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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문 초록)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경영효율성 제고

를 위해 균형성과카드제도(BSC)를 비롯한 다양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

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의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도가 높을 때 성과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조직의 성과향상

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공기업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평가의 어떤 

요소에서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 실증 분석을 통

해 확인하고,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의 공정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증 연구를 위해 2016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가장 먼저 추진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인 K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K공사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45명이 응답

하였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ANOVA 분석 등을 시행하였

다. 종속변수는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분배적 공정성 인식’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조직평가 결과, 과정 요인, 측정지표 요인, 

평가자/피평가자 요인, 상황 요인, 평가군의 6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별로 세부 변수를 설정하였다. 

  조직평가 결과는 직전년도 평가결과와 최근 3개년 평가결과를 변수로 

하였고, 과정 요인으로는 참여기회, 소명기회를 변수로 하였다. 측정지표 

요인으로는 비전/경영목표와의 연계성, 핵심업무 위주의 지표, 달성난이도

의 형평성을 변수로 하였으며, 평가자/피평가자 요인으로는 평가자에 대한 

신뢰, 피평가자의 기대일치를 변수로 하였다. 또한 상황 요인으로는 평가

제도의 비복잡성, 점진적 제도 도입을 변수로 하였고, 마지막으로 평가군

에 따라 내부조직 성과평가의 공정성 인식도에 통계적 차이가 있을 것이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평가군을 더미변수로하여 ANOVA 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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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기타 통제변수로 직급, 직군, 근속년수, 학력, 연령, 성별을 활

용하여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내부조직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 직전년도의 평가결과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최근 3년 평가결과는 절차적 공정성 인식에 10%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분배적 공정성 인식에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참여기회, 비전/경영목표 연계, 평가자

에 대한 신뢰,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 점진적 제도 도입이 절차적 공정

성 및 분배적 공정성 인식에 모두 매우 유의(P<0.01)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핵심업무 위주의 지표설정, 달성난이도의 형평성은 

절차적 공정성 인식에는 5% 수준에서 유의(P<0.05)한 영향을 미치며 분배적 

공정성 인식에는 매우 유의(P<0.01)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군에 따라 내부조직 성과평가의 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검증 결과, 평가군에 따른 공정성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달성한 성과를 명확히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평가결과

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성과평가제도 수립과정에서 구

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

가결과의 상·하위 고착화 현상을 해소해야한다. 넷째, 평가지표 설정 시 

전사의 비전, 경영목표 및 전략과 연계하고 단순 관리·통제성 지표는 과감

하게 폐지하여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개편해야 한다.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의 주요 목적은 승진과 보상이 아니라,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

를 시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무조건 적인 경쟁을 강요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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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절차와 객관적인 평가기준 등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주요어 : 내부조직 성과평가, 평가결과,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학  번 : 2017-2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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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하였다. 성과연봉제 도
입을 강행하기 위해 세워졌던 관련 권고안 및 방안들을 폐기하고 경영평
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가 공
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
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었고, 성과측정 방법의 모호
성,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입된 지 1년 반 
만에 성과연봉제는 폐지되었지만, 현 정부와 노동계 모두 연공호봉제를 그
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연공급제나 성과급제가 아닌 업무성격
이나 난이도, 직무책임성 등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주는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 동안 공공기관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민간의 경영기법들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성
과관리체계의 확립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 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신
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공공
부문 전반에 민간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강화고자 하였다. 이때부터 성과중심의 연봉제를 도
입하게 되었지만, 모든 공공기관 직원이 대상이 아닌 고위직 또는 관리자
급을 대상으로 하였고 근속년수에 따른 연봉 자동 인상, 낮은 성과급 비
중, 개인별 성과급 차등수준 미비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무늬만 연봉
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기획재정부, 2011). 박근혜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과 업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하고 기존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권고안 및 방안」을 추
진하였다. 권고안에 의하면 성과연봉제 도입 및 확대의 목적은 경쟁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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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고, 성과연봉제의 대상 또한 비관리직까지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
상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평가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구성원들과의 협의 없이 정책을 강행하였고,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유지나 변경을 자율
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지 이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
지는 않았지만 연공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며, 직무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 중으로 밝혔다. 직무급제란 
업무의 책임과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로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에 맞는 보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직무급제는 개인과 부서 간 업무 경계가 모호하고 장기근속 문화
를 가진 공공기관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직무의 고착이 곧 연봉 동결
로 이어질 수 있고, 평가 기준이 모호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다. 직무급제는 해당 직무의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공정성 확보
가 어렵고 직무 간 차등의 합리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결국, 폐지를 맞이한 성과연봉제나 새롭게 추진되는 직무급제 모두 
평가의 공정성은 여전히 큰 이슈라 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은 조직공정성과 관련이 깊다. 조직공정성은 조직구성원들
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호교환론적 행위에 대한 공정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성이 공
정성의 구성요소로 연구되고 있다(Colquitt et al., 2001; 이수영 외, 
2015:219 : 재인용). 이 세 가지 요소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조직원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보상 
비율에 대한 공정성과 보상수준이 결정되는 절차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인격적인 처우 등이 부족할 때 공정성 인식의 손상을 가
져온다(여영현 외, 2012). 그 중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재붕(2001)은 
“절차공정성이 분배공정성에 비해 설명력이 크며,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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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은 보상결과 또는 희소한 자원을 구성원들에게 분배
하는 관리적 의사결정 결과뿐만 아니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
의 공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으며, 신현호(2010)는 위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직무만족에 절차공정성은 유의미하지만 분배공정성은 기각
됨을 검증하였다. 즉, 이는 개인들이 결과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더
라도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었다고 
인식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불이익을 참아나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성과연봉제 도입 이후 성과관리를 위해 균형성과카드제도
(BSC)를 비롯한 다양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제도와 지표를 개선하여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의 성과평가에서 성과측정 및 성과평가가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크며, 평가결과가 성과급 및 승진 시 참고자료
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충
족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절차의 공정성’은 공기업의 특성상 내부조직 
성과평가에서 반드시 확보해야할 요소이다. 공기업의 경우 공익성과 수익
성의 동시 추구,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지시 등으로 계량적 경영성과를 도출
하기 어렵다. 이는 곧 내부 조직 및 그 구성원들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도
출하기 어렵다는 것과도 같고, 애매한 평가기준, 불명확한 성과측정 등의 
문제로 평가의 과정에서 공정성 또한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공기업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평가
의 어떤 요소에서 내부조직 성과평가 제도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기업의 조직 구성원들
이 성과평가 결과 및 과정에 대한 공정성 인식도가 높을 때 성과평가제도
의 궁극적인 목적인 조직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공기
업 내부조직 성과평가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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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에서 공기업의 내부조직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의 문
제를 연구의 핵심 주제로 선정하고 “내부조직 성과평가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한 변수는 무엇인가?”를 연구 질문으로 제시하였다. 구
체적으로 K공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K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내부조직 
성과평가를 조직평가 결과, 과정 요인, 측정지표 요인, 평가자/피평가자 
요인, 상황 요인, 평가군의 6가지 방향으로 나누고 각 요인에 따른 세부 
변수를 도출한 후, 세부 변수들이 내부조직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 정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 분석결
과를 토대로 현행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기업의 성공적인 
성과평가제도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성과평가의 공정성 인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 조직 구성원들이 성과평가제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성과평가제도의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공정성 인식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의 대상으로 K공사를 선정하고, K공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
식도를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K공사를 연구대상으로 선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K공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과거부
터 내부조직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연동해 운영해오고 있고, 2016년
에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가장 먼저 추진함에 따라 최근 구성원들 사
이에서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따라
서 K공사는 타 공기업에 비해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전
반적인 이해도가 높고 공정성 인식에 대한 사고가 명확할 것이라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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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전반에 대한 
논의, 평가의 공정성, K공사의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
고,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조직 성과평가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K
공사에서 시행중인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
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분석을 통해 내부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 수준을 파악하여 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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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성과평가제도에 관한 논의

   1.1. 신공공관리론과 성과평가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 대한 이념의 시초인 신공공관리론(NPM)은 
80~90년대 서구 자본주의 행정개혁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시
장과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민간경영 관리기법들을 공공행정부문에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중시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강조
하는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의 두 가지 핵심 이론은 신관리주의
(neo-management)와 경제학이다. 신관리주의는 신테일러주의와 상호 교
환적이며 과학적 관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경영형 관리주의(business-type 
‘managerialism’)를 공공영역에 새롭게 적용한 것인데 경제학은 주로 미
시경제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공선택이론과 주인-대리인이론 그리고 거
래비용이론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신공공관리이론의 기본적인 이론적 틀
은 관리주의와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그리고 거래비용이론 등이 
상호 혼합된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서순복, 1999).
  신공공관리이론(NPM)은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위의 이론에 따라 운
영시스템의 개혁 측면에서 경쟁확대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연봉제 도입, 인
센티브제 확대, 성과중심의 재정 운영 등을 추구하며, 구조개혁 측면에서 
인력감축, 정부 산하기관의 재정비, 민간위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완전경쟁 시장에서 공급자는 이윤추구, 소비자는 효용추구를 통해 서로
를 평가한다. 공급자는 수요와 비용함수를 통제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공
급과 효용함수를 통제할 수 없다. 즉 모든 공급자나 소비자가 이런 파라미
터가 주어진 것으로 보고 선택하며, 그 결과 또한 동일하다. 따라서 각자
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할수록 자신의 이득은 증가한다. 하지만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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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의 시장과 달리 경쟁과 협동이 공존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
공공관리론은 조직의 경쟁적 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직이 가지고 있는 협동적인 요일들을 훼손하
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원리를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공
공조직 내에서 상급조직이 하위조직을 평가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
가하는 것과 자신의 이익은 서로 부합되기 어렵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의 문제는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제도적으
로 확보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권인석, 2004).
  성과평가 측면에서 신공공관리론의 특성을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① 행정서비스부분을 더욱 분권화·분산화한 단위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며, 시장재 분야이든 아니든 ‘경쟁원리’의 도입을 꾀하는 것
이다. ② 성과(결과)에 의거한 관리방법을 가능한 한 확대한다. ③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확실히 설정되어 평가지표를 통해 자신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경제성(Economy), 능률성(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의 3E를 중시한다. ④ 비금전적 동기부여(윤리, 민족정신, 
지위 등)보다 금전적 동기부여의 사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더 선호한다. 
⑤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데 있어서 전략적 관리의 
역할을 강조한다. ⑥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한 관리책임을 위임하고 개별 
관리자의 목표달성 책임을 부과한다. ⑦ 예산과 계층제 구조에 의해 통제
되는 전통적인 신탁관리로부터 가격·품질·양에 기반을 둔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관계로 대체한다. ⑧ 인적자원관리를 통하여 집단주의가 아닌 개
인주의적 접근방법을 도입하고 구성원들의 지지와 협조를 동원하여 지속
적인 구조 및 조직 변화를 유도한다(Haggett, 1996; Hugh, 1994; 
Kamensky, 1996; Farnham & Horton, 1993; 최수혁, 2012 : 재인용).
  위의 신공공관리론의 이념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의 성과관
리체계가 설계되었고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를 분석하고 조직 구성원
들의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 영향요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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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성과관리시스템의 변화
  과거에는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가시적인 재무지표 중심의 평가가 이루
어지고 그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경향이 강하였다. 경영진과 조직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단기적인 재무지표는 
기업의 역량 또는 무형자산의 개선에 대한 성과향상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구성원들 또한 단기적인 재무성과를 위한 근시안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Kaplan & Norton(1992)은 이와 같은 전통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BSC 개념을 처음 소개하였고, 이후 여러 
학문 분야에서 BSC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BSC 도입 조직의 
수도 증가하였다. 
  국내의 경우 포항제철과 한국통신이 BSC를 처음 도입한 이후 민간기업
뿐만아니라 공공부문까지 BSC 도입 기관의 수가 급증하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2004년부터 정부경영평가 대상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산하기
관까지 확대하였고, 각 지방정부 주관으로 시행해오던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면서 공공부문의 경영효율 향상을 강조하
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영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들은 
BSC 모형을 이용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초기 BSC 구축 및 도
입 과정에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의 결여, 성급한 도입, 지표의 달성 난
이도상의 형평성 확보 문제, 평가자에 대한 신뢰성 결여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며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공기업
에서 BSC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3. 균형성과표(BSC)와 공공기관 성과관리
  BSC(Balanced ScoreCard)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주목적이
고, 성과 측정의 범위가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한 계량적 성과와 함께 경영 
과정을 포함하는 기업의 역량 또는 무형자산의 개선까지 포함한다는데 의
의가 있다. 성과지표는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 장기지표와 단기지표, 내
부지표와 외부지표, 그리고 선행지표와 후행지표 등으로 구분되는데(안태
식 외, 2008), 지표 간 균형을 강조하여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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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BSC의 주요한 특징이다(Kaplan and Norton 1992, 박순애 외 
2017 :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BSC는 단순한 성과측정도구가 아니라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고려한 전략관리시스템으로서 정교한 성과평가･측
정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조직 전체의 전략과 비전을 개별 조직구
성원의 구체적 행동목표와 연계하여 전략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때
문에 전략 수립과 실행에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BSC는 조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도구로, 전략과 측정지표 및 각 관
점별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를 중시한다. 이때 인과관계란 선행지표가 개선
될 경우 후행지표 역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행지표의 개선 효과
는 선행지표의 일회성 성과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정기간 축적된 결
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BSC는 조직의 장기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단기 재무목표가 기타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관리도구적 성격
을 띤다(Niven 2005, 박순애 외 2017 : 재인용). 
  민간기업의 성과는 투입 대비 산출로 계량화된 경영 실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공기업의 성과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公) 조직으로서 예산과 
자원의 투입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공기업마다 설립 목적이 다르고 목표와 성과가 다르지만, 제약된 
환경과 자원 하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성
격이 다르지만, 공공기관의 BSC 도입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연구
가 다수 존재한다. 김인(2008a)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과는 기관유형, 
BSC 도입 시기와 채택 동기 등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투
자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순여 외(2010)의 연구에서는 BSC 도입 여부
에 따라 기관의 성과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BSC 결과를 잘 활용하
면 조직성과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김인(2008b)도 
후속연구에서 BSC 도입으로 인해 2000~2007년 간 공공기관의 수익률･노
동생산성･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박순애 외, 2017).



