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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관리체계가 발전해왔

으며, 2010년 정부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성과연봉제를 권고한 이후 대

부분의 공공기관은 간부직원에 한해 도입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2016년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 결과 공정

성 인식의 차이에 따라 확대 도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대 입장의

가장 큰 이유는 공공부문 특성상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이 곤란하

다는 점이다. 성과연봉제의 임금 격차는 결국 공공기관 내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조직구성원의 수용성이 무엇

보다도 중요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는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관리 수용성의 문제를 연구주제로 설정하고 크게

세 가지의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에서 성과관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

중심으로 제도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고, 그 요인들

이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결과가 조직구성원의 조

직 몰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셋째,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인식 결과가 조직구성원의 조직 몰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관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행연구를 근

거로 설정하였는데, 제도 특성요인으로 지표 구성, 평가과정 및 절차, 성

과관리시스템 항목으로, 개인 특성요인으로 교육훈련, 성과관리 과정 참

여정도, 혁신의지 등 개인 인식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성과

관리 수용성을 매개로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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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수용성은 제도 만족도, 필요성, 경영효율 향상 기여도, 결과

공정성로 구성하였으며, 조직 몰입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서적, 지속

적, 규범적 몰입으로 구성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한국남동발전(주)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고, 배포된 30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237부(79%)에 대해 통계프

로그램 SPSS 22.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타당도 분석, 상과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과 성과관리 수용성과의 관계에서는

제도 특성 및 개인 특성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수준이 성과관리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지표 구성 항목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나 조직구성원은 평가지표 설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과 조직 몰입과의 관계에서는 평가과

정 및 절차, 성과관리시스템, 개인 인식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관계가 있었다.

셋째,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수준이 조직 몰입과의 관계에서는 영향관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구성원이 성과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결과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면 조직 몰입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성과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및 개

인 특성 요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성

과관리 수용성 인식수준과 조직 몰입과의 관계에서 평가과정 및 절차,

성과관리시스템 변수가 채택되었다는 점을 볼 때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수용성, 조직 몰입 수준에

대한 한국남동발전(주)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근무 연수가 짧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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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직급이 낮을수록, 본사보다는 사업소에 근무할수록 긍정적인 인식수

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대상 집단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관리 수용성을

확보함에 있어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낮은 집단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관리 관련 의사소통, 참여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주요어 : 성과관리, 성과관리 수용성, 공공기관, 조직 몰입

학 번 : 2016-2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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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980년대부터 유행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이하

NPM이라 한다)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복지국가의 정당성 또는 큰 정부의 경쟁력에 대한 회의에서 기

반을 두어 시작되었다. NPM의 주요 논리는 ‘공공부문의 규모를 줄이는

것’과 ‘남아 있는 부분에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흐름

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NPM은 기업과 유사한 관리 또는 평가에 초점을 맞춘 자율적인 관리

기술의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의 민영화, 경쟁의 도입 등의 프로그램으로

도입되거나,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한 관리로서 정부의 변화에 도움이 된

후 결과적으로 NPM에 의한 성과평가는 공공부문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

한 수단으로 강력하게 강조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

도 시행부터 시작하여 성과관리체계가 발전해왔고, 2010년 정부는 능력

과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의미하는 성과연봉제를 권고하고 대부분의 공

공기관들은 간부직원에 한해 도입하게 된다. 이후 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통해 적용 대상을 비간부직까지 확

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 성과연봉 비중 확대

및 차등 적용 등을 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제시안 권고안에 대해 도입을

시도하려는 회사 측과 임금 격차의 확대를 두려워하는 노동조합간 노사

갈등도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거부하는

입장의 주된 논리는 공공부문에 있어 성과급제가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과, 공공부문의 업무 특성상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

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그로 인한 수용성이 낮은 경우 시행이 어

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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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과연봉제의 임금 격차는 결국 공공기관 내부 성과평가의 결과

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성과평가결과는 승진, 이동에도 영향

을 주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이후에는 보수제도와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도입 이후에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적용에 있어 조직 내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거

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 보다는 개인별 보수 차등에 더 관심을 가

지게 된다. 이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평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

고 조직의 성과 및 평가에 대해 극단의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러

한 성과관리의 수용성의 문제는 조직 전체의 성과적 효율에 대해서도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조직의 경우, 구성원들이 보수 차등

결과를 공정하게 수용함으로써 향후 더 높은 성과급을 받고자 하는 유인

이 될 수 있지만, 수용성이 낮은 경우 소속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

지거나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관리 수용성의 문제

를 연구주제로 설정하고 크게 세 가지의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성과관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중 제도요인

에 대한 분석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표 구성, 평가과정 및 절차,

성과관리(정보)시스템 활용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요인들이 한국남동발전

(주) 직원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수용성 인식 정도에 통계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성과관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중 개인요인

에 대한 분석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훈련, 참여정도, 개인인식

으로 구분으로 각 세부요인들의 영향여부도 연구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이러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수용성 인식결과가 조직유효

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변수 중 하나인 조직 몰입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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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범위

이 논문의 주된 대상인 성과관리, 수용성, 조직 몰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한국남동발전(주)의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성을 중심으로 한다.

2011년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 한국남동발전(주)은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실적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개인 및 조직별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성과평가 및

위임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를 합산 개인

등급을 산출하게 되고 직급별로 보수 지급에 있어 차등 적용하게 된다.

