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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70년대 영국의 IMF 위기 등 세계적인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효율적

인 정부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조직 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

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 공공기관 역시 자체적으로 내부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내부 성과평가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수용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평

가결과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수용도에 대한 자료분석 및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내부 성과평가 결과 수용도에 대한 영

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내부평가 개인

별 지급률,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인사·

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소속

기관, 직급, 직종, 근속년수, 학력, 평가군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의 하위

변수로 K공사의 내부 성과평가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조직업적평가에

대한 수용도, 개인업적평가에 대한 수용도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내부 성과평가 수용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내부평

가 지급률,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신뢰도

95%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내부 성과평가 결과 수용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인사보상체계의 연계성 인식은 신뢰도 95% 수준에서 판단했

을 때 내부성과평가 수용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업적평가에 대한 수용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평가지표의 합리

성 인식,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신뢰도 95%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조직업적평가에 대한 수용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

평가지급률 중 조직업적평가지급률, 인사보상체계의 연계성 인식은 신뢰



도 95%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조직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에 영향

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내부

평가지급률 중 개인업적평가지급률,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운

영의 합리성 인식이 신뢰도 95%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개인업적평가에

대한 수용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사보상체계의 연계성

인식은 신뢰도 95%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개인업적평가에 대한 수용도

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내부 성과평가 지급률이 내부 성과평가결과 수용도에 영향을

주므로 저지급률을 받는 소외된 인력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

기업은 고용안정성이 상당부분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성과평가가 부진한

저성과자도 다독거리며 같이 가야할 수 밖에 없는 조직이다. 따라서 저

성과자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들의 불만과 평가부서 및 평가자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 K공사의 경우 특히, 개인별 개인업적평

가 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소통이 부족한 현실이다. 개인업적평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소통을 통해 피평가자들의 수용도

를 높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역시 내부 성과평가 결과 수용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도 향상을 위해 지표설정시 실무부서 직

원들의 의사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표 개선 워크

샵시 주로 평가운영부서 담당자들 위주로 참석하여 진행하는데, 향후 일

반 실무자들 비중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내부 성과평가 결과 수용도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도 향상을 위해 평가단 구성의 객

관성 확보, 외부평가위원 비중 확대, 평가시 감사부서와의 협력 등을 통

해 평가외적 요소가 평가에 작용하는 부분을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공기업, 내부 성과평가, 성과관리, 수용도

학 번 : 2015-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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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70년대 영국의 IMF 위기 등 세계적인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효율적

인 정부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조직 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개

선,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60년대의 호황을 겪은 OECD국가들은 1970년에 들어 두 차례의 석

유파동을 겪으면서 이들 경제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

응하여 각 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였으며, 그 결과

재정수지는 1975년을 전후하여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OECD 국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960∼1973년간 5.2%에 달

했으나, 석유파동 기간인 1974∼1982에는 2.2%로 급감하였고, 그 이후에도

2∼3%대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경기부양의 노력, 복지지출 등으로

GDP 대비 정부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적자와 정부부채 증가 등 어느 때보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고영선 외, 2004).

이런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의 흐름속에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이하 NPM)이 등장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공공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신공공관리는 시장원리, 성과관리 등을 핵심적인 원리를 공공부문에 도

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및 운영은 공공부문의 운영과정에서 비효율

인 적인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공부문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 및 과

학적으로 평가하여, 공공부문의 성과를 증진함으로써, 비용대비 높은 정

책성과와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등의 이

점을 가져온다(하미승, 2004).

이러한 신공공관리적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1984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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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한국 공기업의 경영평

가제도를 도입하였고,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

라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세부 평가군별로 경영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경

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성과 평가를 통하여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이고,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경영

에 반영시킴으로써 공기업 경영 개선을 이끄는 과정이다. 또한 공기업간

의 상호 경쟁을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와 동일한 흐름하에 공기업들은 내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성

과 개선 및 효율성·공익성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공기업 경영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 성과평가제도가 성

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조직을 경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고, 내부 성과평가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집행되기 위해서는 평가의 수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김준기,

2014).

기술적으로 정교한 성과관리제도를 개발하여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

러한 시스템이 운영될 때, 이 시스템의 평가대상이 되는 동시에 시스템

으로부터 나온 평가정보의 주된 이용객체인 구성원들의 행태에 대한 심

도있는 이해없이는, 효과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이로 인한 기대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성과관리제도가 잘 운영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의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평가대상 혹은 평가

주체가 되는 조직 구성원들의 시스템에 대한 수용성 정도가 높지 않다

면,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시스템 전체의 효과성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김

태희, 2011). 특히, 성과가 계량화될 수 있는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성을

지닌 공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상의 수치만으로 내부 성과평가제도의 성패

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내부평가제도와 그 결과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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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수용도의 문제는 훨씬 더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부 성과평가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성

과급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성과를 높혀 더 많은 성과급

을 받고자하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반면, 수용도가 낮은 조직은 성과급과

관련한 불만이 생겨 소속 조직에 대한 몰입도 및 직무만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조직의 역량이 분산됨으로써 경영성과의 측면에서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최수혁, 2012).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내부 성과평가에 대한 직원 수용도에 관한 연구

는 의미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현재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 대한 수용

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공기업 내부 성과평가에 대한 수용도

연구는 2건 정도에 불과한 정도로 매우 적은 실태이므로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제 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이 논문은 공기업 내부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K공사의 내부평가

제도 소개 및 K공사의 성과평가제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요인과 직원 수용도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범위로 연구대상은 공기업 중 K공사

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기업에서 운영중인 내

부평가제도 및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및 의의, 공기업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BSC, MBO 등 성과관리기법, K사의 내부 성과평가제도 현황 등 수용도

를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과제를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내부

평가 수용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는 등 본 연구를 위해 필

요한 점 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구성하였다. 이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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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대상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제 2장은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

평가제도 및 내부 성과평가 수용도에 관한 다양한 논의 등에 대해 기술

하였다.

제 3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모형을 설계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4장에서는 설문자료를 실증 분석하였다.

제 5장에서는 연구 결론 및 연구한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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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이론적 논의

1. 신공공관리론

가.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NPM은 공공관리, 기업가적 정부, 시장 지향적 행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 시장, 경쟁원칙 같은 민간 경영에 적용되는 관리기법들을 공

공부문에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의 성과를 중시하고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NPM의 두 가지 중요한 이론적 가치는 신관리주의

와 경제학이다. 신관리주의는 과학적 관리의 전통하에서 공공영역에 경영

형 관리주의를 새롭게 적용한 것인데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그리

고 거래비용이론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NPM의 기본적인 이론적 틀은 주

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이론, 관리주의와 공공선택이론 등이 혼합되어

형성된 이론이다(서순복, 1999).

나.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역할이 증대되면서, 일반적인 행정과 공공관리

보다 국방, 사회보장 제도, 보건과 안전 등과 같은 정책 이슈에 초점이 두

어졌다. 본질적으로 공공관리는 정책 이슈라기보다는 정책이 형성되고 자

원이 배분되고 프로그램이 집행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각 국가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관료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공공관리 영역에서

의 정책변화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 와서 공공관리는

특히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 수많은 다른 국가들에서 정책결정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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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 정부에서 신

공공관리를 주요 의제로 삼게 되었다(이재은, 2003).

이러한 신공공관리 도입의 영향 요인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박해육, 2002). 첫째, 국제경쟁 심화 및 세계화의 흐름 속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서 효율성, 유연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가 필요

하게 되었다. 둘째, 1970년대 말부터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가재정

의 지속적인 적자 확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셋째, 기존 사회가치의 변화로 시민들은 행

정서비스의 추가 비용은 쉽게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행정에 대한

더 많은 성과나 서비스를 기대함에 따라 비용 대비 편익을 중요시하는 시

민들의 요구에 행정이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마지막으로,

관료제에 근거한 전통적 행정의 문제점으로, 과거 성장 위주 시대에 맞춰

서 확장적인 정부를 추구해온 행정은 성과관리 측면을 등한시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 의식이 확산되며, 신공공관리의 도입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최

수혁, 2012).

다.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

1) 시장지향성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의 시장지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시 두 가

지로 세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공기업의 민영화이다. 영미권 국가에서 시작

된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다시피 했으며 우리나라

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KT, KT&G 등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

둘째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서 정부의 책임과 정부의 공급을 구별하여,

정부가 책임지는 서비스라고 해서 반드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하는 것

은 아니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Osborne 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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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성 제고

신공공관리론은 재무관리·인사관리·조직관리 등 주요한 경영 관리 과정

에서 관리자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주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조직의 신설·증설·폐지 등에 있어서 관리자들이 보다 많은 재량을 가져

야 하고 공무원의 채용·전보·승진·해임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재량권

이 인정되어야 하며 예산의 전용·이월·예비비사용을 포함하는 예산의 집

행과정에서도 보다 많은 권한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유훈, 1995).

3) 성과의 중시

신공공관리론은 성과·실적을 강조한다. Hughes(1994)는 ‘행정은 지시의

실천을 의미하지만 관리는 결실의 실현이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실적관리를 중요시하며 성과지향적 정부를 강조

한다(Osborne 외, 1992).

4) 고객지향성(고객주의)

신공공관리에서는 고객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정부와 행정의 대응성을 강

조하고 있다. 국민을 공공 부문의 소비자, 수혜자, 고객으로 파악함에 따라

효과성, 능률성,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 서비스에 관한 선

택과 평가의 기회를 고객에게 부여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을 추구하고 있다

(정정길, 2007).

라.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관료적 패러다임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낡고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공공행정의

경험과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관료적 패러다임은 NPM에 비해 훨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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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바탕을 둔 공적책임성을 지니고 있고 헌법과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

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시민에 봉사하는 의식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행정의 역사적 맥락을 외면하고 관료적 패러다임을 NPM에 비하여 비

효율적이고 공공서비스적인 면이 취약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는 것이다(Laurence E, 2001).

또한, 이명석(2001)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해서 정부부문에 민간기법을 적

용하기 쉽지 않고,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의 갈등으로 효율성

향상이 어려우며, 고객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시

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적용가능성에 문제가 있

으며, 행정의 정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마. 신공공관리론의 공헌

우리나라에서 신공공관리적 정부 개혁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개

선하고, 행정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 유입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킨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이 정부혁신의 만병

통치약은 아니므로 무분별한 도입보다는 공공부문의 특수성 인식, 행정과

경영의 차이 인식, 공익이나 형평성 같은 가치에 대한 인식 등을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조심스럽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정길, 2007).

2.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가. 성과관리의 개념

성과관리의 개념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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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과관리의 다양한 개념

구 분 성과관리 개념

이석환

(2008)

미래의 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

직의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과적 수단

들을 설계, 이들 간의 관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정확한 정보

를 생산해 내는 일련의 과정

윤수재

외(2008)

성과측정, 성과급 보수, 직무성과계약, 성과주의 예산 등 성과가

포함된 모든 행정관리시스템

성과관리

혁신포럼

(2005)

개인, 조직, 팀들 성과관리 객체에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

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행동하게 하고, 성과를 평가하

여 기관 관리 및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장치·노력

고영선

외(2004)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시행하고, 목표

대비 결과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과정
Armstro

ng(2006)

팀과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조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OECD

(1995)
성과계획·측정·평가 3단계로 이어지는 과정

출처 : 윤수재 외(2009) 재구성

성과관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양한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다양한 성과관리의 개념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도출하면 성과관리의 개

념은 조직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고, 목표설정, 지표설정, 성과측정,

보상, 피드백 등의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성과관리란 조직이 지향하는

미션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전략 계획을 수립 후 실행하며, 성과를

측정 및 보상하며 향후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시스템적 경영활동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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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부문의 성과평가

이러한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평가에 대한

개념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이 논문에서는 <표 2>의 내용을 기초로 공공부문의 성과평가를 공공부문

경영의 장단기적 성과에 대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측정하며 보상, 피드백

하는 일련의 종합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 공공부문에서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념정의들

학 자 성과평가의 개념정의

Epstein&Tripool 사업의 효과성 및 능률성을 측정하는 과정

Dye, T. 정책의 결과에 대해 학습하는 것

Hatry, H

특정한 정부사업이 국민에게 미친 모든 장단기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정부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

Jones, C. 정부사업계획의 업적을 판단하는 것

Poister, T
설정된 목표에 도달해 가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

Nachmias, D

정책이나 공공사업계획이 그 대상에 미치는 효과를 달성

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지어 객관적, 체계적, 실증적으

로 검토하는 것

Rossi & Freeman

사회적 성격의 개입프로그램의 개념화와 설계, 실시 및

효용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적용

하는 것

Vedung, E.