10

   1.4. 공기업의 성과평가제도
  한국 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출발한다. 실제로는 
1968년부터 경영평가제도가 실시되었고, 1973년부터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당시의 평가는 체계적이지 못했고 
인센티브 상여금도 사실상 차등 없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2007
년에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세부 평가군별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시장형 공
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
기업을 말한다(최수혁, 2012).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K공사는 시장형 공기
업에 속한다. 
  정부경영평가는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
도적 장치이며, 평가결과가 차기년도 경영에 피드백 됨으로써 해당 공기업
의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관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간의 건
전한 경쟁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일
한 논리로 모든 공기업들은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성과 개선 및 경영 효율
성의 증대를 위해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조직 성과
평가는 내부 조직 간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경쟁을 통해 경영성과 및 경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 공기업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배
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즉 정부경영평가로부터 결정된 기관 전체의 성과
급을 내부조직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핵심 잣대가 된다(최수혁, 
2012). [표2-1]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정부경영평가에서도 공기업 내부의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차지하는 경영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라는 성과지표 내에 세부항목으로 ‘성과관리’를 경영효율화 
범주에 포함하여 비계량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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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2017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0)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8 8 10
 -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5 5
 - 기관 경영혁신 3 3
 - 국민평가 2 2
 - 정부 3.0 1 1
 - 경영정보 공시 1 1
 - 정부권장정책 6 6
2. 업무효율 5 5
3.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 4
4. 재무예산관리 10 5 5
 - 재무예산운영 3 3
 - 자구노력 이행성과 2 2
 - 재무예산성과 5 5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3 10 3
 - 보수 및 복리후생 6 6
 - 총인건비 관리 3 3
 - 노사관계 4 4

소   계 50 27 23
주요사업

(50)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0 18 32

소    계 50 18 32
합      계 100 45 55

자료 : 기획재정부(2016.12: 12)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2. 공기업의 보상체계에 관한 논의

   2.1.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배경 
  성과연봉제는 1980년대 민간부문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대되었고, 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중 2/3에서 자리잡아 
개발도상국에서도 채택하는 나라가 점점 확대 되었다. 성과연봉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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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센티브를 통해 노동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 시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주인-대리인 이론 
및 신관리이론에 따라 외적보상 특히 금전적 보상이 노동자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성과형 임금체계가 도입된 것은 외환위기 직후
인 2000년대 초반이며, 이때부터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공공부문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의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은 고(高)위험·고(高)보상체계이나 공기업은 저
(低)위험·고(高)보상체계를 갖고 있다. 둘째, 공공기관의 보수가 공무원보다 
높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보다도 높다. 셋째, 공공기관의 보수, 직급, 조직, 
사업구조에 거품이 존재한다. 넷째,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하락하고 있으
나 거꾸로 보수총액은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경
비, 인건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김세원, 2017). 요약하면 공공기관의 현
행 임금체계는 연공급으로 생산성과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임금수준이 결
정되고 있어, 퇴출 없는 안정된 직장(No Risk), 내부 경쟁 미흡 등으로 내
부 성과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2.2.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공기업 연봉제의 도입은 1999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개인별 성과와 관계없이 근속년수에 따라 연봉이 자동 인상
되는 등의 문제를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6월 공공기관의 간부직
(2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유도했다. 그 후 매년 정부경영
평가를 통해 연봉제 확대시행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그 시행대상 및 차
등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6년 1월 박근혜정부는 성과연봉제 적용대
상을 기존의 간부직에서 기능직 등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차등
폭을 2배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
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성과연봉제의 확대시행을 통해 조직문화의 변화
와 생산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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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정부의 성과연봉제 주요 개편 방안

구분 현  행 개  편

적용대상 ·간부직(2급이상, 7%) ·4급 이상(70%)

기본연봉
차등

·2%(±1%)
·1~3직급 : 평균 3%(±1.5%)
·4급  : 미적용

성과
연봉

비중
·20(준정부)
 ~ 30%(공기업)

·1~3급 : 20(준정부)~30%(공기업)
·4급 : 15(준정부)~20%(공기업)

차등 ·2배 ·1~4급 : 2배

자료 : 기획재정부(2016.1.28.) 보도자료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성과연
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
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였다. 둘째,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도록 하고 
직급 간에는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성과연봉의 
경우 3급까지는 성과연봉 비중을 20%(준정부)~30%(공기업), 차등 폭을 2
배로 적용하였으며, 차하위직급(4급)에 대해서는 잔여 근무 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비누적방식인 성과연봉만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
다(김세원, 2017). 성과측정이 어렵고 평가기준이 모호한 공공기관의 특성
을 반영하지 않은 성과연봉제 확대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노조와의 협의 없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이행하는 등 정책을 강제 추진함에 따라 노조와의 갈
등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2017년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
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하였
다.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권고안의 성과연봉제 확대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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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방안 및 시기
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2016년도 정부경영평
가 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를 제외하며,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
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
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 하
여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고, 노사 합의로 성과연
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기획재정부, 2017).
  문재인 정부는 성과연봉제의 사실상 폐지 이후 공공기관의 명확한 임금
체계에 대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맞춰 임금체계도 손보는 방안을 짜고 있고 직무급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
금체계 표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무급제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똑같이 일을 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는 임금체계이다. 다만, 
숙련도와 업무 중요성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낮은 연차의 경우 
호봉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직무
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직무의 난이도, 숙련도의 측
정과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
다.

   2.3. 공기업 성과연봉제 제도적 특징
  대부분의 공기업이 내부조직 성과평가라는 조직평가 제도와 MBO 등 개
인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특성상 업무가 다양하고 성
과측정이 곤란한 업무가 많아 평가지표의 설정 및 개발이 어렵고, 하나의 
업무성과가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 노력의 결
과가 많아 개인의 기여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기본연봉 차등 시 조직평가 비중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부서별 업무의 명확화, 업무 성격에 따른 평가기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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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선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3. 조직공정성 이론에 관한 논의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의 환경에 
대한 공정성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Greenberg, 1987 : 장진욱, 
2013 : 재인용), 분배·절차·상호작용 공정성의 세 가지 하원차원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이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임금, 승진, 인정 등을 포함한 결과물의 분배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공정성의 인식을 의미 한다(장진욱, 2013). Homans(1961)는 사회교환을 
바탕으로 분배공정성 이론(distributive justice theory)을 설명하며, “보
상이 제3자에 의해 주어질 때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투입한 노력
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길 기대하게 되며, 이러한 적정한 배
분의 지각”을 분배공정성이라고 정의했다. 조직과학자들은 분배공정성을 
통해 설명되지 않은 문제들, 즉 절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하게 되
고 이는 절차공정성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장진욱, 2013).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보상배분의 결정을 위해 활용되는 기
준 및 절차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공정성을 의미 한다(Folger & 
Konovsky, 1989; 장진욱, 2013 : 재인용). 또한, 분배공정성의 주요 논지
는 분배의 결과 그 자체보다 과정상 절차의 공정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는 것이다. Leventhal et al, (1980)은 절차공정성을 ‘결과를 획득하는데 
사용된 기준이나 과정을 공정하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평가지표로 일관성, 편파 배제성, 정확성, 시정가능성, 대변성, 윤리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이라
는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상호작용 공정성이란, 결과 자체나 과정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 개인이 경험하는 대인적 처우가 조직공정성에 대
한 인식을 만든다는 것이다(Bies & Moag, 1986; 장진욱, 2013 : 재인용). 
Greenberg(1990)의 연구에 따르면, 피평가자들에게 공정한 것과 공정하
게 비춰지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지며, 조직의 태도와 결과에 대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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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이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조직공정성이론 중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의 개념을 공정
성 인식에 적용하여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4. 성과평가의 공정성 지각요인에 관한 논의

  성과평가제도의 잠재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평가제도 자
체와 그 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반응이다. 이러한 반응 중에서 가장 중요
한 요소 중의 하나는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다(Murphy & 
Cleveland, 1991; 이광희 외, 2001 : 재인용). Bretz 등(1992)은 조직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성과평가 이슈를 공정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성 이론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초기의 연구들에 의
하면 성과평가 과정과 절차들이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지각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공정성 연구는 참여자의 공정성 지각요인으로서 관심사에 관한 논
의로 이루어진 의사결정을 통한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Tyler & Lind, 
1992; 이광희 외, 2001 : 재인용). 일반적으로 절차공정성에 내재되어 있
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수단통제와 합리적인 관심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수단통제’라 함은 제도적 또는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
람들은 그러한 의사결정이 그들 자신의 결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를 개선하는 도구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해소 또는 의사결정과정
을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논의한 Thibaut와 Walker(1978)에 의해 깊이 다
루어졌다. 각 피평가자들은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논쟁을 해결하거나 또는 
의사결정을 하는 제 삼자가 그들의 기여도와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반대로 ‘합리적인 관심’의 지지자인 Lind와 Tyler(1988)는 조직의 피평
가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당국이나 제도와의 장기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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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 같은 절차들은 조직 내에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가치나 위상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게 된다. 이 
절차들은 단지 목표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제도 
내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절차들이 제도 내에서 개
인의 위상이나 가치를 긍정적으로 잘 반영하거나 제도 또는 당국과 개인
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관련시키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간주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불공정하게 간주된다는 것이다(Tyler & Lind, 1992; 이광희 외, 
2001 : 재인용). 현재까지 이들 절차공정성의 ‘수단통제’와 ‘합리적 관심’
은 Lind와 Tyler(1988)의 연구를 토대로 한 몇몇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지지되어 왔다.
  성과평가의 절차공정성에 관한 연구는 ‘수단통제’ 또는 ‘합리적 관심’에 
이론적 근간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Thibaut와 Walker(1978)
의 수단통제 모델은 공정성에 관한 주요 결정요인으로서 피평가자들이 평
가에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다. 성과평가제도
의 정당한 절차는 피평가자들과 조직의 대표자에게 평가과정을 통하여 그
들의 관점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Leventhal 등(1980)은 개인의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의 절
차적 기준을 제안했다. 6가지 기준 모두가 성과평가제도의 정당한 절차 
내에 포함된다. 이들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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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개인의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적 기준

No. 기  준 내  용

1 일관성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서 피평가자들 사이에 그리고 시
간적으로 성과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상성과가 
평가기간의 초기에 기록되고 논의된 성과평가 시스템
의 정당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도출되는가

2 편견억제
마지막 검토 시 예상성과와 불일치를 논의함으로써 자
신만의 생각을 억제하는가

3 정확성
평가기간동안 성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성과평가를 
준비하고 정당화하는데 이들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피평가자를 훈련시키는가

4
수정

가능성
피평가자들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적절하다
면 평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을 교육하는가

5 대표성
평가과정의 각 단계에서 피평가자와 관리자들의 관심
사를 논의하는가

6 윤리성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알맞은 절차를 사용하는가

자료 : 이광희, 이웅희, 위규태(2001)