특히,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인 3직급 이상 직원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

른 차등 폭이 총 연봉에서 약 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및

조직몰입에 있어서도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성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직원 영역의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부 구성

원이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은 제도 확대 적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

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남동발전(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초통계,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수립된 가설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성과관리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추출된 요인들의 성과관리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실

증 분석하여 공공기관 성과관리 및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위한 성과관

리 수용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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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성과관리

1. 성과관리의 개념

성과(Performance)는 이루어낸 결실, 얼마나 성공적으로 행동, 과업,

조치 등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개념이고, 관리(Management)는 일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요소들을 적절히 결합해

그 운영을 지도, 조정하는 기능 또는 그 작용을 의미한다. 성과관리는 3

개의 상호의존성이 있는 활동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임무, 전략

목표에 대하여 주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적절한 수준의 합의 도출, 성

과를 증명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측정시스템의 개

발, 사업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데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성과관리에 대한 정의는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다양한 학

자들이 개념적 정의를 도출하였다. M Armstrong&A Baron(1998)은 조

직구성원들의 업무성과 개선과 팀-개인 역량을 개발하는 전략적이면서

도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정의한바 있으며, 고영선 외(2004)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하며, 사업을 시행하고, 목표했던 산출

과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 시키는 과정,

윤수재 외(2008)에서는 성과측정과 성과주의 예산, 직무성과계약, 성과급

보수 등 성과가 포함된 모든 행정관리제도로 넓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이석환(2014)은 미래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직의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과적

수단들을 설계, 이들 간의 관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정확한 정보를 생

산해 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성과관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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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혁신의 핵심수단, 성과를 개선, 제고, 증진하도록 통제, 점검하는 일

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정의들 속에서 공통적이고 핵심적

인 내용은 조직의 성과목표 달성 위한 것, 성과목표는 개인과 조직업무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가능한 것, 목표설정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가 담겨져 있어야 하고, 목표설정, 지표개발, 성과측정, 환류 등 여러 체

계들이 포함되어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 개념

OECD(1995)
성과계획→성과측정→성과평가의 단계를 통한 성과의

체계적 관리

M Armstrong &

A Baron(1998)

조직구성원들의 업무성과 개선과 팀-개인 역량을 개

발하는 전략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접근

A Rashid(1999)
성과를 모니터링 및 평가, 이를 시스템으로 환류 함으

로써 성과격차를 감소시키는 일련의 학습 및 과정

C.Politt(2001)

협의 : 인사관리의 개념

광의 : 공공부문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 이를 조

직과 개인단위의 구체적 성과목표로 변화시키는 과정

고영선 외

(2004)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하며, 사

업을 시행하고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되었는지

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 시키는 과정

M Armstrong

(2006)

개인과 팀의 성과를 진전시킴으로써 조직성과를 개선

하기 위한 체계적 과정

M Holzer

(2004)

모든 조직에 있어 장기적 목표와 성과 측정방법 및

성과지표를 개발, 성과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

윤수재 외(2008)
성과측정과 성과주의예산, 직무성과계약, 성과급 보수

등 성과가 포함된 모든 행정관리제도

이석환(2014)

미래 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조직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

양한 인과적 수단들을 설계, 이들 간의 관계를 정기적

으로 측정해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 내는 일련 과정

[표 1] 성과관리에 대한 학자들의 정리(윤수재 외 200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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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관리

1) 공공기관 성과의 개념

공공서비스의 직접 산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

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충적인 성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공기업의

설립 목표는 경제계획의 실현, 소득재분배 및 복지정책의 실현, 고용정책

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을 살펴볼 수 있다. 공공부문

의 성과는 질 높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효율성

(Efficiency) 및 효과성(Effectiveness), 조직의 부패와 부정의를 방지하는

과정상의 개방성(Openness) 및 공정성(Fairness),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

게 대처할 수 있는 견고성(Robustness) 및 탄력성(Resilience)을 어느 정

도로 갖추고 있는 가로 평가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관리의 특징

목표, 프로세스, 조직과의 상호 작용 등의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목표를 중심으로 가능한데, 투입부터

목표의 달성까지에 달하는 효과적인 업무추진과정을 바탕으로 달성한 업

무의 결과와 목적 달성의 수준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며(한종희

외, 2003), 공공부문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한편 이를 조직 전체

와 개개인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로 변환시키는 과정(Politt, 2002)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맞추어 목표를 효율성 및 효과성에 입각

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성과관리가

해당 조직의 목적을 포함해야 한다고 접근하고 있다(이 찬 외, 2010).

셋째,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를 조직 간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과관리를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를 이미 형성된

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

으로 바라본다(이세구, 2003).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다르게

공정성과 수익성이 포함된 공적 가치의 달성 정도, 즉 사업목표의 달성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유미년․박순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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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남동발전의 성과관리

1. 성과관리체계 발전과정

한국남동발전(주)의 성과관리체계의 변화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

로 구분할 수 있다(주형욱, 2015). 내부 요인은 2008년 BSC 시스템 도입

과 관련된 것이고 외부 요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구

조에서 2011년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1) BSC 도입 전(2008년 이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BSC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의 시기이다.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 2011년 이전까지 한국전력공사

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데, 한국전력공사 분사 이전에 적용되었던

성과관리제도가 거의 변화 없이 시행되었다. 특히, 한전사장과 계약된 사

장경영계약에 명시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사장 경영목표를 본사 및 사

업소의 지표에 반영함으로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2) BSC 도입기(2008～2010)

외부전문기관의 진단을 통해 2008년부터 BSC 시스템 기반의 성과관

리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성과관리체계를 비전, 전략과 평가지표간의 연

계하여 운영하고 성과관리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로서 지표를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으로 구분하여 균형

적 관점에서 성과평가를 시행하게 되었다(주형욱, 2015).

