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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베이스 CEO 권민석



저는..

2007 - 2017

• 국내 1위 eBook Platform 리디북스 공동 창업 

• 구성원수 200명+ / 연매출 1,500억원+ 규모의 조
직으로 성장하는 과정 

• 10년 간 COO, Head of Product / Device / 
Contents DB / HR 등 다양한 역할 수행

Ridibooks
2018 -

Lemonbase
• 성과관리 분야 SaaS 레몬베이스 공동 창업, CEO 

• 2020년 4월 런칭  

• 매월 50% 이상 빠르게 성장, 100만개 이상의 리
뷰 데이터 달성 

• 2021년 1월 62억원의 Seed 펀딩 (카카오, 본엔젤
스, 크래프톤)





10년간 콘텐츠 플랫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성과관리 분야의 SaaS 레몬베이스를  

공동창업하게 된 이유



🚀 
유니콘 기업으로 고속 성장하는 기업을 이끌며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이지?



👩🤝👨 
사람



🤯 
“내가 하는 일이 회사의 목표와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 
“바빠 죽겠는데 팀원들하고  

1:1에서 무슨 얘길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 
“팀원이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공정한 평가를 어떻게 하죠?”



😡 
“그런 피드백을 왜 이제 와서  

하필 연봉 협상할 때 이야기 해주나요?”



💡 
조직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



💡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1년에 1번 하는 하향 평가가 아닌  
1년 내내 성과과 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



🤔 
잠깐.. 다른 회사들도 같은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



💡 
142번의 In-Depth 인터뷰와 

100개 회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모두가 겪고 있는 큰 문제” 확신



성과 관리는 어려운 문제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1년에 1번 하향 평가가 아니라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성과와 성장 관리를 하고 싶다면? 

가벼운 시작을 위한 4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지속적 성과관리의 첫걸음 
Continuous Performance Management (CPM)



목표 🎯

• 모두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목표를 공유 
• 명확한 Ownership 표시 
• 정기적인 체크인과 현황 업데이트 
• 구글의 분기별 OKR 

• 레몬베이스 팀은? 
- OKR 기반의 목표 관리 
- 레몬베이스를 활용한 주간 OKR 체크인 
- Owner가 진척 상황(진척도와 진척 내용)을 미리 업데이트, Q&A 
- 실시간 공유

“내가 하는 일이 회사의 목표와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1 💬

“바빠 죽겠는데 팀원들하고  
1:1에서 무슨 얘길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 선제적 Align / 코칭 활동 
• 어젠다가 핵심 (가이드라인 제공) 
• 주 1회 ~ 월 1회 (숙련도, 입사 시기 고려) 
• 사전 준비와 사후 기록의 중요성 

• 레몬베이스 팀은? 
- 리더-팀원은 주1회~월1회 1:1 미팅 진행  
- 신규 입사자 10명의 동료와 1:1 미팅 
- 레몬베이스 1:1 미팅 제품을 이용해서 미리 어젠다 공유 
- 레몬베이스 제공 추천 어젠다를 적극 활용 
- 전략 / 목표 / 업무 현황 싱크, 고민, 성장을 위한 조언 등 다양한 어젠다



리뷰 📝

“팀원이 1년간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
지 않는데 공정한 평가를 어떻게 하죠?”

• 연중 피드백 기록을 많이 쌓고, 기록을 보며 평가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 유연한 설계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도구의 중요성 

• 레몬베이스 팀은? 
- 분기 동료 피드백 운영 
- 하향과 상향도 모두 동료 리뷰로 
- 내가 피드백을 받고 싶은 동료와 주고 싶은 동료를 함께 지정 
- Netflix의 Stop-Start-Continue



수시 피드백 💌

“그런 피드백을 왜 이제 와서  
하필 연봉 협상할 때 이야기 해주나요?”

• 기본 철학, 제도를 마련하기 
• Growth Mindset 
• 피드백을 주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 (목적과 형식) 
• 피드백을 받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 (성장을 위한 정보) 

• 공개적 칭찬을 위한 온라인 공간 마련 (Slack, Lemonbase) 
• 칭찬과 피드백의 근거는 조직의 핵심가치와 일치하게 

• 레몬베이스 팀은? 
• Lemonbase Value 중 Growth Mindset 
• 칭찬은 공개적인 채널로 
• 피드백은 즉시, 또는 1:1 미팅을 통해서 
• SBI (Situation - Behavior - Impact) 형식



camp.lemonbase.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