  Dipboye 등(1981)과 Lissak(1983)은 그들의 연구에서 피평가자들이 자
신의 성과를 평가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평가시스템이 바람직하게 인식된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Thibaut와 Walker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고 또한 Lind(1983)는 피평가자
들이 성과에 대한 정보를 평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와 평가자가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를 피평가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 성과시스템의 공정성 인식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처럼 평가과정에 피평가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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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다 평가절차를 더 공정하게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감독자에 대한 만
족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만족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
면 평가시스템에 피평가자가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시스템의 공정성
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성과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인식은 성과평가체계와 매우 관련성이 깊다
는 연구는 많은 편이다. 김종익(2007)은 절차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근무성적평정이나 다면평가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요인에 대해 상세
하게 설명하고 있다([표2-4] 참조). 성과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지면 당사자
의 평정 불공정 인식이 높아져 개인적으로 좌절이나 직무불만족을 표출하
는 등의 조직에 부정적인 행동들이 분출되며, 나아가 결근이나 이직 등의 
가시적인 문제를 초래하여 조직 효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
한다. 이 때문에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평
가의 공정성 제고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인적자본관리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한 성과평가 경향이 
증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인사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조경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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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성과평가체계상 공정성 논의 영역 및 지표

영역 초점 지   표

근무
성적
평정

공정성과 
객관성

평정공정성: 평정자와 확인자의 공정성 인식, 실적
과 능력 반영 비중의 공정성, 평정요소의 구체성과 
적절성,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정지표와 가중치

평정 
영향요인

평정문화, 평정의 관대화 경향, 정실평정, 평정자
의 전문성 수준, 연공서열 평가 경향

평정결과 
환류

평정결과 공개 여부와 범위, 평정결과 활용 수준의 
다양화(승진, 보직배치, 성과상여금, 교육 및 HRD)

다면
평가
제도

수용도 평정결과에 대한 납득 수준

기대효과 권위적 행태의 감소, 조직내부 의사소통 증대, 인
사부조리 감소, 리더십 향상

공정성과 
신뢰성

평가주체별 평가의 수준, 평정요소의 적절성, 평정
자 선발의 객관성과 신뢰성

평정 
영향요인

평정자와의 동일기관 근무기간, 피평정자의 근무부
서, 연공서열, 학연 및 지연, 인간관계 수준, 인기
위주 평정 문화, 감정적 평가의 수준, 담합, 평정
정보 및 평가 교육 부재, 여론평가의 확산, 평정자 
공개 우려,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원초적 불신

평정결과 
환류

평가결과의 활용 다양화, 평정결과 공개 여부

자료 : 김종익(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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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신현호(2010)는 성과연봉제와 경영평가 성과급제가 조직유효성(임금만
족,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연봉제의 시
행 비율과 성과중심 보수제도의 공정성 인식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원인을 공정한 평가 시스템의 부재로 두었다. 하지만 
경영평가 성과급의 개인 차등 폭 확대를 선호할수록 분배 및 절차 공정성 
인식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결과적으로 연봉제의 시행비율 
보다는 성과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측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차등 보상
을 적정하게 하는 것이 공기업의 성과중심 보수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
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최수혁(2012)은 모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부
조직 성과평가제도 수용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성과급 차등지급률, 성과급 
차등폭, 보상과의 연계성, 평가지표 설계의 합리성, 평가군 구성의 적정성 
등을 선정하였고, 수용도는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의 경영효율성 제고 기여도 인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평가군, 성과급 차등지급률, 보상과의 연계성, 평가지표 설계의 
합리성, 평가군 구성의 적정성, 변별력 수준의 적정성이 수용도에 전부 또
는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과급 차등폭은 수용도의 
전 항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광희·이웅희·위규태(2001)는 성과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들 세부 요인들을 포괄하여 종업원들이 느끼
고 있는 성과평가의 공정성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추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평가자들이 성과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인식하는데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결정요인으로 6가지 요인(평가자의 주관/편견, 
참여/교육, 피드백, 평가지식, 평가기준, 분배공정성)을 식별하였다. 학문
적으로 혼재되어 있던 성과평가의 공정성 인식요인을 포괄하여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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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공정하다고 느끼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허필성(2016)는 공기업 내부조직 성과평가결과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내부평가 개인별 지급률,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
식,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인사·보상 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을 독
립변수로 선정하였고, 종속변수의 하위변수로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조직업적평가에 대한 수용도, 개인 업적평가에 대한 
수용도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조직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 영향요
인 분석결과,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운영의 합리성 인식이 조
직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동수(2009)는 BSC의 도입 및 구축과정, 성과평가 과정, 평가결과의 활
용과정 및 피드백과정 등 성과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조직구성원
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독립변수로 과정변수, 측정지표변수, 평가자/피평가자 변수, 상황변수의 4
가지 변수를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을 설정
하였다. 연구결과로 측정관점간의 균형/연계의 정도, 달성난이도의 형평성, 
평가결과의 기대일치는 절차적 공정성간의 관계와 분배적 공정성간의 관계 
모두에서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기회, 평가결
과의 활용도, BSC의 점진적인 도입 및 활용정도 역시 절차적 공정성과 분
배적 공정성 인식간의 관계 모두에서 상당히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조경호(2012)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한 공정성 인식
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공직사회에서 성과평가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
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직원의 
수용성과 공정성 인식은 보통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공무원 성과평가의 낮은 공정성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성과목표
와 조직성과 목표 설정의 연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체계 구축, 절
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평가집단의 광역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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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2-5]와 같다.

<표2-5> 성과관리제도 공정성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및 공정성 영향요인

조동수
(2009)

• BSC시스템에서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목표설정 및 달성   
 - 소명기회
 - 관점 균형 / 연계
 - 비전 연계
 - 난이도 형평

 - 평가자 전문성
 - 피평가자의 기대일치
 - 평가결과의 활용도
 - 점진적 도입

이광희·
이웅희·
위규태
(2001)

• 성과평가에 있어서의 공정성 지각요인에 관한 연구

 - 평가자의 주관/편견
 - 참여/교육
 - 피드백

 - 평가지식
 - 평가기준
 - 분배공정성

신현호
(2010)

• 성과연봉제와 경영평가 성과급제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객관적 성과측정  - 적정한 차등보상

조경호
(2012)

• 공무원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요인 분석
 -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평가군의 구성
 - 업무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체계 구축
 - 조직의 평가문화(연공서열 중심 평가 등)

최수혁
(2012)

• 내부 성과평가제도의 수용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평가군
 - 성과와 보상의 연계 인식
 - 평가지표 설계의 합리성

 - 평가군 구성의 적정성
 - 변별력 수준의 적정성

허필성
(2016)

• 공기업 내부 성과평가 수용도에 관한 연구

 -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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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 연구의 한계
  조동수(2009)의 연구는 우리나라 공기업에 BSC 도입의 초기단계에 시
행한 연구로 구성원들의 BSC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평가주관부서의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시점에 시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성이 있
기 때문에 BSC가 성숙한 현 시점에서 BSC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수혁(2012)은 내부조직 성과평가 제도에서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기준
이 다른 평가군 간에 평가결과의 수용도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
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평가군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평가결과가 평가의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제 3 절 K공사의 성과평가제도

  1. 성과관리 개념 및 프로세스

  K공사의 내부조직 성과평가 목적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평가제도를 
통하여 조직 및 개인 간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과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 
결과에 따라 인사·급여 등의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있다. 내부조직 성과평가의 기본방침은 평가지표(항목), 득점산
출 방법, 평가결과 활용 방법 등 내부조직 성과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내부평가편람에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평가편람은 공청회 등을 통
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K공사는 평가 주체에 따라 ‘본사주관평가’와 ‘위임평가’로 구분하는데 
본사주관평가는 본사 경영평가실이 시행하는 평가로 본사 처·실 또는 1차
사업소에 대하여 시행하는 평가이고, 위임평가는 본사 경영평가실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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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본사 처·실 또는 1차사업소가 예하 부서나 2차사업소에 대하여 
시행하는 평가이다. 또한 평가대상 기간에 따라 ‘잠정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한다. 잠정평가는 정기인사 반영 등 필요에 따라 1월부터 9월(인사일
정에 따라 변동 가능)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시행하는 평가로 MBO인사평
가와 함께 승진·이동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며, 최종평가는 1월~12월까
지의 실적을 대상을 시행하는 평가로 성과연봉 차등, 단체·개인 표창 및 
연수 등의 비금전적 인센티브, MBO인사평가, 승진·이동 등의 자료로 활용
된다. K공사의 전체 평가 프로세스는 [그림2-1]과 같다.

<그림2-1> K공사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자료 : 2015년 K공사 경영실적 보고서(2016: 75)

  2. 내부 성과평가제도 운영 현황

   2.1. 평가의 구분
  K공사의 평가는 조직평가와 개인평가로 구분된다. 조직평가는 또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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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평가’와 ‘2차 조직평가’로 구분되는데 1차 조직평가는 본사주관평가로 
본사 처·실 또는 지역본부, 건설처, 특수사업소 등의 1차사업소를 평가대
상으로 하며 평가주관은 본사 경영평가실에서 한다. 2차 조직평가는 위임
평가 방식으로 시행되며, 본사는 본사 처(실) 예하 실·부·팀을 대상으로 본
부장이 주관하여 부서평가를 시행하고, 사업소는 1차사업소 예하 2차사업
소를 대상으로 1차사업소장이 2차사업소 평가를 시행한다. 또한 개인평가
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부서장이 MBO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평가구분에 대한 설명은 [표2-6]과 같다.

<표2-6> 평가의 구분

평가구분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주관 연구
대상

조
직
평
가

1차 
조직평가

본사 처·실 본사주관평가 본사 
경영평가실 대상

지역본부 등 
1차사업소 〃 〃 〃

2차 
조직평가

본사 처(실) 
예하 실·부·팀

부서평가
(위임평가)

본사 
본부장 제외

1차사업소 예하 
2차사업소

2차사업소 평가
(위임평가) 1차사업소장 〃

개인평가 개인 MBO평가 부서장 〃

   본 연구의 대상은 조직평가이므로 개인평가는 다루지 않고, 조직평가 
중에서도 1차 조직평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2.2. 평가군의 분류
  K공사는 효과적인 내부 성과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업무 및 조직 특성에 
따라 평가군을 구분하여 내부 성과평가를 시행한다. 본사는 경영관리군, 국
내사업군, 성장사업군, 별도평가1군, 별도평가2군의 5개 평가군으로 구성되
며, 사업소는 지역본부 전력사업처군, 지역본부 전력관리처군, 건설처군, 
특수사업소군, 연수원군, 해외지사군, 해외사업군의 7개 평가군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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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16년 기준). K공사의 본사주관 평가군은 [표2-7]과 같다.

<표2-7> 본사주관 평가군 (1차 조직평가)

구분 평 가 군 대상수 평 가 대 상

본

사

경영관리군 11
[기 획 본 부]
[관 리 본 부]
[상생협력본부]

기획처, 전력시장처, 재무처
인사처, 노무처, 안전보안처, 자산관리처
상생협력처, 수출협력처, 자재처, 민원대책처, 

국내사업군 8 [영 업 본 부]
[전력계통본부]

영업처, 전력수급처, 배전계획처, 배전운영처
계통계획처, 송변전건설처, 송변전운영처, 신송전사업처

성장사업군 11

해외부사장 직할
[신성장기술본부]
[해외사업본부]

[원전수출본부]

해외전략금융처
신사업기획단, 신사업추진처, 기술품질처, ICT기획처
해외사업개발처, 해외사업운영처, 해외신에너지사업처, 
해외발전기술처
해외원전개발처, UAE원전사업처

별도평가1군 4  비서실, 감사실, 홍보실, 경영개선처
별도평가2군 2  법무실, 정책조정실

사

업

소

지 역 본 부
전력사업처군 14

 서울, 남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의 전력사업처, 
 제주의 영업‧배전부서

지 역 본 부
전력관리처군 14

 서울, 남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의 전력관리처,
 제주의 송변전부서

건 설 처 군 3  경인, 중부, 남부

특수사업소군 7  경제경영연구원, 인재개발원, 업무지원처, 전력연구원, ICT운영처
 설비진단처, 자재검사처

연 수 원 군 2  수안보, 속초
해외지사군 8  중국,  북미,  중동,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 이란

해외사업군 12  UAE원자력본부, 일리한, 세부, 산서, 중국풍력, 알카트라나, 라빅,  
 노르테, 엑빈, 슈웨이핫, 암만, 바이롱 

12개 96개

자료 : K공사 내부경영평가편람 (20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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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내부조직 성과평가의 운영
    2.3.1. 내부조직 성과평가 방법 및 흐름
  K공사의 평가는 평가방법에 따라 목표 달성률 등 정량적 방법에 의한  
계량평가와 정성적 방법에 의한 비계량평가로 구분되어있다. 비계량평가는 
다시 핵심사업성과와 책임경영노력도로 구분된다. 핵심사업성과는 차별화
되고 혁신적인 추진노력을 통해 회사 경영개선에 기여한 핵심사업에 대해 
평가단이 평가한다. 책임경영노력도는 회사의 비전과 경영목표 및 정부평
가 우수성적 달성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장 및 담당 경영간부가 상
대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K공사의 전반적인 내부
조직 성과평가 과정은 [그림2-2]와 같다.

