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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공기업이 경영실적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성과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내부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과 수용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효율적 성과관

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 공기업 구성원 208명의 유효응답을 획득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내부성과평가에 대한 ‘성과평가효과성’과 ‘성과평가수용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성과보상차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통제변수 중 ‘나이’와 ‘직군’은 ‘조
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일반화가 가능한 연구를 위해 다양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

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성과관리, 성과평가효과성, 성과평가수용성, 성과보상차등,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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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성과관리의 본질은 조직구성원 개인의 성과를 평가

하고 측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구성원의 의식과 행

동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과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조직관점에서의 성과관리는 

단기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과 미

션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경영의 기반

이 된다. 

성과평가제도를 공공부문에 적용하게 된 것은 관료

들의 무사안일주의나 소극적인 태도의 극복과 직무에 

대한 동기를 증진시켜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고, 업무

효과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즉 공공부문 조직에

서 성과평가제의도 목적은 평가제도로 인해 조직구성

원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직무태도나 직무행동에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하미

승, 김병숙, 2007, 민병율 2018). 현재 공기업의 내부 

성과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과평가는 대부분 정

부 경영실적평가제도가 측정하는 성과지표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

영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8

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기관명

예, 기관장 임기, 성과급 지급 등 매우 민감한 영역에

서 공기업과 구성원 모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부평가를 일종의 외부평가에 해당하는 경

영실적평가와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사전대비와 사

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함1)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기업의 내부 성과평가는 단순히 

개인적 성과를 고과에 반영하는 절차가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1) 2019.6.21. 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모 공공기 이 내부 평가편람을 

정부경 평가와 100% 연계시킨 결과 5년 연속 우수(A) 등 을 받았

다고 기술하고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503066, 검색

일 2021.6.22.). 

동기부여 수단으로 작용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

성원들이 내부 성과평가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평가결

과에 대해 수용할수록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영실적평가에 대응해야 하는 조직분위

기와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영재·윤

태범, 2013). 임재현 등(2017)은 공기업의 성과평가 결

과는 개인차원에서는 승진, 연봉, 교육훈련 등을 결정

하는 기준이 되지만 조직차원에서는 조직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고 하는 등 성과관리의 본질적

인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기업도 조

직차원에서 내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구성원 인식수

준을 파악하고 효과성과 수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경영실적평가 대응은 

물론 궁극적으로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해 가는 

기반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기

업이 아닌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려는 이유는 성과관

리가 기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

지 않는 민간과 달리2)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통일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1984년부터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시행되어 왔고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도 구

성원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성과평가 제도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분석하는데 더 유리할 것으로 판

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

과 수용성에 대한 공기업 구성원의 인식과 조직몰입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성과평가

의 효과성 및 수용성 인식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개

별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양자와 

조직몰입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본 연

구의 차별성에 해당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효과

2) 민간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향요인도 다양하고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다양하다. 향요인을 사회  자본, 지식

자기효능감, 컨설 으로 보고 성과를 R&D, 지식공유 의도, 경

성과 등으로 보는 연구들이 그러한 이다(이동윤 외, 2018; 이

유환·서 욱, 2018; 황호민·이상곤, 201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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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수용성 외에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보상차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성과관리의 특성상 고성과와 저성과 그룹이 필연

적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상대평가 결과가 구성원

들에게 선의의 경쟁이라는 긍정적 동기를 부여할 수

도 있지만 오히려 저성과 그룹에게는 불만요인이 되어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

히 이 부분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

에 본 연구의 또 다른 차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기재부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는 공

기업 중 공기업Ⅱ 유형에 속한 A 공기업의 내부성과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사례연구 차원의 분석을 시도

해 보고자 한다. A 공기업이 공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서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으로 바뀐 지 4년이 된 기관으로 내부 

성과평가가 경영실적평가와 동기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기존 선행연구 사례를 검토하고 

이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 후에 설문을 통해 수

집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 가

설검증을 실시하고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다. 다만 선행연구 분석에 있어서 공기업만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까지 포함하여 다루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내부성과평가 효과성

정부는 공공부문에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합리

적인 성과와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과거 연공서열 중

심의 인사관리에서 성과중심인사체계로 전환하고, 정

부와 공무원의 경쟁력과 성과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제도에 연계하여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경영성과를 제

고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성과

평가제도를 경영관리 수단으로 도입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는 2004년 BSC모델 형태로 도입

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공공분야의 효과적인 경영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오고 있다.

