장이 평가하는 하향평가000점 만점에 90점)와 차하위자가 차상위자만을 평 

가하는 상향평가(100점 만점에 10점) 직위상 동일계층끼리 평가하는 동료평가(100 

점 만점 에 10점 )로 대 별하였습니 다. 

그러나 위탁과제 연구진(연구책임자 : 한인수)의 국내 문헌연구， 사례연구 및 

안전기술원의 노사개선팀과 위탁과제 연구진 합동으로 이루어진 국내 기관의 

벤치마킹 과정에서 다면평가제의 효과와 아울러 이 제도의 많은 문제점과 부 

작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직 구성원간에 반드시 선뢰를 구축하여야 하고， 도입에 따른 철저한 

준비(평가자 교육， 활용계획， 조직분위기， 비밀유지의 보장 등)와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노사간 심도있는 관찰이 펼요하며 졸속도입에 따른 부작 

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사고과제도 개선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이러한 다면평가제도에 대 

한 연구내용과 벤치마킹 결과에 따라 상기 문제점을 공동 인식하고 시험운영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시행여부를 재협의하거나 직원 의견수렴을 추 

진키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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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노사간에 합의한 다면평가중 동료평간의 채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2) 필요치 않다) 

- 상기 질문에서 G〕에 답하선 분만 다음 짐문에 탑하섭시오 

• 동료펴가가 펠요하다면 대상은 어디까지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 

@ 원장을 제외한 직위상 동일 계층끼리는 전원 ( 

@ 실팀장 이하 각 계층끼리만 ( 

@ 실팀장을 제외한 비보직 직원끼리만 ( ) 

• 평가겸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피드백하되 고과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 ) 

@ 아주 일부 고과에 반영한다( 

@ 고과전체의 10%이상 반영한다 ( 

2. 이번에 노사간에 합의한 다면평가중 깎향협가의 채태에 대해서 묻겠습니 

다. 

l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 필요치 않다( 

- 상기 질문에서 G〕에 당하신 분만 다음 점문에 답하섭시오 

• 짱향평가가 핍요하다면 평가의 대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장급 까지 ( ) 

@실·팀장까지( 

@ 책임급은 보직이 없더라도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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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피드백하되 고과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 

@ 아주 일부 고과에 반영한다 

@ 고과전체의 10%이상 반영한다 ( 

v.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O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소속은? 

@ 대북경수로안전지원단 ( 

@ 기획부 ) 

@ 안전규제부 ) 

@ 안전평가부 ( 

@ 규제기술연구부 ( ) 

@ 방사선안전센터 ( ) 

@ 행정부 ( 

2. 귀하의 직급은? 

@ 책임급 ( 

@ 션임급 ( 

@ 원 급 ( 

@기 타( 

3. 귀하의 직종은? 

@ 연구직 ) 

@ 기술직 ) 

@ 행정직 ( 

@ 기 타 ( 

설문에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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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200단어 내외) 

본 보고서는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 시 A템을 설계하는 목적을 가지고 

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수년전부터 인사고과의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하나 

의 방안으로 노사협의에 기초하여 시스렘의 설계를 모색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환경분석， 내부여건 분석，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안전기술원의 다면평가의 도입타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다면평가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동시에 인사고과 시스템을 종래의 엽적 능력 태도의 체계에서 

엽적과 역량평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주제명키워드(10단어 내외 )1 

다면평가， 360도 피드백， 인사고과， 동료평가， 상급자 평가，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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