정부개입의 과정, 산출 및 그 결과의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사후적으로 정밀하게 사정하여 미래의 실제적인 행

동에 반영하는 회고적 점검작업

Wholey, J.

국가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효과성(목표달성도)을 사정하

는 것 또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사업의 상대적

효과성을 사정하는 것

출처 : 김명수(2000), Vedung(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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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50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

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인사·조직·예산·자금 운영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경

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제 23조 2호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원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

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침은 K공사를

비롯한 각 공사들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K공사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서는 균형성과표(BSC), 목표관리제

(MBO) 등 다양한 성과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균형성과표(Balanced Scord Card : BSC)

가. BSC의 등장배경 및 개념

K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BSC는

하버드의 회계학 전공 로버트 카플란(Robert Kaplan) 교수와 보스턴 지역

경영컨설턴트인 데이비드 노튼(David Norton) 박사에 의해 1990년대 초반

에 창안되었다. 균형성과표는 기존의 재무적 성과지표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 고객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재무적 관

점의 성과지표를 보완한 전략적 성과관리 기법으로, 포춘 1,000대 기업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채택해왔으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20세

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 75개 중 하나로 BSC를 선정하였다(Paul R.

Niven, 2003).

BSC 등장 이전의 성과평가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보다는 과

거에 이뤄진 의사결정과 성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에 머물러 왔으며, 대부

분의 조직들은 재무측정치 위주로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여 왔다.

성과 평가의 목적은 성과측정 그 자체보다는 수립된 계획과 실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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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미래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

련하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성과평가의 중심적인 지표였던 재무

지표는 사후적인 결과를 제공할 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나아

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여 왔고, 전통적인 재무적 성과측

정치만으로는 이러한 기업의 역량을 충분히 파악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익률과 같은 단기적 성과만을 강조하고 과거 지향적인 정보만

을 보여줌으로써 장기적 전략 및 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균형성과표이며, 과거 성과평가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카플란과 노튼은 재무·고객·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시하였

다(Kaplan R.S 외, 1992).

BSC는 기존의 성과지표의 중심이었던 재무 성과지표를 보완하면서 미

래성과에 영향을 주는 활동인 고객만족,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과

관련된 세 가지의 운영성과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BSC는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기업의 목표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재무·고객·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의 4개 관점에 대한 균형된 성과측정을 추구한다. 그리고 원

인과 결과간의 균형, 장·단기지표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상호의사소통의 활

성화를 통한 성과의 증대를 도모하는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의 도구로

기업의 종합적인 정보를 경영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평가

도구이다.

Kaplan & Norton은 기업의 경쟁력이 순이익, 매출액과 같은 유형의 자

산에서 고객만족, 프로세스, 지식역량 등과 같은 무형의 자산으로 변화됨

에 따라 무형자산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것

을 말하면서 균형성과표를 제안하고 있으며 재무 및 비재무적 지표들을

전략과 통합한 하나의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로 무형화하여야 한다고 말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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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균형성과표(BSC)의 특징

BSC는 전통적 성과관리와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BSC 모형이 기존의 성과관리시스템과 다른 점은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기초로 각각의 성과지표를 설정한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성과관

리제도가 기능별, 사업별 관점에서 구성되어 있다면, BSC 모형은 조직관

점에서 유기적으로 성과지표를 구성·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BSC 모형은 다양한 관점의 균형적이고 인과관계를 갖는 성과지

표로 구성된다. 장⋅단기적, 재무⋅비재무적, 결과중심⋅과정중심적, 내부

지향적⋅외부지향적 등 다양한 관점의 균형잡힌 성과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BSC 모형은 전체 조직의 전략 목표와 성과 지표를 하부 조직과

개인단위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조직 목표와 하부조직 및 개인의 목표가 별도로 작동하게 된

다는 점인데, BSC 모형은 하향식 접근방법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목표,

성과지표부터 하위 조직과 개인의 목표,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유기적인 관

계를 구축할 수 있다.

넷째, BSC 모형은 성과측정 및 평가체제에 머무르지 않고 중요한 경영

상의 의사결정시 필요한 지원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리자는

BSC 모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얼마나 잘 달성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BSC는 의사결정시 필요한 주요 프로세스와의 통합을 구현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권우원, 2010).

다섯째, BSC 모형은 조직 내부와 외부요소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재무

적인 이해관계자와 고객은 BSC에서 외부 구성요소를 대표하고, 직원과

내부 프로세스는 내부 구성요소를 대표한다. BSC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내외부 구성요소들 간의 상충되는 요구를 균형감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BSC 모형은 선행지표와 후행지표 간의 균형을 위해 노력한다.

후행지표는 일반적으로 과거 성과를 나타내며, 고객만족도, 매출액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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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 지표들은 객관적이고 쉽게 집계될 수 있지만, 미

래에 대한 예측은 결여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선행지표들은 후행지표들

의 달성을 이끄는 성과 동인으로, 프로세스나 활동과 관련한 성과지표들

이 그 예이다. 고객응답 시간은 고객만족이라는 후행지표에 대한 선행지

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측정 지표들은 미래에 대해 예견할 수 있으나, 그

상관관계가 주관적이고 측정이 어려운 데이터일 수 있다. BSC에는 선행

지표와 후행지표 모두가 적절히 혼합되어야 한다. 선행지표가 없는 후행

지표는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후행지표가 없는 선행지표는 단기적인 향상을 나타낼 수는 있지

만 이러한 향상이 고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결과가

산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Paul R. Niven, 2003).

다. BSC의 구성요소

BSC는 조직의 가치가 발생되고 유지되는 원천을 다음 네 가지 관점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전략달성을 위해

기업이 성과를 어떻게 창출해 가야하는지에 대하여 균형있는 시각으로 기

업활동을 다루고 있다.

BSC는 영업이익율과 같은 과거의 재무지표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미

래성과를 창출하는 측정지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다음의 네 가지 관점에

따라 조직의 전략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있다.

(1) 4가지 관점

(가) 재무 관점

재무 관점에서 생성되는 지표들은 기존의 재무적 성과평가와 유사하다.

기업활동의 결과가 수치를 통해 측정되기 때문에 재무적 관점의 지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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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원으로 이용되고,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수립된 전략의 실행 결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재무적인 지표들에서 나타나는 성과는 재무적 지

표의 결과와 연결된다.

재무적 지표와 연관된 것은 비용절감, 수익성 증대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

하게 되고, 조직이 공통으로 달성해야 하는 공통지표로 설정하기에 유용하

며 조직간 비교가 쉽다.

(나) 고객 관점

기업에 있어서 고객은 광범위하다. 기업의 고객은 과거에 상품 및 서비

스를 구매했던 고객, 현재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과 더불어 앞으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 등으로 구분될 뿐만 아

니라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고객도 고객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고객 관점의 전략 목표 수립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현대 기업의 전략적 트렌드를 잘 대변하고 있으며, 전략 수립 및 평

가기준 설정 시 고객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

고객과 관련된 일련의 경영 활동들을 지표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장을 명확히 정의하고 고객을

세분화함으로써 핵심적인 고객집단들이 어디에 있으며, 고객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들이 핵심성과지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

부채비율 축소, 사업구조조정,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비용절감 등 현대의

조직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인 개선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

으며 내부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16 -

내부프로세스란 정보, 원재료, 인적자원과 같은 조직내의 요소로부터 제

품, 서비스 같은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활동들을 말한다.

카플란과 노튼은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 대한 가치사슬 모형을 다음과 같

이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혁신 프로세스의 단계로 미래의 새롭거나 잠재적인 욕구를 확인하

고 이를 충족시킬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담당한다. 둘째, 운영 프로세

스 단계이다. 셋째, 판매후 서비스 단계로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부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이다. BSC에서는 회사의 역량을 한

프로세스에 집중시키기보다 가치사슬의 모든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라) 학습과 성장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은 인적자원관리 및 지식관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

고 있다. 조직의 역량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것인지는 재무적 성

과나 비재무적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유형자산에 대한 관리는 기업의 생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지

만, 무형자산에 대한 관리는 20세기 후반부터 지식과 지적자산관리의 중

요성이 증대되면서 급격히 관심받게 되었다.

그러나 성과가 단기적으로 측정하기 힘들어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습과 성장관점의 지표 관리는 쉽지 않은 과제다. 학습과 성장의 핵심성

과지표는 일반적으로 생산성, 이직율, 종업원의 만족도 등이 활용되어 왔

으며, 종업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우수한 정보시스템이 중요한 지표로 인식

되고 있다.

(2)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 CSF)

핵심성공요인이란 기업이 속한 산업내에서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핵심성공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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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에 속해

있는 사업군마다 달라진다. BSC를 통해 핵심성공요인를 도출하는 기준은

먼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의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

한다. 고객군별로 지니고 있는 서로 상이한 니즈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

해야 하며, 고객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특정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

택하게 되는지 그 근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산업내의 경쟁정도를 확인하고, 기업 역량을 파악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전사적인 기업의 핵심성공요인이 결정되면, 각 사업부별 비

전 및 전략을 전사전략과 균형을 맞춰 도출하고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부별 핵심성공요인을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핵심성공요인은 BSC

의 핵심성과지표로 나타남으로써 관리 및 성과 측정이 가능해진다(권우원,

2010).

공공부문의 핵심성공요인의 예를 들어 재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공부

문은 공공성 확보가 주요 목표이고, 이를 위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산 사용에 대한 기관의 효율성 측정, 인적·물적자원을 포함한 적정한 자원

확보 및 이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효율적인 관리노력의 중요성이 핵심 성

공 요인이 될 수 있다.

(3)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 KPI)

경영자가 기업활동의 모든 것을 측정하고 관리하기에는 환경이 매우 급

변하고 있으며, 시간과 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핵심성과지표

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무엇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조직의 비

전과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SC의 핵심성과지표는 기업이 현재의 성과 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증

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준다.

기업의 성공적인 전략의 달성여부는 전사조직, 사업별 조직, 개인단위로

어떠한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SC의 핵심성과지표는 기존 성과지표가 다른 점은 핵심성과지표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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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전략적 의지가 담겨있으며 각 지표마다 담당조직이나 책임자가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핵심성과지표는 과

거의 현상보다는 기업의 비전 및 전략달성, 기업의 본원적인 가치 증대 등

의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권우원, 2010).

4.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tives : MBO)

가. 개요

K공사 성과평가제도 중 개인업적평가제도의 기반이 된 목표관리제도

(MBO)는 조직 전체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각 직무를 지휘하는 체계를 만

들기 위해서 Peter Drucker(1954)에 의해서 고안된 조직관리 방식의 하나

로 소개되었다(유민봉, 2003). 목표관리제에 대한 연구마다 강조되는 부분

은 다양하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 전체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조직 또는 구성원이 달성하고

자하는 목표를 수립한 후 이행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

를 피드백시키는 프로세스로 정의될 수 있다(P. Drucker, 1954). 목표관리

제는 개인 목표를 조직 전체목표와 연계하여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들의 목표지향적인 업무자세를 유도하고 개인의 조직목표 달성 기여도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 내

경쟁을 강화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것은 1999년 행정자치부에

서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실시한 것이 시초로 경제위기 극복

을 위한 정부개혁의 차원에서 성과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

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권경득 외,

2000). 목표관리제의 대상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1급에서 4급까지,

기초자치단체는 과장급인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며, 목표설정

은 주요업무계획 상의 업무를 토대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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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는 상사의 통제와 지시보다는 자기통제, 목표와 일정을 상사와

부하 직원이 상호 협의하는 협력적 과정, 명확한 목표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 과정, 개인의 역량과 책임이 발현될 수 있는 조직관리 원리가

그 핵심이다(이창원 외, 2006). 목표관리제도는 일의 과정보다 결과를 중

요하게 여기는 기법이고 개인 목표 수립과정에서 성장형 인간관에 기초하

여 구성원의 참여와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한 보상을 실현

하려는 성과관리기법이다(라휘문 외, 2002, 재인용).