민진(2003)은 효과성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정도를 의

미하며, 단순히 발생되는 성과나 실적이 아닌 의도적

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요건과 역

량의 결과 등에 대한 영향관계”라고 하였고, 고영석

(2016)은 “체제로서 조직의 능력과 성과평가제도를 

수용하여 조직의 합의된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

도”라고 정의하였다.

내부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이은진(2010)

은 직무성과계약제도와 근무성적평가제도의 도입으

로 개인의 업무수행실적, 능력, 태도와 같은 개인성과

가 향상되고, 이를 매개로 조직성과도 향상된다고 주

장하였다. 주민정(2005)도 성과평가효과성을 연구하

기 위하여 우체국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마

케팅, 경영혁신, 금융처리생산성 등을 향상시켰으며, 

수익성 향상에도 일정 부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금재덕 등(2009)은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면

서 계량지표의 지나친 강조와 전문성 저해, 근시안적 

관리 유발, 내부관료제 강화 및 조직의 경화, 상호협

조의 저해와 비합리적 보상체계와 같은 의도하지 않

은 부정적 효과와 특정 성과지표에의 고착, 왜곡된 해

석 및 보고, 차선추가, 게임 등의 의도된 부정적 효과

를 확인했다고 하였다. 조희진 등(2014)은 평가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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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는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조직구성원의 동기를 자극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하였다. 이

와 같이 공공부문에서의 내부성과평가가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의 성과향상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므로 성과평가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2. 내부성과평가 수용성

성과평가제도가 조직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

해서는 구성원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필수적이다. 

내부성과평가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조직구

성원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용성

이란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려는 

자발적 의지이다. 유민봉 등 (2013)은 성과평가제도를 

“심리적으로 받아들여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

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라

고 정의하였다.

Roberts & Pavlak(1996)에 따르면 인사 관리자 대상

의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평가과정에 대한 구성원들

의 수용성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김민영 등(2013)은 성과

평가제도 수용성이 높아짐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으로 

조직의 체계적, 효율적인 의사결정과정 기여, 정부에 

대한 시민도 신뢰도 향상 기여, 예산결정 및 집행에 

도움 및 시민과 정부의 의사소통 활성화라고 제시하

였다.

평가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종

원(2019)은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

을수록 효과성 및 수용성이 높고, 평가결과에 따른 포

상경험이 있는 기관이 없는 기관보다 효과성과 수용

성 인식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Yang & Kassekert 

(2010)는 미국 연방의 인적자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상위직공무원들은 성과평가를 객관적이라고 인식하

며 이것이 해당공무원의 직무만족으로 이어진다고 하

였다. 유승현(2010)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서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평가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

석환 등(2008)은 중앙공무원 중 하위직공무원 대상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성과관리제도수용성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성과

평가제도를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고 하였다. 최정인 등(2017)도 내부성과평가의 공정성

이 조직신뢰를 매개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강영철(2008)은 성과관리제도 수용성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요인으로 자율성, 합리적 발전문화, 평가지

표 등 3가지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고, 남창우 등(2008)은 BSC 성과평가수용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표구성이 BSC 수용성에 가

장 높은 영향력을 보인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수행

능력, 교육, 조직구성, 직무충실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업무부담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2.3.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대상인 공기업과 주체인 조직구성원 모

두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입장에서는 조직에 대해 

애착심을 가질수록 성과가 높기 때문에 내재적 직무만

족 등의 심리적 보상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Mowday, Porter, & Steers, 1982).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 mitment)이 연구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나름대로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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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념을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편화된 

정의가 내려져있지는 않다. 그 원인은 조직몰입을 연

구하는 학자들이 사회학, 종교학, 정치학 등 여러 분

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자의 학문적 영역에서 중요

시하는 현상을 분석하려하기 때문이다(민경호, 2005).

조직몰입은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이 본인의 직

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동일시하는 정도와 애착의 

정도로 정의되며,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 혹은 가치에 

대해 수용, 신뢰, 그리고 조직에 헌신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Mowday et. al., 1982, 진종순 외, 2016, 오세덕

외, 2019, 김경수, 김공수, 2019, 구주영, 2020). Robbins 

(2003)는 조직몰입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 및 조직목표와 일체감을 느끼며 조직에 남아있

기를 바라는 심리적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김호균 

등(2013)은 “조직구성원이 조직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정도 혹은 조직에 대해 애착을 가지는 정도라고 정의하

면서, 여기에는 조직구성원과 조직과의 운명공동체 의

식 및 조직의 문제 혹은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구성원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임채숙 등(2010)은 기초자치단체의 

