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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략적 관리의 필수요소로 자리하게 된 성과평가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 원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정교하지 못한 제도나 

평가자의 부족한 능력, 또는 의도하지 않은 인지상의 오류 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밀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평가자의 의도적인 행동에 의해 부정확한 성과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에 근거하여 정치적 성과평가의 실태를 살
펴보고, 정치적 성과평가를 견인하는 요인을 검증하는 한편, 정치적 성과평가가 조직 구성원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공무원들은 평가자가 자신의 이익

을 위해 평가점수를 왜곡하는 경우보다는 피평가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긍정적인 업무 분위기

를 조성하고자 평가점수를 조정하는 경우가 더 빈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정치

적 성과평가에 대한 인식은 조직의 성과관리제도가 체계적이고, 평가 및 보상에 관한 평가자의 

책무성을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일수록 감소하였으나, 조직 내 정치 활동이 현저하고 구성원 간의 
과업이 상호 의존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성과평가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태만과 같은 구성원의 부정적 행태가 조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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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효과적인 조직관리의 필수요소로 자리하게 된 성과평가는 조직 내 여러 의사

결정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인적자원의 관리 측면에서도 성과평가는 구성원

의 실적과 역량에 따른 공정한 관리를 촉진시켜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과 성과를 제고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조윤직 외, 2014; Byars & Rue, 2010; 

Selden, 2009). 이러한 중요성에 착안하여 공공조직에서도 근래에는 개인과 조직, 그리

고 정책의 목표가 연계될 수 있는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를 고안하고 있다(Nigro & 

Kellough, 2014). 일찍이 성과평가의 유용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고, 정교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거나 교육 및 훈련으로 평가자의 역량을 향

상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Bernardin & Beatty, 1984; Hedge & Kavanagh, 1988; Smith, 

1986). 정교하지 못한 평가 제도나 평가자의 부족한 능력, 또는 의도하지 않은 인지상의 

오류가 성과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

나, 정밀한 평가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평가자의 의도적인 행동에 의해 부정확한 성과평

가가 발생할 수 있다(Longenecker et al., 1987; Mohrman & Lawler, 1983; Murphy & 

Cleveland, 1995). 이에 따라 평가자의 측면에서 성과평가를 왜곡하게 되는 동기를 탐색

하거나(Harris, 1994; Longenecker et al., 1987; Park, 2014), 정치적인 성과평가가 피평

가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Ahmad et al., 2010; Poon, 2004; Sogra et al., 2009). 하지만, 행정학 분야에서는 

정치적 성과평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정치적 성과평가를 유발하는 요

인을 종합적으로 모색해 실증 규명한 연구를 찾기 어려우며, 정치적 성과평가가 구성원

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공공조직에서 성과평가가 정치적

으로 활용되는 원인을 탐색하고, 정치적 성과평가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이 그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공공조직에서는 성과평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문적으로 간과되어 온 정치적 성과평가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그 존재와 양상

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적 성과평가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성과평

가는 임금, 승진과 같은 조직 내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도구가 되므로, 이를 

통해 희소한 자원을 차지하거나 배분하려는 정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떠한 요인들

이 정치적 성과평가를 유발하는지 탐색하는 것은 성과평가제도의 운용에 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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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관리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정치적 성과평가는 구

성원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성과평가의 주요한 목적은 구성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긍정적인 행태 촉진을 통한 조직의 성과 제고에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정치

적 성과평가가 역효과를 가져오진 않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질문에 답함에 있어 본 연구는 정치적 성과평가를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하나는 평가자가 자신의 영향력과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왜곡된 평

가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평가자의 사기를 북돋고 원만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

기 위해 가능한 한 좋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삼가는 것이다. 이를 각각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와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로 

명명하고, 분석모형에 두 차원을 포함하여 결과 값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성과평가의 의의와 정치성에 관해 논의하

고, 정치적 성과평가의 개념과 목적 및 유형을 설명한다. 그 다음,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과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면서 각각의 분석모형을 소개하고, 핵심 

가설을 제시한다. 그 후,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 대상과 방법을 밝히고, 핵심 변수의 측

정도구를 설명한다. 그에 따른 분석결과는 크게 기술통계 분석,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

요인 분석, 정치적 성과평가의 영향 분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결론에서 연구의 한계와 

함의를 다루며 글을 맺는다.

Ⅱ. 성과평가의 의의와 그 정치적 성격

1. 성과평가의 개념

성과를 평가받는 대상은 개인에서부터 집단, 조직, 국가, 사업, 정책 등 다양할 수 있

으며, 그에 따라 성과평가의 개념도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일례로, 정부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각 조직과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이다(Kettl & Kelman, 2007; 

Kim & Hong, 2013; Pollitt & Bouckaert, 2004).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유형의 성과평

가 중에서도 조직 구성원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개인은 조직을 

구성하고, 전체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 기본 단위로서 중요성과 의의를 갖는다. 근래 

들어 구성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에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를 고려하는 등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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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목표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추세가 강한 점을 고려할 때(Chanda & Shen, 2009; 

Nigro & Kellough, 2014),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의 역할과 의의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처럼 개인의 성과평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성과평가를 정의하는 데 있어 구

체적인 평가 요소나 방법, 용도 등을 소개하며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Flippo(1984), Zollitsch & Langsner(1970) 등은 구성원의 실적, 능력, 태도, 역량 등에 

관한 상대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라고 설명하였으며, Byars & Rue(2010)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업무 활동의 결과와 그에 따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개인과 조직

의 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Nigro & Kellough(2014)는 성과

평가의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주요한 인사 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자 구성원의 임금, 지위 등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라고 소개하였다. 이러한 정의들

에 바탕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성과평가를 ‘조직 구성원의 능력, 실적, 태도 등을 체계적

으로 규명해 주요한 인사 결정에 자료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성과평가의 정치적 성격과 정치적 성과평가의 개념

성과평가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도구로서, 구성원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조직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Murphy & Cleveland, 1995). 

특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규와 예산 등의 제약이 많아 관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관리적 재량권(managerial discretion)이 적으므로(Boyne, 2002; Nutt, 

2006), 성과평가가 갖는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

은 성과평가가 관리자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관리자

가 자신의 위상과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 과정에 정치적인 의도를 개

입시킬 수 있는 것이다. 몇몇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의도적인 평가 왜곡

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구성원들의 행태를 탐색하기도 하였다(Longenecker et 

al., 1987; Murphy & Cleveland, 1995; Park, 2014; Poon, 2004).

성과평가 과정에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조직 내에서 펼쳐지는 정

치 활동들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정치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인정하는 중립적인 영역에서의 논의도 존재하지만(Fedor 

et al., 2008; Hochwarter, 2012),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조직에서 허용하지 않는 수

단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조직정치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된 실증연구에서도 상당수의 연구들이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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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래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Kacmar et al., 1999; Miller et al., 2008; 

Vigoda, 2000; Vigoda-Gadot, 2006). 그러나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정책의 우선순위 결

정처럼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 활동이 펼

쳐질 수밖에 없으므로, 적정 수준에서의 조직정치를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개인의 역

량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Luthans, 2002). 특히, 상사가 구사하는 정치적 

기술은 해당 조직에 자원을 제공하고 기회를 창출하거나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등 긍정

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Ferris et al., 2007; Ferris et al., 2012; Treadway et 

al., 2014).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서 성과평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정치적 성과평가’라고 정의한다1). 또한, 조직정치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평가자의 개인적 선호나 이익 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평가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평가자나 조직을 위한 의도에서 평가결과를 조작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정의하고자 한다.