(3) 전략적 통합 성과관리제도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 이후, 성과중심의 지표관리를 하기 위해 정부

경영평가, 내부성과평가, 과제관리 등의 개별 성과관리제도를 BSC 시스

템과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는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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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통합 성과관리제도

(1) 목적

한국남동발전의 성과관리는 전략목표와 연계한 전사 성과가 종합적

으로 측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차기 전략이 수정될 수 있도록 정부경영평

가, 내부경영평가, 과제관리제도 등 개별 성과관리를 BSC 기반으로 최적

화 및 통합하여 각 평가제도의 실행력을 극대화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영목표 전략 달성을 위한 내부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림 2-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년도의 KPI Pool 작성부터 시작하여

준비도 평가-중간평가-잠정평가-최종 평가 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한국남동발전 성과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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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평가를 위한 평가, 성과급 배분 및 인사제도 활용을 위한 평가가 아

닌 고성과 촉진 및 창출은 물론, 성과 기여도가 높은 부서가 우수한 평

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최적화하며, 조직과 조직장의 평가를

이원화하는 ‘경영계약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책임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개별 성과관리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사 경영전략과 성과지표의 연계에 있어 회사 KPI를

Logic 모델을 활용하여 Input-Action-Output-Outcome의4단계로 KPI간

인과관계를 설정함으로서 KPI Pool를 구조화하고 있다. KPI는 정부경영

평가 KPI, 독립사업부 KPI, 전략 KPI, 고유 KPI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2] 전사전략과 성과지표 연계체계

(3) 평가의 구분

한국남동발전(주)에서의 평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에 의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부경영평가와 내부의 ‘경영평가 및 분석규정’

에 따라 시행하는 내부경영성과평가(이하, 내부성과평가)로 구분할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부성과평가의 지표체계, 평가방법, 결과 활용 부

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 10 -

3. 지표체계 및 구조

(1) 지표체계

한국남동발전(주)의 성과지표 체계는 Top-down 방식의 지표와 전

략, 경영평가 등과 연계한 사업소, 팀 단위의 고유 KPI로부터 연계된

Bottom-up 방식을 종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표의 구조는

Level 0(전사 수준의 우수성과 달성을 위한 Outcome 중심의 지표)로부

터 Level 3(개인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Input 중심의 지표)과 같

이 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분 내용

Level 0 Outcome(전사 수준) : 우수성과 달성을 위한 핵심지표

Level 1 Output(처․실 수준) : Outcome 달성을 위한 Output 지표

Level 2 Action(팀 수준) : Output을 창출하기 위한 Process 지표

Level 3 Input(개인 수준) : 성과 창출을 위한 Input 중심 지표

[표 2] 지표 수준의 구분

예를 들어, Capacity 확장을 위한 본업 강화는 발전회사로서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사 수준의 결과 지표라고 할 수 있

다. 이를 투입(전력수급계획 반영 노력), 활동(건설 공정률), 산출(발전설

비 건설 적정성) 등으로 구분하여 예하 조직에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지표 수준 구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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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 도출과정

정부경영평가 지표는 100% 평가지표화 하고 예비평가지표로 선정

된 소사, 전략 KPI를 검토하여 상호 중복 및 유사지표를 통합하여 운영

한다. 특히, 처(실) 및 사업소, 팀, KPI 도출시 전사 경영목표 및 해당

소속의 목표를 고려하여 도출하며 각 조직 및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따

라, 피평가 대상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조직별로 배분(Cascading)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정된 KPI Pool을 바탕으로 성과평가실무협의회에서 잠정안

을 도출하고,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전사 및 처(실) 및 사업소 KPI 적정성

평가와 환경변화 등에 따른 목표값 조정 등을 통해 확정안을 도출하게

된다. 팀 및 개인 KPI는 해당 소속의 상위자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

한다. 그리고 전사 수준의 지표를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배정하게

되는데 목표 달성 기여도에 따라 조직별 지표 가중치를 차등 적용(주관

: 120%, 운영 : 80%, 협업 : 50%) 하게 된다.

[그림 4] 지표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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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제도 운영

(1) 평가기구 운영

내부성과평가 기본방침 수립, 평가방법, 활용방안 수립 등을 담당하

는 성과평가위원회가 가장 최상위의 기구가 되며, 하위 조직으로 성과평

가실무위원회와 비계량 평가단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성과평가실무위

원회는 내부평가제도 개선방안 협의, 지표간 목표 설정 합의 등을 논의

하며, 비계량평가단은 평가과정 공정성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

문가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비계량지표를 평가하게 된다.

(2) 평가군 편성 및 평가방법

내부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군은 조직 규모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구분하고 있다. 평가군은 본사(기획처, 관리처 등)와 본부군(삼천포, 영흥

본부), 사업소군(분당, 영동, 여수, 신영흥, 사업기술처), 특수목적군(투자

전략팀, 안전품질실, 정보보안처)으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은 성과지표와

회사평가노력도, 경영진평가 등을 반영한다.

평가군 대상 대상조직 평가방법

본사 6 기획처, 관리처 등
성과지표(80)+회사평가노력+
경영진평가(10)

본부 8 삼천포, 영흥본부 등
성과지표(70)+회사평가노력+
경영진및본부장평가(20)

사업소
Ⅰ 3 분당, 영동, 여수화력

성과지표(80)+회사평가노력+
경영진평가(10)

Ⅱ 2 신영흥, 사업기술처

특수목적 3 투자전략, 정보보안 등 성과지표(70)+경영진평가(30)

[표 3] 평가군 구분과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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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결과의 활용

한국남동발전에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전적인 부분과 비

금전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다. 먼저 금전적인 부분은 성과

연봉제 운영과 연계하여 보수 차등과 우수부서 및 유공자 포상에 활용하

고 있으며, 비금전적인 부분은 인사평가와 연계, 우수 사례의 확산 및 피

드백을 통해 전사적인 경영성과의 지속적 향상 그리고 부진부서 및 저성

과자 관리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가. 보수 차등

평가 결과는 먼저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성과급 등 보수지급에 있어

차등을 하고 있다. 차등폭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인 3직급 이상 간부직

원과 4직급 이하 일반직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3직급 이상은 성과연봉

제 권고안 기준을 준수하여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직급별 2배 차등을

하고 있다. 일반직원은 소속 조직평가 등급을 활용하여 차등지급률을 결

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간부직원은 매년 정부경영평가를 통해 정

해진 회사 성과급 지급률(a)에 고성과자(S)는 계수 1.33를 가산하고, 저

성과자(D)는 0.67만큼 반영하여 지급률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 회

사 성과급 지급률이 200%일 경우 S등급은 266%, D등급은 133%를 지급

받게 된다. 반면 일반직원은 정부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차등폭을

100%에서 200%까지 차등 적용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간부직원 일반직원

[표 4] 직급별 차등지급률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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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성과등급 결정

성과급 지급을 위한 개인등급 결정은 조직평가 결과와 위임평가 결

과 및 개인업적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직 및 개인업적

평가 반영비율을 직급별로 차등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상위직급

자일수록 소속 조직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직급별

반영비율은 [표 2-4]와 같다.

