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객관적 평과 관리 시스템

다면평가 (온라인 리서치)

상위자가 하위자를 평가하는 기존의 하향식 평가 방식과 달리 상위자, 동료, 하위자 등 모든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평가 받는 방식입니다.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를 결합하여 피드백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 제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다면평가 개념

＋다면평가 솔루션 개요

상위자의 평가 부담 감소
및 평가 결과의 신뢰도 향상

동료

피평가자상위자 하위자

동료

다면평가
하위자

상위자
집단

평가자

피평가자

상위자 부담이 매우 큼
주관적 평가로 객관성 훼손 우려

하향식 평가

<하향식 기존 평가방법>

<다면평가>

다면평가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드백 해주는 다차원적인 평가 과정을 말합니다.

● 평가 대상자 확인

● 평가대상 그룹 설정

● 결과 조회
  (그룹별, 부서별, 개인별)

● 결과 분석

● 설문 문항 작성

● 평가 회차관리

● 평가 설문 진행

평가조직관리

평가진행관리 평가결과관리

평가 데이터 관리와 평가자와 피평가자를 관리하며

강력한 통계처리, 평가 측정의 결과물을 다양한 형태로

전달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다면평가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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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적용분야

＋기대효과

기존 평가시스템의 불편한 평가 구조를 뛰어 넘는 정확한 평가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합니다.

PAUL의 다면평가는 회사와 조직 특성에 맞는 평가 문항을 쉽게 구성하고 평가 결과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평가 관리 솔루션입니다.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고 조직에 최적화된 다면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모바일 지원

스마트폰, PC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 평가가 가능합니다.

철저한 보안

평가 결과, 평가 대상 등 확실한 비밀 보장이 되어 객관적이고 소신있는 평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03 개인간, 조직간, 역량별 등 다양한 통계 자료 제공

평가 결과를 세분화하여 평가 결과 관리가 가능하며 다양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04 평가 결과 피드백

동료의 신뢰성 있는 평가 피드백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5 수평적인 조직 문화

다면평가를 통해 기존의 하향식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상호협력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01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업

02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사무직이나 행정직

03

성과평가시스템이

필요한 조직

04

다양한 직종이나 많은 인원

구조 형태의 기업

다양한 평가자가 상호 평가하는 

시스템 구조로 관리자의 설정 

사항에 맞게 익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평가입니다.

공정한 평가

평가 완료 / 미완료 등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간편하게 평가 단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모니터링

다양한 평가 결과의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된 보고서 

작성에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리포트 형태

평가 업무를 전산처리함으로써 

업무 과정을 단축시키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전산화



관리자가 설정한 설문을 진행하는 곳으로 같은 부서내에서만 익명으로 직원들을 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평가하기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개의 평가 체계에 맞춰 클릭하는 형식으로 평가 진행

● 점수산출 : 평가가 완료되면 바로 점수 산출

| 주요구성 : 평가 대상자 확인, 설문 작성, 설문 제출, 평가 완료  |

＋주요기능

01  평가자

02  관리자

● 조직관리 : 사원 정보 등록·수정·삭제              ● 점수산출 : 평가 시작 및 평가 목록 관리, 진행 상태 파악 가능

● 문항관리 : 업종별 특성이나 평가 주제에 맞는 유연한 문항 관리               ● 기타평가관리 : 조정계수 적용, 최고·최저점 제외 (특이점수 제외 가능)

● 결과관리 : 다차원적인 결과 관리 (그룹별, 부서별, 개인별), 총 참여자 수와 결과물을 평균점, 최상·최저별 결과 관리

| 주요구성 : 조직관리, 평가진행조회, 회차관리, 문항관리, 결과조회 |



PAUL(폴) - 토탈 IT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

홈페이지 | www.paul-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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