3. 정치적 성과평가의 목적과 유형

정치적 성과평가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주로 평가자에 초점을 맞춰 논의되어 왔다. 

평가자들이 성과평가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는 기저에는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은 평가 권한을 자신의 고유한 재량권으로 여기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Murphy & Cleveland, 1995; Shore & Strauss, 2008). 모호하고 추상적인 측정 기준 

아래 자신이 우선하는 목표, 가치, 방향 등을 추구하는 데 재량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는 기업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던 

Longenecker et al.(1987)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평가자들은 피평

가자들의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거나, 더 높은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좋은 점수를 부여하고,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부정적인 평가를 삼간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과가 낮거나 자신에게 맞서는 자들을 훈계하고 이직을 조장하

기 위한 목적에서 실제 성과를 폄하하는 행위도 한다. 이후, Longenecker & Gioia(2000)

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성과평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평가자의 유형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평가자들이 정치적 성과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평가자와

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치적 성과평가’란 표현은 국외문헌에서 지칭하고 있는 ‘performance 

appraisal politics’(Dhiman & Maheshwari, 2013; Poon, 2004), ‘organizational politics on 

performance appraisal’(Latham & Russon, 2008), ‘the politics in performance appraisal’ 

Longenecker & Dennis, 2000), ‘the politics of employee appraisal(Longenecker et al., 1987) 등

의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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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을 회피하려는 데 있었다. 즉, 관대한 평가를 통해 불편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유

형이 가장 많았다(conflict avoiders). 그 다음으로는 구성원의 충성심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조정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형(manipulators), 특정인에 

대한 선호에 따라서 더 좋거나 나쁜 평가를 주는 유형(feeling types)이 뒤를 이었다. 그리

고, 문서로 남게 될 평가결과에 신중한 나머지 피평가자의 성과를 확신하지 못하여 실제

보다 관대한 평가를 하는 유형(covering your ass raters)과 조직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실적이 좋은 해에는 높은 점수를, 저조한 해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유형도 포착되었

다(go-with-the-flow raters). 또한, 피평가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평가결과를 

왜곡하거나(public relations rater),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평가자를 돕고자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경우(godfathers)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유사한 견지에서 Bernardin 

& Beatty(1984), Murphy & Cleveland(1995) 등도 평가자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고려

하여 성과평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러한 논의에 

착안하여 정치적 성과평가의 성행 정도를 측정하고, 그 유형을 통계적으로 분류하기 위

한 움직임도 있었다. 처음으로 척도를 개발한 Tziner et al.(1996)의 연구를 토대로 

Poon(2004), Sogra et al.(2009), Ahmad et al.(2010) 등은 정치적 성과평가를 ‘개인적 선

호 및 징벌적 의도’와 ‘동기부여적 의도’로 나누고, 요인분석을 통해 그 유효성을 증명하

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정치적 성과평가의 세부 유형을 고려함과 동시에 한

국적 맥락을 반영하여, 정치적 성과평가를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평가자가 자신의 영향력과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평가 과정에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하거나 특정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등의 평가 왜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긍정적인 업무 분위기의 조성을 목적으로 피평가자에게 가능

한 한 좋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삼가는 것이다. 이를 각각 ‘평가자의 이

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와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로 명명하고, 

분석모형에 두 차원을 모두 포함할 것이다. 전자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개인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성과평가의 차원이라면, 후자는 한국 공직문화의 특성으로 

논의돼 온 집단주의, 온정주의, 체면(유민봉･심형인, 2011, 2013; 윤견수, 2015) 등을 반

영하는 정치적 성과평가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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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평가

1. 서울시 공무원 성과평가의 검토 배경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한

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과 전문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었으나, 능력 및 

실적과는 무관한 인사 비리가 지적되어 왔다(감사원, 2011).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원 등에서는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감사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으나 유사한 문제가 지

속되어 왔다(국민권익위원회, 2012). 그 중 빈번한 지적 사례는 상사가 근무성적평점이

나 인사가점을 임의로 조정해 승진임용에 영향을 주고, 인사가 정체된 직렬의 사기 독려

를 이유로 승진 대상자를 과다하게 선발하는 것이었다(조형석, 2012). 이와 함께, 자치단

체장의 인사권 전횡이나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인사 결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공정성

을 위협하는 일들로 거론되었다(감사원, 2013).

이러한 정치적 인사관리의 실태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서울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

정하고,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주요 성과평가제도를 살펴보았다. 서울시는 경기도 다음

으로 가장 많은 공무원을 보유한 곳으로서(행정자치부, 2016), 우리나라에서 갖는 정치･
경제･사회적인 위상이 높아 정책 실험의 장으로 기능하는 일이 많다. 특히, 성과포인트

제도나 현장시정추진단 등 다양한 평가제도를 선도적으로 펼쳐온 이력이 있어(조윤직 

외, 2014), 성과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노출 빈도와 강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

무원들보다 높다고 볼 수 있기에 연구 대상으로서 더 의의를 갖는다.

2. 서울시 공무원 성과평가의 개관

서울시에서 운용 중인 성과평가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

로 하는 성과평가이다. 전자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 등에 대한 ‘성과계

약평가’와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있으며2), 

후자에는 서울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적가점평가’ 등이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근거하여 성과계약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은 연초(매년 2월

말까지)마다 평가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제6조). 계약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는 ‘성과계약 등의 평가’와 ‘근무성적평정’으로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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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전략목표, 상위자의 성과목표 등을 연계한 개인별 성과목표, 측정방법, 달성수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행정자치부, 2017). 이에 대한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

로 하며(제3조 제1항), 평가자는 반드시 피평가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그의 업무 달

성도 및 기여도 등을 논의해야 한다(제8조의2). 근무성적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에 관한 평가가 실시된다(제8조 제3항). 이들도 연

초에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1년 동안 수행할 성과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제6

조), 이때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참고하여 연말에는 주요 실적을 기재한 근무성적평가서

를 제출해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서울시에서는 피평가자가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을 검토하여 다섯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근무실적을 판정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능력과 태도는 직군별로 요구되는 요소(기획력, 추진력 등)가 관찰

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인사과, 2017c). 이러한 근무성

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두 차례 실시되는 것이 기본이며(제3

조 제3항), 근무성적평가자에게도 피평가자와의 성과면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제8조

의2).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자와 확인자가 작성한 평가단위별 서열명부가 근무성적평

가위원회에 제출되면(제9조 제1항), 위원회는 평가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대평가를 통한 최종 순위와 평가점수를 결정한다(제9조 제3항). 평

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평가자는 확인자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제11조).