5. 수용도

수용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의 내적·외적 가치

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정도 또는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Webster’s dictionary, 1997), 다른 것으

로부터 사물을 받아들이는 능력’(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등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수용성은 외부의 어떤 변화요구에 대해서 행

동이나 행동을 포함한 마음까지 요구에 대해서 호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외부의 어떤 변화요구를 제도라는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제도의

변화 요구에 대해서 반응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응의 범위는 단

순한 행위의 수긍에서 진정성을 갖춘 행위의 수긍의 정도까지의 범위 사

이라고 할 수 있다(황성원 외, 2007).

Duncan(1981)은 순응(compliance), 수용(acceptance)의 용어를 구분하고

있다. Duncan은 순응에 대하여 외면적 행동이 특정한 규칙 또는 규범에

일치하는 것으로, 외적 행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에 반

해 수용은 내면적 가치체계와 구체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여 외면적·표

면적 행동의 변화(순응) 뿐만 아니라 내면적 가치·태도의 변화까지 포함하

는 순응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수용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황성원, 최진식, 김승언(2008)은 외면적 행위

만이 변화된 상태인 순응은 내면적 가치체계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수용

과는 상이하지만, 대상자 관점에서는 내면적인 가치체계의 변화없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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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동변화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개념은 엄밀하게 구분하기

곤란하여 순응과 수용을 모두 합쳐 정책의 수용개념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수용은 순응의 개념보다 장기간에 걸친 행동수정

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노화준, 2007).

기존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내부 성과평가 수용도를 내부 성과평가

결과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

하고자 한다.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공부문 내부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내부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폭에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관

심이 늘고 있다.

강황선·권용수(2004)는 평가시스템을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

성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

들이 성과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업무수행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종속변수로

, 평가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 정도, 평가지표에 대한 수용성, 평가절차의

타당성, 인센티브의 적절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독립변수로 상정하

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 모두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조직구성원들간의 성과평가에 대한 필

요성 인식 및 취지의 공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평가 주체는 조직구성

원들에게 평가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공

정하고 투명한 평가절차를 위해 최대한 평가과정을 공개하고, 단계마다 피

평가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황성원·김한창(2007)은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재정경제부 등 11개 중

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제도 수용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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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법·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정보

시스템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규범-제

도 분야에서 성과관리의 제도화, 성과평가의 절차적 공정성, 성과평가 결

과의 공정성을, 법·규범-행위자 분야에서 성과평가시 평정자에 대한 신뢰

성, 성과관리 평가구조의 신뢰성, 성과관리 지표의 신뢰성을, 경제-제도

분야에서 성과관리 제도의 유지비용(-부호), 성과관리 제도의 적응비용(-

부호), 성과관리 제도의 행정비용(-부호)을, 경제-행위자 분야에서 인센티

브의 적절성, 인사제도와의 연계성, 성과관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부호)

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문화-제도 분야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조

직문화유형(수직적문화: -부호, 수평적문화: +부호)를, 문화-행위자 분야에

서 주관적 규범성, 개인적 성향(외향적:+부호, 내향적:-부호)을, 시스템-제

도 분야에서 정보시스템의 지원수준을, 시스템-행위자 분야에서 성과관리

시스템 사용 용이성, 성과관리 시스템 이용 유용성을 각각 독립변수로 선

정하였다. 연구결과 성과평가 결과의 공정성, 성과평가의 절차적 공정성,

성과관리제도의 유지비용, 성과관리제도의 적응비용, 성과관리지표의 신뢰

성, 인사제도와의 연계성, 인센티브의 적절성, 주관적 규범성, 성과관리 정

보시스템의 유용성, 성과관리 정보시스템의 사용 용이성이 성과관리 수용

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에, 성과관리의 제도

화, 성과평가시 평정자에 대한 신뢰성, 성과관리 평가구조의 신뢰성, 성과

관리 제도의 행정비용(-부호), 성과관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부호), 자신

이 근무하는 조직문화유형(수직적문화: -부호, 수평적문화: +부호), 개인적

성향(외향적:+부호, 내향적:-부호), 정보시스템의 지원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근거로,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강

화하는 등 성과관리제도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제도는 민간의 기

업가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운영하며, 고위 공무원들의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존중문화를 확산시키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강영철(2008)은 공공조직 구성원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

으로 성과평가활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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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는 조직문화(합리·발전문화 : +부호, 집단문화, 계층문화 : -부호),

의사소통 활성화, 성과지표의 유용성, 조직 관리자의 리더십(조직관리자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인식과 지원정도)를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조직문화

중 합리·발전문화, 성과지표의 유용성, 성과중심의 의사소통, 조직 관리자

의 리더십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직문화 중 집단문화,

계층문화(-부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조직문화 중 합리·발전문화가 평가결과의 활용과 연계되고 성과

에 대한 조직 구성원 개인의 판단과 자율성이 얼마나 많이 조직에서 보장

되는지에 의해 성과평가결과로 얻어진 다양한 성과정보의 활용이 활발하

게 나타남을 고려하고, 성과중심의 의사소통이 성과평가결과의 활용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임을 검토해야 하며, 성과지

표의 구성 및 운영에서 조직구성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이석환·조주연(2008)은 성과관리시스템인 BSC를 3년이상 도입하여 운영

해 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 2곳(충남도청,전북도청), 기

초자치단체 2곳(부천시청, 순천시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용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평가제도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평가체계 및 평

가제도에 대한 요인과 내부동기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가체계요인으로 평

가지표 활용의 실용성, 평가방법 및 운영의 타당성, 평가결과 반영의 공정

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내부동기요인으로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

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체계요인에서는 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성과지표 활용과 관련한 실용성에 대한 인식

이 평가제도 전반의 수용도를 올리는 요인이었고, 평가방법과 운영상의 타

당성에 대한 인식은 수용도와 유의미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내부동기요인

중에서는 조직몰입도가 수용도와 유의미한 관계로 분석되었다. 직무만족

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김태희(2011)은 성과시스템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 필요한 조직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인사관리처

(Office of personnel managemanet)에서 실시한 2008년도 연방정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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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이용하였고, 성과시스템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

수로는 리더십 지원 및 헌신, 권한위임, 조직인력훈련, 조직역량을 선정하

였으며, 분석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5)에서 성과시스템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리더의

성과시스템 이용과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직시스템 관련 훈련, 조

직구성원들이 발휘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의 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임현준(2011)은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 수용성 분석 연구를 진행하

면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법·제도 분야에서 합법성, 공정성, 보상성을, 정

책자체 분야에서 비용의 적절성, 목적의 명확성, 신뢰성을, 정책결정 및 집

행 분야에서 리더십, 민주성, 집행능력을, 정책수용 주체 분야에서 인식도,

결과의 만족도, 조직문화를, 시스템 분야에서 평가구조, 시스템 운영을 독

립변수로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독립변수와 수용성의 실증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5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여러 변수의 인식과 수용성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법·제도 분야에서 합법성, 정책자체 분야에서 비용의 적절성,

목적의 명확성, 신뢰성, 정책결정 및 집행 분야에서 리더십, 정책수용 주체

분야에서 인식도, 결과의 만족도, 조직문화, 시스템 분야에서 평가구조, 시

스템 운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법·제도 분야에서 공정성, 보상성, 정책결정 및 집행 분야에서 민주

성, 집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체계,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 성과평가 구조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상시적 의견수렴 창구 개설과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성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

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 및 워크숍 활동 등이 필요하며, 또한 평가결과의 환

류시스템 강화를 위해 현재 조직의 성과평가결과를 개인 평가에 연계시키고

근무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전직원이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수혁(2012)은 모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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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제도 수용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성과급 차등지급률, 성과급 차등

폭, 보상과의 연계성, 평가지표 설계의 합리성, 평가군 구성의 적정성, 변

별력의 적정성 등을 선정하였고, 수용도는 내부 성과평가제도 운영의 합리

성 인식, 내부 성과평가제도의 경영효율성 제고 기여도 인식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성과급 차등지급률, 보상과의 연계성, 평가지표 설계의 합리

성, 평가군 구성의 적정성, 변별력 수준의 적정성이 수용도(내부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내부 성과평가제도의 경영효율성 제고 기여도

인식)에 전부 또는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과급 차

등폭은 성과평가제도 수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전준하(2012)는 강원대학교 등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결과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 성과지표 구성의 타당성, 성과지표 내용의 적절성, 성과

평가 절차의 타당성, 인센티브의 적절성을 독립변수로 성과평가결과의 수

용성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외한 4개

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인센티브의 적절성, 평가지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성과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

해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부분을 확대하고 정교한 인센티브제도를 구축하

고,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정환(2012)은 지방자치단체인 G시청의 소속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요인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제도운영 요인, 제도인식 요인, 합법성 요인 3가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제

도운영 요인의 하위변수로 공정성, 보상성, 민주성, 집행능력, 결과의 만족

도, 조직문화를 선정하였고, 제도인식 요인, 합법성은 별도의 하위변수를

두지 않았다. 연구 결과, 제도운영 요인 중에서 결과만족도, 조직문화, 민

주성, 공정성이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고, 제도인식 요인,

합법성 요인 역시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제도운영 요인 중에

인사제도 및 보상제도와 연계를 의미하는 보상성과,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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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및 능력을 의미하는 집행능력은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

지 못했다. 연구자는 위 연구결과를 근거로 관리자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

해도 제고 노력,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성과관리제도의 일관성 유지, 정성

평가 방법의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서재호(2014)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직원들의 수용 수준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

여 송파구청에 근무하는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고, 이

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을 크게 제도적 요인, 정책 자체의 특성요인, 정

책집행 요인, 정책수용주체 요인, 총 4가지로 정리하였다. 세부적으로 제도

적 요인의 하위변수로 성과관리제도의 합법성, 공정성, 인사제도의 보상성,

타 제도와의 연계성으로 선정하였고, 정책 자체의 특성 요인의 하위변수로

성과관리제도 운영목적의 명확성, 성과관리제도의 일관성, 적절성, 실현가

능성을 선정하였다. 또한, 정책집행요인의 하위변수로 BSC를 운영하는 자

치단체 관리자의 리더십, BSC를 활용한 성과관리제도의 평가구조, 시스템

운영방식을 선정하였으며, 정책수용주체의 하위변수로 BSC에 대한 구성

원의 인식과 업무평가결과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도, 구성원의 조직만화,

구성원의 조직구조를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제도적 요인, 정책 자체 특성 요인, 정책집행 요인은 성과관리제도 수

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정책수용주체 요인은 그렇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하위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제도화 요인 중 성과관리제도

의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이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보상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연구자는 평

가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조직원들이 실질적 평가에 참여한다면 수

용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책 자체 요인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유지와 성과관리제도의 도

입과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 성과관리 운영부서

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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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책집행요인 중 평가구조가 수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는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평가구조

의 요소인 평가체계, 평가방법, 성과지표를 유용하고 활용성이 클 수 있도

록 개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준엽(2014)은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연구를 위해 순천

시청 공무원 중 평가 관련부서 공무원과 자체평가의 부서별 평가담당 공

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178명의 표본데이터를 확정하였

다.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직환경 요인, 운영과정 요인, 개인인

식 요인, 부담감 요인, 총 4가지를 선정하였고, 조직환경 요인의 세부변수

로는 기관장의 관심, 성과관리 전담조직 구성, 구성원들의 의지를, 운영과

정 요인의 세부변수로는 조직목표와의 부합, 성과지표의 적절성, 제도운영

의 공정성, 교육의 적절성, 보상의 적절성을, 개인인식 요인의 세부변수로

는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을, 부담감 요인의 세부변수로는 성과관리에 대한

부담(-부호)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환경요인 중 구성원들의 의지,

운영과정 요인 중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상의 적절성, 제도운영의 공정성,

개인인식 요인의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 부담감 요인의 성과관리에 대한

부담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직환경 요인

중 기관장의 관심, 성과관리 전담조직 구성, 운영과정 요인 중 조직목표와

의 부합, 교육의 적절성은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를

근거로 연구자는 지표 선정시 피평가자의 의견 수렴으로 조직의 업무 특성

에 적합한 지표선정 노력, 결과와 연계된 보상체계 마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 참여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성과평가 수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리

