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를 위한 피드백 요청 (매니저)
개요
연간성과평가에 대비하여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원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십시오. 피드백 요청을 통해
직원의 성과와 역량 평가에 더욱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가? 매니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피드백 템플릿에서 질문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드백 제공자는 피드백 요청 또는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요청된 피드백은 인사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요청된 모든 피드백은 해당 직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드백 제공자, 해당 팀 관리체계 및 HRBP만
리뷰가 가능합니다.

•

Y팀 성과 워크렛에서 직속 직원의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속이 아닌 직원은 프로필 내의
요청피드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요청하기
1단계
연간성과평가가 런칭되기 몇 주 전 모든
매니저의 워크데이 홈페이지 화면에 안내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안내의 "근무자 피드백
받기"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내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 검색창에 "근무자
피드백 받기"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피드백을 받을 직원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거나,
리스트에서 클릭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피드백을 제공해줄 직원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리스트에서 클릭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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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피드백 제공자를 여러 명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요청하고자 하는 직원을
모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A 참조)
한번에 여러 직원에게 요청을 보내고자 한다면,
모두 동일한 질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각각 다른 질문을 보내거나 요청을 보낸 후 추가
질문을 보내고자 한다면, 해당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검토용 피드백" 기본 템플릿에 기본 질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질문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 질문 아래의
Remove (4a)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맨 밑 하단의 Add
버튼 (4b) 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본 템플릿 "검토용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템플릿 이름 옆 왼쪽의 X 표시 (4c)를
클릭하면 모든 질문이 제거됩니다.

5단계
질문 설정을 모두 완료 후 아래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피드백요청자에게 태스크가
전달됩니다.

완료된 피드백 검토 및 승인
1단계
피드백 제공자가 피드백 작성을
완료하면, 요청한 매니저의
수신함으로 태스크가 전달됩니다.
2단계
완성된 피드백을 검토 후, 승인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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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는 3가지 방법으로 완성된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 검토 태스크를 열면, 한 해동안
제공한 피드백, 승인한 피드백이
표시됩니다. (그림 B). 템플릿 왼쪽의
아이콘을 통해 언제든지 피드백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림 C)
•

직원 프로필의 성과 내의
요청피드백으로 들어가면,
승인된 모든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D)

•

팀 성과 워크렛에서 My Team's
Feedback 아래의 "Feedback on
My Tea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E)

자주 묻는 질문
워크데이 홈페이지 안내에서 이용가능한 시간이 아닌
OR

경우 피드백을 어떻게 요청하나요?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다른 질문을 보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워크데이 검색창에 근무자 피드백
요청을 입력하거나, 팀 성과 워크렛 내의 My Team's
Feedback 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피드백을 요청하고자 하는 직원을 선택 후 (그림 B),
해당 가이드 3단계부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피드백이 직원에게 보이나요? 직속 직원에
대해 요청한 피드백은 해당 직원이 볼 수 없습니다.
완료된 피드백은 피드백 제공자, 해당 직원의 관리
체인, HRBP만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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