실적가점평가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실적 가산점과 그에 따른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부터 제46조의3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개인실적과 사업실적으로 부문을 나

누어 반기별로 평가대상을 추천받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부 전

문기관의 평가, 4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실적검증위원회를 거쳐, 행정1부시장을 위원

장으로 하는 실적인정위원회가 최종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인사과, 2017b). 

개인실적은 일상업무 혁신, 주민편의 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특수공적에 대한 추진

역량(개인실적의 적합성,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노력도), 추진성과(효과성, 개인기여

도), 시정기여도 등을 무작위로 선정된 동료 10명의 다면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서면평

가를 종합해 심사한다. 사업실적은 추진한 사업의 성격(중요도, 난이도), 성과(달성도, 효

과성), 추진역량(노력도), 시정기여도(영향력) 등을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하여 사업 참여

자별 기여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서울특별시 인사과,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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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공무원 성과평가의 정치성과 제도적 개선

관련된 문헌자료들로부터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평가에도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사례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감사원(2013)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와 용산

구 등에서는 평가 권한이 없는 자치단체장 등이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평가점수와 순위

를 임의로 조정하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날인을 받은 사례가 있었

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묵인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실･국장 등의 내부 간부가 위원회에 

다수 포함돼 있던 점이 지목되었다. 사건 이후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위원회

의 전체 위원수를 늘리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2/3 이상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근

무성적평가 결과도 신청자에 한해 알려주던 것을 별도의 신청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서울특별시 인사과, 2014). 게다가 최근에는 피평가자가 신청하면 근

무기록 평가점수와 종합평가의견도 열람할 수 있게 공개 내용을 확대하였다(서울특별시 

인사과, 2017b). 한편, 실적가점평가의 경우에는 그 전신인 성과포인트제도 시행 때부터 

제기돼 온 점수 몰아주기, 무임승차, 나눠먹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실적가점평가를 받을 개인과 사업을 추천하는 단계에서부터 공정성 시비가 존

재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조윤직 외, 2014; 서울특별시 인사과, 2017a). 이

에 따라 2017년부터는 추천 대상을 선정하는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의 운영 과정에 실

적가점 신청자가 아닌 5급 이하 공무원 1인 이상의 참관을 필수로 하고, 2018년부터는 

실적가점의 상한을 기존의 60% 수준으로 낮추어 근무성적평가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

서 운영하기로 하였다(서울특별시 인사과, 2017b).

Ⅳ.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

본 장에서는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과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면서 

각각의 분석모형을 소개하고, 핵심 가설을 제시한다. 먼저, 성과평가 및 관리, 조직정치

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면서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을 도출한다. 그 다음, 조직 구

성원의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들에 기반을 두어 정치적 성과평가가 구성원에게 미칠 영

향을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각각의 분석모형과 본 연구에서 검증할 

핵심 가설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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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

성과평가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원인에는 제도, 조직, 업무, 개인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Ferris et al.(1989)이 고안한 조직정치인식 모형의 토대 위에 Murphy & 

Cleveland(1991), Harris(1994) 등 평가자의 평가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한 연

구들을 고려하여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사람들은 실재하는 현상이나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것에 대한 자신의 지각에 따라 상

이한 행태를 보인다(Robbins & Judge, 2010). 이 점에 주목한 Ferris et al.(1989)은 구성

원들의 인식에 기반을 두어 조직정치인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업

무 환경이 다분히 정치적이며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조

직영향요인, 직무환경요인, 개인영향요인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Vigoda-Gadot & 

Drory, 2016). 이들에 따르면 조직영향요인에는 권력의 집권화, 제도의 공식화, 수직적 

계층, 관리자의 통제 범위 등이 포함된다. 권력이 상층부에 집중된 조직에서는 업무에 관

한 제반 사항이 상위 계층의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조직 내 정치 활동에 대한 인식이 팽배하게 

된다(Ferris et al., 1996; Ferris & Kacmar, 1992). 반면에 제도의 공식화 수준이 높은 

조직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정치 행위가 개입되기 어려우므로, 조직 내 정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Andrews & Kacmar, 2001). 직무

환경요인에는 직무 자율성, 직무 다양성, 환류, 승진 기회, 동료 및 상사와의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과업에 대한 자율성이 부족한 구성원은 

자신이 직무에 대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 조직에 정치 활동이 만연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Ferris & Kacmar, 1992). 또한,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

다고 느끼거나,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에도 조직 내 정치 행위의 개연

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Kacmar et al., 1999; Parker et al., 1995; Poon, 2003). 

개인영향요인에는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마키아벨리즘, 자기감시성향 

등의 성격적 특징이 포함되는데,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조직정치의 정도

를 상이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Rosen et al., 2006). 예를 들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직

에서 열등한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치 행위에 노출된 경험이 

많아 조직의 정치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Ferris et al., 1989; Ferris et al., 

1996). 또한,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구가 강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

고 이용하려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가진 구성원일수록 정치 활동에 가담하려는 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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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므로, 조직정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게 된다(Rosen et al., 2006).

한편, Murphy & Cleveland(1991), Harris(1994) 등의 학자들은 평가자의 관점에서 평가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Murphy & Cleveland(1991)는 

정확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자들이 얻게 되는 개인적인 이득보다 손실이 큰 경우에 

평가결과를 왜곡하려는 동기가 커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냉철한 평가는 피평가자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통보하고 설명해야 하는 부담감을 동반

하게 되는데, 정확한 평가에 따른 보상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는 의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Murphy & Cleveland, 1995). 또한, 

성과평가의 맥락적 요인을 검토한 Harris(1994)는 평가에 따른 보상과 그것으로부터 야기

될 부정적인 결과, 타인에게 자신의 인상을 좋게 관리하려는 심리 등이 평가자의 동기

(rater motivation)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평가자 동기의 세부 요인을 크게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상황적 요인으로는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자가 느끼는 책무성,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전략, 평가제도 및 방법에 대한 평가자의 신뢰 

등을,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자가 동원할 수 있는 정보의 양, 

평가에 대한 자기 효능감, 평가를 수행할 당시의 기분 등을 제시하였다(Harris, 1994). 이

상의 논의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을 크게 제도적 요인, 

조직적 요인, 업무특성 요인 세 가지로 나누고, 요인별로 몇 가지의 하위 요소를 선정하였

다. 그리고 개인의 지위나 경험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모형

주: 별표(*)가 달린 변수는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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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적 요인

제도에는 법률과 같은 공식적인 규칙에서부터 관행 등의 비공식적인 규칙, 규범, 가치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특정 행위를 유발하거나 제한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된다

(Hall, 1986; North, 1990; Ostrom, 2015). 그러한 점에서 조직의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의 달성 수준을 측정해 그 결과를 환류하며, 주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성과관리

제도(Uhl-Bien et al., 2014)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의 정치적 성

과평가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명확한 

규칙이 개인의 정치 행위를 저지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Andrews & Kacmar, 

2001; Ferris et al., 1996; Parker et al., 1995). 예를 들어,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

계에서부터 성과평가의 목적과 평가결과의 용도를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공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수반된다면 정치적인 평가 행위가 개입되기 어려울 것이다

(Latham & Russo, 2008; Roberts, 2003). 또한, 피평가자의 업무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

인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평가자의 자의적인 왜곡이 줄어들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Faulkner, 2002).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피평가자의 과업 행동을 나타내기에 충분하

고, 계량화하는 것이 용이하다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성과평가가 이루어지

기 어렵기 때문이다(Dhiman & Maheshwari, 2013). 