기준항목
직위별 반영비율

처장 팀장 차장 직원
조직평가

(처[실] 및 사업소)
100 45 40 100

위임평가
(팀 단위)

- 25 20 -

개인업적평가
(조직장 평가)

(100) 30 40 -

합 계 100 100 100 100

[표 5] 개인성과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반영비율

개인성과등급은 직위별 평가항목 득점 합계의 고득점자 순으로 5등급

배분하는데, S등급은 상위 10%, A등급은 다음 20%, B등급은 다음 40%,

C등급은 다음 20%, D등급은 다음 10%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다. 인사평가 연계

조직평가와 인사평가 연계로서 인사평가의 업적평가 항목에 성과평가

항목을 직급별로 차등화하여 반영하고 있다.

구 분
직위별 반영비율

처장 팀장 차장

업적
평가

조직평가결과
처평가 70 12 5

팀평가 - 30 15

개인업적KPI평가 - 18 30

소계 70 60 50

역량평가 30 40 50

[표 6] 직위별 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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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관리 수용성 제고 노력

한국남동발전에서는 전략적 통합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수

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각 부문별로 시행하고 있다. 평가

체계, 지표 및 목표 설정,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이의신청제도

운영, 결과 활용 측면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체계

평가방법에 있어 특정시점(연 1회)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도

-중간-잠정-최종평가로 이루지는 상시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과정에 대

한 지속적인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표 난이도 평가에 있어 외

부위원이 참가하거나, 본사 및 사업소 평가단이 교차 평가함으로서 수용

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2) 지표 및 목표 설정

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정성은 결과 수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

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표 배정 및 평가항목의 적정성, 득점산식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목표 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10% 이상 초과 달성)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성과관리시스템 활용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적시적인 성과의 측정, 성과정보 제

공, 그리고 적절한 피드백 시행을 위해 경영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성과관

리시스템(u-BSC)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직원 대상 전사 경영정보의 공개, 조직별 성과 평가 및

피드백 부분 반영, 평가방법 및 지표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별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달성수준을 점검

할 수 있게 되어 미달지표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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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절차 운영

성과관리 제도 개선, 지표 조정, 평가결과 등에 관한 이의신청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총괄부서는 평가결과 확정 전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여 잠정평가결과를 평가대상 부서에 공개함으로서 결과에 대한 수용

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 상의 중대한 오류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재심제도를 두어 오류를 방지하고 있다.

[그림 5] 이의신청제도 프로세스

(5) 결과활용 및 보상

성과평가 결과를 보수 차등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이원화시킴으로써

특정 평가결과가 중복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기본연봉 차등은 인사평가결과를 100% 활용하지만 성과연봉 차등은

조직평가결과를 합산함으로써 조직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차등에만 적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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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성과관리 수용성

1. 성과관리 수용성의 개념

수용성(Acceptance)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으로부터 사물을 받아

들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도나 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Duncan(1981)에 의하면 외형적인 행동변화 뿐 아니라 내면적 가치체계

및 태도가 변화된 상태를 말한다. 이석환 외(2010)의 연구에서는 수용성

을 무언가를 받아들이려는 자발적인 의지라고 정의하거나, 정주용(2008)

은 정책수용성이란 개념을 정책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구본장 외(2004), 남창우 외(2008)의 연구에서는 제도의 수용성

을 제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아 학

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과

관리 수용성은 “성과관리의 도입이나 운영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받아들

이려는 자발적인 의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성과관리의 목표인 효율성,

성과향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높아야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관리 수용성은 성과관리의 필요성, 효과성, 생

산성 향상, 제도의 활용에 대해 구성원들의 인식을 측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2. 성과관리 수용성의 중요성

본 연구는 성과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수록 성과관리제

도 운영이 더 성공적일 수 있고, 결과를 활용한 성과연봉제 등 보수제도

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성과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

발한다.

성과관리제도는 결국 구성원들 본인의 승진, 성과급과 직접적인 연관

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성과 함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

로 도출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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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수용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면 성과관리의 질

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석환, 2006; Lee, 2008, 이석환, 2010

재인용).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표의 설계부터

평가군 설정, 평가방법 등 전반에 걸쳐 구성원이 타당하게 인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를 놓고 그 과실(인센티브 성과

급, 승진 등)이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어지고 있다고 구성원이 인

식할 수 있어야 한다(이석환, 2006).

특히, 공공기관은 일반직원 대상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 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이고,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이 성과평가결과

의 공정성, 객관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성과관

리 수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성과관리 수용성의 영향요인

성과관리 수용성의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요인과 정책자

체의 특성요인, 정책결정 및 집행요인, 정책수용 주체(조직원) 요인, 시스

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임현준 외, 2011). 먼저 법․제도적 요인은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규칙을 받아들일 때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논리에

서 기초할 수 있다. 즉,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규칙에 대해 신뢰가 확보

되면 제도의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자체의 특성요인은

비용, 목적, 신뢰성 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정책결정 및 집행요인으로

는 리더십, 민주성, 집행능력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국경복 외(2007)

의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도출과정 등 구성원의 참여가 수용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에 의한 것도 포함 된다.