조직문화 유형과 리더십이 공무원의 조직효과성에 미

치는 영향 연구에서 조직문화 유형은 합의문화, 위계

문화, 개발문화의 순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라고 하였고, 류병곤 등(2011)은 조직몰입에 대한 

리더십의 영향력은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

다 강하고,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

직구조의 조절효과는 집권도와 복잡도가 유의하다고 

하였다. 또한 진종순 등(2016)도 조직몰입은 조직구성

원의 담당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도 조직몰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조직충성도가 발생하면서 직

무이탈 현상이 낮아지며, 반대로 조직에 대한 몰입도

와 충성도가 낮은 구성원은 직무만족도가 낮을 수 있

으므로, 조직몰입은 직무만족에 비해 근원적 개념으

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4. 내부성과평가와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최정인 등(2017)은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인식과 

직무태도의 영향관계를 연구하면서 내부성과평가의 

공정성이 조직신뢰를 매개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민영 등(2013)은 

평가제도 결과 및 지표 수용성이 신뢰와 정(+)의 관계

를 갖는다고 한다. 류도암(2012)은 공무원의 성과관리

제도 수용성 연구에서 지표특성(지표의 적절성 및 유

용성), 제도특성(지표설정의 민주성, 평가절차의 공정

성, 평가결과의 공정성), 지원특성(교육훈련 등) 변인

이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과관리제도

수용성이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김인동 등(2010)은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수용성 

인식정도가 조직유효성(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내부성과평가제도 평

가결과와 평가지표수용성이 조직효과성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신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실증하였다.

한편 구주영(2020)은 기존 연구와 달리 성과관리가 

조직구성원의 성과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

며, 신뢰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

화시켜주는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석환 등

(2008)도 공무원의 내부 동기요인인 조직몰입도, 직무

만족도가 평가제도수용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

를 확인하면서, 조직몰입도는 평가제도수용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지만, 직무만족은 평가제도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2.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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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의 효과성과 수용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개별적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변수인 성과평가효

과성과 성과평가수용성을 통합하여 공기업 구성원의 

내부성과평가제도 관련 인식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고성

과와 저성과 그룹에 대한 성과보상차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상

대평가를 채택하는 성과평가제도의 특성상 필연적으

로 고성과 그룹과 저성과 그룹이 발생하고 그들에 대

해 차별적인 보상이 주어짐에도 이러한 집단 차이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이론적·경험적 차별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제변수로 개인적 특성을 추가하

여 어떤 요인들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 후 조직관리에 유의미한 시사점도 찾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모델 및 가설수립

3.1. 연구모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주요변수를 통합하

여 공기업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성과평가효과성’

과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수용성’을 독립변

수로 설정한다. 아울러 상대평가라는 평가방식의 특

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성과와 저성과 그룹 구성원

의 ‘성과보상차등’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조직몰입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적 특성

에 해당하는 성별, 나이, 근무연수, 보직여부, 직군, 근

무지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영향관계 유무를 판

단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한 개념적 연구모델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독립 
변수

성과평가효과성 종속변수

성과평가수용성

조직몰입
성과보상차등 

통제 
변수

성별, 나이, 
근무연수, 

보직여부, 직군, 
근무지

<그림 1> 연구모델

3.2. 가설설정

조직의 성과평가를 가치중립적인 관리도구의 하나

로 보는 입장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이 평가결과를 수용

하는 합리적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잘 

고안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과학적성과평가체제가 합리적인 평가결과를 

산출하면 조직구성원들은 이를 활용하여 조직성과 향

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강황성, 권용수, 2004). 그러

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과평가 관련 요소가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이 대부분이긴 하지

만 일부 부정적인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 앞서 

살펴본 조희진 등(2014)과 금재덕 등(2009)의 연구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과 부정적 영향이 함께 존재하

는 내부성과평가의 효과성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H1: 내부성과평가에 대하여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성과평
가효과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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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동 등(2010)은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수용성의 

인식정도가 조직유효성(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한편으로 구주영

(2020)은 성과관리가 조직구성원의 성과와 조직몰입

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신뢰요인이 이를 완화시켜

주는 조절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이석환 등(2008)

도 조직몰입도는 평가제도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지만 직무만족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내부성과평가에 대한 

수용성이 구성원의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미치는 긍

정적영향이 다수인 반면, 일부 조직몰입에 부(-)의 영

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도 소수가 존재한다. 또한 연구

변수 구성에서 선행요인으로써 조직몰입도가 평가수

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와 성과평가수용성이 

후행변수인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 등 

연구자 특성에 따라 선행과 후행요인을 구성하여 상

호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실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과 후행 그리고 긍정과 

부정적 영향결과가 함께 존재하는 내부성과평가수용

성이 조직구성원 조직몰입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질

적인 검증을 진행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2: 내부성과평가에 대하여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성과평
가수용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과평가제도의 본질은 사전에 합의된 성과목표에 

대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따

라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차등적인 보상이 이루어지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한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직무태도가 변화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을 도모하

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보상차등이 

공공기관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3)하였다.