그러나, 기존의 학자들이 한국 공직문화의 특성으로 제시한 체면, 온정주의, 정실주의 

등을 고려하였을 때(박시진, 2014; 유민봉･심형인, 2011, 2013; 윤견수, 2015; 조성수, 

2010), 한국적 상황에서는 제도적 요인이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명확하고 정교한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평가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과평가를 왜곡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를 수 있으나, 피평가자

를 배려하는 의도에서 좋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삼가는 경우에는 제도

의 취지를 따르지 않았을 때 감수해야 하는 비난과 처벌의 강도 등이 크게 다가오지 않

을 수 있다. 실제로, 박시진(2014)의 연구에서는 근무성적 평가 경험이 있는 공무원 응답

자의 절반가량이 조직 내에 관대한 평가를 권장하는 문화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영향력이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

과평가에는 유의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성과관리제도가 체계적일수록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 1-2. 성과측정도구가 정교할수록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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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 요인

조직적 요인들도 성과평가의 정치적 활용에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

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묵인되는 조직문화에서는 정치 활동이 만연할 수

밖에 없는데(Kacmar & Carlson, 1997), 조직 내 정치 활동이 성행하는 곳이라면 성과평

가 역시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평가정보가 조직의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

에 활용되는 만큼(Byars & Rue, 2010; Nigro & Kellough, 2014) 조직정치가 만연한 곳

일수록 성과평가에 정치적 이해를 반영시키려는 경향이 그 의도에 관계없이 증가할 것

이라 추측할 수 있다. 즉,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든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든, 

조직 내 정치가 활발한 곳에서는 정치적 성과평가가 증가할 것이다. 

조직의 목표가 모호한 경우에도 평가왜곡의 유인이 커질 수 있다. 모호한 목표 아래에

서는 평가자가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기준을 자신의 편의대로 설정할 여지가 많기 때문

이다(Murphy & Cleveland, 1995). 특히,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민간조직보다 더 많은 이

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호하고 상

충된 목표들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Boyne, 2002; Meier, 2007), 이로 말미암은 정

치적 성과평가가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 명료하지 못한 목표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Chun & Rainey, 200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Ferris et al., 1996; Kacmar 

et al., 1999). 그러므로 조직의 목표가 모호한 조직일수록 정치적 성과평가가 증가할 것

이고, 이는 평가자의 두 가지 의도 모두에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 평가 및 보상에 관한 평가자의 책무성이 큰 조직에서는 정치적인 평가 행위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평가자의 책무성(rater accountability)이란 평가자 자신

이 부여한 평가결과의 정당성을 타인에게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을 의미한다(Harris, 

1994). 즉, 평가자가 자신의 상사나 부하, 동료 등에게 평가결과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Curtis et 

al., 2005). 이러한 책무성이 클수록 자의적 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

로, 정치적 성과평가가 감소할 것이다. 실제로, 타인의 성과를 평가한 경험이 있는 관리

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Park(2014)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평가결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

끼는 평가자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 관료제 문화의 주요한 특징은 집단주의와 온정적 인간관계

이다(박시진, 2014; 유민봉･심형인, 2013; 윤견수, 2015). 이러한 조직문화에서는 평가자

의 책무성이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에는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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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피평가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평가자로서의 

책무와 상충되는 것이라 인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 전체를 위해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유형 중 하나는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대상자를 

과다하게 선발하는 것이었다(조형석 201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1. 조직 내 정치 활동이 만연할수록 정치적 성과평가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2. 조직의 목표가 모호할수록 정치적 성과평가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3. 평가 및 보상에 관한 평가자의 책무성이 클수록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가 감소할 

것이다.

3) 업무특성 요인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도 정치적 성과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술한 조직 

목표의 모호성과 같은 맥락에서, 구성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역할이 모호하여 업무의 내

용과 한계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자가 적절한 평가를 내리는 데 어려움이 따른

다(Faulkner, 2002). 또한, 피평가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평가와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Poon, 2003; Rizzo et al., 1970). 이와 

같이 직무의 역할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어려우

므로, 평가자가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반영한 정치적 성과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Ladebo, 2006; Latham & Russo, 2008).

아울러 구성원 간의 과업이 상호의존적인 경우에도 자의적인 평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구성원의 협조를 구하거나 협력해야 하는 일이 많고, 그 성과가 상호 연계된 

업무는 집단의 성과로부터 개인의 성과를 분리해 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구성원의 성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Munyon et al., 2016; Murphy & 

Cleveland, 1995). 개인이 창출한 성과와 조직에 대한 기여분을 판가름하기에는 평가자

가 동원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자의 효능감(self-efficacy)도 저하될 수 있다(Dhiman & Singh, 2007; Harris, 1994; 

Park, 2014). 이에 따라 세밀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평가자의 개인적인 

선호나 편의,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된 성과평가가 발생하기 쉬울 것이라 추측할 수 있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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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직무의 역할이 모호할수록 정치적 성과평가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2. 과업이 상호의존적일수록 정치적 성과평가가 증가할 것이다.

2. 정치적 성과평가의 영향

본 연구는 정치적 성과평가가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 구성원의 행태에 상이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한다. Ahmad et al.(2010), Longenecker et al.(1987), Poon(2004), 

Sogra et al.(2009) 등의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어 정치적 성과평가를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와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 두 가지로 구분하

고, 이를 인식하는 구성원들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구성원의 행태로

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긍정적 행태와 이직의도, 태만과 같은 부

정적 행태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선정한 요인들

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모형에 포함시켜 이들이 구성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정치적 성과평가의 영향에 관한 분석모형

일반적으로 실적과 역량에 근거하지 않는 성과평가는 조직과 그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이론(Vroom, 1964), 공정성 이론(Adams, 1963, 

1965), 심리적 계약이론(Argyris, 1960) 등 조직행태에 관한 다수의 이론들이 설명하는 

일맥상통한 논지는 조직과 구성원 간에 형성된 기대, 보상, 의무 등의 연계가 약화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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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구성원의 헌신과 몰입, 만족 등이 저하되고, 태만이나 이직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서는 구성원이 자신의 

노력으로 주어진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지, 그 결과 얼마나 가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따라 직무 동기를 얻는다고 본다(Vroom, 1964). 여기에 환류의 

개념을 추가한 Porter & Lawler(1968)의 동기유발모형에서도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와 그에 따른 보상의 만족은 다시금 개인의 노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과평가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구성원의 동기와 만족감, 성과 등이 저하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조직 구성원이 노력과 보상의 상관관계를 헤아리고, 그에 따른 행태를 결정하