정책수용 주체(조직원) 요인으로는 강황선 외(2004)의 연구에서 평가제

도의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구성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인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임현준 외, 2011). 시스템 요인으로는 조

직의 지원수준이 높으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형성시켜 수용성을 높인

다는 것인데 황성원(2007)은 성과관리 수용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보시스템 사용 편의성, 교육기회 등 시스템 지원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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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조직 몰입

1. 조직 몰입의 개념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하

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조직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적 태도로서 자신

이 소속하고 있는 조직을 개인이 얼마나 동일시하며, 그 조직에 얼마나

헌신하고자 하는 정도, 즉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가지는 애착의

정도(Grusky, 1966)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떤 조직에 몰입한 개인은 그 곳에서 계속 근무할 의도를 가지게 되

고, 고용조직을 위해 보통 이상의 노력을 경주하며, 고용조직의 요구를

잘 수행하게 된다(Porter & Steers, 1982).

연구자 조직 몰입 정의

Kanter

(1968)

․ 개인이 구성원으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시스템에 그들의 에너지와 충성심을 바치려는 의지

Mowday,

Steers&Porter

(1979)

․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동일시

․ 조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충성심

․ 조직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사

․ 조직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욕구

Buchanan

(1974)

․ 개인이 조직체의 가치관과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동일시 하는 것

Scholl

(1981)

․ 소속감, 적절한 역할 수행, 혁신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를 이끄는 잠재적인 힘

Weiner

(1982)

․ 조직의 목표 달성 측면에서 행동하기 위한

내면화된 규범적 압력의 총체

Allen&Meyer

(1990)

․ 정서적 몰입:조직에 대한 감정적인 밀착

․ 지속적 몰입:조직구성원으로서 경제적 가치 인식

․ 규범적 몰입:도적적 또는 윤리적 이유에 따른 의무감

[표 7] 조직 몰입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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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몰입은 몰입을 유도하는 동인에 따라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구

분되는데, 유형에 따라 몰입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기준이

타산적 몰입, 행위적 몰입, 태도적 몰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먼저 타산

적 몰입(Calculative OC)은 Becker(1960)의 “Side-Bet Theory"에 기초한

것으로서 조직몰입은 고용 조직에 관련된 보상과 비용의 함수 관계로 존

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고용과 관련된 보상과 매몰비용의 이해

타산에 따라 개인이 고용조직에 몰입한다는 개념인데, 개인이 고용조직

으로부터 혜택과 보상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조직에 몰입(Willingness

to leave)하게 된다. 즉, 개인이 고용 조직에 시간적, 물질적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 조직으로부터 이탈하게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행위적 몰입(Behavioral OC)은 조직 구성원의 표시된 행위적

특성들을 조직몰입의 동인으로 이해하는 이론으로서 조직과의 공언된 약

속을 통해 결정적으로 몰입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분명한 행위나 의

사를 표시할 때 그 행위나 의사표시가 번복 불가능할 때, 그 행위나 표

시가 상당한 정도로 공공성을 가지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태도적(정서적) 몰입(Attitudinal or affective OC)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조직 몰입 개념으로서 개인이 고용 조직의 목적과 가치

를 동일화하고 내재화 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애착을 의미한다. 조직

의 목적과 가치를 의식적으로 수용한 구성원은 직무만족을 동반하거나

조직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업무수행에 적극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태도적 조직 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Nowday,

Steers, Porter 등이 1979년에 고안한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구분방식으로는 Allen & Meyer가 고안한 척도는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한 것이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

한 만족감, 충성심 등을 통한 심리적 애착을 의미하며, 지속적 몰입은 타

산적 몰입과 유사하며, 규범적 몰입은 의무감이나 책임과 관련이 있는데,

도덕적 의무감, 책임감 등 조직을 위한 희생정신 때문에 조직이 부여한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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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연구학자

타산적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고용 조직에 관련

된 보상과 비용의 함수 관계

로 존재한다.

Becker(1960), Sheldon

(1971), Allen&Meyer(1984)

행위적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행위로 표시된 행

태적 특성의 분명성, 대체불가

능성, 번복 불가능성 등의 결

과로 존재한다.

Salancik(1977), O'Reilly&

Caldwell(1981), Kline&Pet

ers(1991)

태도적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

직의 목표와 가치를 판별하고

그들을 동일화시켜 내재화하

여 발생하는 것이다.

Porter et al.(1974), Mow

day et al.(1982), Welsch&

Lavan(1981), Mottaz(1988),

Glisson&Durick(1988), Ma

thieu&hamel(1989), Balfou

r&Wechsler(1991)

[표 8] 조직 몰입의 구분[(Reichers, 1985 : 468)의 재구성]

2. 조직 몰입 영향요인

조직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속성 변수, 인력관리 변수,

조직구조 변수, 직무/역할구조 변수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개인

속성 변수로는 연령, 교육, 성별 등이 대표적이다. 연령은 조직에 대해

시간적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즉, 구성원의 연령이 많을수록 조직에

애착이 많아져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

체 직업의 선택 가능성이 많아 몰입 확률을 떨어뜨리게 된다. 교육수준

이 높으면 직무에 관한 지식이 많거나 직무에 대해 내재적 성향을 개발

시킬 능력을 더 보유하게 되어 몰입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성

별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조직에 더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

지배적 가설이었으나,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이 가설의

신뢰성도 없어지고 있다.