<그림2-2> K공사의 내부평가 흐름도

자료 : K공사 내부경영평가편람 (2016: 21)

    2.3.2. 본사군 및 특수사업소군의 평가방법
  본사군 및 특수사업소군의 경우 처(실)별 고유 계량지표를 3~4개 설정하
여 매월 성과를 측정한다. 잠정평가 시 처(실)별로 추진한 핵심사업에 대
해 내·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핵심사업성과 평가를 시
행한다. 최종평가 결과는 계량평가, 비계량평가(본부장의 평가결과, CEO의 
평가결과), 정부경영평가 결과 가감점 등을 종합하여 최종 5개 등급(S~D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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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지역본부군 및 건설처군의 평가방법
  지역본부군 및 건설처군의 경우 전체 인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
므로 K공사 내부 성과평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70% 수준의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와 30% 수준의 비계량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계량지표의 경우 통상 10개 수준으로 
운영되며, 비계량평가의 경우 외부전문가와 경영진 평가로 경영여건에 따
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사의 비계량평가와 마찬가지로 잠정평가 
시 1차사업소별로 추진한 핵심사업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평
가단을 구성하여 핵심사업성과 평가를 시행한다. 다른 평가군에 비해 성과
의 계량화가 비교적 용이하고 성과평가결과에 의한 성과급 차등수준이 가
장 크므로 경쟁 또한 가장 치열한 평가군이라고 할 수 있다.

   2.4. 위임평가
  지역본부와 건설처는 자체 예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예하사업
소에 대한 2차 평가를 시행한다. 2차 평가에 대한 권한은 각 지역본부와 
건설처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임평가라 부르기도 하며 위임평가는 
전국 229개 사업소에 대하여 이루어진다(2016년 기준). 평가주관자는 1차
사업소장이며 평가대상은 1차사업소 예하 2차사업소이다. 평가지표는 본
사의 1차사업소에 대한 평가지표를 활용하며, 배점 및 평가요소별 가중치
는 업무 중요도에 따라 평가주관가자 결정하게 된다. 지역본부 2차사업소 
평가시 담당 실·처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되, 1차사업소장이 비계량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계량 평가 전체 영향력의 50% 이내로 하며, 기
타사항은 본사주관평가를 참조하여 사업소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있
다.

   2.5. 평가등급 및 결과확정
    2.5.1. 최종 평가결과 산출
  계량 및 비계량 득점에 ‘정부경영평가 지표관리부서 가감점’(정부경영평
가 결과 가감점은 본사만 적용)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으로 [표2-8]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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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배분비율에 따라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표2-8> 평가등급별 배분비율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배분비율 10% 20% 40% 20% 10%

자료 : K공사 내부경영평가편람 (2016: 31)

    2.5.2. 이의신청 제도
  K공사는 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향상을 위해 상
시로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제
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공정한 평가사례, 평가편람 해석상의 이견, 평가
제도 개선의견 등이 있을 경우 개인 또는 관련 처·실·사업소는 평가주관부
서에 성과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평가결
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주관부서에서 계량지표 득점 확정 전 계량실적
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 
평가결과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영평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의 운영 프로세스는 [그
림2-3]과 같다.

<그림2-3> 이의신청 운영 프로세스

자료 : K공사 내부경영평가편람 (2016: 33)

   2.6. 평가결과 활용
    2.6.1. 성과연봉의 차등
  K공사의 성과평가는 조직평가와 개인평가로 구분하고 관리자급(1~3직
급)은 조직평가결과 90%, 개인평가결과 10%를 반영하며, 사원급(4~6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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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직평가결과를 100%로 반영하여 최종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결정한
다. 이때 조직평가결과는 1차 조직평가결과와 2차 조직평가결과를 합산하
여 산정하는데 1차 조직평가는 본사 처·실 또는 1차사업소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2차 조직평가는 본사·특수사업소의 팀 또는 1차사업소의 예하 
사업소인 2차사업소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1차 조직평가는 본사주관평
가로 본사 경영평가실에서 주관하여 평가하며, 2차 조직평가는 본사 본부
별로 주관하는 팀평가 또는 1차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위임평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평가는 MBO방식에 의한 인사평가결과(5등급 상대평가)를 
준용한다. 평가결과별 반영비율은 [표2-9]과 같다.

<표2-9> 성과연봉 차등지급 반영비율

성과급 구분
(기준지급률) 평가구분 차등기준

평가결과 반영비율

1~3직급 4직급이하

경영평가성과급*

(0~300%) 1차 조직평가 본사주관 
평가결과 100% 100%

파워인센티브
(200%)

2차 조직평가 위임평가결과 90% 100%

개인평가 MBO평가결과 10% -

* 경영평가성과급은 정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0~300%
자료 : K공사 내부경영평가편람 (2016: 39-40)

    2.6.2. 결과에 따른 성과급 부여
  경영평가성과급은 정부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K공사의 성과연봉 기
준지급률(0~300%)이 정해지고, 1차 조직평가의 결과에 따라 차등계수가 
정해진다. 1차 조직평가 결과가 가장 좋은 1차 조직은 차등계수가 2이고, 
가장 낮은 1차 조직은 0으로 차등지급률이 2배의 차이가 나도록 차등 산
식이 설계되어 있다. 한편, 파워인센티브의 기준지급률은 200%로 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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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2차 조직평가인 위임평가의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차
등계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등계수(2~0)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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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기업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평가의 어떤 요소에서 내부조직 
성과평가 제도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K공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과정, 측정지표, 평가자/피평가
자, 상황 요인에 대해 세부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
하여 시행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조직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소속 조직에 대한 직전년도 평가결과, 최근 3년 평가결과로 구분하고 등
급을 수치화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내부조직 성과평가에 대한 ‘절차적 공
정성 인식도’ 및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
한 설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조직단위와 개인단위의 성과평가제도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겠으나,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원 개
인들의 인식을 측정단위로 하기 때문에 개인단위의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측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개인의 성과를 측정
하기 어려운 공기업의 특성상 소속 조직의 평가결과 등급은 구성원 개개
인에게 부여됨과 동시에 개인의 성과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조
직의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반응도 개인단위 평가와 유사하다고 가정하였
다.
  이를 종합한 연구 모형은 [그림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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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연구모형

독 립 변 수 종 속 변 수

조직평가 결과

- 직전년도 평가결과
- 최근 3년 평가결과

과정 요인

- 참여기회
- 소명기회

측정지표 요인

- 비전/경영목표와의 연계성
- 핵심업무 중시
- 달성난이도의 형평성

평가자/피평가자 요인

- 평가자에 대한 신뢰
- 피평가자의 기대일치

상황 요인

- 평가제도의 비복잡성
- 점진적 제도 도입

평가군

⇒

절차적 공정성 인식

분배적 공정성 인식

통제

변수

· 직급

· 직군

· 근속
  년수

· 학력

· 연령

· 성별



35

  2. 가설 설정

   2.1. 조직평가 결과와 공정성 인식의 관계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내부조직 성과평
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조직의 구성원 즉, 평가 우수 조직에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컸을 것이고 평가제도에 대
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인식도가 높을 것이다. 반면 낮
은 등급을 받은 조직의 구성원(저성과 조직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도의 부
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평가의 공정성이 부족다고 인식할 것이라는 가정
이다. 
  최수혁(2012)은 선행연구를 통해 고성과자일수록 내부 성과평가제도 운
영의 합리성 인식수준이 높음을 밝혔다. 여기서 고성과자란 조직평가와 개
인평가 결과를 종합한 개념이다. 이에 반해 허필성(2016)은 개인평가 지급
률이 높을수록 개인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는 높았지만, 조직평가 지급률
은 조직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밝
혔다. 
  K공사는 조직평가의 결과등급에 따라 소속 직원의 성과급이 결정되고, 
일부 평가군의 경우 조직별 평가등급의 상·하위 고착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므로 직전년도의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최근 3년의 평가결과도 변수로 
설정하여 ‘직전년도 평가결과’와 ‘최근 3년 평가결과’가 평가 공정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평가 공정성 인식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1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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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연구가설 1

H1 : 조직평가 결과가 높을수록 평가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H1.1

H1.1.1

H1.1.2

소속 조직의 직전년도 평가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

도는 높을 것이다.

소속 조직의 직전년도 평가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

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소속 조직의 직전년도 평가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

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H1.2

H1.2.1

H1.2.2

소속 조직의 최근3년 평가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

도는 높을 것이다.

소속 조직의 최근 3년 평가결과 등급 평균이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

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소속 조직의 최근 3년 평가결과 등급 평균이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

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2.2 과정 요인과 공정성 인식의 관계
  조동수(2009)는 앞서 이론적 논의와 Landy et al.(1978) 등 여러 선행 
연구결과에서 평가시스템의 공정성은 ‘평가과정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이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도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는 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K공사는 지표 설정 및 평가제도 도입 과정에서 상시 소통을 위한 시스
템 운영, 내부경영편람 확정 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의 기회
를 확대하고 있고, 평가결과 확정과정에서 피평가 조직에게 이의신청의 기
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과정 전반에서 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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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내부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느끼는 
참여기회 및 소명기회의 정도는 평가 주관부서의 노력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 선행연구와 K공사의 성과평가제도 운영현황 등을 바
탕으로 평가의 과정 요인을 참여기회와 소명기회로 분류하고 이 변수들이 
공정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2를 
설정하였다.

   <표3-2> 연구가설 2

H2 : 조직평가 상의 과정요인이 높을수록 평가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H2.1

H2.2

H2.3

H2.4

평가 참여기회의 정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

을 것이다.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기회 정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평가 참여기회의 정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

을 것이다.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기회 정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2.3. 측정지표 요인과 공정성 인식의 관계
  조직은 비전/전략과 연계하여 조직의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따라서 성과관리시스템은 조직의 비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활동이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
을 표현하고 전달하며 실천하는데 기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Kaplan & 
Norton. 2001a, 2001b; Parker, 2000; Richardson, 2004; 조동수, 
2009 :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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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비전/경영목표를 실천하는 측정지표가 실제 
개개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 구성원들은 측정지표에 대한 수용도가 
떨어질 것이고 이는 평가 공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측정지표의 달성난이도 관점에서 특정 지표가 다른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
로 달성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면 성과향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렵고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비전/경영목표와의 연계성, 핵심업무 위주의 지표 설계, 달성난
이도의 형평성을 측정지표와 관련된 변수로 분류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공
정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3을 
설정하였다.

<표3-3> 연구가설 3

H3 : 조직평가상의 측정지표 요인이 높을수록 평가 공정성 인식도는 높

을 것이다.

H3.1

H3.2

H3.3

H3.4

H3.5

H3.6

측정지표가 비전/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측정지표의 핵심업무 중시 정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측정지표의 달성난이도 형평성이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

도는 높을 것이다.

측정지표가 비전/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측정지표의 핵심업무 중시 정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측정지표의 달성난이도 형평성이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

도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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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평가자/피평가자 요인과 공정성 인식의 관계
  평가자가 피평가 조직의 성과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기법과 관련된 전문
성을 보유하고 있을 때 피평가자의 평가자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진다
(Timothy A. et al., 1993; Landy et al., 1978; 조동수, 2009 : 재인용). 
또한 신원준(1999)은 평가대상자가 기대하고 있는 평가결과와 실제 평가
결과와의 차이를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거나 
일치할수록 평가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 피평가
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 정도를 평가자/피평가자와 관련된 변수로 
분류하고 이 변수들이 공정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
여 다음과 같이 가설4를 설정하였다.

<표3-4> 연구가설 4

H4 : 조직평가상의 평가자/피평가자 요인이 높을수록 평가 공정성 인

식도는 높을 것이다.

H4.1

H4.2

H4.3

H4.4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2.5. 상황 요인과 공정성인식의 관계
  내부경영평가 체계가 매우 복잡하여 평가 대상자가 평가제도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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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가 부족하다면 성과측정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시스템에 대한 수용
도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Henry et al., 1997; 2000: 조동수, 2009 : 
재인용). 또한 김철회 외(2006)는 BSC를 도입할 때 이상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단기간에 외부 용역을 통해 성과관
리체계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의 급진적 도입은 지양되
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평가제도의 비복잡성과 평가제
도의 점진적 제도 도입을 상황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 변수들이 공정성 인
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5를 설정하였
다.