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업무에 투입한 시간, 노력, 

기술, 경험과 그에 따른 보상 즉, 산출이 다른 구성원들의 투입 대비 산출과 어떠한지를 

견주어 보기도 한다. Adams(1963, 1965)는 이와 같은 논의를 담은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을 제시하면서, 준거집단보다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구성원은 이

를 바로 잡기 위한 대응책을 펼친다고 설명한다. 일부러 업무 성과를 낮추거나 임금 인

상 등의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

다(Cohen-Charash & Spector, 200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성과평가는 조직 

구성원들의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행태를 조장할 것이라 추측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설명한 기대이론과 공정성 이론은 조직과 그 구성원 간의 명문화

되지 않은 의무감을 설명하는 심리적 계약 이론(psychological contract theory)과도 연

관된다. 심리적 계약이란 문서화된 계약 사항은 아니지만, 조직과 그 구성원 사이에 지

켜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항을 의미한다(Argyris, 1960; Rousseau, 1989). 심리적 계약

이 위반될 경우에는 조직과 구성원 간에 형성된 심리적 애착이 약화되는 한편, 구성원의 

불신이 늘어나 긍정적 행태가 감소하고 부정적 행태가 증가하게 된다(Conway & Briner, 

2002; Zhao et al., 200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평가자의 정치적 왜곡 행위는 구성원의 기대감을 낮추고 

공정성을 저하시키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손상시켜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조직 내 정치 활동이 구성원의 불안과 직무 스트레스, 태만 등을 높이

며(Harris et al., 2015; Vigoda-Gadot & Drory, 2016), 평가자의 선호나 징벌적 의도가 

반영된 성과평가가 피평가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을 낮추고 이직의도를 증가시킨다

는 실증 연구들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 해준다(Ahmad et al., 2010; Poon, 2004; Sogra 



조직 내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공무원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315

et al., 2009). 이에 본 연구는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성과평가 왜곡이 구성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구성원의 긍정적 

행태를 감소시키고, 이직의도와 태만 등의 부정적 행태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평가자의 정치적 왜곡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피평가자의 사기

를 진작시키고 긍정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반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Festinger(1957)가 제시한 인지 부조화 이

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에서는 개인이 인지한 정보들 간에 일관성이 없을 때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동기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조직의 구성원은 자신이 이룬 성과보다 더 좋은 평가 및 보상을 

받게 될 경우,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에 도움이 될 만한 더 많은 

생산적인 활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관대한 평가가 주는 암묵적인 의무감이 평가

자의 배려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구성원의 이타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상사와 동료, 

직무 등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이끌어내 조직에 더욱 몰입하고 헌신하게 만들 가능성

이 있다(Rousseau, 1989; Conway & Briner, 2002; Turnley et al., 2003). 실제로 Sogra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상사가 업무 동기를 독려하고, 인사고과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평가결과를 조정한다고 인식하는 구성원일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 증가하는 한편,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피평가

자의 이익을 고려한 평가 왜곡이 구성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구성원의 

긍정적 행태를 증가시키고, 이직의도와 태만 등의 부정적 행태를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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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1. 분석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을 통해 정치적 성과평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및 관리, 업무환경, 구성원의 행태에 관한 설문지를 고안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문항을 수정･보완해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조사

는 2015년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약 10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작성된 설문지 500부를 

서울시 감사담당관, 교통기획관, 민방위기획관, 안전총괄관, 일자리기획단, 정보기획담

당관, 정책기획관, 조사담당관, 창조경제기획관, 혁신기획관, 시민건강국, 도시기반시설

본부, 환경정책과, 인사과, 인재개발원에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에는 총 368

명이 참여해 73.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94 52.7

직급

9급 15  4.1
여성 174 47.3 8급 24  6.5

연령

20대 26  7.2
7급 185 50.3

30대 122 33.2
6급 123 33.440대 157 42.7

5급 이상 21  5.750대 이상 63 17.1

최종
학력

고등학교 28  7.6

직군

행정직 258 70.1
전문대학 20  5.4 기술직 60 16.3
대학교 269 73.1

관리운영직 26  7.1
대학원 이상 51 13.9

임기제 일반직 15  4.1

근속
기간

5년 미만 84 22.8
기타* 9  2.55년 이상~10년 미만 59 16.0

10년 이상~15년 미만 67 18.2
소속

본청 274 74.5
15년 이상~20년 미만 40 10.9 사업소 94 25.5

20년 이상 118 32.1 총 응답자 수 368 100.0

 주: 별표(*)는 별정직, 전문경력관, 연구･지도직 등의 소수 직군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표본은 대체로 모집단

을 잘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과소 또는 과대 대표하는 부분도 있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표본의 성별은 남성 194명(52.7%), 여성 174명(47.3%)으로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으나, 해당연도 서울시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36%(17,134명)였던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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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여성 응답자가 과대 대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행정자치부, 2016). 학력의 경우

에도 해당연도 서울시 공무원의 절반가량(23,632명, 49.5%)이 대졸자인 것에 비해 표본

은 과반을 훌쩍 넘는 인원(269명, 73.1%)이 대졸자인 것으로 나타나, 모집단의 학력 분포

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연령, 근속기간, 직급, 직군, 부서 등은 공무원 통계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행정자치부, 2016; 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 전반적으로 모집단

을 잘 대표하고 있었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수들의 측정 문항은 <표 2>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리커트(Likert) 7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⑦ 매우 그렇다)를 사용

하여 응답자의 동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정치적 성과평가에 대한 문항은 앞서 논의한 것처

럼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와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 두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Tziner et al.(1996)이 개발하고, 

Poon(2004), Dhiman & Maheshwari(2013) 등이 수정･보완한 문항들을 선별해 분석에 활

용하였으며, 요인분석에 의해 두 변수가 구별됨을 확인하였다.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

인 변수는 크게 제도적 요인, 조직적 요인, 업무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제도적 요인으

로는 관리의 체계화와 측정의 정교화를 변수로 고려하였다. ‘관리의 체계화’는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실태를 진단한 연구들을 참고해 문항을 마련하였으며(박해육･류영아, 2013; 원종

학･금재덕, 2012; 이환성, 2013), ‘측정의 정교화’는 평가기준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Cho & Lewis(2012), Dhiman & Maheshwari(2013) 등이 제시한 항목을 활용하였다. 조직

적 요인으로는 조직 내 정치, 목표 모호성, 평가자 책무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직 내 

정치’는 Kacmar & Ferris(1991)가 창안한 문항을 검토해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목표 모호

성’은 Moynihan & Pandey(2005) 등의 문항을, ‘평가자 책무성’은 Hochwarter et al.(2005), 

Park(2014) 등이 제시한 문항을 보완하여 설문 항목을 작성하였다. 업무특성 요인으로는 

역할 모호성과 과업 의존성을 고려하였다. 전자는 Rizzo et al.(1970), Ladebo(2006) 등의 

문항을, 후자는 Bishop & Scott(2000), Pearce & Gregerson(1991) 등의 설문 내용을 참고

하였다. 한편, 정치적 성과평가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구성원의 행태 변수는 크게 긍정적 

행태와 부정적 행태로 구분하여 총 다섯 가지를 측정하였다. 긍정적 행태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을 고려하였고(Brayfield & Rothe, 1951; Allen & Meyer, 1990; 

Smith et al., 1983), 부정적 행태로는 이직의도와 태만을 선정하였다(Wayne et al., 1997; 

Leck & Saunder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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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측정: 변수의 신뢰도와 설문 문항

정치적 성과평가에 대한 인식

평가자의
이익

(0.8919)

상사는 조직원들의 지지나 협력을 얻기 위해 실제보다 더 높은 평가등급/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
다.