인력관리변수로는 사회적 인정감, 평가의 공정성 등을 들 수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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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인정감은 공직이 사회로부터 높은 인정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은 신

바람이 나서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몰입은 더 커진다는 개념이고, 평

가의 공정성은 업무수행 결과가 엄정하고 공평하게 평가되면 될수록 개

인의 조직에 대한 몰입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조직구조 변수로는 집권화, 혁신성 등을 들 수 있다. 집권화는 의사결

정의 집권화를 많이 경험한 개인은 고용조직에 참여감을 느끼지 못해 이

탈할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며, 혁신성은 업무 수행방법이나 혁신적

인 조직은 변화에 민감하고 개인의 개혁적 제안이나 요구에 잘 반응하므

로 개인은 고용조직에 참여감을 갖게 되어 몰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직무/역할구조 변수는 직무만족, 일상성, 자기개발성 등을 들 수 있다.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직무만족 보다 조직몰입이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므로 직무에 만족한 개인은 고용조

직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상성은 직무가 일상적인 경우 개인은

단조롭고 지루한 느낌을 받게 되어 몰입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자

기개발성은 직무가 자기의 잠재적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몰입의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구분 세부변수

개인속성 연령, 교육수준, 성별, 근무지, 타 조직 근무경험 등

인력관리
사회적 인정감, 평가의 공정성, 교육훈련 실시여건,

보수수준

조직구조 집권화, 혁신성, 조직문화, 근무환경, 지방이전 여부 등

직무/역할구조 직무만족, 일상성, 자기개발성, 역할모호성

[표 9] 조직 몰입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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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선행연구 검토

1.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성과관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

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왔다. 국경복․목진

휴․이석환(2007)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성과관리시스템의 수용성,

효과성에 대해 성과지도와 비전, 전략, 성과목표, 지표연계성등과의 관계

를 살펴보고 있다. 황성원․최진식․김승언(2008)의 연구에서는 독립변

수를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을 설정하고 수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2-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임현준 외(2011)의 연구에서는 영향요

인을 법제도적, 정책결정 집행, 정책수용 주체, 정책 자체, 시스템 요인으

로 구분하고 있는 등 많은 연구에서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을 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남창우 외, 2008, 김훈, 2011, 김진욱, 2012, 송주희 2016).

한국남동발전과 같은 공공기관 성과관리 수용도 대상 연구는 2010년

대부터 시작되었는데, BSC 제도 도입과 평가결과를 보수제도에 활용하

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평가제도 요인을 평가지표, 평가제도 운영, 인

사․보상체계 연계성으로 구분하고 성과관리 또는 성과평가 수용성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백성춘, 2013, 최해동, 2015).

또한, 최수혁(2012), 허필성(2016)의 연구에서는 평가제도 요인과 더불

어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보수 차등결과를 독립변수 중의 하나로 성과관

리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과 수용성과의 관계만을 연구

하는 것에 그치고 수용성이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는 김종술 외(2010)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조폐

공사의 성과관리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구성요소의 인식정도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수용성의 인식정도는 직무

만족돠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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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수용성 영향요인

국경복․

목진휴․이석환

(2009)

․성과지도

․비전-전략-성과목표-지표연계성

임현준․김성종

(2011)

․법제도적 요인 : 합법성, 공정성, 보상성

․정책결정 집행요인 : 신뢰성, 민주성, 집행능력

․정책수용 주체요인 : 주체의 인식, 결과만족도

․정책 자체요인 : 비용, 목적, 정책신뢰성

․시스템 요인 : 평가구조, 시스템운영, 교육홍보

강영철

(2008)

․조직구조 : 자율성, 공식성, 복잡성

․조직문화 : 계층, 집단, 합리, 발전

․의사소통 : 성과중심

․평가지표 : 유용성

․리더십 : 인식, 관심정도

김진욱

(2011)

․조직요인 : 성과지표, 성과관리시스템, 전담조직

․개인요인 : 교육, 참여

남창우․이명숙

(2008)

․환경적 측면 : 리더십, 정보시스템 지원

․개인적 측면 : 직무충실, 참여, 수행능력

․구성적 측면 : 지표구성, 조직구성

김훈(2011)

․제도적 측면 : BSC 적정성, 지표 난이도 등

․개인적 측면 : 인사보상공정성, 교육 기회 등

․조직문화 측면 : 경쟁과 평가, 제도 공감 문화 등

․성과평가제도 효과성 측면 : 업무 개선, 실적 향상

최관섭․박천오

(2014)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평가자의 평가태도

․성과평가 참여

․성과평가 결과 활용

송주희(2016)

․지표설정요인 : 조직 기본이념, 지표 적절성 등

․조직환경요인 : 내부요인, 외부요인

․개인인식요인 : 제도 친숙도, 혁신의지

․집행관리요인 : BSC 운영 적정성, 보상 연계성

[표 10]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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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수용성와 조직 몰입과의 관계

성과관리 수용성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많지 않다. 남창우․이명숙(2008)의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BSC 수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BSC 수용성 영

향요인 중 교육, 직무충실, 지표 구성이 BSC 수용성을 매개로 하여 조직

성과에 대해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김종술․김인동(2013)의 한국조폐공사의 성과관리의 구성요소 인

식정도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수용성의 인식정도

는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반면

황성원․최진식․김성원(2008)의 연구에서는 조직 몰입은 성과관리의 수

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가설인 조

직몰입이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과 달

리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SC 기반의 성과관리제도가 민

간 및 외국에서 도입된 취지가 궁극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성과향상과 발

전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과 수용성 인식

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결과

남창우 외

(2008)
BSC 수용성

조직성과

(가치일체감)
직접, 매개효과(+)

윤수재 외

(2009)

성과관리시스템

(계획,집행,평가,환류)
조직몰입

성과관리계획요인(+)

성과관리환류요인(+)

황성원 외

(2008)
조직몰입

성과관리

수용성
조직몰입(-)

김종술 외

(2013)

성과관리 구성요소

(수용,타당,신뢰,실용)
조직몰입 성과관리 수용성(+)

[표 11]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과 조직몰입간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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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관리 수용성 선행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관리 수용성