<표3-5> 연구가설 5

H5 : 조직평가 상의 상황 요인은 평가 공정성 인식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1

H5.2

H5.3

H5.4

평가제도의 복잡성이 낮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평가제도가 점진적으로 도입될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평가제도의 복잡성이 낮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평가제도가 점진적으로 도입될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2.6. 평가군과 공정성 인식의 관계
  최수혁(2012)은 경쟁환경에 따라 성과평가제도 수용성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K공사의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는 평가군별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평가군에 따라 경쟁의 강도, 
평가지표, 계량/비계량의 비중 등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
를 토대로 경쟁환경 즉, 소속 평가군에 따라서 평가 공정성의 인식도에 차
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6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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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 연구가설 6

H6 : 평가군에 따라 평가 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6.1

H6.2

평가군에 따라 절차적 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평가군에 따라 분배적 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변수의 측정

  1. 독립변수

   1.1. 조직평가 결과
  평가결과가 성과평가의 공정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
기 위해 조직평가 결과 변수를 설정하였다. K공사의 경우 조직평가 결과
등급이 소속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부여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
급률이 결정된다. 1~3직급인 간부급 직원은 파워인센티브에 한해 개인평
가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는데 그 비중은 10% 
수준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이 개인평가 
결과보다 조직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
가의 공정성 인식도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여 평가결과의 범위를 조직평
가로 한정하였다. 
  조직평가 결과는 단기적인 평가결과인 ‘직전년도 평가결과’와 평가결과
의 상·하위 고착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 ‘최근 3년 평가
결과’로 구분하여 변수로 설정하였다. 
  ‘직전년도 평가결과’는 2016년 K공사 구성원들이 받은 소속 1차조직의 
평가결과 등급을 다음의 [표3-7]과 같이 변환하여 수치로 나타낸 값으로 
최고등급인 ‘S등급’은 ‘5’, 최저등급인 ‘D등급’은 ‘1’로 변환하였다. ‘최근 
3년 평가결과’는 최근 3년 동안 받은 평가결과 등급을 직전년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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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하게 [표3-7]에 따라 변환한 후 그 값들의 평균을 산출한 값이다. 

<표3-7> 평가결과 등급 변환표

등급 S A B C D
값 5 4 3 2 1

   1.2. 과정 요인
  선행연구에서 조동수(2009)는 BSC 시스템 구축 및 평가과정에서의 참
여기회에 대한 인식, 목표 설정 및 달성의 도움에 대한 인식,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소명기회의 정도를 과정변수로 사용하였고, 목표설정 및 달성
과 소명기회가 공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K공사는 매년 사업소 담당자들과의 공청회, 전직원 의견수렴, 평가결과 
이의제기 신청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목표설정 및 평가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정도’,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소명기회 정도’를 과정 요인의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
들 변수가 성과평가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측정 방법은 설문조사에 의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한다.
  
   1.3. 측정지표 요인
  조동수(2009)는 측정지표 변수에서 지표의 관점간 균형/연계성, 조직의 
비전/경영목표와의 연계성, 개인 직무와의 연계성, 달성난이도 측면에서의 
형평성 정도를 사용하였고, 관점 균형/연계성, 난이도 형평성 등이 공정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비전/경영목표 반영’, ‘핵심업무 위주의 지
표설정’, ‘달성 난이도의 형평성’을 측정지표 요인의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변수가 성과평가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측정 방법은 설문조사에 의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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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평가자/피평가자 요인
  이광희 외(2001)는 평가자의 능력과 피평가자와의 관계 등이 절차공성
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동수(2009)는 
평가자/피평가자 변수로 평가자에 대한 신뢰,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를 사용하였고, 이들 변수가 공정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가자에 대한 신뢰’와 ‘피평가
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를 평가자/피평가자 요인의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 공정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측정 방
법은 설문조사에 의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한다.

   1.5. 상황 요인
  선행연구에서 김한창 외(2008)은 성과관리제도의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이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조동수(2009)는 상황변수로 평
가결과의 활용도, BSC시스템의 비복잡성, BSC의 점진적 도입·활용을 사
용하였고, 평가결과의 활용도, 시스템 복잡도, 점진적 도입이 공정성 인식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공사에서는 신규 지표 설정 시 예고지표로 운영하는 등 점진적으로 제
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평가제
도의 복잡도 인식과 제도의 점진적 도입 인식도를 측정하고 이들 요소가 
공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시스템 복잡도’와 ‘점진
적 제도도입’을 상황 요인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설문조
사에 의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한다.

   1.6. 평가군
  K공사는 기본적인 평가제도는 동일하지만 평가군에 따라 평가지표, 계
량/비계량의 비중 등 세부적인 평가체계가 다르다. 따라서 소속 평가군별 
평가제도의 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이 변수를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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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기준 K공사의 평가군은 본사는 5개 평가군(경영관리군, 국내사
업군, 성장사업군, 별도평가1군, 별도평가2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소는 7개 평가군(지역본부 전력사업처군, 지역본부 전력관리처군, 건설처
군, 특수사업소군, 연수원군, 해외지사군, 해외사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평가군’ 변수는 평가체계가 동일한 평가군끼리 조정하여 본
사의 5개 평가군은 본사군으로 통합하고 지역본부 전력사업처군과 전력관
리처군은 지역본부군으로 통합하여 건설처군, 특수사업소군, 기타군과 함
께 총 5개 평가군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 및 ANOVA 분석을 시
행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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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8>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조작적 정의 (설문 내용) 산출
방법 참고자료

조직
평가
결과

직전년도 
조직평가 

결과

’16년도 소속 1차 사업소 최종 평가
결과 등급 (S~D등급)

1~5점
변환

연구자
개발변수최근 3년 

조직평가 
결과

’14~’16년도의 각 연도별 소속 1차 
사업소 최종 평가결과 등급(S~D)

1~5점
변환 후
평균산출

과정 
요인

참여기회
목표설정 및 평가과정에서 직원의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리커트
5점 척도

조동수
(2009)

소명기회 (R)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소
명기회가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는
다. 

〃

측정
지표 
요인

비전/경영목표 
연계

현행 평가지표는 전사적 비전 또는 
경영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

핵심업무
현행 평가지표는 조직의 핵심업무 
위주로 설정되어 있다. 〃

달성난이도 
형평성 (R)

평가지표의 목표달성 난이도 측면에
서 평가대상 조직 간 형평성이  부
족하다.

〃

평가자/
피평가자 
요인

평가자에 
대한 신뢰

평가자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신
뢰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

평가결과와 기대점수는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

상황 
요인

평가제도의 
복잡성 (R)

현행 내부경영평가 제도가 복잡하다
고 생각한다. 〃

점진적 제도 
도입

평가제도 개선 시 충분한 검토 및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

평 가 군  더미변수
(본사군, 지역본부군, 건설처군, 특수사업소군, 기타군)

최수혁
(2012)

※ (R) : 설문 응답의 신뢰성을 위해 반대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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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속변수  

  조직공정성은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의 환경에 대한 공정성 인식’으로 정
의할 수 있으며, 분배·절차·상호작용 공정성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직공정성이론 중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
의 개념을 성과평가에 적용하였다.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와 ‘분배적 공정
성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선순(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4가지 설문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절차적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문항으로는 ‘내부경영평가의 절차는 전
반적으로 공정하다.’, ‘내부경영평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정보에 근거
하여 결정된다.’의 5점 척도 2문항을 측정변수로 하여 설정하였고, 분배적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문항은 ‘내부경영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공정한 
보상을 한다.’, ‘우리 조직이 받은 평가결과는 조직이 달성한 업무성과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하다.’의 5점 척도 2문항을 측정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정리한 표는 다음 [표3-9]와 같다.

<표3-9>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조작적 정의 (설문 내용) 산출
방법

참고
자료

절차적 
공정성

전반적 
절차 공정성

내부경영평가의 절차는 전반적으로 공
정하다.

리커트
5점 척도

김선순
(2013)

객관적 
정보 수집

내부경영평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
과정보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분배적 
공정성

전반적 
보상 공정성

내부경영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공정
한 보상을 한다. 〃

업무성과의 
인정

우리 조직이 받은 평가결과는 조직이 
달성한 업무성과에 비추어 볼 때 공정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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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제변수

  내부조직 평가결과와 공정성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급, 직
군, 근속년수, 학력, 연령, 성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고, 이를 정리한 표
는 다음과 같다. 

<표3-10> 통제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조작적 정의 비 고

직 급 ①1급 ②2급 ③3급 ④4급 ⑤5직급 이하

직 군 ⓵경영 ②사무 ③배전 ④송변전 ⑤IT/통신 
⑥토목/건축 ⑦발전/원자력 ⑧연구/전문 ⑨기타

근속년수 ①5년 미만 ②5~10년 ③11~15년 ④16~20년 
⑤21년 이상

학 력 ①고졸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졸

연 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성 별 ①남성 ②여성

  제 3 절 자료의 수집과 연구 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해 2018년 2월 K공사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21,591명 중 2,494명이 회신하여 약 12%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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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나타내었다. 설문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설문문항에는 부
정적인 질문을 넣어 역코딩(Reverse coding)하였고, 모든 문항에 동일답
변을 한 설문지 등은 분석 데이터에서 제외하여 2,145명의 설문결과를 최
종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내부조직 성과평가 결과는 평가주관 부서로부터 2014년, 2015년, 2016
년 본사와 사업소의 1차 조직평가 결과 자료를 수집하였고, 설문조사에 
회신한 응답자의 소속조직을 기반으로 설문응답 데이터와 매칭 하였다. 
  
  2. 분석방법

  가설의 연구모형은 표본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 통계량 분석을 시행하
고, 가설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과 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은 
모형의 전반적 설명력과 신뢰도, 독립변수별 회귀계수와 p-value 값을 해
석함으로써 연구가설의 채택 및 기각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다중회귀
모형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 앞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시행하
여 변수의 독립성을 높였다. 또한 ANOVA 분석을 통해 평가군에 따라 내
부 성과평가 공정성 인식도의 통계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6을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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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통계분석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종속변수로 설정된 ‘절차적 공정성 인식’ 및 ‘분배적 공정성 인식’의 기
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4-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절차적
공정성
인  식

전반적 절차 공정성 2145 1 5 3.01 1.100

객관적 정보 수집 2145 1 5 2.99 1.094

분배적
공정성
인  식

전반적 보상 공정성 2145 1 5 3.01 1.086

업무성과의 공정성 2145 1 5 2.94 1.096

　종속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절차적 공정성 인식 2145 1.00 5.00 3.00 1.047

분배적 공정성 인식 2145 1.00 5.00 2.97 1.030

  
  절차적 공정성 인식의 평균은 3.00으로 분배적 공정성 인식 2.9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절차의 공정성과 분
배의 공정성 평균은 3.01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업무성과에 비해 평가
결과가 공정하다’의 응답 평균은 2.94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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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성원들이 평가 절차와 보상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고 인식하지만, 본인의 소속 조직에서 달성한 성과에 비해 평가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각 항목의 표준편차는 1.100~1.086으로 나타났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5
점과 1점이고 표준편차는 1.09 수준이므로 변별력은 양호하다고 판단된
다.
  회귀분석에서는 ‘전반적 절차 공정성’과 ‘객관적 정보 수집’의 평균값을 
종속변수 ‘절차적 공정성 인식’으로 변환하고, ‘전반적 분배 공정성’과 ‘업
무성과의 공정성’의 평균값을 종속변수 ‘분배적 공정성 인식’으로 변환하
여 분석한다.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2.1 조직평가 결과
  조직평가결과의 독립변수로 설정된 직전년도 평가결과, 최근 3년 평가
결과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4-2> 조직평가 결과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조직
평가
결과

직전년도 2145 1.00 5.00 3.07 1.248

최근3년결과 2145 1.33 5.00 3.12 0.878

  ‘직전년도 평가결과’는 K공사의 2016년 내부조직 성과평가 최종 평가결
과 등급을 소속 조직의 개인별로 부여하고, 'S'등급은 최대값 5, 'D'등급
은 최소값 1로 변환한 값이다. 평균값은 3.07로 평가결과의 전체 평균 등
급이 ‘B’등급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표준편차도 1.248로 양호한 
수준으로 설문 응답자의 조직평가결과 등급이 전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
치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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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평가결과의 평균’은 K공사의 2014년, 2015년, 2016년 내부조
직 성과평가 최종 평가결과 등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환하여 평균을 
산출한 값이다. 최소값은 1.33으로 설문 응답자 중 3년 연속 ‘D’등급을 받
은 조직의 구성원은 없으며, 최대값은 5로 설문 응답자 중 3년 연속 ‘S’등
급을 받은 조직의 구성원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평균값은 3.12로 ‘직전
년도 평가결과’의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설문 응답자 중 
최근 3년 평가등급이 높은 조직의 구성원이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
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2.2 과정 요인
  과정 요인의 독립변수로 설정된 참여기회, 소명기회의 기술통계량은 다
음과 같다.