상사의 개인적인 선호나 친분관계가 성과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상사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조직원에게 낮은 평가등급/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

상사는 조직원의 이직(전출/전보 포함)을 조장하기 위해 낮은 평가등급/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

피평가자의
이익

(0.7987)

상사는 조직원이 최대한 보상(임금 인상, 승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보다 높은 평가등급/점
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
상사는 조직원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절대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등급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

상사는 조직원에게 부정적인 결과(좌천, 해고, 임금 삭감 등)를 줄 수 있는 성과평가를 꺼린다.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

제
도
적

요
인

관리의 
체계화

(0.8638)

성과목표, 평가 기준 등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 조직에는 성과자료의 수집과 입력, 분석, 보고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구성원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보상을 결정할 때 축적된 성과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관한 내부지침
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측정의 
정교화

(0.8994)

나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은 내가 수행한 업무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로 구성
되어 있다.

직무상, 나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조
직
적

요
인

조직 내
정치

(0.7558) 

우리 조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조직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있다.

목표 
모호성*

(0.9300)

나는 우리 조직의 목표와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우리 조직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우리 조직은 상세하고 명료하게 정의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평가자
책무성

(0.9123)

나의 상사는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들에게 관련된 내용과 과정을 설
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의 상사는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의사결정 결과에 대하여 시기적절하게 피드백을 준다.

업
무
특
성

요
인

역할 
모호성*

(0.9098)

나는 우리 조직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직무상 나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과업 
의존성

(0.7775)

내가 맡은 업무는 우리 부서/팀 구성원들과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맡은 업무는 다른 부서/팀 구성원들과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부서/팀 구성원들의 업무는 상호 연관성이 높아 물자나 정보의 교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성과평가의 영향

직무만족
(0.915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조직몰입
(0.8676)

나는 나의 가치관과 우리 조직의 가치관이 매우 유사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조직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 조직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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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Cronbach’s a 값을 의미함.
2) 별표(*)는 응답 항목의 척도를 역으로 변환하여 측정한 변수를 나타냄.

Ⅵ.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기초통계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서울

시 공무원들은 조직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

었다. 특히, 평가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3.90점)보다는 피평가자

의 이익을 위해 점수를 조정하는 경우(4.12점)가 더 빈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집단의식이 강한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다른 구성원과의 마찰을 

피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는 문화가 평가자의 평가 행위에 영향을 준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Yang, 2006). 우리나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자의 인식을 조사한 박시진(2014)의 연구에서도 관대한 평가를 권장하는 문화가 있

다고 생각하는 응답자(45.1%)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16.4%)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나, 이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 해준다. 

결정요인에 관한 변수 중에서는 과업 의존성이 4.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역할 모호성이 2.83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응답 결과에 근거하였을 때, 서울

시 공무원들은 조직에서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독

립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업무보다는 다른 구성원과 협력해야 하는 상호 의존적인 과업

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들은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4.17),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3.83).

조직
시민행동
(0.9214)

나는 별다른 요청이 없더라도 출장, 결근 등으로 부재한 동료의 업무를 돕는다.

나는 업무 부담이 많은 동료를 돕기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을 할애한다.

나는 동료의 문제나 고민을 들어주는데 시간을 할애한다.

나는 조직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가 업무와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이직의도
(0.7657)

나는 현재의 조직을 떠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다양한 매체(인터넷 구인 사이트, 신문 등)를 통해 다른 조직의 채용정보를 살펴보곤 한다.

태만
(0.7257)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가끔씩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나는 주어진 일을 기한 내에 끝내지 않고 지연시키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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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치적
성과평가

평가자의 이익 368 3.90 1.31 1 7

피평가자의 이익 368 4.12 1.11 1 7

결정
요인

관리의 체계화 368 4.17 1.21 1 7

측정의 정교화 368 3.83 1.22 1 7

조직 내 정치 368 3.99 1.38 1 7

목표 모호성 368 3.10 1.14 1 7

평가자 책무성 368 4.05 1.24 1 7

역할 모호성 368 2.83 1.07 1 7

과업 의존성 368 4.81 1.11 1.33 7

조직
구성원의

행태

직무만족 368 4.42 1.32 1 7

조직몰입 368 4.41 1.21 1 7

조직시민행동 368 5.07 0.98 1 7

이직의도 368 3.43 1.49 1 7

태만 368 3.38 1.23 1 7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정치적 성과평가와 

결정요인에 관한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성과평가는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본 연구의 가설이 기대하는 방향을 보였다. 피평

가자의 이익을 위한 성과평가도 상관관계의 방향성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과 모두 

일치하였으나, 측정의 정교화(-0.144)와 조직 내 정치(0.392)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

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치적 성과평가와 구성원의 행태에 관한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성과평가는 조직시민행동을 제외한 모든 변수와 기대한 방

향대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반면,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성과평가는 이직의도

(0.129), 태만(0.348) 같은 부정적인 행태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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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심각성을 검증하였다. 동일방법편의는 모형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대상에서 

추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설문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

어 설문의 응답자가 답변에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거나(consistency motif),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에 맞추어 응답하려 할 때(social desirability bias),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 

변수들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동일방법편의가 본 연구

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분석모형에 사용된 변수들 중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외

한 14개 변수에 대해 Harman(1976)의 단일요인검증(single factor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 요인이 전체의 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의 분석에 동일방법편의가 존

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변수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본에 대한 모

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R2값은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성과평가 모형(0.4727)이 피평가

자의 이익을 위한 성과평가 모형(0.214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에는 관리

의 체계화, 조직 내 정치, 평가자 책무성, 과업 의존성, 그리고 근속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고, 후자에는 조직 내 정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방향성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의 방향과 일치하

였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성과관리제도가 체계적일수록 평가자의 이익

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β=-0.172) 가설 1-1을 채택하

였다. 성과목표와 평가기준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수집한 성과정보를 주요한 의사결

정에 활용하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치적 성과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낮추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제도의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 활동이 개입되기 어렵다

는 연구 결과들과 합치하는 내용이다(Andrews & Kacmar, 2001; Ferris et al., 1996). 