에 대한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BSC제도의 운영과정에

서의 수용성에 대한 것이다. 국경복 외(2007)의 연구에서는 정부 중앙기

관인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과 효과성에 대한 관

계를 살펴본 바 있고, 황성원 외(2008)는 정부 중앙부처 중 기상청 등 8

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이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남창우 외(2008)는 영향요인을 환경적, 개

인적, 구성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인 특성에 대한 요인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을 특성별로 구분하

여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데, 임현준

(2011)은 영향요인을 법제도적 요인, 정책결정 집행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김진욱(2011)은 조직요인과 개인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고,

최관섭 외(2014), 송주희(2016)의 연구에서는 지표설정요인, 조직환경요

인, 개인인식요인, 집행관리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

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훈(2011)의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

과관리제도 순응도를 구분하여 평가방안 공정 인식, 평가의 공정성, 성과

관리시스템 만족도, 성과제도의 효과성 측면 등으로 상세하게 살펴보기

도 했다.

최근에는 최관섭 외(2014)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수용성 영향요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별․직급별․연령별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남녀 간, 직급 간, 그리고 연령별로 수용성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밝혀내기도 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BSC 제도 운영에

관한 수용성에 대한 것이므로 결과 활용 부문에 대한 관련성은 다소 작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도입에 따른 효과성, 조직 적합도, 제도 지

속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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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기업 대상 연구로는 내부 성과평가 만족도 설문을 기초로 성

과평가 영향요인과 수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수혁(2012)의 연구에서는 내부성과평가제도 수용도의 개념을 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과 제도의 경영효율성 제고 기여도 인식으로 구분하

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금전적 경쟁환경과 비금전적 경쟁 환경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백성춘(2013)은 평가구성체계의 적합성, 평가지표의 합리성,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등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제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평가구성체계의 적합성은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지표의 합리성은 영향이 없는 것으

로,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은 수용성과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해동(2015)은 성과관리시스템의 설계와 활용, 구성원의 공공서비스

동기(PSM)가 구성원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연구하여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성과관리시

스템 설계, 활용요인은 수용성과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공공기관 구성

원의 공공서비스 동기요인이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과 부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됨으로서 시스템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 시스템 설계와 활용이 수용성간의

관계에서 공기업 유형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검증에서는 시장형

공기업이 시장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기관 보다 시스템 수용성이 높

을 것이라는 가설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허필성(2016)은 내부 성과평가결과 수용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위

하여 내부평가 개인별 지급률, 평가지표의 합리성 인식, 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인식, 인사․보상체계와의 연계성 인식을 선정하고 분석하였는데.

인사․보상체계의 연계성 인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에서 수용도와 유

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내부 성과평가 지급률

이 수용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저지급률을 받는 소외된 인력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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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우 성과관리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영향요인을 평가체계, 지표적 요인, 환경적 요인, 결과 활

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과 활용에 대한

부분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과평가 결과를 보

수 차등에 활용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용성 영향요인과 성과관리 수용도와

의 관계를 밝히는데 집중하였다면, 수용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같은

조직유효성과의 관련 연구 사례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김

종술 외(2013)의 한국조폐공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과관리제도 구

성요소의 인식정도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힘을 통해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

서 종업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 시

교육, 의견 수렴 등의 제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결과

최수혁

(2012)

금전적 경쟁환경

비금전적 경쟁환경

내부성과

평가수용도

성과와 보상 연계성(+)

평가지표 설계 합리성(+)

평가군 구성 적정성(+)

백성춘

(2013)

평가구성체계 적합성

평가지표 합리성

평가제도 합리성

평가결과 활용 적정

내부성과

평가수용성

평가구성체계 적합성(+)

평가지표 합리성(X)

평가제도 운영 합리성(+)

평가결과 활용 적정성(+)

최해동

(2015)

성과관리시스템 설계

성과관리시스템 활용

공공서비스 동기

성과관리

시스템

수용성

성과관리시스템 설계(+)

성과관리시스템 활용(+)

공공서비스 동기(X)

허필성

(2016)

개인 지급률(내부)

평가지표 합리성

평가제도 합리성

인사보상체계 연계성

내부성과

평가결과

수용도

개인 지급률 내부(+)

평가지표 합리성(+)

평가제도 합리성(+)

인사보상체계 연계성(X)

[표 12] 공기업에서의 성과관리 수용성 선행연구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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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내용을 통해, 공공기관

의 성과관리 시행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선행변수의

추출과 이러한 성과관리의 수용성이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즉, 성과관리의 수용성이 조직 몰입 수준

을 향상시키는 매개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도

요

인

지표구성
-지표구성 적절성

-전략 연관성 등
→
H2

조직 몰입
평가과정 및 절차

-평가방법 합리성

-평가절차 투명성

→
H1

성과관리 수용성

→
H3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만족도, 필요성

-경영효율 향상

기여도

-결과 공정성

-결과 활용의

동의 정도

성과관리(정보)시스템
-활용 편의성

-정보 적시성, 실용성

개

인

요

인

교육훈련
-교육방법 적정성

-교육내용 유용성
참여정도

-지표 개발과정 참여

-개발과정 대안제시 →
H2

개인인식
-혁신 필요성 인식

-의사소통 수준 인식

통제변수 직급, 직군, 근무년수, 근무지, 근무형태, 성과관리 업무 경험 여부

[표 13] 연구모형



- 30 -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의 가설은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

으로서,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을 제도와 개인요인으로 구분하여 설

정하였다. 첫 번째로 제도 요인으로는 지표구성, 평가과정 및 절차, 성과

관리(정보)시스템이며, 두 번째는 개인 요인으로 교육훈련, 참여정도, 개

인인식 수준별로 성과관리 수용성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나아가 성과관리의 수용성 수준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수준이 조직 몰입

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수용성 인식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을 설정하고자 한다.