<표4-3> 과정 요인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과정
참여기회 2145 1 5 2.99 1.169

소명기회 2145 1 5 2.99 1.151

  과정요인의 독립변수 설문 문항 답변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
므로 최소-최대값이 1점과 5점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각각 1.169, 
1.151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 ‘참여기회’의 평균은 2.99로 구성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이는 K공사가 사업소 담당자들과의 공청회, 워크샵 등
을 통해 조직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평가담당자 
외 대다수 조직 구성원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기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변수 ‘소명기회’의 평균은 2.93으로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K공사
에서는 제도적으로 다양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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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및 소명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것이라고 느끼는 
구성원이 많고 내부조직 성과평가 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사항에 대한 소
명기회는 사실상 차단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3 측정지표 요인
  측정지표 요인의 독립변수로 설정된 비전/경영목표 반영, 핵심업무, 달
성난이도 형평성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4-4> 측정지표 요인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측정
지표

비전/경영목표 반영 2145 1 5 3.38 1.057

핵심업무 2145 1 5 3.49 1.038

달성난이도 형평성 2145 1 5 2.50 1.068

  측정지표요인의 독립변수 설문 문항 답변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
여 최소-최대값이 1점과 5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1.057, 
1.038, 10.68로 양호하다.
  독립변수 ‘비전/경영목표 반영’과 ‘핵심업무’의 평균은 각각 3.38과 
3.4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K공사가 매년 관리성 지표 폐지, 지표 
간소화 등 지속적으로 핵심업무 위주의 지표만 남기고 불필요한 지표를 
없애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독립변수 ‘달성난이도 형평성’의 평균은 2.50으로 낮은 수치를 보
였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규모 및 업무특성에 따라 목표 달성 
난이도에 차이가 있으며, 평가 대상 조직 간의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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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평가자/피평가자 요인
  평가자/피평가자 요인의 독립변수로 설정된 평가자에 대한 신뢰, 평가
결과에 대한 기대일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4-5> 평가자/피평가자 요인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평가자/
피평가자

평가자에 대한 
신뢰 2145 1 5 3.01 1.106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 2145 1 5 2.93 1.029

  평가자/피평가자요인 독립변수의 설문 문항 답변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최소-최대값이 1점과 5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1.106, 1.029로 양호하다.
  독립변수 ‘평가자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3.01로 평가자의 평가 전문성
에 대한 신뢰도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반면,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의 평균은 2.93으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앞서 분석한 업무성과의 공정성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들은 소속 조직이 달성한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기대치가 다소 높
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가 생긴다고 판단되며, 이는 전
체적으로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인다.

   2.5 상황 요인
  상황 요인의 독립변수로 설정된 평가제도의 비복잡성, 점진적 제도 도입
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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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상황 요인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상황
평가제도의 비복잡성 2145 1 5 2.45 1.045

점진적 제도 도입 2145 1 5 3.13 1.120

  상황요인의 독립변수 설문 문항 답변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최
소-최대값이 1점과 5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1.045, 1.120으
로 양호하다.
  독립변수 ‘평가제도의 비복잡성’은 복잡하다고 인식하면 ‘1’,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5’의 값을 갖는다. 평균은 2.45로 조직 구성원들은 K공
사의 평가제도가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점진적 제도 도입’의 평균은 3.13으로 다소 높았다. 이는 K공사
가을 평가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급격하게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 효과로 보인다.

   2.6 평가군
  평가군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4-7> 평가군별 기술통계량

구 분
대상자(전사) 응답자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대상자 응답자 

전체 기준 전체 기준
① 본사 1,819 8.40% 145 6.80% 
② 지역본부 17,252 79.90% 1,753 81.70% 
③ 건설처 949 4.40% 99 4.60% 
④ 특수사업소 1,218 5.60% 132 6.20% 
⑤ 기타 353 1.60% 16 0.70% 

계 21,591 100% 2,145
(9.9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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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공사의 내부조직 성과평가는 조직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수의 평가
군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 및 비율을 평
가군별로 분류하면 본사는 145명(6.8%), 지역본부는 1,753명(81.7%), 건
설처는 99명(4.6%), 특수사업소군는 132명(6.2%), 기타 평가군은 16명
(0.7%)이다.
  K공사의 전체 인원 대비 평가군별 비율은 본사는 8.40%, 지역본부는 
79.90%, 건설처는 4.40%, 특수사업소는 5.60%, 기타 평가군은 1.60%로 
구성되어 있다. 현 조직의 인원현황과 설문에 응답한 평가군별 인원비율을 
비교해 볼 때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설문 응답자는 모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집단의 특성을 판단
하기 위한 표본 추출에 있어서 평가군의 분포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다. 
  ANOVA 분석을 통해 평가군별 내부성과평가제도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
이를 분석하고, 평가군을 더미변수로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반영하고자 한다.

  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3.1 직급, 직군, 근속년수, 학력, 연령, 성별
  통제변수로 활용된 직급, 직군 등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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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설문 응답자 중 직급별 응답비율은 과장, 대리, 주임으로 구성된 4직급
이 46.80%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으며, 1직급이 2.1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직군별 응답비율은 사무, 배전, 송변전이 전체
의 85.2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직군의 경우 전사 비율은 24%, 

구 분
대상자(전사) 응답자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대상자 

전체 기준
응답자 

전체 기준

직급

① 1직급 372 1.70% 46 2.10 %
② 2직급 1,057 4.90% 215 10.00% 
③ 3직급 3,997 18.50% 651 30.30% 
④ 4직급 10,986 50.90% 1,003 46.80% 
⑤ 5직급 이하 5,179 24.00% 230 10.70% 

직군

① 경영 372 1.70% 34 1.60% 
② 사무 4,712 21.80% 676 31.50% 
③ 배전 4,146 19.20% 612 28.50% 
④ 송변전 4,926 22.80% 541 25.20% 
⑤ IT/통신 907 4.20% 105 4.90% 
⑥ 토목/건축 668 3.10% 64 3.00% 
⑦ 발전/원자력 234 1.10% 21 1.00% 
⑧ 연구/전문 447 2.10% 45 2.10% 
⑨ 기 타 5,179 24.00% 47 2.20% 

근속
년수

① 5년미만 5,696 26.40% 359 16.70% 
② 5-10년 1,631 7.60% 105 4.90% 
③ 11-15년 3,271 15.10% 350 16.30% 
④ 16-20년 1,645 7.60% 198 9.20% 
⑤ 21년이상 9,348 43.30% 1,133 52.80% 

학력

① 고졸 6,250 28.90% 247 11.50% 
② 전문대졸 1,841 8.50% 184 8.60% 
③ 대졸 11,345 52.50% 1,429 66.60% 
④ 대학원졸 2,155 10.00% 285 13.30% 

연령

① 20대 4,431 20.50% 173 8.10% 
② 30대 4,737 21.90% 352 16.40% 
③ 40대 6,356 29.40% 708 33.00% 
④ 50대 이상 6,067 28.10% 912 42.50% 

성별 ① 남성 17,450 80.80% 1,944 90.60% 
② 여성 4,141 19.20% 201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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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비율은 2.2%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직군의 구
분이 없는 5직급, 6직급, 별정직, 청경 등의 인원이 전사 구성의 기타군으
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실제 응답률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근속
년수 21년 이상과 연령 50대 이상의 실제 인원 구성비는 각각 43.3%, 
28.1%인 반면 동일 조건 설문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52.8%, 42.5%로 실
제 구성비 대비 10%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보다 중장년의 직원들이 평가제도에 더 많은 관
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간접적으로는 성과급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학력 비율은 대졸이 66.38%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전체 21,591명 중 
응답 수 2,145로 9.93%이다. 응답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평가군, 
직급, 직군, 근속년수, 학력, 연령, 성별 등 각 변수별 응답자 비율을 K공
사의 전사 구성비율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 데이터는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표본
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제 2 절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공선성 진단

  1.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 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개의 종속변수와 
11개의 독립변수에 대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고 다음과 같이 요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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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9> 각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

구  분　
절차
공정
성

분배
공정
성

직
전
년
도

3년
결
과

참
여
기
회

소
명
기
회

경
영
목
표

핵
심
업
무

형
평
성

신
뢰

기
대
일
치

비
복
잡
성

점
진
적

절차
공정성 1 　 　 　 　 　 　 　 　 　 　 　 　

분배
공정성

.833
** 1 　 　 　 　 　 　 　 　 　 　 　

직전년도 .051
*

.079
** 1 　 　 　 　 　 　 　 　 　 　

최근3년결과 .065
**

.090
**

.705
** 1 　 　 　 　 　 　 　 　 　

참여기회 .684
**

.660
** -.006 .014 1 　 　 　 　 　 　 　 　

소명기회 -.00
9 -.015 .000 .032 -.035 1 　 　 　 　 　 　 　

비전연계 .590
**

.581
** .001 -.010 .611

**
-.072

** 1 　 　 　 　 　 　

핵심업무 .468
**

.460
** .029 .043

*
.451

**
-.052

*
.604

** 1 　 　 　 　 　

형평성 .280
**

.288
** .014 .039 .273

**
.285

**
.176

**
.081

** 1 　 　 　 　

신뢰 .739
**

.689
**

.046
* .036 .645

** -.009 .585
**

.445
**

.259
** 1 　 　 　

기대일치 .736
**

.735
**

.068
**

.076
**

.623
** -.025 .570

**
.444

**
.273

**
.743

** 1 　 　

비복잡성 .174
**

.174
** .010 .026 .185

**
.136

**
.152

**
.073

**
.323

**
.149

**
.142

** 1 　

점진적 .650
**

.591
** -.002 .005 .584

** -.018 .507
**

.428
**

.216
**

.583
**

.562
**

.134
**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앞서 설명했듯이 내부성과평가의 공정성 인식은 의미적인 명확성을 높
이기 위해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분배적 공정성 인식’의 2개 종속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2개의 종속변수 간에는 0.833의 높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차적인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한 구성원들
은 분배적인 공정성도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은 1% 유의수준에서 0.051 ~ 0.739의 
범위를 지니며 대부분의 변수 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기회, 평가자에 대한 신뢰,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 점진적 제도 
도입 등은 전반적으로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독립변수 ‘직전년도 결과’와 ‘최근3년 결과’의 종속변수와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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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051 ~ 0.090으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명기회’
와 종속변수의 상관계수는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고, 상관계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결과가 높고 낮음에 따라 공정성 인식에 명확
한 방향이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명기회’는 평가결과
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구성원들은 그 제도가 ‘무
늬만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여 공정성 인식과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전년도 결과’, ‘최근3년 결과’, ‘소명기회’는 종속변수만이 아닌 다른 
독립변수들과도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가지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와의 상관계수가 다소 있는 편으로 
나타났고, 가설에서 설정한 방향과 변수간의 관계성의 방향이 대체로 일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정도의 상관계
수 값(0.8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2. 다중공선성 진단

  앞서 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상관관계 값(0.8이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변수들의 경우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차한계, 분산팽창계수, 분산비율, 상태지수를 이용하여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 이
하이거나 공차한계(Tolerance= 1 - R2) 값을 기준으로 0.1 이상이면 다중
공선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분산비율 측면에서는 최대의 상태지
수를 가지는 고유벡터가 90% 이상인 독립변수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된다. 본 논문에서 실시한 다중공선성 결
과는 다음 [표4-10]과 같다. [표4-10]을 통해 다중공선성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최소 0.368 ~ 최대 0.894의 값을 나타내고, 분
산팽창계수(VIF)는 최소 1.118 ~ 최대 2.721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모
든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0.1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 값은 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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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4-10> 독립변수의 공선성 통계량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107 .077 　 -1.399 .162 　 　
직전년도 .000 .014 .000 .016 .987 .500 1.999
최근3년결과 .035 .020 .029 1.718 .086 .498 2.007
참여기회 .161 .016 .180 9.986 .000 .442 2.262
소명기회 .003 .012 .003 .231 .817 .894 1.118
경영목표 .050 .018 .050 2.809 .005 .448 2.231
핵심업무 .036 .016 .036 2.323 .020 .602 1.662
형평성 .029 .013 .030 2.179 .029 .760 1.315
신뢰 .240 .019 .253 12.813 .000 .368 2.721
기대일치 .272 .020 .267 13.872 .000 .386 2.590
비복잡성 .018 .013 .018 1.406 .160 .879 1.138
점진적 .185 .015 .198 12.337 .000 .555 1.802

※ 종속 변수: 절차공정성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079 .081 　 -.972 .331 　 　
직전년도 .017 .015 .021 1.152 .250 .500 1.999
최근3년결과 .043 .021 .036 2.001 .045 .498 2.007
참여기회 .163 .017 .184 9.541 .000 .442 2.262
소명기회 -.007 .012 -.008 -.556 .578 .894 1.118
경영목표 .073 .019 .075 3.881 .000 .448 2.231
핵심업무 .045 .016 .046 2.763 .006 .602 1.662
형평성 .051 .014 .053 3.597 .000 .760 1.315
신뢰 .142 .020 .153 7.203 .000 .368 2.721
기대일치 .353 .021 .353 17.062 .000 .386 2.590
비복잡성 .019 .014 .019 1.375 .169 .879 1.138
점진적 .114 .016 .124 7.178 .000 .555 1.802

※ 종속 변수: 분배공정성



61

제 3 절 가설검증

  1. 다중회귀분석

   앞서 평가 공정성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설1~5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적합한 회귀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정한다.