H3: 내부성과평가 결과로 나타나는 조직구성원에 대한 ‘성과
보상차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정의 및 측정

3.3.1. 종속변수

조직몰입은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의 입장에서 개념을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편화된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정의(Mowday et. al., 1982, 진종순 외, 2016, 

오세덕외, 2018, 김경수, 김공수, 2019, 구주영, 2020)를 

인용하여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동일시하고 애착을 가짐으로써, 조

직이 지향하는 목표 혹은 가치에 대해 수용하고 신뢰하

며 헌신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변수측정을 위해 선행

연구(최재환, 2006; Mowday, Porter, & Steers, 1982)에서 

사용한 설문항목을 참고하여 자긍심, 가치관 일치성, 

기여의지, 미래발전 관심, 희생 의지, 지속적 근무, 문제

동일화 등에 대한 7개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3.2. 독립변수

첫째,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

되고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평가효과성’을 ‘조직에서 

사전에 계획되고 합의된 성과목표에 대하여 일련의 

노력과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이종원 2019; 고선호 2018)에서 

3) 조직몰입이 아닌 조직시민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박상 ·곽채기

(2018)의 연구에서는 조직성과평가의 분배공정성과 차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정 인 향이 있음을 확인하 는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차이가 아니라 조직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지

와 평가 차가 공정한가에 해 개인이 느끼는 인식정도를 기 으

로 한 에서 차이가 있다. 공기업의 경우 내부성과평가 기 은 부

분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분배  차공정성은 기본 으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등 이 고성과 그룹인지 

성과 그룹인지만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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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설문항목을 활용하여 공기업의 경영성과 및 

경영개선, 능력과 잠재력 발휘, 핵심성과 향상, 구성원 

동기부여, 업무능력 향상 등 5개 설문항목을 효과성 

분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변수인 ‘성과평가수용성’은 유민봉·김민영 

(2013)이 제시한 것처럼 ‘성과평가제도를 심리적으로 

받아들여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인과 조

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이

를 위해 공공기관의 평가결과 수용도, 내부조직평가

제도 에 대한 만족도, 업무성과의 평가 반영, 구성원 

노력의 평가반영, 평가결과에 대한 보람과 긍지 등 5

개 설문항목을 수용성 분야로 구성하였다(이종원 

2019; 고선호 2018).

세 번째 변수인 ‘성과보상차등’은 ‘조직의 내부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조직구성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과 

성과급이 차등되는 보상체계’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

해 내부성과평가 등급 중 우수등급(S+등급, S등급)과 

미흡등급(B등급, B-등급)으로 구분하고 미흡등급을 

준거범주(reference category)로 하여 더미 처리한 값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3.3.3. 통제변수

인구통계적 요인인 성별, 나이, 근무연수, 보직여부, 

직군, 근무지 등은 통제변수로 간주하여 별도의 가설

설정에 활용하지 않았다. 

3.4. 설문지 구성 및 자료수집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A 공기업 구성원을 대상으

로 2020년 7.8부터 8.12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방식은 Google Drive에서 설문을 설계하고 휴대

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배포하여 총 210개의 설문

응답을 받았다. 이중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응

답 2개를 제거하고 208개 설문응답으로 최종분석을 

진행하였다.

4.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4.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A 공기업의 2019년도 내부성과평가결과 

우수등급과 미흡등급에 해당하는 부서의 구성원을 대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SPSS 22.0 패키지를 활용하

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는 다변량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4.2. 조사대상자 특성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본의 남녀비율은 각각 88.9%, 11.1%이며, 직급에

서는 대리이하 58.2%, 과,차장 34.1%, 부장이상 보직

자 7.7%로 대리이하 직급이 가장 많았다. 나이는 40대

가 41.3%, 근무연수는 11∼20년 이하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무지는 본사 41.8%, 사업

장 58.2%로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수

등급 61.1%, 미흡등급 38.9%로 우수부서 구성원의 응

답수가 많았다.