해 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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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과평가 수용도의 영향요인

선행
연구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요인

강황선·

권용수

(2004)

평가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

정도, 평가절차의 타당성, 평가

지표에 대한 수용성, 인센티브

의 적절성

-

황성원·

김한창

(2007)

성과평가의 절차적 공정성, 성

과관리지표의 신뢰성, 성과평

가 결과의 공정성, 성과관리제

도의 적응비용, 성과관리제도

의 유지비용, 인사제도와의 연

계성, 인센티브의 적절성, 주관

적 규범성, 성과관리 정보시스

템의 유용성, 성과관리 정보시

스템의 사용 용이성

성과관리의 제도화, 성과평가

시 평정자에 대한 신뢰성, 성과

관리 평가구조의 신뢰성, 성과

관리 제도의 행정비용(-부호),

성과관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

(-부호),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

문화유형(수직적문화: -부호,

수평적문화: +부호), 개인적 성

향(외향적:+부호, 내향적:-부

호), 정보시스템의 지원수준

강영철

(2008)

조직문화 중 합리·발전문화,

성과중심의 의사소통, 조직 관

리자의 리더십, 성과지표의 유

용성

조직문화 중 집단문화, 계층

문화(-부호)

이석환·

조주연

(2008)

평가체계요인(평가지표 활용

의 실용성, 평가결과 반영의

공정성),내부동기요인(조직몰

입도)

평가체계요인(평가방법과 운

영의 타당성), 내부동기요인

(직무만족도)

김태희

(2011)

리더십 지원 및 헌신, 권한위

임, 조직인력훈련, 조직역량
-

임현준

(2011)

법·제도 분야 중 합법성(운영

의 제도화), 정책자체 분야중

비용의 적절성, 목적의 명확

성, 신뢰성, 정책결정 및 집행

중 리더십, 정책수용 주체 분

야 중 인식도, 결과의 만족도,

조직문화, 시스템 분야에서 평

가구조, 시스템 운영

법·제도 분야 중 공정성(평가

운영 및 결과의 공정성), 보상성

(인센티브,인사제도 연계), 정책

결정 및 집행 분야 중 민주성,

집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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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요인

최수혁

(2012)

성과급 차등지급률(일부), 보

상과의 연계성, 평가지표 설계

의 합리성, 평가군 구성의 적

정성, 변별력의 적정성

성과급 차등폭

전준하

(2012)

성과지표 구성의 타당성, 성과

평가 절차의 타당성, 성과지표

내용의 적절성, 인센티브의 적

절성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박정환

(2012)

제도운영 요인 중 결과만족도,

조직문화, 민주성, 공정성, 제

도인식 요인, 합법성 요인

제도운영 요인 중 보상성(인

사제도 및 보상제도와 연계),

집행능력(성과관리제도의 운

영여건 및 능력)

서재호

(2014)

제도적 요인(합법성, 공정성,

타 제도와의 연계성), 정책 자

체의 특성요인(성과관리제도

운영목적의 명확성, 성과관리

제도의 일관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정책집행 요인(관리

자의 리더십, BSC를 활용한

성과관리제도의 평가구조, 시

스템 운영방식)

제도적 요인(인사제도의 보상

성),정책수용주체 요인(BSC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업무평

가결과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

도, 구성원의 조직문화, 구성

원의 조직구조)

이준엽

(2014)

조직환경요인 중 구성원들의

의지, 운영과정 요인 중 성과

지표의 적절성, 보상의 적절

성, 제도운영의 공정성, 개인

인식 요인의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 부담감 요인의 성과관리

에 대한 부담(-부호)

조직환경 요인 중 기관장의

관심, 성과관리 전담조직 구

성, 운영과정 요인 중 조직목

표와의 부합, 교육의 적절성

위의 선행연구들의 특이점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이 내부 성과평가의 수용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던 평가운영의 합리성, 인사·보상체계와

의 연계성 등이 예상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온 사례가 있었

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는 서베이에 기반해서 진행이 되었고, 유일하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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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지급률을 수용도의 영향요인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던 최수혁의 연구도

연구자의 수용도 항목 중 경영효율성 제고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못미친 점과 성과급 차등폭은 수용도의 전 항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점이 주목할 점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

에, 공공부문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공무원보다 더 오랜 기간 체

계적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필요하다.

더욱이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조직의 성과평가와 개인의 성과평가에 대

한 수용도 연구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인 성과평가 수용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인업적평가의 수용도와 조직업적

평가의 수용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본 연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제 3절 K 공사의 내부 성과평가제도 운영현황

1. K 공사 내부 성과평가제도 개요

공사의 내부 성과평가는 조직업적평가와 개인업적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

며, 특히 조직업적평가는 다시 상급부서평가(부서·본부평가)와 하급부서평

가(팀평가)로 나눠진다. 조직업적평가는 BSC에 기반한 성과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업적평가제도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개인 단위까지 연계하여 그

실행력을 제고하고 성과 위주의 투명한 개인평가를 위하여 2002년에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의 능력과 태도를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과도 다르며 조직 성과를 평가하는 조직 업적평가와도 상이

한 평가제도로서 목표관리제도(MBO)를 K공사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 성

과평가제도라 할 수 있다. 개인 업적평가의 성과지표는 비전 및 전략을

부서목표를 거쳐 개인단위까지 연계하여 설정하는데, 전략과제,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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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제, 개인과제 부문별로 평가자와 협의를 거친 후 피평가자 개인이

스스로 설정한다. 이 때 평가자는 개인 성과지표에 대해 컨설팅하고 목표

치에 대하여 난이도를 부여하며, 개인 성과지표별 가중치는 직급이 높을수

록 전략과제에 대한 비중을 높게 설정토록 하고 있다(권우원, 2010).

2. 조직업적평가

가. 평가대상기간

K공사는 1년단위를(매년 1. 1∼12. 31) 평가대상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지표의 경우 개별평가지표 정의서에 명기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평가대상

K공사는 각 조직의 성과를 면밀히 측정하기 위해 평가군을 평가대상부

서의 지역, 기능, 규모에 따라 <표 4>와 같이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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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평가군 운영현황

평가군 부서수 평가대상

본사

기획경영군 8개 기획조정실 외

건설교통군 7개 건설처 외

사업개발군 4개 도로사업처 외

특 수 군 4개 감사실 외

직 할 군 2개 도로교통연구원 외

지역

본 부 7개 경기본부 외

건설

사업단

국고군 14개 홍천양양사업단 외

민자군 2개 인천김포사업단 외

지사(도로관리소) 51개 수원지사 외

※ 신설기관, T/F 등 평가 실익이 낮거나 평가곤란 부서 중 일부를 평가제외

다. 평가자

1) 내부경영평가심의위원회

부사장 외 6인(실처장)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내부경영평가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평가지표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평가방법에 관한 주요

사항, 그 밖에 내부경영평가의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2) 조직업적평가단

평가단은 외부위원과 내부직원으로 구성되면 본사평가는 전문성 위주로, 지

역부서평가는 현장성 위주로 구성된다. 외부전문가의 경우 전략, 성과관리,

조직/인사, 경영, 재무, 고객관계, 건설, 유지관리, 교통, IT 등에 정통한 대학교

수, 연구원, 컨설턴트 등을 선정하며, 내부직원의 경우 해당 평가지표에 정통한

내부직원 중 차장～팀(부)장으로 선정한다. 평가주관부서에서는 평가단의 공

정한 평가를 위해 직전 근무지역 회피·상피 등 인사검증을 시행하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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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해 평가윤리 및 평가오류 예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라. 평가 지표 체계

1) 지표체계

가) 평가지표 도출

K공사의 평가지표 도출 체계는 <그림 1>과 같으며, 전사차원의 전략과

제 및 정부경영평가지표를 성과책임부서의 평가지표로 의무적 연계하는

Top Down 방식과 부서 대표(핵심)업무 및 경영이슈를 해당부서의 요청

(건의)에 따라 평가지표로 연계하는 Bottom Up 방식의 평가지표 도출방

법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평가지표 도출 체계

전략과제(KPI)

정부평가지표

부서핵심업무

경영현안

전략 연계지표 (S)

정부평가 연계지표 (G)

운영지표 (P)

평가지표
평가지표 

원천

<Top down> 

Down>
<Top down> 

Down>

<Bottom Up>

나) 평가지표 관리․검증․개선

K 공사는 평가지표 체계의 적절성 향상을 위해 평가지표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관리를 통해 평가지표의 생성∼검증∼시험운용∼평가적용∼고도화∼

퇴역에 이르는 평가지표의 일생을 <그림 2>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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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가지표 Life cycle

신생지표 예비지표 예고지표 평가지표 퇴역지표

KPI POOL
중요도/

타당도 검증
시험평가

평가적용 →

지표 고도화
KPI POOL

마. 평가방법 및 진행

1) 평가 방법

K 공사 성과관리 편람의 규정 및 평가지표 정의서에 기술된 바에 따르고

있고,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분리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계량 평가방

법은 원칙적으로 ‘목표 대 실적’으로 평가하고, 지표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半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비계량평가는 원칙적으로 상대평가에

의한 등급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본사(처/실), 지역본부, 건설사업단 평가는 평가주관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진

행하고 있고, 부서장(처/실장, 지역본부장)의 권한과 책임 증대를 통한 자율․

책임경영체계 정착을 위해 팀, 지사 평가는 평가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장(처/실

장, 지역본부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팀, 지사에 대한 자체 평가지침

(편람)을 작성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 평가진행

평가 진행 일정은 <그림 3>과 같으며 평가결과에 대해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그림 4>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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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평가진행일정

계  량

비계량 보고서제출 인터뷰실사 평가등급결정

실적자료 제출 또는 조회 득점 확정 결과

집계

기관(부서)등급

확정/발표

<11월 30일> <12월> <12월> <2월> <3월/6월>

<1～2월> <2월>

리더십 구현평가

<그림 4> 이의신청 진행절차

피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단

이의신청 제출
심의요건 검토 및

재심의 의뢰
재심의(2/3이상 찬성)

평가결과 발표 후
5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바. 조직업적평가의 결과 집계 및 활용

1) 조직업적평가 결과 집계

실처(본부) 평가 및 팀(지사)평가는 최종적으로 각각 5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처(본부) 평가 55%, 팀(지사)평가 45%의 비율로 합산한다. 이 합산

점수를 본인의 직급 내에서 평가점수를 인원비율에 따라 7등급으로 서열화한

다.

<표 5> 조직업적평가 등급 및 인원비율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인원비율

(누적)

10%
(상위 10%)

10%
(상위 20%)

15%
(상위 35%)

30%
(상위 65%)

15%
(상위 80%)

10%
(상위 9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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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센티브 지급

k공사는 2012년 이전에 조직업적 70%, 개인업적 30%을 반영하였던 것과 달

리, 2013년 이후 조직업적평가는 정부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율이 결정되는 경영

평가 성과급을 재원으로 지급하고, 개인업적평가는 내부평가 성과급(200%)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율 산식은 ‘경영평가 성과급×(1+차등계수)’이고 차등계수는 <표

6>과 같다.

