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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 인사관리(연재)*
9편 : 직무평가 결과 활용 및 사례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의 가치를 파악한 후 이를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
겠음. 활용방안은 크게 직무 및 직군 관리, 보상에의 활용, 인사제도와의 연계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
으며 각 방안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법을 제안함. 본고에서는 첫번째 직무 및 직군관리
활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나머지 보상에의 활용, 인사제도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차례로 다
룰 예정임.
1. 직무 및 직군 관리
직무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며 명확한 결과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임. 유사한 직무 값
을 갖는 직무들의 그룹핑을 통해 직무 분류, 직군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음.
[그림 1]은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 값들의 분포도의 예임. 유사한 점수의 직무들의 그룹핑을
통해 A직군은 2개의 직급으로, B직군은 1개의 직급으로, C직군은 3개의 직급으로 재설계할 수 있음. 그
리고 6개의 직군을 점수 분포에 따라 새로운 직군으로 재설계하는 등 직무평가 결과를 통해 직무들의
가치 파악, 그리고 가치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토대로 직군 재설계 또는 직무 그룹핑 등에 활용할 수 있
음. 이하에서는 관련 내용을 A사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음.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에 발간한『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중「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구축」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
으로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을 직무에 두고자 하는 조직을 위하여 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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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직무평가 결과 분포도의 예

A사는 인천에 소재한 종업원 약 200여 명의 제조업 기업임. A사는 구성원 동기부여, 직무가치와 임금
수준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직무평가 실시하여 직군을 재설정하고 새롭게 설정된 직군을 토대로 임금
체계를 구축하였음. A사의 직군체계는 ADMIN(일반직), SPVR(운영직), PROD(생산직)의 세 개 직군으로
구분되며 연공 기반의 직급체계(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로 운영되어 왔음.
A사는 직무평가 실시 이후 그 결과를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군을 재설정하여 채용-평가-보상승진-교육 등 인사관리 영역별 차별화된 인사관리를 실현하는 토대로 활용하였음.
기존 ADMIN(일반직), SPVR(운영직), PROD(생산직) 직군을 Business Support(사업 지원직), Marketing
& Sales(마케팅 & 영업직), Production & Operation(생산 & 운영직)으로 재분류하여 기존 연공서열 및
조직 기능별 임의설정이 아닌 직무분석 및 평가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직군 분류를 실시하였음. 직군 재
설정을 위한 직무분석 결과, 개별 직무를 유사한 성격 및 기능, 소속 조직을 반영하여 11개 직무군, 총 50
개 직무로 확정하였음.
최종 확정된 50개 직무에 대해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그림 2]의 예와 같이 50개 직무의 직무평가 점수
의 평균값을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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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직무군 평가점수에 따른 직무 재설정

이후 직무군 평균값을 4등급(Manager, Professional, Specialist, Assistant)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직
군 명칭을 부여해 <표 1>과 같은 직군체계를 도출하였음.
A사의 직군 재설정 사례는 직무분석 및 평가에 기반을 둔 체계적 직군 분류, 즉 직무체계 수립을 통해
직군별 차별화된 인사관리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특히 Business Support(사업 지원직)과
Marketing & Sales(마케팅 & 영업직)는 직무급 설계, Production & Operation(생산 & 운영직)은 직능급
설계에 적용되었음. 이 사례를 통해 직무평가를 토대로 한 직군 재설정 및 분류는 직무와 직군의 체계적
인 정비를 위한 활동이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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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사의 새로운 직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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