4.3. 변수의 타당성ㆍ신뢰성 분석

본 설문구성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

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치(eigen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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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요인적재치 .4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성과평가효과성, 성과평가수용성, 조직몰입 등 3

개의 주요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성과보상차등’ 요인

의 설문내용은 한 개의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별도의 요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신뢰성은 연구결과 측정된 결과치의 안정성, 정확

성, 예측가능성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는 측정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내적일관

성 측정방법인 Cronbach’s α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모든 설문항목에서 .9 이상의 높은 신뢰성을 보이는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변수별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

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N=208)

구분 문항
요인

적재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Cronbach’s α

성과 평가 
효과성

Q1 .875

4.275 85.491 .965

Q2 .955

Q3 .945

Q4 .900

Q5 .946

성과 평가 
수용성

Q6 .906

4.134 82.673 .965

Q7 .948

Q8 .946

Q9 .916

Q10 .824

조직 몰입

Q11 .882

5.197 74.247 .967

Q12 .868

Q13 .840

Q14 .804

Q15 .883

Q16 .897

Q17 .855

4.4. 상관관계 분석

주요변수에 대하여 구성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산출한 요인점수를 이용

하였으며, 상관관계는 .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효과성과 성과평가수용성은 조직몰입과 

각각 .674와 .675의 상관관계(p<.01)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성과보상차등과 조직몰입 간에는 -.374의 상

관관계(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평

가효과성과 성과평가수용성 간의 상관계수가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요인 간 상관관계가 높아 다

중공선성 문제를 생각할 수 있으나, 요인분석에서 요

<표 1>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자 185 88.9%

여자 23 11.1%

직급

대리이하 121 58.2%

과, 차장 71 34.1%

부장이상 16 7.7%

나이

20대 27 13.0%

30대 56 27.0%

40대 86 41.3%

50대 39 18.7%

근무
연수

5년 미만 51 24.5%

5∼10년 이하 37 17.8%

11∼20년 이하 63 30.3%

21년 이상 57 27.4%

직군
기술직 171 82.2%

사무직 37 17.8%

근무지
본사 87 41.8%

사업장 121 58.2%

보직
여부

부서원 192 92.3%

부서장 16 7.7%

조직
평가
등급

S+(탁월) 80 38.5%

S (우수) 47 22.6%

B (미흡) 66 31.7%

B-(매우미흡) 1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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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 관련성이 없도록 구성되었으므로 별도로 고려

하지 않았다. 주요요인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N=208)

구분
성과평가 
효과성

성과평가 
수용성

성과
보상차등

조직 몰입

성과평가 
효과성

1.00

성과평가 
수용성

.888** 1.00

성과보상차등 -.432** -.496** 1.00

조직 몰입 .674** .675** -.374** 1.00

** p<.01

4.5. 회귀분석 결과

성과평가효과성과 성과평가수용성이 조직구성원

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산술평균값을 아용한 변수는 오차와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독립변수인 

성과평가효과성, 성과평가수용성과 종속변수인 조직

몰입 변수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변수 값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 방법은 

전진선택법과 후진선택법을 개선한 방법으로 독립변

수의 추가와 제거를 적절히 조절하여 변수를 선택하

는 단계선택(Stepwise)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나이, 근

무연수, 보직여부, 직군, 근무지 등 6가지 변수들은 통

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식의 결정계수 

값 R2이 .538로 종속변수 조직몰입 총변동의 53.8%를 

회귀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회

귀모형에 대한 선형성검정을 위한 분산분석 결과는 

F=59.215, 유의확률 p=.000으로 유의수준 α=.05하에

서 선형성이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또한 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01이하와 VIF 값 10 이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공선성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독립변수 중에서 성과평

가효과성(β=.357, p<.01)과 성과평가수용성(β=.355, 

p<.01)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한편, 통제변수로 처리한 변수 중 나이(β

=-.360, p<.001)와 직군(β= -.353, p<.01)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4>의 결과가 

자칫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일반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함에 있어 간명성(parsimony) 확보

차원에서 Step-wise 방식을 적용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표 4> 연구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206 .063 3.251 .001

독립변
수

성과평가효과성 .357 .104 .357 3.439** .001 .211 4.735

성과평가수용성 .355 .104 .355 3.401** .001 .209 4.793

통제변
수

나이(더미) -.360 .100 -.177 -3.600*** .000 .942 1.061

직군(더미) -.353 .129 -.135 -2.740** .007 .934 1.070

R2 = .538 F = 59.215

수정된 R2 = .529 유의수준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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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첫째 내부성과평가에 대

하여 구성원이 인식하는 ‘성과평가효과성’은 ‘조직몰

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성과평가에 대하여 구성원이 인식하는 ‘성과평가

수용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내부성과평가 결과로 나타나는 구

성원에 대한 ‘성과보상차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설설정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통제변수 중 

‘나이’와 ‘직군’이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 중 가설1과 가설2는 채택하고 

가설3은 기각하고자 한다.