<표 6> 차등계수

구 분

(인원비율)

S등급

(10%)

A등급

(10%)

B등급

(15%)

C등급

(30%)

D등급

(15%)

E등급

(10%)

F등급

(10%)

2을 이상 +1/3 +1/6 +1/12 - -1/12 -1/6 -1/3

3∼5급 +1/6 +1/12 +1/24 - -1/24 -1/12 -1/6

6급 이하 +1/12 +1/24 +1/48 - -1/48 -1/24 -1/12

사.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K공사는 부진부서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가군별 최하위 부서에

대해 다음연도 성과향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성과 관리하고 있고, 부진부서 성과

향상 컨설팅 시행, 성과 향상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3. 개인업적평가

가. 개요

K공사는 전사전략, CEO 경영방침 등 조직목표를 개인목표에 효과적으로

Cascading하여 정렬시키고, 업적과 능력 위주의 평정으로 연공, 정실에 의

한 평가 지양, 공정한 평가와 보상문화 정착을 통한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2002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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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기간은 1년단위(매년 1. 1∼12. 31) 이고, 평가대상은 2갑∼8급 직

원이다(1급이상은 별도 평가체계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내부평가급(월 기

본급의 200%)을 7등급 차등 지급하고 있다.

나. 개인업적평가 운영절차 및 방법

운영 프로세스는 <그림 5>와 같이 목표 등록(목표 설정), 목표 수정, 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그림 5> 개인업적평가 운영절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가대상 연도>

목표 등록 목표 수정 최종 평가중간 평가

개인목표 설정단계는 상위 목표와 임무를 토대로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

고, 개인이 설정한 목표에 대하여 상사와의 면담 및 합의를 통해서 목표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목표 설정은 “평가자·피평가자간 상호 합의하여” 설정

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업무는 상호 협의, 조정하여 각자 책임범위 내

에서 설정한다. 또한, 가능한 목표를 계량화하고,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에

도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평가지표는 <표 7>과 같이 전략지표, 중

점지표, 운영지표, 개인지표로 나뉜다.

<표 7> 개인업적평가 지표

구 분 지표의 대상(업무)

전략지표 전사전략 및 전략과제와 연계된 목표

중점지표 담당업무 중 중점 개선과제 또는 조직업적평가 관련 목표

운영지표 보직과 관련하여 업무분장 상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개인지표 역량개발 지수(계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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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목표 수정단계는 개인과 상사가 업무계획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수

정할 수 있도록 개인목표를 관리하는 단계로, 정부정책 및 전사정책의 변

경, 인사이동 등으로 목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목표수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평가자·피평자간의 합의를 거쳐” 목표를 수정하고 목표의 가중치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추진실적 평가단계는 개인의 업무성과를 등록하고 평가자와 면담 합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결정하는 단계이고, 반기 1회(중간, 최종) 5등급 상대평

가를 실시하고 있다.

1차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직근 감독자,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자의 직근 감독

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거쳐 평가대상 직원을 직급별로 서열화하여 최종 평가등급을

7단계로 결정한다.

<표 8> 개인업적평가 등급 및 인원비율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인원비율 10% 10% 15% 30% 15% 10% 10%

다.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내부평가급(200%)을 재원으로 개인업적 평가결과에 따라 7등급 차등 지

급하고, 그 성과급 지급율 산식은 ‘내부평가급(200%)×(1+차등계수)’로 차

등계수는 조직업적평가와 동일하게 <표 9>와 같다.

<표 9> 개인업적평가 차등계수

구 분

(인원비율)

S등급

(10%)

A등급

(10%)

B등급

(15%)

C등급

(30%)

D등급

(15%)

E등급

(10%)

F등급

(10%)

2을 이상 +1/3 +1/6 +1/12 - -1/12 -1/6 -1/3

3∼5급 +1/6 +1/12 +1/24 - -1/24 -1/12 -1/6

6급 이하 +1/12 +1/24 +1/48 - -1/48 -1/2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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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설계 및 자료 분석 방법

제 1절 연구 모형

1. 분석의 틀

본 연구는 K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내부 성과평가 수용도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내부 성과평가 개인별 지급

률,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인사·보상체계

와의 연계성 인식을 독립변수로 내부 성과평가 결과 수용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소속기관, 직급, 직종, 근속년수, 학력, 평가군을 통제변수

로 설정하였다.

자세한 분석모형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분석 모형

독립변수

◦ 내부 성과평가 개인별 지급률

- 내부평가 종합 지급률

- 조직업적평가 지급률

- 개인업적평가 지급률

◦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 인사·보상체계와의연계성인식

통제변수

◦소속기관

◦직급

◦직종

◦근속년수

◦학력

◦평가군

종속변수

◦내부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

-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

- 조직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

-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

2. 종속변수

K공사에서 2015년 초에 설문조사한 2014년도 내부 성과평가 수용도를

종속 변수로 한다. 내부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도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

지만, 이 논문에서는 ‘내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로 정의한다. K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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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내부평가 제도는 조직업적평가와 개인업적평가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각각의 수용도도 하위의 종속변수로 한다.

3. 독립변수

가. 내부 성과평가 개인별 지급률

내부 성과평가 개인별 지급률은 개인의 소속부서 및 팀 조직업적평가

결과 등급과 개인업적평가 결과 등급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세부 변수로

는 조직업적평가와 개인업적평가 등급으로 각각 1∼7등급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부평가 개인별 지급률을 변수로 설정한 근거는 최수혁(2012)의

연구결과 성과급 차등지급률이 수용도(내부 성과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내부 성과평가제도의 경영효율성 제고 기여도 인식) 중 내부 성과평

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나타나 있는데

서 찾았다. 그러나 최수혁(2012) 연구의 종속변수였던 내부 성과평가제도

의 운영의 합리성 인식, 내부 성과평가제도의 경영효율성 제고 기여도 인

식과 이 논문의 수용도 개념이 상이하다고 판단되고, 종속변수 중 내부 성

과평가제도의 경영효율성 제고 기여도에는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업적평가, 조직업적평가에 대

한 세부적인 수용도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기관여건이 상이하므로 검증할

실익이 충분하다. 또한, 직관적으로는 구성원 개인의 내부평가 지급률이

낮았을 때 내부평가 수용도가 떨어질 것이라 예상되나, 반면에 이론적으로

Frey와 Jegen의 연구에서는 보상이 오히려 일의 노력을 감소시킨다는 연

구결과도 있는 등 성과급과 수용도간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 싶

어서 이 변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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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지표가 평가대상업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 평가지표의 합리성

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성과평가 지표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형성과정에서 피평가자들의 어려움과 피평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Wang & Giankis, 1999). 평가자가 성과

평가결과를 갖고 피평가자를 일관된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려는 강력한 의

지로 인해 평가지표가 획일적으로 설정되는 경우 피평가자들의 많은 특성

을 고르게 반영하기 힘들게 되어 피평가자들의 심리적 저항을 일으키고

종국에는 평가제도의 수용도를 하락시키게 된다. (Cawley et, al.,1998)

평가지표의 합리성과 유사한 개념의 독립변수였던, 강황선 외(2004)의 평

가지표에 대한 수용성, 황성원 외(2007)의 성과관리지표의 신뢰성, 강영철

(2008)의 성과지표의 유용성, 최수혁(2012)의 평가지표 설계의 합리성, 전

준하(2012)의 성과지표구성의 타당성, 성과지표 내용의 타당성, 이준엽

(2014)의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성과 평가의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을 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위와 같은 연구 결과가 K공사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OECD보고서의 성과관리 정

의에 따르면 평가지표의 설정 부분은 성과계획, 성과측정, 성과보상의 첫

번째 단계로서, 이 지표 설정의 합리성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K공사는 매년 평가지표 합리화를 위해 소속기관 담

당자들과의 워크샵, 전직원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노력하

고 있는데, 평가지표의 합리성이 성과평가 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기 위해 이 변수를 설정하였다.

다.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직간접적으

로 배제될 때 조직구성원들의 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크게 저하된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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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은 평가과정이 어떠한지 알 수 없고, 평가의 최종 결과만이 주어

지게 될 때, 조직구성원들이 성과평가의 절차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고 평가제도를 수용하고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평가절차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평가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수용

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Dale, 1995).

또한 선행연구를 확인한 결과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유사한 개념의

독립변수였던, 강황선 외(2004)의 평가절차의 타당성, 황성원 외(2007)의

성과평가의 절차적 공정성, 전준하(2012)의 성과평가 절차의 타당성, 박정

환(2012)의 제도운영의 공정성, 서재호(2014)의 제도의 공정성, 이준엽

(2014)의 제도운영의 공정성 등이 성과평가의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석환 외(2008)의 평가방법과 운영의 타당성,

임현준(2011)의 연구의 독립변수였던 공정성(평가운영 및 결과의 공정성)

의 경우 성과평가의 수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을 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위와 같이 선행연구에

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에는 어떻게 작용하

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K공사

의 제도 운영 노력이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 변수를 설정하였다.

라.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센티브제도이다. 피평가자 자신의 성과에 비하여 자신이 받

은 인센티브가 적절하지 않고 적다고 느낀다면 성과평가결과를 적극적으

로 수용하여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욕 역시 미약해지게 될 것

이다(Atkinson,1998).

또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과 유사한 개념의

독립변수였던 강황선 외(2004)의 인센티브의 적절성, 황성원 외(200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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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의 적절성, 최수혁(2012)의 보상과의 연계성, 전준하(2012)의 인센

티브의 적절성, 이준엽(2014)의 보상의 적절성 등이 성과평가의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임현준(2011)의 보상성(인센티

브,인사제도 연계), 박정환(2012)의 제도운영 요인 중 보상성(인사제도 및

보상제도와 연계), 서재호(2014)의 인사제도의 보상성의 경우 성과평가의

수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을 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위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일부는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일부 연구에

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K

공사도 성과평가의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적절한 것인지 분석하기 위해 이 변수를

설정하였다.

4. 통제변수

가. 소속기관

직원 소속에 따라 본사, 직할기관, 건설사업단, 지역본부, 지사로 분류하

였다.

나. 직급

K공사는 임원, 1급, 2급갑, 2급을, 3급, 4∼5급, 6급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원을 제외한 1급∼6급이하를 대상으로 분류하여 통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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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종

K공사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무, 영업,

토목, 기타, 전문연구원, 실무직으로 분류하였다.

라. 근속년수

K공사 직원의 근속년수를 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15년미만, 15년

∼20년미만, 20년∼25년미만, 25년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마. 학력

K공사 직원의 학력을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대졸이하, 대학

원졸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바. 평가군

K공사 평가체계에 의거 기획경영군, 건설교통군, 사업개발군, 직할군, 특

수군, 지역본부군, 국고건설사업단군, 민자건설사업단군, 지사군, 기타군으

로 분류하였다.

제 2절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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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 성과평가 개인별 지급률이 내부 성과평가 결과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1. 내부 성과평가 개인별 지급률이 높을수록 내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수

용도가 높을 것이다.

1-1. 내부평가 종합지급률이 높을수록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1-2. 내부평가 지급률 중 조직업적평가 지급률이 높을수록 조직업적평가 결

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1-3. 내부평가 지급률 중 개인업적평가 지급률이 높을수록 개인업적평가 결

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평가시스템 내에서 조직간 또는 개인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높은 성

과급을 받은 구성원은 내부 성과평가제도의 의미를 잘 이해할 것이며, 따

라서 그 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고, 반면 성과가 낮은 경우에는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평가지표의 합리성, 평가 운영의 합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 성과평가 수용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가정이다.

최수혁(2012)은 성과평가 수용도에 내부평가 지급률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

므로 저성과자에 대한 조직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성과평가 개인별 지급률이 내부 성과평가 결과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2.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이 내부 성과평가 결과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2.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내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

도가 높을 것이다.

2-1.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

가 높을 것이다.

2-2.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

용도가 높을 것이다.

2-3.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

용도가 높을 것이다.



- 45 -

평가자가 성과평가결과를 갖고 피평가자를 일관된 기준으로 상대평가하

려는 강력한 의지로 인해 평가지표가 획일적으로 되는 경우 피평가자들의

많은 특성을 골고루 반영하기 힘들게 되어 피평가자들의 심리적 저항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평가제도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게 된다(Cawley et,

al.,1998).