그러나 구성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척도의 정교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2

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측정도구의 정교함만으

로는 정치적 성과평가를 감소시키기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직적 요인 중에서는 조직 내 정치와 평가자 책무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조직 내 정치는 분석모형의 변수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며, 

두 가지 측면의 정치적 성과평가 모두에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조직 내 정치가 심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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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β=0.595)와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

적 성과평가(β=0.447) 인식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을 채택하였다. 조

직의 여러 의사결정에 성과평가의 결과가 활용된다는 점에서(Byars & Rue, 2010; Nigro 

& Kellough, 2014) 정치 활동이 만연한 조직에서는 이를 왜곡하려는 경향도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가 및 보상에 관한 평가자의 책무성은 가정한 바와 같이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 인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β=-0.179), 가설 2-3을 

채택하였다. 이는 평가에 대한 책무성이 정확한 성과평가를 유도한다는 Park(2014)의 주

장과 상통하는 결과이다. 한편, 목표 모호성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를 기각하였다.

<표 5>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

β(t) β(t)

제도적 요인
관리의 체계화 -0.172 ** (-2.52) -0.017 (-0.20)

측정의 정교화 0.122 (1.87) -0.118 (-1.47)

조직적 요인 

조직 내 정치 0.595 *** (14.04) 0.447 *** (8.64)

목표 모호성 -0.057 (-0.95) -0.094 (-1.29)

평가자 책무성 -0.179 *** (-3.64) 0.067 (1.12)

업무특성 요인
역할 모호성 0.015 (0.26) -0.038 (-0.55)

과업 의존성 0.115 ** (2.83) 0.014 (0.28)

여성 0.005 (0.11) 0.051 (0.98)

연령 -0.082 (-1.23) 0.067 (0.82)

교육기간 -0.033 (-0.71) -0.089 (-1.56)

근속기간 0.164 * (2.33) -0.043 (-0.51)

직급 -0.098 (-1.91) 0.770 (1.23)

직군
(비교군: 행정직)

기술직 -0.024 (-0.56) -0.065 (-1.25)

관리운영직 -0.017 (-0.36) -0.012 (-1.21)

임기제 일반직 -0.012 (-0.31) 0.041 (0.82)

기타 -0.070 (-1.77) -0.075 (-1.55)

사업소 0.014 (0.34) 0.037 (0.73)

Constant 2.5835  (4.34) 3.0049  (4.88)

F-value 20.36 *** 6.88 ***

Adj. R2 0.4727 0.2141

 N=368,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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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성 요인 중에는 구성원 간의 과업이 상호 의존적일수록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 인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β=0.115). 이는 업무의 연계성

이 높아 개인의 성과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평가자의 선호와 편의에 따른 

성과평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Harris(1994), Murphy & Cleveland(1995) 등의 

논의처럼 성과를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평가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2를 부분적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역할 모호성은 정

치적 성과평가와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을 수 없어 가설 3-1을 기각하였다. 그밖에 인

구통계학적 요인 중에서는 구성원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 인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β=0.164).

3. 정치적 성과평가의 영향 분석

정치적 성과평가가 조직 구성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정치적 성과평가가 구성원의 긍정적인 행태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으나, 부정적인 행태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먼저,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는 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직의도(β=0.173)와 태만

(β=0.314)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를 부분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조직에서 목도되는 정치 행위가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며 비생

산적인 행동을 낳는다는 논의들과 상통한다(Harris et al., 2015; Vigoda-Gadot & 

Drory, 2016). 또한, 징벌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성과평가가 조직 구성원의 이

직의도를 증가시킨다는 Poon(2004), Sogra et al.(2009), Ahmand et al.(2010) 등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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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치적 성과평가의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태만

β(t) β(t) β(t) β(t) β(t)

정치적
성과평가

평가자 이익 0.010 (0.17) -0.014 (-0.26) 0.006 (0.12) 0.173 ** (2.68) 0.314 *** (5.35)

피평가자 이익 0.017 (0.31) 0.006 (0.12) -0.011 (-0.22) 0.029 (0.48) 0.199 *** (3.64)

관리의 체계화 -0.121 (-1.52) -0.097 (-1.29) 0.062 (0.83) 0.043 (0.50) -0.025 (-0.32)

측정의 정교화 0.173 * (2.25) 0.117 (1.61) -0.120 (-1.66) -0.025 (-0.30) 0.024 (0.31)

조직 내 정치 0.080 (1.29) 0.082 (1.39) 0.073 (1.25) 0.230 *** (3.40) 0.102 (1.65)

목표 모호성 -0.164 *** (-2.36) -0.274 *** (-4.17) -0.127 (-1.95) 0.177 * (2.32) 0.138 * (1.97)

평가자 책무성 0.113 (1.92) 0.257 *** (4.63) 0.071 (1.28) -0.048 (-0.74) 0.065 (1.11)

역할 모호성 -0.294 *** (-4.43) -0.152 *** (-2.43) -0.453 *** (-7.26) 0.022 (0.30) 0.162 ** (2.45)

과업 의존성 0.052 (1.10) 0.077 (1.72) 0.203 *** (4.53) -0.040 (-0.76) -0.009 (-0.18)

여성 -0.043 (-0.87) -0.057 (-1.21) 0.079 (1.71) -0.043 (-0.80) 0.008 (-0.17)

연령 0.027 (0.35) 0.060 (0.81) 0.043 (0.59) -0.078 (-0.91) -0.018 (-0.23)

교육기간 0.058 (1.06) 0.000 (0.00) 0.002 (0.03) -0.071 (-1.20) -0.003 (-0.06)

근속기간 0.128 (0.16) -0.014 (-0.18) -0.097 (-1.26) 0.010 (0.11) 0.159 (1.93)

직급 -0.117 * (-1.97) -0.091 (-1.61) 0.081 (1.44) 0.088 (1.34) -0.040 (-0.67)

직군
(비교집단
: 행정직)

기술직 0.008 (0.15) 0.067 (1.42) 0.075 (1.60) 0.131 * (2.39) -0.009 (-0.19)

관리운영직 0.090 (1.62) 0.112 ** (2.15) 0.148 ** (2.84) 0.118 (1.94) 0.007 (0.14)

임기제일반직 0.025 (0.53) 0.019 (0.43) 0.015 (0.34) 0.133 * (2.58) 0.026 (0.55)

기타 0.024 (0.51) 0.057 (1.30) 0.003 (0.08) 0.027 (0.53) 0.094 * (2.03)

사업소 0.083 (1.71) 0.030 (0.66) -0.076 (-1.67) -0.021 (-0.96) -0.086 (-1.77)

Constant 5.093  (6.98) 4.525  (7.16) 5.075  (10.52) 2.5286  (3.10) 0.6842  (1.01)

F-value 9.04 *** 12.73 *** 12.91 *** 4.27 *** 9.12 ***

Adj. R2 0.2668 0.3653 0.3687 0.1381 0.2849

 N=368, *p<0.05, **p<0.01, ***p<0.001

다음으로,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는 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가설의 방향과는 다르게 

태만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β=0.199), 가설 5를 기각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동기부여

적 목적의 정치적 성과평가는 혼재된 결과를 보였는데, Sogra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었으나, Ahmad et al.(2010)

과 Poon(2004)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정치적 성과평가가 평가자 자신의 영향력과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뿐만 아

니라,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구성원의 태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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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호적이고 관대한 평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구성원들

이 성과 제고를 위한 열의와 노력을 감소시키는 전략적 행태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가자들은 피평가자의 사기 독려와 원만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일지

라도 성과평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정치적 성과평가의 선행요인으로 고려되어, 정치적 성과평가의 영향 분석에도 

포함된 변수들 중에서는 목표 모호성과 역할 모호성이 가장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조직의 목표가 모호해 구성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지 못하거나, 자신

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인식하는 구성원일수록 대체로 긍정적인 행태는 감소하는 반

면, 부정적인 행태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가설의 검증 여부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가설 검증 결과

구분 가설 결과

제도적
요인

가설 1-1. 성과관리제도가 체계적일수록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가 감소
할 것이다.