5. 결론

5.1. 연구결과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와 이에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내부성과평가에 대하여 조직구성원이 인식하

는 ‘성과평가효과성’과 ‘성과평가수용성’은 ‘조직몰

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부

성과평가에 대하여 구성원이 인식하는 ‘성과평가효과

성’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최

정인 등(2017)이 내부성과평가의 공정성이 조직신뢰

를 매개로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과 이은진(2010)이 성과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성

과가 향상되고, 이를 매개로 조직성과도 향상된다고 

한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조희진등(2014),  

금재덕(2009)이 확인했던 내부성과평가제도의 부정적 

효과와는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성과평가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식이 매개요인 

없이도 직접 조직구성원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구성원이 인식하는 ‘성과평가수용성’이 ‘조직몰입’

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성과관리제도 수용성인식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상사신뢰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김인동 외(2010)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성과관리가 성과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구주영(2020)의 연구나 조직몰입도가 평가

제도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후행적 효과

를 제안한 이석환 등(2008)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이다. 공공기관 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성과평가제도가 갖는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본 연

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직몰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고,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선행

적인 요인으로써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도 확인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우수등급’과 ‘미흡등급’ 조직에 대한 ‘성과

보상차등’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우수조직과 미흡조직에 대한 인

사, 포상, 성과급 등에서의 차등이 조직구성원의 조직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상차등이 미흡조직 구성

원에게 커다란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 매년 발생

하는 일종의 이벤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정착되었

고 부서장 이외 구성원은 성과급차등폭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인구통계적 요인 중 ‘나이’와 ‘직군’은 조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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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

하의 조직몰입이 40대 이상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은 

30대 이하 구성원은 조직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보

니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도나 결과에 대한 관심도가 

오랜 기간 내부성과평가를 경험한 40대 이상 구성원

에 비해 낮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직군의 경

우 기술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무직의 조직몰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A 공기업의 업무 특성상 사

무직인 경우 지방소도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단신 주

재로 근무하는 형태가 많아 대도시 중심 지역사업장

에 근무하는 기술직에 비해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가 낮고, 정부대응 업무와 전사적 경영관리를 수행해

야 하는 업무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

성과평가가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성

과급차등 폭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나이와 관련하여 개인주의적 사고가 강한 30대 

이하 구성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거나 주거여

건 내지 근무여건에 대한 직군별 차이를 완화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특정한 공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수행된 관계로 연구결과가 

내적 타당성은 갖추고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외적 타

당성은 낮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과보상

차등의 경우 응답결과가 해당연도(2019년)의 성과와 

과거부터 누적된 성과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필요한 후속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년 동안의 내부성과평가결과

를 기준으로 진행한 횡적인 연구로써, 향후에 매년도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정기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연

도별 변화를 비교하는 종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내

부성과평가의 효과성과 수용성, 그리고 보상차등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특정 공기업이 아니라 복수의 공기업 내지 다

수의 공공기관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연구결

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직유무의 경우 보직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통제변수로 나타났을 수 있으므로 

통계기법이 아니라 Focus group Interview와 같은 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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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Effect of Members' Perception of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ed on the Case of A Public Corporation

 4)

Soohaeng Shin*, Yoonseuk Woo**

For the effective responsiveness toward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nd continuous development 
as a public corporation, internal performance management is essential. In this study, the effect of employees' perceptions on 
the effectiveness and acceptability of the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tested, 
and we attempted to find implications for efficient performance management. For this purpose, we obtained valid responses 
from 208 members of A corporation and the hypotheses were verifi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erformance evaluation effectiveness' and 'performance evaluation acceptability' for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however, the effect of ‘differential performance compensa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not significant. Also, among the control variables, ‘age’ and ‘job group’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derive more generalized conclusion, other researches using 
bigger samples are needed.

Key Words: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effectiveness, Performance evaluation 

acceptability, Differential performance compens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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