또한, 강황선 외(2004)의 평가지표에 대한 수용성, 황성원 외(2007)의 성

과관리지표의 신뢰성, 강영철(2008)의 성과지표의 유용성, 최수혁(2012)의

평가지표 설계의 합리성, 전준하(2012)의 성과지표구성의 타당성, 성과지

표 내용의 타당성, 이준엽(2014)의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성과 평가의 수용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이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3.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내부 성과평가결과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3.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내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3-1.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수

용도가 높을 것이다.

3-2.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업적평가 결과에 대

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3-3.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대

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Adams의 형평이론은 분배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분배의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였는가라는 절차적 공정성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장재윤, 2004, 재인용)

또한,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과정

에 관여하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배제될 때 조직구성원들의 제도에 대한



- 46 -

수용도는 크게 저하된다. 조직구성원들은 평가과정이 어떠한지 알 수 없

고, 평가의 최종 결과만이 주어지게 될 때, 조직구성원들이 성과평가의 절

차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고 평가제도를 수용하고 그 결과를 긍

정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평가절차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평가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수용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Dale,1995).

한편, 선행연구에서 강황선 외(2004)의 평가절차의 타당성, 황성원 외

(2007)의 성과평가의 절차적 공정성, 전준하(2012)의 성과평가 절차의 타

당성, 박정환(2012)의 제도운영의 공정성, 서재호(2014)의 제도의 공정성,

이준엽(2014)의 제도운영의 공정성 등이 성과평가의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수용

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4.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이 내부 성과평가결과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4.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이 높을수록 내부 성과평가 결과에 대

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4-1.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이 높을수록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4-2.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4-3.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센티브제도이다. 피평가자 자신의 성과에 비하여 자신이 받

은 인센티브가 적절하지 않고 적다고 느낀다면 성과평가결과를 적극적으

로 수용하여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욕 역시 미약해지게 될 것

이다(Atkinson,1998).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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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개념의 독립변수였던 강황선 외(2004)의 인센티브의 적절성, 황성

원 외(2007)의 인센티브의 적절성, 최수혁(2012)의 보상과의 연계성, 전준

하(2012)의 인센티브의 적절성, 이준엽(2014)의 보상의 적절성 등이 성과

평가의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근거로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보상체계와 연계시키고

자 하는 강도가 높은 구성원이 내부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3절 변수의 정의 및 구성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항목의 구성은 선행 연구에서의 설문항목을

참조하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과 K공사의 내부평가제도에 맞게 일부 수

정, 보완하였으며, 설문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해 단일 개념을 다수

의 설문 항목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각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기관, 직급, 직종, 근속년수를 추가로 하여 설문

을 작성하였다. 설문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리커트 척도(10점)를 활

용하였는데, 설문 문항에 긍정적일수록 10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하고,

부정적일수록 강할수록 1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단, 독립

변수 중 설문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내부 성과평가 개인별 지급률은

193.3%∼386.6%의 범위로 분포되기 때문에 자연로그 함수를 이용하여 변

환하였다.

1. 독립변수의 정의 및 구성

가. 내부 성과평가 개인별 지급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3년도 내부 성과평가 개인별 지급률(2014년

10월초 확정)은 별도 설문을 하지 않고 평가부서의 원시데이터를 자연로

그 함수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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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은 강황선 외(2004), K공사의 평가제도를 기초로

“구성원의 평가지표 선정의 합리성 인식 정도”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표 10>과 같이 성과향상을 위한 지표 선정 합리성, 지표 선정시

전사적 성과 향상을 위한 검토 적정성,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지표도출 적

정성, 핵심업무 및 업무목표 반영 적정성, 핵심업무 및 필요역량 반영 적

정성, 지표 가중치 설정 합리성, 지표 목표치 설정 합리성 항목의 총 7개

항목을 설문문항으로 작성하였다.

<표 10> 평가구성체계의 합리성 인식에 대한 설문내용

변수 설문 내용 비고

평가지표
의 합리성
인식

업적평가 지표는 성과향상의 측정을 위해 합리적으
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조직업적평가 지표 선정 시 전사적인 성과 향상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조직

조직업적평가 지표 설정 시 직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조직
조직업적평가에서 소속 부서의 평가 지표는 핵심업
무 및 업무목표를 잘 반영하여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조직

본인의 개인업적 평가 지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핵심업무 및 필요역량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선정되
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개인

조직업적평가에서 소속 부서의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조직

조직업적평가에서 소속 부서의 계량지표 목표치는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조직



- 49 -

(3)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은 강황선 외(2004), K공사의 평가제도를 기초로

“구성원의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정도”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표 11>과 같이 업적평가 운영의 합리성, 조직평가 운영의 합리성,

개인평가 운영 합리성 ,평가관련 준비업무 수준 적정성, 평가군 분류의 적

정성, 평가단 구성․운영 합리성 항목을 선정하여, 총 6개 항목을 설문문

항으로 작성하였다.

<표 11>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에 대한 설문 내용

변수 설문 내용 비고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업적평가(개인업적평가, 조직업적평가) 제도의 운영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조직업적평가 제도의 운영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종합,

조직
개인업적평가 제도의 운영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종합,

개인
조직업적평가시 평가와 관련된 준비 업무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조직
조직업적평가에서 소속부서의 평가군은 적절히 분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조직
조직업적평가의 평가단 구성 및 운영방법은 합리적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조직

(4)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은 K공사의 평가제도를 기초로 “구성원

의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 정도”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

해 <표 12>와 같이 평가결과의 인사˙급여 활용 적정성, 평가결과의 인센

티브 상여금 적용 적정성, 인센티브 차등폭의 적정성의 3개 항목을 설문문

항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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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에 대한 설문 내용

변수 설문 내용 비고

인 사 ․

보상체계

와의 연

계성 인

식

평가결과를 인사 및 급여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조직,
개인

조직업적평가 결과와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의하여

인센티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지침(최고-최저 성과 등급 간 차등폭 2배 유지)

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폭의 현 수준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

2. 종속변수의 정의 및 설문구성

내부 성과평가의 수용도는 내부 성과평가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성과향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서 “내부 성과평가결과의 수용정도”라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표

13>과 같이 3개의 설문문항으로 작성하였다.

<표 13> 내부 성과평가결과의 수용도에 대한 설문 내용

변수 설문 내용 비고

내부

성과평가

결과의

수용도

소속 부서의 조직업적평가결과와 본인의 개인업적

평가결과를 수용하십니까
종합

소속부서의 조직업적평가 결과를 수용하십니까
종합,

조직

본인의 개인업적평가결과를 수용하십니까
종합,

개인

제 4절 자료수집

2013년도 K공사 직원 개인별 내부평가 지급률 자료(2014년 10월 확정),

2014년 K공사 내부평가 수용도 설문자료(2015년 초 완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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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통계 분석

제 1절 기술통계량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내부평가 종합 수용도의 평균은 10점 척도의 7.0495를 나타내어 비교적 높

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조직평가 수용도의 평균은 7.006, 개인평가 수용도

의 평균은 7.004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체적인 데이터는 <표 14>와 같다.

<표 14> 내부 성과평가 수용도의 기술통계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내부평가 종합 수용도 485 7.0495 1.4354

조직업적평가수용도 485 7.006 1.5528

개인업적평가수용도 485 7.004 1.6775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내부평가지급률의 평균은 289.7을 나타내고 있고, 조직업적평가지급률의

평균은 89.9, 개인업적평가지급률의 평균은 199.7을 나타내고 있다.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에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지표 선정 합리성이 평균

7.3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지표도출 적정성이

평균 6.940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에서는 업적평가 운영의 합리성이 평균

7.26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개인평가 운영 합리성이 평균 7.08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에서는 평가결과의 인사·급여 활용 적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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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7.22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인센티브 차등폭의 적정성이 평균 6.505

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표 15>와 같다.

<표 15>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평가

지급률

내부평가지급률 485 289.719 19.31768
내부평가지급률(자연로그) 485 5.667 0.067519
조직업적평가지급률 485 89.981 7.94584

조직업적평가지급률(자연로그) 485 4.496 0.08932
개인업적평가지급률 485 199.742 17.74759

개인업적평가지급률(자연로그) 485 5.293 0.08995

평가지표

의 합리성

인식

성과향상을 위한 지표 선정

합리성
485 7.315 1.4074

지표 선정시 전사적 성과

향상을 위한 검토 적정성
485 6.988 1.5693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지표도출

적정성
485 6.940 1.6168

핵심업무 및 업무목표 반영

적정성
485 7.309 1.5385

핵심업무 및 필요역량 반영

적정성
485 7.214 1.5965

지표 가중치 설정 합리성 485 7.231 1.5321
지표 목표치 설정 합리성 485 7.179 1.5781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업적평가 운영의 합리성 485 7.268 1.4596

조직평가 운영의 합리성 485 7.142 1.5832
개인평가 운영 합리성 485 7.089 1.6283
평가관련 준비업무 수준 적정성 485 7.136 1.6026
평가군 분류의 적정성 485 7.157 1.5562
평가단 구성∙운영 합리성 485 7.136 1.5219

인사∙보

상체계와

의 연계성

인식

평가결과의 인사·급여 활용

적정성
485 7.227 1.5922

평가결과의 인센티브 상여금

적용 적정성
485 6.969 1.8433

인센티브 차등폭의 적정성 485 6.505 2.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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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논문의 연구대상자는 K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총 485명으로 통제변수

의 통계량은 <표 16>과 같다.

소속기관은 본사 13.6%, 직할 7.2%, 사업단 10.7%, 지역본부 21.9%, 지사

46.6%로 나타나 지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직급은 1급 0.4%, 2급갑 2.3%, 2급을 5.4%, 3급 33.2%, 4∼5급 45.6%, 6

급이하 13.2%으로 나타나 4∼5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직종은 사무 27.6%, 영업 28.5%, 토목 22.5%, 기타 18.4%, 연구원 1.4%,

실무직 1.6%로 나타나 영업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속년수는 5년 미만 8.7%, 5∼10년 5.6%, 10∼15년 15.3%, 15∼20년

24.5%, 20년∼25년 18.8%, 25년이상 27.2%으로 25년 이상이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중졸이하 2.9%,고졸이하 19.6%, 전문대졸이하 13.0%, 대졸이하

54.2%, 대학원석사이상 10.3%로 대졸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가군은 기획경영군 4.9%, 건설교통군 3.5%, 사업개발군 2.3%, 직할군

2.9%, 특수군 4.3%, 지역본부군 21.4%, 국고사업단군 9.9%, 민자사업단

군 0.6%, 지사군 47.4%, 기타군 2.7%으로 지사군이 가장 많은 비중을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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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소속

기관

본사 66 13.6

근속

년수

5년미만 42 8.7

직할 35 7.2 5년∼10년 27 5.6

사업단 52 10.7 10년∼15년 74 15.3

지역본부 106 21.9 15년∼20년 119 24.5

지사 226 46.6 20년∼25년 91 18.8

25년이상 132 27.2

직급

1급 2 .4

학력

중졸이하 14 2.92급갑 11 2.3
고졸이하 95 19.6

2급을 26 5.4
전문대졸이하 63 13.0

3급 161 33.2 대졸이하 263 54.2

4∼5급 221 45.6 대학원석사이상 50 10.3

평가군

기획경영군 24 4.9
6급이하 64 13.2

건설교통군 17 3.5

직종

사무 134 27.6 사업개발군 11 2.3

영업 138 28.5 직할군 14 2.9

특수군 21 4.4
토목 109 22.5

지역본부군 106 21.9

기타 89 18.4 국고사업단군 48 9.9

연구원 7 1.4 민자사업단군 4 .9

지사군 226 46.6
실무직 8 1.6 기타군 13 2.7

제 2절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1. 독립변수의 검증

(1) 독립변수의 타당성 분석

독립변수들이 실질적으로 내부 성과평가 수용도의 구성요소로서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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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한 독립변수들이 타당하게 요인화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화한 변수들의

적합도를 살피기 위하여 Kaiser-Meyer-Olkin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e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은 베리맥스방식(Varimax)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고유값(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들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7>, <표

18>과 같다.