채택

가설 1-2. 성과측정도구가 정교할수록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가 감소할 
것이다.

기각

조직적
요인

가설 2-1. 조직 내 정치 활동이 만연할수록 정치적 성과평가가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 2-2. 조직의 목표가 모호할수록 정치적 성과평가가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 2-3. 평가 및 보상에 관한 평가자의 책무성이 클수록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가 감소할 것이다.

채택

업무특성
요인

가설 3-1. 직무의 역할이 모호할수록 정치적 성과평가가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 3-2. 과업이 상호의존적일수록 정치적 성과평가가 증가할 것이다. 부분채택

조직
구성원의

행태

가설 4.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구성원의 긍정적 행태를 감소시키고, 이직의도와 태만 등의 부정적 행태를 
증가시킬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5.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과 같은 구성원의 긍정적 행태를 증가시키고, 이직의도와 태만 등의 부정적 행
태를 감소시킬 것이다.

기각*

 주: *는 제시한 가설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변수(태만)가 있음을 표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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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공공조직에서 성과평가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실태를 살펴보고, 정치적 성과평가를 견인하는 요인을 검증하는 한편, 정치적 

성과평가가 조직 구성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서론에서 제기한 세 가지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공무원들은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평가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평가결과를 왜곡하는 경우보다는 

피평가자의 사기를 북돋고 원만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평가점수를 

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집단의식이 강한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다른 구성원과의 마찰을 피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는 문화

가 평가자의 평가 행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

인 몇 가지를 밝혀낼 수 있었다. 조직의 성과관리제도가 체계적이고, 평가 및 보상에 관

한 평가자의 책무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과평가 인식이 감소하지만, 

조직 내에 정치 활동이 만연해 있고 구성원 간의 과업이 상호 의존적이라서 개인별 실적

과 역량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 인식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확하고 정교한 평가제도의 구축 못지않게 조직의 업무

환경을 고려한 제도의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치적 

성과평가가 구성원의 긍정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직의도와 태

만 같은 부정적 행태를 증가시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평가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구성원의 

부정적 행태가 조장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구성원을 위한 우호적이고 관대한 평가

가 취지와 달리 구성원의 업무수행 노력을 감소시키는 전략적 행태를 부추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가자들은 피평가자를 위한 것일지라도 성과평가를 정치적으로 활용

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제시한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제도적 

차별성을 지닌 여러 조직으로부터 표본을 수집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성과관리체계 하

에 있더라도 부서와 하위조직별로 그 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제

도의 수준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 조직 구성원의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이 서울시 공무원에 한정되다 보니 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제도적 차이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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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특성을 지닌 여러 조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피평가자의 입장에서 평가자(상사)의 정치

적 성과평가 정도를 측정하고 결정요인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향후 평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병행된다면 정치적 성과평가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Harman(1976)의 

단일요인검증을 통해 동일방법편의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분석결과

를 해석함에 있어 변수의 영향력을 과대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

수의 이론적 논의와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설정하

고 있으나, 변수 간의 시간적 선행성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시계열 자료 등을 활용

한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학자들과 실

무자들 사이에서 피상적으로 논의돼 온 정치적 성과평가의 존재를 확인하고, 한국적 맥

락을 고려한 세부 유형에 따라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과 영향이 상이함을 검증하

였다. 본 연구는 정치적 성과평가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나아

가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성과평가를 정의하고, 그 유형

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활용해 정치적 성과평

가의 결정요인과 구성원의 행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더 풍성하고 정

교한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둘째, 성과평가제도의 개선 방향과 효

과적 운용에 관한 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어떠한 연유

에서든 성과평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관리자들이 평가 과정에서의 재량권 행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또한, 분석결과는 정치적 성과평가를 낮추기 위해 체계적인 제도의 마련과 평가자의 책

무성 확보, 조직 내 정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성과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적 처방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서울시가 최근 들어 이에 부합하는 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실적가점평가를 진

행하는 과정에 5급 이하 직원을 참관토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은 제도의 체계화와 평가

자의 책무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서울특별시 인사과, 2017b).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

했던 시기와 비교하여 다면평가의 대상 및 평가결과의 활용처, 하급 평가자의 비율 등을 

확대하고, 평가항목의 내용과 배점을 조정해 해당 관리자가 평가 및 보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지를 비중 있게 평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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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개편한 점도 유사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서울특별시 인사과, 2017d).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이어 나가는 가운데,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과평가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달갑지 않은 과정으로 인식되곤 한다. 

평가자들은 공정한 평가에 소요되는 노력과 나쁜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괴로움 등으로 

성과평가를 불편하고 번거롭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평가자들은 자신의 성과와 

조직에의 공헌도를 지속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평가제도 및 평가자에 

대한 불신 등으로 성과평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Armstrong & 

Appelbaum, 2003). 그러나 성과평가제도가 조직 및 구성원들의 성과수준을 진단해 문

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생산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점이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과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는 한 성과평가제도의 정교화와 효과적 

운용에 관한 관심도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논의 및 관리적 함의들이 후속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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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ecedents and Outcomes of Politics in Performance Appraisal: 
Personnel Performance Appraisal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Jiseon Ahn & Yoon-Jik Cho

Despite of its usefulness as an essential managerial tool, performance appraisal has been 

criticized for its lack of validity and reliability.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e reasons in 

unsophisticated evaluation systems, insufficient ability of appraisers, and unintended 

cognitive errors. However, even when a sophisticated system is prepared, inaccurate 

appraisal may still occur if there is an intentional distortion of the results by appraisers. The 

current research focuses on the politics of performance appraisal, and examines its status by 

using a survey conducted on public official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t explores 

determinants of politics in performance appraisal as well as examines the outcomes of 

politics. The existence of politics in performance appraisal is confirmed from the analysis of 

survey data. Interestingly, as the motivation of political evaluation, public official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erceive that appraisers distort the evaluation score for appraisee 

motivation and harmonious working environment rather than for their own personal gain.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sophistic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high level of appraiser accountability decrease politics in performance appraisal, 

whereas rampant organizational politics and a high level of task interdependence increases 

politics. The following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politics in performance appraisal 

negatively affect employee attitudes even when employees are aware that the distortion of 

the evaluation result is for appraisee interests. The results imply that, whatever the reason for 

politics in appraisal, managers should be cautious about performance appraisal politics.

【Keywords: performance appraisal, politics in performance appraisal, public official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