1) 조직평가 결과가 높을수록 평가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1-1) 직전년도 평가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1-1-1) 소속 조직의 직전년도 평가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1-1-2) 소속 조직의 직전년도 평가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1-2) 최근3년 평가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1-2-1) 소속 조직의 최근 3년 평가결과 등급 평균이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1-2-2) 소속 조직의 최근 3년 평가결과 등급 평균이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2) 조직평가상의 과정요인이 높을수록 평가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2-1) 평가 참여기회의 정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2-2)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기회 정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2-3) 평가 참여기회의 정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2-4)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기회 정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3) 조직평가상의 측정지표 요인이 높을수록 평가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3-1) 측정지표가 비전/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3-2) 측정지표의 핵심업무 중시 정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3-3) 측정지표의 달성난이도 형평성이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3-4) 측정지표가 비전/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3-5) 측정지표의 핵심업무 중시 정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3-6) 측정지표의 달성난이도 형평성이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4) 조직평가상의 평가자/피평가자 요인이 높을수록 평가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4-1)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4-2)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4-3)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4-4)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5) 조직평가상의 상황 요인은 평가 공정성 인식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1) 평가제도의 복잡성이 낮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5-2) 평가제도가 점진적으로 도입될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5-3) 평가제도의 복잡성이 낮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5-4) 평가제도가 점진적으로 도입될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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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분배적 공정성 인식’ 2개의 종
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1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종속변수 ‘절차적 공정성 인식’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모형1
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4-11]과 같다.

<표4-11> ‘절차적 공정성’ 회귀모형1 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1 .834a .696 .693 .58003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분석 1637.493 21 77.976 231.769 .000b

잔차 714.256 2123 .336 　 　
총계 2351.750 2144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가설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111 .154 　 .720 .472
직전년도 결과 .001 .014 .001 .074 .941 1-1-1
최근3년 결과 .033 .020 .028 1.647 .100 * 1-2-1
참여기회 .160 .016 .178 9.865 .000 *** 2-1
소명기회 .002 .012 .002 .164 .870 2-2
비전연계 .051 .018 .051 2.846 .004 *** 3-1
핵심업무 .034 .016 .034 2.185 .029 ** 3-2
달성난이도 형평성 .029 .014 .029 2.111 .035 ** 3-3
평가자 신뢰 .239 .019 .252 12.710 .000 *** 4-1
평가결과 기대일치 .275 .020 .270 13.901 .000 *** 4-2
비복잡성 .018 .013 .018 1.401 .161 5-1
점진적 제도도입 .186 .015 .199 12.329 .000 *** 5-2
직급 -.025 .019 -.021 -1.335 .182
직군 -.004 .009 -.007 -.510 .610
근속년수 .000 .017 .000 .003 .998
평가군_본사 .102 .052 .025 1.969 .049
평가군_건설처 .000 .061 .000 -.003 .997
평가군_특수사업소 .004 .057 .001 .064 .949
평가군_기타 -.152 .147 -.012 -1.033 .302
학력 -.011 .019 -.009 -.597 .551

.335-.963-.024.028-.027연령

.992-.010.000.045.000성별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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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모형1은 절차적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직전년도 평가결과, 최
근 3년 결과 평균, 참여기회, 소명기회, 경영목표 연계, 핵심업무 위주 지
표설정, 달성 난이도의 형평성, 평가자에 대한 신뢰, 평가결과에 대한 기
대일치, 평가제도의 비복잡성, 점진적 제도도입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
형이다. 직급, 직군, 근속년수, 평가군, 학력, 연령, 성별은 통제변수로 설
정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수정된 R제곱 값은 .693으로 약 69%의 설명
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모형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F값은 231.769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5% 유의수준에서 독립변수 중 최소 하나 이상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별 회귀계수의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평가결과에서는 직
전년도 결과와 최근 3년 결과의 유의확률이 각각 .941, .100으로 5% 유의
수준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지만, 10% 유의수준에서는 최근 3
년 평가결과가 절차적 공정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과정 요인에서는 참여기회가 유의확률 .000으로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 반면 소명기회는 유의확률 .870으로 귀
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지표 요인에서는 비전/경영목표와의 연계성, 핵심업무 위주의 지표
설정, 달성난이도의 형평성의 유의확률이 각각 .004, .029, .035로 5% 유
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측정지표 요인의 모든 변수가 절차적 공
정성 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평가자/피평가자 요인에서는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 정도의 유의확률이 모두 .000으로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황변수에서는 점진적 제도도입이 유의확률 .000으로 5% 유의수준에
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반면 평가제도
의 비복잡성은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절차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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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평가군별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의 평균
을 비교해보기 위해 본사, 건설처, 특수사업소, 기타 평가군의 4개 더미변
수를 설정하였다. 절차적 공정성이 가장 높은 평가군은 본사군이며 지역본
부군을 기준으로 0.102 만큼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평가군은 기타군
으로 지역본부군 대비 0.152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건설처군과 특수사업
소군은 지역본부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분배적 공정성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종속변수 ‘분배적 공정성’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모형을 설정
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4-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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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2> ‘분배적 공정성’ 회귀모형2 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2 .808a .653 .649 .61071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2
회귀분석 1486.851 21 70.802 189.837 .000b

잔차 791.804 2123 .373 　 　
총계 2278.655 2144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가설

B 표준 
오차 베타

2

(상수) -.009 .162 　 -.059 .953
직전년도 결과 .020 .015 .024 1.308 .191 1-1-2
최근3년 결과 .048 .021 .041 2.243 .025 ** 1-2-2
참여기회 .162 .017 .183 9.494 .000 *** 2-3
소명기회 -.003 .012 -.003 -.255 .799 2-4
비전연계 .081 .019 .083 4.309 .000 *** 3-4
핵심업무 .050 .016 .050 3.008 .003 *** 3-5
달성난이도 형평성 .047 .014 .048 3.266 .001 *** 3-6
평가자 신뢰 .139 .020 .150 7.048 .000 *** 4-3
평가결과 기대일치 .341 .021 .341 16.413 .000 *** 4-4
비복잡성 .019 .014 .020 1.428 .154 5-3
점진적 제도도입 .117 .016 .128 7.389 .000 *** 5-4
직급 .028 .020 .024 1.439 .150
직군 .003 .009 .004 .298 .766
근속년수 -.002 .018 -.003 -.100 .920
평가군_본사 -.043 .055 -.010 -.783 .434
평가군_건설처 -.115 .064 -.023 -1.791 .073
평가군_특수사업소 -.011 .060 -.003 -.183 .854
평가군_기타 -.119 .155 -.010 -.767 .443
학력 -.005 .020 -.004 -.248 .804
연령 -.055 .029 -.051 -1.884 .060
성별 -.008 .048 -.002 -.162 .872

※ *P<0.1 ; **P<0.05 ; ***P<0.01

  회귀모형2는 분배적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직전년도 평가결과, 최
근 3년 결과 평균, 참여기회, 소명기회, 경영목표 연계, 핵심업무 위주 지
표설정, 달성 난이도의 형평성, 평가자에 대한 신뢰, 평가결과에 대한 기
대일치, 평가제도의 비복잡성, 점진적 제도도입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
형이다. 직급, 직군, 근속년수, 평가군, 학력, 연령, 성별은 통제변수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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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수정된 R제곱 값은 .649로 약 65%의 설명력
을 보이고 있으며 이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모형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F값은 189.837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5% 유의수준에서 독립변수 중 최소 하나 이상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별 회귀계수의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회귀모형1에서는 
기각하지 못하였던 평가결과에서 최근 3년 평가결과가 유의확률 .025로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였고, 분배적 공정성 인식과는 정(+)의 상관관계
가 있음이 판단된다. 
  과정 요인에서는 회귀모형1과 마찬가지로 참여기회만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소명기회는 5% 유의수준에서 기
각하지 못하였다. 
  측정지표 요인에서는 비전/경영목표와의 연계성, 핵심업무 위주의 지표
설정, 달성난이도의 형평성까지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와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
인되었다. 
  평가자/피평가자 요인에서는 회귀모형1과 같이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 정도가 모두 유의확률 .000으로 5% 유의수준
에서 기각하였다. 
  상황변수에서도 회귀모형1과 동일하게 점진적 제도도입이 유의확률 
.000으로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고, 평가제도의 비복잡성은 기각하지 못
함이 확인되었다.
  평가군별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가 가장 높은 평가군은 지역본부군이며, 가장 낮은 평가군은 건설처
군과 기타군으로 지역본부군 대비 각각 0.115, 0.119만큼 낮게 나타났고,  
본사군과 특수사업소군은 지역본부군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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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군별 평가 공정성 인식 차이 분석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내부성과평가제도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영향요
인 분석 외에도 다른 하나의 가설인 경쟁환경에 따라 내부조직 성과평가
제도의 공정성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K공사는 본사에서 주관하는 내부성과평가제도의 기본적인 틀 하에 조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나뉘어진 평가군에 따라 계량/비계량 비중, 평가별 배
점, 평가방법, 경쟁강도 등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설6인 ‘평가군에 따라 평가 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
정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법(One Way ANOVA 분석법)을 사용하여 
5% 유의수준의 양측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가군을 본사군, 
지역본부군, 건설처군, 특수사업소군, 기타군의 5개 평가군으로 분류하였
고,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H6-1) : μ1-1 = μ2-1 = μ3-1 = μ4-1 = μ5-1
귀무가설(H6-2) : μ1-2 = μ2-2 = μ3-2 = μ4-2 = μ5-2

※ H6-1 : 절차적 공정성 인식
  H6-2 : 분배적 공정성 인식

<표4-13>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분산분석

평가군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F값 유의

확률
본사 145 3.1862 1.01541 .08433

1.897 .108

지역본부 1,753 2.9786 1.04561 .02497
건설처 99 2.9293 1.14734 .11531

특수사업소 132 3.1098 1.01574 .08841
기타 16 3.1563 1.01191 .25298
총계 2,145 2.9998 1.04733 .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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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4> 분배적 공정성에 대한 분산분석

평가군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F값 유의

확률
본사 145 3.0103 1.00255 .08326

1.319 .260

지역본부 1,753 2.9672 1.03212 .02465
건설처 99 2.8131 1.11251 .11181

특수사업소 132 3.0985 .98353 .08561
기타 16 3.1875 0.96393 .24098
총계 2,145 2.9727 1.03092 .02226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본사군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건설처군의 평균값
이 가장 낮다. ‘분배적 공정성 인식’은 기타군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건설
처군의 평균값이 가장 낮다. 공통적으로 건설처군의 평가 공정성 인식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평균점수의 분산분석 결과,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F값 1.897, 유의확
률 .108로 「귀무가설(H6-1) : μ1-1 = μ2-1 = μ3-1 = μ4-1 = μ5-1」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평가군의 유형에 따라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 마찬가지로 F값 1.319, 유의확률 .260로 「귀무
가설(H6-2) : μ1-2 = μ2-2 = μ3-2 = μ4-2 = μ5-2」을 기각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평가군의 유형에 따라 분배적 공정성 인식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3 가설 검정결과 요약
  다음 [표4-15]는 상기에서 설정한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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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5> 연구가설 검증결과 요약

연  구  가  설 연구가설
채택여부

1-1-1 소속 조직의 직전년도 평가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
식도는 높을 것이다. 기각

1-1-2 소속 조직의 직전년도 평가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
식도는 높을 것이다. 기각

1-2-1 소속 조직의 최근 3년 평가결과 등급 평균이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
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1-2-2 소속 조직의 최근 3년 평가결과 등급 평균이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
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2-1 평가 참여기회의 정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
이다. 채택

2-2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기회 정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
는 높을 것이다. 기각

2-3 평가 참여기회의 정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
이다. 채택

2-4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기회 정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
는 높을 것이다. 기각

3-1 측정지표가 비전/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3-2 측정지표의 핵심업무 중시 정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
는 높을 것이다. 채택

3-3 측정지표의 달성난이도 형평성이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3-4 측정지표가 비전/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3-5 측정지표의 핵심업무 중시 정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
는 높을 것이다. 채택

3-6 측정지표의 달성난이도 형평성이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4-1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
이다. 채택

4-2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절차적 공
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4-3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
이다. 채택

4-4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분배적 공
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5-1 평가제도의 복잡성이 낮을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
다. 기각

5-2 평가제도가 점진적으로 도입될수록 절차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5-3 평가제도의 복잡성이 낮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
다. 기각