<표 17> 독립변수에 대한 표본 상관행렬 적절성 분석결과

표본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64

Bartlett의구형성검정

근사카이제곱 8761.481

자유도 136

유의확률 .000

먼저, KMO값은 0.964, Bartlett 구형성 검정값이 8761.481으로 높은 수준

의 값이 나타났으며, 요인분석결과 모든 항목들은 변수 내에서 동일하게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 문항 구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요인에 대해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고유값(Eigen값)이 1이상인

요인 3개가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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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요인분석결과

변수 항목 1 2 3
성과급
지급률

- .058 .010 .988

평가지표
의 합리성
인식

성과향상을 위한 지표 선정 합리성 .802 .197 .065
지표 선정시 전사적 성과 향상을

위한 검토 적정성
.855 .184 .074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지표도출

적정성
.846 .242 .057

핵심업무 및 업무목표 반영 적정성 .837 .218 .091
핵심업무 및 필요역량 반영 적정성 .820 .295 .123
지표 가중치 설정 합리성 .859 .220 .037

지표 목표치 설정 합리성 .864 .207 .033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업적평가 운영의 합리성 .819 .287 .011
조직평가 운영의 합리성 .827 .326 -.002
개인평가 운영 합리성 .812 .350 -.041
평가관련 준비업무 수준 적정성 .827 .316 .005
평가군 분류의 적정성 .839 .313 -.071

평가단 구성∙운영 합리성 .849 .279 -.044
인사∙보

상체계와

의 연계성

인식

평가결과의 인사˙급여 활용 적정성 .483 .738 -.004
평가결과의 인센티브 상여금 적용

적정성
.369 .855 .018

인센티브 차등폭의 적정성 .159 .878 .014

Eigen값 11.139 1.338 1.004
설명비율 55.677 17.601 6.027
누적설명비율 55.677 73.278 79.305

각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 값이 클수록 그 요인이 전체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추출된 3개 요인의 누적설명력

은 79.3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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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독립변수의 요인구성

독립변수 요인구성
변수 문항 요인 독립변수 문항
성과급
지급률

-
성과급
지급률

내부성과평가
개인별 지급률

-

평가지표
의 합리성
인식

A-1

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인식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A-1

A-2 A-2
A-3 A-3
A-4 A-4
A-5 A-5
A-6 A-6
A-7 A-7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B-1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B-1
B-2 B-2
B-3 B-3
B-4 B-4
B-5 B-5
B-6 B-6

인사∙

보상체계

와의

연계성

인식

C-1

인사보상체계
연계성 인식

인사∙보상체

계와의

연계성 인식

C-1
C-2 C-2

C-3 C-3

독립변수의 요인은 <표 19>와 같이 성과급지급률, 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인식, 인사보상체계 연계성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2) 요인별 신뢰도 분석

동일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한 변수를 여러 문항으로 질문하여 문항간

유사한 값을 측정하여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외시키는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값이 0.7 이상

이면 내적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0>과 같이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 크론바흐 알파값은 0.863∼0.975로 모든 항목에서 0.7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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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일관성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 20>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

요인 독립변수
Cronbach
의알파

항목수

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인식

평가지표의 합리성인식
.975 13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인사보상체
계 연계성
인식

인사보상연계성 인식 .863 3

(3) 독립변수의 신뢰도 분석

독립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각 독립변수의 크론바흐 알파값을 살펴보면,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은 0.958,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은 0.963,

인사보상연계성 인식은 0.863로 모든 변수에서 0.7 이상으로 척도의 신뢰

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독립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Cronbach
의알파

항목수

독립변수
평가지표의 합리성인식 .958 7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963 6
인사보상연계성 인식 .863 3

2. 종속변수의 검증

(1) 종속변수의 타당성 분석

종속변수인 내부 성과평가결과의 수용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분석한

결과 <표 22>와 같이 나타났다. KMO값은 0.747, Bartlett의 구형성검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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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868.822, 유의확률은 0.000으로 적정한 수치를 나타냈다.

<표 22> 종속변수에 대한 표본 상관행렬 적절성 분석결과

표본적절성의Kaiser-Meyer-Olkin 측도 .747

Bartlett의 구형성검정
근사카이제곱 868.822
자유도 3
유의확률 .000

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측정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고유값(Eigen값)은 2.480이며 요인의 총 누적설명비율은

82.674%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에서 요인적재치가 0.5이상을 나타내고 있

다. 구체적인 요인분석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종속변수의 요인분석결과

변수 항목
성분

1

내부 성과평가결과

에 대한 수용도

내부평가 수용도 .920
개인업적평가 수용도 .910
조직업적평가 수용도 .897

Eigen값 2.480

설명비율 82.674
누적설명비율 82.674

(2) 종속변수의 신뢰도 분석

동일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한 변수를 여러 문항으로 질문하여 문항간

유사한 값을 측정하여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외시키는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값이 0.7 이상

이면 내적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4>와 같이 종속변수의 크론

바흐 알파값이 0.894로 내적 일관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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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종속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Cronbach
의알파

항목수

종속변수 내부 성과평가결과 수용도 .894 3

제 3절 다중공선성 진단

1. 내부평가 결과 수용도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회귀분석에서는 이것을 다

중공선성의 문제라고 말한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 설명

변수의 변화는 다른 설명변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분산

팽창계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공차한계를 통해 다중공선성 진

단을 하게 되며, VIF 값이 10이하, 공차한계 값이 0.1이상인 경우엔 다중

공선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독립변수 중 내부평가 개인별 지급률의 VIF 값이

1.014, 공차한계 값이 0.986, 평가지표 합리성 인식의 VIF 값이 4.288, 공

차한계 값이 0.233,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인식의 VIF 값이 4.552, 공차

한계 값이 0.220, 인사보상의 연계성 인식의 VIF 값이 1.652, 공차한계 값

이 0.605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모든 독립변수의 VIF 값이 10이하, 공차한계 값이 0.1이상으로 다

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직업적평가 결과 수용도

하위 종속변수인 조직업적평가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독립변수들에 대

해서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조직업적평가 지급률의 VIF 값이 1.017, 공차

한계 값이 0.984, 조직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의 VIF 값이 3.771, 공차한

계 값이 0.265, 조직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의 VIF 값이 4.031, 공차

한계 값이 0.248, 조직평가에 대한 인사보상의 연계성 인식의 VIF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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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공차한계 값이 0.615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모든 독립변수의 VIF

값이 10이하, 공차한계 값이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개인업적평가 결과 수용도

하위 종속변수인 개인업적평가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독립변수들에 대

해서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개인업적평가 지급률의 VIF 값이 1.029, 공차

한계 값이 0.972, 개인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의 VIF 값이 2.555, 공차한

계 값이 0.391, 개인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의 VIF 값이 2.605, 공차

한계 값이 0.384, 개인평가에 대한 인사보상의 연계성 인식의 VIF 값이

1.646, 공차한계 값이 0.608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모든 독립변수의 VIF 값이 10이하, 공차한계 값이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 4절 상관관계 분석

1. 내부평가 결과 수용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내부평가 결과 수용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는 신뢰도 99% 수준에서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0.140에서 0.810의 값을 나타내었다. 독립변수

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일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과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간 상관관계 계수가 0.873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서는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

성인식과 내부평가 결과 수용도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0.810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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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내부평가 결과 수용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 분 1 2 3 4 5

1 내부평가 개인별 지급률 1

2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104
*

1

3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인식 .065 .873** 1

4 인사보상의 연계성 인식 .034 .586
**

.622
**

1

5 내부평가 결과 수용도 .140** .810** .774** .522** 1

* p<0.05, **p<0.01

2. 조직업적평가 결과 수용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조직업적평가 결과 수용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

과 모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

미하게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0.107에서 0.742의 값을 나타내었다. 독립

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일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평가지

표의 합리성 인식과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간 상관관계 계수가

0.8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서는 평가제도 운영

의 합리성인식과 조직업적평가 결과 수용도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0.742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6>과 같

다.

<표 26> 조직업적평가 수용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1 2 3 4 5

1
내부평가 중

조직업적평가 지급률
1

2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101* 1

3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인식 .086 .855** 1

4 인사보상의 연계성 인식 .120** .572** .610** 1

5 조직업적평가 결과 수용도 .107* .742** .701** .488** 1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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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업적평가 결과 수용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개인업적평가 결과 수용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

과 모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신뢰도 99% 수준에서 유의

미하게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0.123에서 0.681의 값을 나타내었다. 독립

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일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평가지

표의 합리성 인식과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간 상관관계 계수가

0.7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서는 평가제도 운영

의 합리성인식과 개인업적평가 결과 수용도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0.681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개인업적평가 수용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1 2 3 4 5

1 내부평가 중
개인업적평가 지급률

1

2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120** 1

3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인식 .032 .759** 1

4
인사보상의 연계성

인식 -.013 .572** .596** 1

5 개인업적평가 수용도 .123** .681** .646** .468** 1

* p<0.05, **p<0.01

제 5절 다중 회귀분석

1. 내부평가 결과 수용도

다중 회귀분석 결과 <표 28>과 같이 종속변수인 내부평가 결과 수용도

에 대하여 4개의 독립변수가 설명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R2의 값이 0.674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평가 개인별 지급률,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인사보상체계의 연계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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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4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내부평가 결과 수용도에 대한 총 분

산의 67.4%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2의 값을 볼 때 본 연구

의 분석모형은 일정 수준이상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 내부평가 지급률,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운영의 합

리성 인식이 신뢰도 95%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내부평가 결과 수용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사보상체계의 연계성 인식은 신뢰도

95%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내부평가 결과 수용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내부평가 결과 수용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내부평가결과 수용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7.044 3.187 -2.210 .028

독립
변수

내부평가 개인별
지급률

1.416 .563 .067 2.513
*

.012
*

평가지표의
합리성인식

.565 .056 .545 10.026* .000*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인식

.279 .056 .278 4.963* .000*

인사보상체계의
연계성 인식

.021 .029 .024 .714 .475

통제
변수

소속기관 -.004 .049 -.004 -.088 .930

직급 .016 .055 .010 .297 .766

직종 -0.000069 .032 .000 -.002 .998

근속년수 -.023 .030 -.025 -.764 .445

학력 -.007 .050 -.005 -.142 .887

평가군 -.006 .025 -.012 -.246 .806

R
2
(Adjusted R

2
) .681(.674)

F(p값) 101.083(0.000)

*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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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업적평가 결과 수용도

다중 회귀분석 결과 <표 29>와 같이 종속변수인 조직업적평가 결과 수용

도에 대하여 4개의 독립변수가 설명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R2의 값이 0.563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업적평가 지급률,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인사보상체계의 연계성 인식이라는 4개

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조직업적평가 결과 수용도에 대한 총 분산의

56.3%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2의 값을 볼 때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일정 수준이상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신뢰도

95%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조직업적평가에 대한 수용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평가지급률 중 조직업적평가지급률, 인사보상체계의

연계성 인식은 신뢰도 95%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조직업적평가에 대한 수

용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조직업적평가 결과

수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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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조직업적평가 결과 수용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1.589 2.447 -.649 .516

독립
변수

조직업적평가
지급률

.521 .528 .030 .987 .324

평가지표의
합리성인식
(조직)

.572 .064 .526 8.902* .000*

평가제도운영
의 합리성인식
(조직)

.234 .065 .221 3.610
*

.000
*

인사보상체계
의 연계성
인식(조직)

.045 .036 .048 1.233 .218

통제
변수

소속기관 .029 .061 .027 .473 .636

직급 .043 .068 .025 .626 .532

직종 -.029 .040 -.022 -.716 .474

근속년수 -.028 .038 -.028 -.745 .456

학력 .024 .062 .016 .390 .697

평가군 -.001 .031 -.001 -.020 .984

R2(Adjusted R2) .572(.563)

F(p값) 63.317(0.000)

* p-value<0.05

3. 개인업적평가 결과 수용도

다중 회귀분석 결과 <표 30>과 같이 종속변수인 개인업적평가 결과 수

용도에 대하여 4개의 독립변수가 설명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R2의 값이

0.502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업적평가 지급률,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인사보상체계의 연계성 인식이

