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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관리자나 인사담당들로부터 “평가는 답

이 없다”는 말을 듣곤 한다. 그 말은 평가에 

대해 100점짜리 정답을 내기는 어렵다는 뜻

으로 해석하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반면 지금의 30점짜리 평가제도를 70점짜

리로 끌어올리는 해결책이 있는가라는 차원

으로 보면 잘못된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고 

보면 평가(인사)담당은 평가(인사)를 100점짜

리로 수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

이 명제는 다른 기업들의 뭇 인사담당과 마

찬가지로 오스템임플란트에게도 여전히 도전

적이고 어려운 과제라 하겠다.

일과 평가의 합일 꿈꾸다

요즘 우리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애자일의 형식을 

인사체계 전반에 접목하려는 시도들을 종종 

접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 일하는 여건이 변화한 것에 

비해 평가제도는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때로

는 OKR 등과 같이 혁신적인 평가기법을 가

져와 제도의 변화 뿐만 아니라 실제 일의 방

식을 개선시키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일과 평가를 접목하여 업무

의 PDS(Plan-Do-See)/PDCA(Plan-Do-

Check-Act)를 제대로 실현했다고 알려진 사

례는 많지 않다.

이는 일을 처리하는 행동방식 및 업무처

리 도구, 평가 시 활용하는 평가양식이 유리되

어 있다는 1차원적인 원인 외에도 많은 이유

가 있다. 예컨데 상사와 부하나, 동료 간 업무

정보의 흐름, 직원의 일에 대한 자유도와 일의 

통제에 대한 리더의 역할범위 등 다양한 요

인이 작용하므로 단순 방법론 개선 정도로는 

PDS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전에도 식스시그마나 표준 수행지침·수

행공학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일의 계획부터 팔

로우업까지 프로세스를 정하여 일을 진행시

키는 방식이 있었고(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이

를 계속 쓰고 있음), 업무경험의 축적과 지식

경영, 분석평가가 중요시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과 평가의 거리를 좁히기란 쉽지 않다.

평가제도 개선 노력 3가지 

오스템임플란트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일과 

평가의 할일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3가지 방향

으로 노력 중이다. 

① 업무계획과 성과목표를 같이하고, 업무관

리와 평가가 실시간으로 같이 돌아가도록 해

보자. 성과관리를 숙제처럼 부가업무로 하지 

말고, 물 흐르듯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

되는 프로세스가 되게 하자.

② 여전히 업무의 본질(무슨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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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회사가 동시에 성장하는 

육성형 애자일 평가

오스템임플란트는 일과 평가를 일치시키고, 

전문가로서 기여도와 난이도를 

자발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매월(즉시적)·육성형 평가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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