5-4 평가제도가 점진적으로 도입될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6-1 평가군에 따라 절차적 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6-2 평가군에 따라 분배적 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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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구성원들의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도
가 낮을 경우 성과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사 차원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성과평가제도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내부조직 성과평가의 공정성 인식’을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분
배적 공정성 인식‘으로 구분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내부조직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평가
결과, 과정, 측정지표, 평가자/피평가자, 상황요인의 5가지 관점으로 구성
하여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평가결과 요인으로는 직전년도 평가결과, 최
근 3년 평가결과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과정 요인은 평가 참여기회,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기회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측정지표 요인으로는 
비전/경영목표와의 연계성, 핵심업무 위주의 지표 설정, 측정지표의 달성
난이도 형평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평가자/피평가자 요인은 평가
자에 대한 신뢰도,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일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황 요인은 평가제도의 비복잡성, 평가제도의 점진적 도입 정
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평가군별 공정성 인식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평가군을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직급, 직군, 근속년수, 평가군, 학력, 연령, 성별을 선정하
고, 이 변수들의 통계적 차이를 제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K공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 자료와 2014
년부터 2016년까지의 내부조직 평가결과 자료를 데이터로 활용하였고, 평
가결과는 각 조직의 연도별 내부조직 평가결과를 추출하여 설문조사에 회
신한 응답자의 소속조직을 기반으로 설문응답 데이터와 매칭 하였다.
  위와 같이 설정한 모형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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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설(1) ‘소속 조직의 평가결과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
이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직전년도 평가결과’는 절
차적 공정성 인식과 분배적 공정성 인식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없었다. 반면, ‘최근 3년 평가결과’는 10% 유의수준에서 ‘절차적 
공정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분배적 공정성 인식’에는 5% 유
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근의 
평가결과 한번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누적된 평가결과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해의 평가결과는 조직마다 처해있는 대·내외적 성과 달성 여건, 
조직의 역량, 조직의 통제 불가능 이슈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그 결과 
또한 조직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3년 동안의 누적된 평가결
과, 특히 하위등급의 평가결과를 받은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하위등급으로 
인해 사기저하와 업무추진동력 감소, 조직 활력 저하 및 상대적 박탈감 확
대 등과 함께 내부조직 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타 
조직과 동일 선상의 경쟁이 아닌 현재의 평가제도가 본인들 조직에 불리
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면서 공정성 인식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반대
로, 누적으로 상위등급의 평가결과를 받은 구성원들은 본인들의 노력과 역
량에 의해 상위등급을 달성하였고 그 결과가 잘 반영되었다고 인식할 것
이다. 그들은 현 평가제도에 대한 불만이 없고, 평가제도의 공정성 인식도 
또한 높을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직전년도 평가결과’는 공정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최근 3년 평가결과’는 공정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가설(2) ‘조직평가 상의 과정 요인이 높을수록 평가 공정성 인식
도는 높을 것이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과정 요소 중 ‘참여기회’는 
5% 유의수준에서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분배적 공정성 인식에 모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명기회’는 두 종속변수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참여기회’와 ‘소명기회’는 
여러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어
져 왔기 때문에 ‘참여기회’에 대한 가설이 채택된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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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였지만, ‘소명기회’에 대한 가설이 기각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보면 K공사는 구성원들의 평가제도 참여를 위
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소명기회 또는 이의제기는 소수의 
제도만 운영되고 있고 구성원이 표면적으로 느낄 수 없는 제도이다. K공
사는 매년 말부터 내부조직 평가편람이 완성되기 전까지 전 사업소를 대
상으로 2~3회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개최 전 모든 조직과 평가지
표 담당자로부터 평가제도 및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을 취합하고 공
청회를 통해 전 사업소가 함께 논의하여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평가편람이 완성된 후에도 성과관리시스템을 통
하여 상시로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다. 평가결과가 나온 후에는 
평가주관부서에서 최하등급 사업소를 방문하여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의
견을 수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및 
참여의 기회가 많다고 인식하고, 이를 통해 공정성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기회’의 가설이 채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소명기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낮은 이유는 K공사의 평가 변별 구조에서 찾을 수 있
다. K공사는 계량지표의 변별력이 낮고, 비계량지표의 변별력이 높다. 특
히 경영진이 평가하는 비계량지표의 변별력이 가장 높은데 이는 소명기회 
또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지표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평가제도 및 평가결
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계량실적에 한하며 단순한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계산상의 착오 등의 내용에 한정된다. K공사의 평
가제도 특성으로 인해 ‘소명기회’에 대한 가설이 기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가설(3) ‘조직평가 상의 측정지표 요인이 높을수록 평가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측정지표 요소인 ‘비전
/경영목표와의 연계성’, ‘핵심업무 중심의 지표 설정’, ‘달성난이도의 형평
성’ 모두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분배적 공정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
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과평가의 시작은 전사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연계하여 핵심업무 위주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피평가 조직 간 달성난이
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성과평가의 시
작부터 방향이 틀어지면 운영과정이 공정할지라도 조직 구성원들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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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식도는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측정지표 요인이 공정성 인식에 유
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가설(4) ‘조직평가 상의 평가자/피평가자 요인이 높을수록 평가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평가자/피평가자 
요인은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와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기대일치’로 
5% 유의수준에서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분배적 공정성 인식에 모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요인들 중 평가자/피평가자 요인
의 회귀계수와 유의확률은 타 요인들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에 
따르면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와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기대일치’는 
평가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앞서 살펴본 K공사의 평가 변별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K공사
는 비계량지표 변별력이 높아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평가제도의 공
정성 인식은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가결과에 대한 피
평가자의 기대일치’ 또한 평가 대상자가 달성한 성과를 평가자가 제대로 인
정하고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 일치도가 높을수록 평가제
도가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관련 가설이 채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가설(5) ‘조직평가 상의 상황 요인은 평가 공정성 인식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상황 요인 중 ‘평가제
도의 비복잡성’을 독립변수로 ‘평가제도의 복잡성이 낮을수록 절차적 공정
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 ‘평가제도의 복잡성이 낮을수록 분배적 공정성 
인식도는 높을 것이다.’의 가설(5-1)과 가설(5-3)을 세웠는데 모두 기각되
었다. 이는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체계 하에서는 성과를 측정하
고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곧 평가결과의 수용성 저하
와 함께 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도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기
술적 통계를 살펴보면 구성원들은 K공사의 평가제도가 복잡하다고 인식했
다. 하지만, 그로 인해 평가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한 것은 아니었
다. 조동수(2009)의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K공사에서 ‘평가제도의 비복잡
성’은 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가제도의 점진적 도입’은 두 종속변수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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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제도의 점진적 도입’은 회귀계수와 유
의확률도 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가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앞서 살펴본 ‘참
여기회’와 관련이 있다. K공사에서는 신규 평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
기 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치고, 예고지표 
제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K공
사 구성원들은 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이 향상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평
가제도의 점진적 도입’의 가설이 채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평가군별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의 차
이를 알아보고자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절차적 공정성 인
식과 분배적 공정성 인식 모두 평가군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평가군에 따른 평가체계의 미세한 이질성 보다 K공
사의 기본적인 평가제도의 틀이 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더 큰 영
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이 매년 동
일한 평가군에 한정되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동으로 평가군별 다
양한 이동을 하여 근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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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도 개선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가 공기업의 내부조직 성과평가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달성한 성과를 명확히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평가결과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
능력/성과의 질 대비 평가결과와 기대점수의 일치 정도는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신의 
노력과 능력 및 달성한 성과에 대한 기대수준과 일치된 평가결과를 얻었
을 때 공정성 인식도도 같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변별력이 확보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성과측
정이 가능한 계량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설정된 계량지표의 운영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소속 조직이 달성한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기대수준
에 대한 기준점이 없는 무조건적인 기대가 아닌 소속 조직이 달성한 성과
를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기대수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기
준에 의한 기대점수와 일치된 평가결과를 받았을 때 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도도 높아질 것이다. 
  추가로, 비계량평가 시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비계량 
평가자가 개인적 이해관계, 직제, 조직의 규모 등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
이 아닌 평가대상 조직의 업무와 관련된 폭넓은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
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대상 조직이 달성한 성과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평가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평가자의 평가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평가제도 수립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과정 요인과 상황 요인의 가설검증 결과를 통
해 참여기회와 점진적 제도 도입이 평가의 공정성 인식에 중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절
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해 구성원들이 그런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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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
단해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마련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평가주관부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커뮤
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매해 성과평가제도를 수
립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평가의 기준과 의미, 평가결과가 미치는 영
향, 제도 도입 및 개선의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 절차 마련, 다방면의 전문가 검토 등의 방법을 활
용하여 점진적으로 도입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결과 요인의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의 공정성 인식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의 상·하위 고착화 현상을 해소해야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성과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성과 부진의 원인 및 평가제도에 대한 불만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성과의 원인이 해당 조직의 내부적인 문제라면 성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고, 원인이 평가군 및 업무특성 
등 성과평가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 조직마다 다른 업무특징이 있고 내부 역량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명목 하에 이 조직들을 같은 링 안에서 경쟁을 하게 한다면 
공정한 평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은 성과
평가제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측정지표 요인의 검증 결과를 통해 평가지표의 도출과 설계 방법
을 재정립해야 한다. 평가지표 설정 시 전사의 비전, 경영목표 및 전략과 
연계하고, 단순 관리·통제성 지표는 과감하게 폐지하여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 부여 시 전사 목표의 단순 배분 또는 전년대비 일
정비율 일괄 상향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연도의 경영환경과 여건 등을 반
영하고 조직별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부여하는 등의 노력이 필
요하다. 또한 기존 지표에 대해 지표의 설정 목적과 목표달성의 적정성 여
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표의 존속 또는 철회를 제도화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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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공기업의 성공적인 성과평가제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려한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K공사라는 1개 공기업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공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공기업마다 조직의 성격, 환경, 구
성, 규모, 성과평가제도, 평가등급 체계 등이 다르므로 K공사 1개의 사례
만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를 전체 공기업에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K공사는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표적인 공기업이며, 다양한 
분야의 본사 조직 및 전국 단위의 사업소 조직 등을 갖추고 있어 일정 수
준의 대표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K공사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응답자
에 대한 태도와 성실성을 통제할 수 없어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
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간과 지면의 제약 상 한정된 질문으로 개념을 
측정했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
서는 심층 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측정방법을 동시에 활용한다면 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내부조직 성과평가제도의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 조직헌신 등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 등
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도출해 낸다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요인의 역
할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변
수를 동시에 측정하여 인과관계를 밝힌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결과 적
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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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Justice 
of Organizational Evaluation

- With a focus on Intern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

Ko, Sun-ho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justice perception of 
intern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When the organizational members of 
public corporations have high perception of justice in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 and process, And to improve the 
justice of the intern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that it will lead to the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for the purpose.
  For the empirical study, I selected K Corporation, Korea 's 
representative public corporation, which was the first to 
introduce the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in 2016, and 
conducted an online survey for all employees. As a resul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NOVA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data from 2,145 respondents.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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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into 'the reception of procedural justice' and 'the 
reception of distributive justice'. Independent variables were 
analyzed by organizational evaluation result, process factor, 
measurement index factor, evaluator / evaluated organization 
factor, contextual factor, evaluation group.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previous year and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last 3 years were used as the variables 
of the organization evaluation. The factors of measurement index 
were variables of connection with vision / management goals, 
indicators of core work, and equity of achievement difficulty. 
Evaluator / evaluated organization factors were trust of evaluator 
and expectation of evaluated organization.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re will be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justice 
perception of the intern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according to the evaluation group, the evaluation group is 
defined as the dummy variable ANOVA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gression model was established using other variables such 
as rank, job title, years of service, academic background, age, 
and gender.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justice in intern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the results of previous years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dependent variables. On the other 
hand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last 3 years affect 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opinion convergence, 
vision cascading, confidence in evaluator, expectation agreement 
with evaluation result, and introduction of gradual system were 
significant factors in both procedural justice and distributed 
justice perception (P <0.01). And it was confirm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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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core business-oriented indicators and equity of 
achievement difficulty were significant factors in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 (P<0.05), and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ptions 
of justice in distributive justice (P <0.01). Finally, according to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justice in the internal organ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 
according to the evaluation group, there was no difference in 
justice perception according to the evaluation group.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e following institutional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onsensus of 
the evaluated organization about the accomplishment and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predictable evaluation result.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so that 
opinions of the members can be fully reflec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gradually 
apply the system through various review process. Third,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henomenon of upper and lower fixation 
of evaluation result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low performance 
organization, listen to their opinions, understand the cause of 
poor performance and complaints about evaluation system, and if 
the cause of low performance is internal problem, If the cause is 
a structural problem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uch 
as the evaluation group and the job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and the procedure. Fourth, 
when establishing the evaluation index, it is necessary to boldly 
abolish the simple management and control indicators in 
connection with the company's vision, management goals and 
strategies, and rehabilitate the core business.
  The main purpose of the evaluation is to objectivel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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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members and to identify the 
necessary items to improve the management and to use them to 
correct them. It is important to ensure justice through effective 
operation such as procedures for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and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
Keywords : Justice of organizational evaluation, 

Internal organizational evaluation, 
evaluation result,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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