라는 4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개인업적평가 결과 수용도에 대한 총

분산의 50.2%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2의 값을 볼 때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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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분석모형은 일정 수준이상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내부평가지급률 중 개인업적평가지급률,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

식,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신뢰도 95%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개인

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사보

상체계의 연계성 인식은 신뢰도 95%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개인업적평가 결과

수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개인업적평가 결과 수용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4.383 3.274 -1.339 .181

독립
변수

개인업적평가
지급률

1.267 .618 .068 2.050
*

.041
*

평가지표의
합리성인식(개인)

.434 .055 .413 7.962
*

.000
*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인식(개인)

.303 .054 .295 5.631
*

.000
*

인사보상체계의
연계성
인식(개인)

.054 .042 .054 1.300 .194

통제
변수

소속기관 .033 .071 .028 .466 .641

직급 -.106 .079 -.056 -1.347 .178

직종 -.006 .046 -.005 -.140 .889

근속년수 -.070 .044 -.064 -1.591 .112

학력 -.059 .072 -.036 -.821 .412

평가군 -.013 .036 -.021 -.350 .727

R
2
(Adjusted R

2
) .512(.502)

F(p값) 49.734(.000)

*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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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구 가설
연구가설

지지여부

1-1
내부평가 종합 지급률이 높을수록 내부 평가 결과에 대

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1-2
내부평가 지급률 중 조직업적평가 지급률이 높을수록

조직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1-3
내부평가 지급률 중 개인업적평가 지급률이 높을수록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2-1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내부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2-2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업적평가 결과

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2-3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3-1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내부평가 결과

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3-2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3-3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4-1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이 높을수록 내부평가 결과

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4-2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4-3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업적평

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4. 가설 검정결과 요약

위에서 분석한 가설의 검정결과를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가설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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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 요약

공기업 경영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 성과평가제도가 성공적

으로 정착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조직을 경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

한 이슈라고 할 수 있고, 내부 성과평가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집

행되기 위해서는 평가의 수용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공기업 내부 성과평가결과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수용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성과평가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수용도에 대한 자료분석 및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내부 성과평가결과 수용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내부평가 개인별

지급률,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인사·보상

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소속기관,

직급, 직종, 근속년수, 학력, 평가군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의 하위변수로

K공사의 내부 성과평가제도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조직업적평가에 대

한 수용도, 개인업적평가에 대한 수용도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 영향요인 분석

결과, 내부평가 지급률,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신뢰도 95%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내부평가 결과 수용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사보상체계의 연계성 인식은 신뢰도 95% 수준

에서 판단했을 때 내부평가 결과 수용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조직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신뢰도 95%수준에서 판단했

을 때 조직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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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평가지급률 중 조직업적평가지급률, 인사보상체계의 연계성 인식은

신뢰도 95%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조직업적평가에 대한 수용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내부평

가지급률 중 개인업적평가지급률,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운영

의 합리성 인식이 신뢰도 95%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개인업적평가에 대

한 수용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사보상체계의 연계성 인

식은 신뢰도 95%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

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공기업에서 인사와 평가는 그 구성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야

로 공기업 조직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평가 시스템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해서는 평가 수용도의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기업 내부성과평가 수용도의 기존 연구는 2-3건 정도로 많지 않고,

주로 설문조사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설문조사와 실제 내부평

가지급률을 병행해서 진행했던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공무원,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조직 성과평가와

개인 성과평가에 대한 수용도 연구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인 성과평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인업적평가의

수용도와 조직업적평가의 수용도까지 세부적으로 진행했던 본 연구는 가

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내부 성과평가 지급률이 내부 성과평가 수용도에 영향을 주므

로 저지급률을 받는 소외된 인력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기업의

경우 직원의 고용안정성이 상당부분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성과평가가 부

진한 저성과자도 다독거리며 같이 가야할 수 밖에 없는 조직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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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들의 불만과 평가부서 및 평가자

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 K공사의 경우 특히, 개인별 개인업적

평가에 대해서는 상호 소통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별 목표수립부

터 평가자와 피평가자간의 상호 협의가 면밀히 진행되고, 목표 수립이후에

도 주기적으로 평가자가 코칭을 통해 피평가자의 목표 달성에 조언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개인업적평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 후에는 피평가자가 바로 그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소통을 통해 피평가자들의 수용도를 높혀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역시 내부 성과평가 수용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도 향상을 위해 지표설정시 실무부서 직원들의 의

사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표의 설계를 위한 워크

샵시 주로 평가운영부서 담당자들 위주로 참석하여 진행하는데, 향후 실제

해당 지표 목표달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는 일반 실무자들 비중을 확대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부인트라넷을 활용해서

온라인 의견소통방을 운영하고, 평가주관부서 중심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

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내부 성과평가 수용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도 향상을 위해 평가단 구성의 객관성 확

보, 외부전문위원 비중을 확대, 평가시 감사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평가외

적 요소가 평가에 작용하는 부분을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피평

가자들의 경우에는 평가주관부서가 평가의 합리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가주관부서에

서 평가의 합리성 향상을 위해 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직원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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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내부 성과평가에 대한 공기업 직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수용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공기업 내부평가의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공기업 내부 성과평가에 대한 직원 수용도에 관한 본 연구의 한

계와 향후 보완하여 연구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

에,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시장형 공

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여러 가지 공공기관 유형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유형별 대표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연구한다면 보다 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론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부 성과평가의 수용도에 대한 독립변수로 본 연구에서 언급한 변

수외 더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및 다른 영향요인

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 좀 더 폭넓은 변수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다

면 학문의 깊이가 더 있을 것이고,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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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은 우리공사 내부평가에 대한 직원 수용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

으로서 제도개선 및 연구목적 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부정적인 답변으로 인한 불이익은 절대 없으므로 설문에 솔직하게 응답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 록

내부평가 수용도 설문조사

A. 평가지표의 합리성

1. 업적평가 지표는 성과향상의 측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1. 매우 불합리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 합리

2. 조직업적평가 지표 선정 시 전사적인 성과 향상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그렇지않다.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그렇다.

3. 조직업적평가 지표 설정 시 직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1. 전혀그렇지않다.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그렇다.

4. 조직업적평가에서 소속 부서의 평가 지표는 핵심업무 및 업무목표를

잘 반영하여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부적절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적절

5. 본인의 개인업적 평가 지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핵심업무 및 필요역

량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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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우부적절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적절

6. 조직업적평가에서 소속 부서의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합리적으로 설정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불합리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합리

7. 조직업적평가에서 소속 부서의 계량지표 목표치는 합리적으로 설정되

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불합리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합리

B.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1. 업적평가(개인업적평가, 조직업적평가) 제도의 운영은 전반적으로 합리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불합리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합리

2. 조직업적평가 제도의 운영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불합리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합리

3. 개인업적평가 제도의 운영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불합리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합리

4. 조직업적평가시 평가와 관련된 준비 업무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1. 매우부적정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적정

5. 조직업적평가에서 소속부서의 평가군은 적절히 분류되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1. 매우부적절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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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업적평가의 평가단 구성 및 운영방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1. 매우불합리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합리

C. 인사〮보상과 연계
1. 업적 평가결과를 인사 및 급여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1. 매우부적절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적절

2. 조직업적평가 결과와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의하여 인센티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부적절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적절

3. 정부지침(최고-최저 성과 등급 간 차등폭 2배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폭의 현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대폭축소 2. 3. 4. 5. 보통 6. 7. 8. 9. 10. 대폭확대

D.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

1. 소속 부서의 조직업적평가결과와 본인의 개인업적평가결과를 수용하십

니까?

1. 절대수용불가 2. 3. 4. 5. 보통 6. 7. 8. 9. 10. 완전수용

2. 소속부서의 조직업적평가 결과를 수용하십니까?

1. 절대수용불가 2. 3. 4. 5. 보통 6. 7. 8. 9. 10. 완전수용

3. 본인의 개인업적평가결과를 수용하십니까?

1. 절대수용불가 2. 3. 4. 5. 보통 6. 7. 8. 9. 10. 완전수용

E. 인구통계학적 질문

1. 귀하가 속한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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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사 2. 직할기관 3. 건설사업단 4. 지역본부 5. 지사

2. 귀하의 직급은?

1. 1급 2. 2급갑 3. 2급을 4. 3급 5. 4∼5급 6. 6급 이하

3. 귀하의 직종은?

1. 사무 2. 영업 3. 토목 4. 기타 5. 전문연구원 6. 실무직

4. 귀하의 근속년수는?

1. 5년 미만 2. 5년 이상 10년 미만 3. 10년 이상 15년 미만

4. 15년 이상 20년 미만 5. 20년 이상 25년 미만 6. 2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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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acceptance level

regarding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

corporation

Heo, Pilseo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worsening of global financial situation, such as U.K.

IMF crisis in the 1970s, an interest in efficient government operation

grew. And performance-centered organization management, an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 and an increase of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public sector started to be fiercely discussed around

member states of the Commonwealth of Nations such as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With these trends, Korea also introduces and

operates a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agencies,

and each public agency itself also operates an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improve organization members' acceptance



- 81 -

and efficiently manage performance by analyzing a factor having an

effect on acceptance of internal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 To

this end, a data analysis and survey was carried out about

acceptance and factor having an effect on acceptance of internal

evaluation for employees who work in K corporation. In order to

analyze a determinant of acceptance of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 dependent variable, an individual pay rate in interval

evaluation, recognition of rationality in evaluation indicator,

recognition of rationality in the operation of evaluation , and

recognition of relation with personnel·reward was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 through review of theory and previous studies.

And agency, position, job, years of service, academic background,

evaluation group was selected as control variable. Acceptance of

individual performance evaluation and acceptance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that forms two axes of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of K corporation was selected and analyzed as

sub-variable of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a determinant of acceptance of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 it was shown that a pay rate in internal

evaluation, recognition of rationality in evaluation indicator, and

recognition of rationality in the operation of evalu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cceptance of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

when judged at 95% confidence level. However, it was shown that

recognition of relation with personnel and reward could not have

effect on acceptance of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when judged

at 95% confidence level.

Besid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a determinant of

acceptance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it wa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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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recognition of rationality in evaluation indicator and recognition

of rationality in the operation of evalu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cceptance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when

judged at 95% confidence level. However, it was shown that, among

pay rates in internal evaluation, a pay rate in internal evaluation and

recognition of relation with personnel and reward could not have

effect on the acceptance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when judged at 95% confidence level.

Fin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a determinant of

individual performance evaluation, it was shown that, among pay

rates in internal evaluation, a pay rate in individual performance

evaluation, recognition of rationality in evaluation indicator, and

recognition of rationality in the operation of evalu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cceptance of individual performance

evaluation when judged at 95% confidence level. However, it was

shown that recognition of relation with personnel and reward could

not have effect on the acceptance of individual performance evaluation

when judged at 95% confidence lev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 a pay rate in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has an effect on the acceptance of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 So, attention should be paid to alienated human resources

at a low pay rate because a pay rate in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has an effect on the acceptance of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 Public enterprise is an organization where employees

cannot help but to go together with encouraging low performers who

receive a poor performance evaluation, because job security is

guaranteed in a large portion. Therefore, low performers' opinions

should be more attentively listened to. And complaints and differences

in opinion from evaluation department and evaluator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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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In case of K corporation, the reality is that mutual

communication is insufficient regarding the results of individual

performance evaluation for each pers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increase evaluatees' acceptance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evaluator and evaluatee about the results of individual performance

evaluation.

Besides, it was shown that recognition of rationality in evaluation

indicator also had an effect on acceptance of internal evaluation .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hannel of communication with member of

department in charge of details in setting the indicator in order to

improve acceptance. At present, indicator improvement workshop is

held mainly with evaluation operation department members-centered

participants. However, it is thought necessary to increase the portion

of general working-level staff in the future.

Finally, it was shown that recognition of rationality in the operation

of evaluation has an effect on the acceptance of internal evaluation .

An action of non-evaluation factor on evaluation should be eradicated

through cooperation with audit department in evaluation, an increase

in the portion of outside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and ensuring

objectivity in organizing an evaluation committee for the improvement

of acceptance.

keywords : Public enterprise,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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