1)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과 수용성과의 관계

성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본 연구는

영향요인을 제도 및 개인요인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제도 요인은 지표 구성은 지표구성 적절성, 전략과의 연관성 등을 설

정하였고, 평가과정 및 절차는 평가방법 합리성, 평가절차 투명성을 설정

하였다. 성과관리(정보)시스템은 시스템 활용 편의성, 제공 정보의 적시

성, 실용성 등을 설정하였다.

개인 요인으로는 교육훈련으로 교육방법 적정성, 교육내용 유용성을

설정하였고, 참여정도로는 지표 개발과정에 참여와 개발과정 대안 제시

도를 설정하였다. 개인인식 수준으로는 혁신 필요성과 성과관리 관련 의

사소통 수준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결과가 성과관리

제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지표 구성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성과관리 수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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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가과정 및 절차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성과관리

수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1-3 성과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성과관리

수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1-4 교육훈련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성과관리 수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1-5 참여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성과관리 수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1-6 개인인식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성과관리 수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과 조직 몰입과의 관계

제도를 수용하는 조직 구성원들은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

고,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제도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유효성, 효과성과 관련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성

과관리에 대한 수용성 인식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도 성립할 수 있을 것

이다(류도암, 2012)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이 조직유효성 중 조직 몰입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Yousef(2000)

는 조직 몰입이 조직변화 수용성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혀내

거나, Guest(1992)는 몰입한 종업원은 몰입하지 못한 종업원보다 조직변

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황성

원․최진식․김승언(2008)은 조직 몰입과 직무몰입이 성과관리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직 몰입은 성과관리의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몰입은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김종술․김인동(2013)

에서는 성과관리의 구성요소의 인식정도가 직무만족 및 조직 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성의 인식정도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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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과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혀낸 바 있다. 성과관리

수용성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조직유

효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

하는 접근과 조직유효성을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하여 조직유효성이 영

향을 미치는 종속변수를 탐색하는 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직유효성 중 조직 몰입을 종속변수로 성과관리의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결과가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몰입에 미치

는 영향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2.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결과가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지표 구성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2-2. 평가과정 및 절차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2-3. 성과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2-4. 교육훈련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2-5 참여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2-6 개인인식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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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수용성, 조직 몰입과의 관계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이 성과관리 수용성에 미치는 관계에 관한

가설과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이 조직 몰입과의 관계를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근거로 하여, 영향요인들이 수용성을 매개로

하여 조직유효성이나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

면, 류도암(2012)은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이 수용성을 매개로 한 경

로분석에서 지표의 유용성, 지표의 민주성이 직간접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김종술․김인동(2012)의 연구

에서는 성과관리 인식 정도 요소(수용성, 타당성, 신뢰성, 실용성) 중 수

용성의 인식정도는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연

구결과를 밝혀낸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성과관리의 수용성 영향요인들

이 성과관리의 수용성을 매개로 하여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가

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3.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은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성 인식은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은 수용성 인식을 매개로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1.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은 수용성 인식을 매개로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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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증연구의 설계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선정한 제도

요인(지표구성, 평가방법 및 절차, 성과관리시스템) 및 개인 요인(교육훈

련, 참여정도, 개인인식)으로 나누어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다음

과 같이 하였다.

구분 하위변수 세부분석내용 출처 및 근거

제도

요인

지표 구성

지표구성의 적절성

지표 비중 구성

전략과 미션 연관성

목표수준의 적절성

Lipe&Salterio(2000)

이석환(2005),김진욱

(2012), 류도암(2012),

송주희(2016)

평가과정 및

절차

평가 방법의 합리성

평가 절차의 투명성

최형섭(2009), 이석환․

조주연(2010), 류도암

(2012)

성과관리(정보)

시스템 활용

시스템 활용의 편의성

제공 정보의 적시성

제공 정보의 실용성

하미승(2004), 이성원

(2004), 남창우(2008), 김

한창․황성원(2008), 김

진욱(2012)

개인

요인

교육훈련
교육 방법의 적정성

교육 내용의 유용성

송신근(2005) 이석환

(2006), 김진욱(2012),

송주희(2016)

참여정도
지표 개발과정 참여

개발과정에 대안 제시

Eccles(1991), 이석환

(2005), 박해육 외

(2006), 하미승(2007),

김진욱(2012)

개인인식
혁신 필요성 인식

의사소통 수준 인식

김훈(2010), 임현준․김

성종(2010), 송주희(2016)

[표 14]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변수 측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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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수용성

성과관리 운영 결과는 승진, 이동과 같은 인사관리의 기준이 되거나

성과연봉제를 통한 임금차등을 가져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성과관리의

수용성 인식수준은 인사, 보상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되면 성과관리 전반은 물

론 다른 부분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성과관리의 수용성은 조직구성원이 성과관리를 받

아들이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민영․박

성민(2010)의 연구에서는 수용성을 성과평가제도관리, 성과평가제도결과,

성과평가지표로 세분화해서 정의하기도 하고, 김진욱(2012)은 BSC 수용

성을 효과성 인지정도, 필요성 지지정도, 변화 인지정도, 성과평가 및 보

상 활용에 대한 동의정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의 수용성을 제도 만족도, 필요성, 경

영효율 향상 이해도, 결과 공정성, 보상제도에의 활용 등의 하위변수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구분 하위변수 세부분석내용 출처 및 근거

성과

관리

수용

성

제도 만족도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만족도 수준

Duncan(1981), 안재호

(2007), 임현준․김성종

(2010), 류도암(2012),

김진욱(2012), 송주희

(2016) 등

제도 필요성
성과관리 제도 필요성

의 지지정도

경영효율

향상 기여도

경영효율,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수준

결과 공정성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

성 인식 수준

결과 활용의

동의정도

평가결과의 보상체계

활용 여부

[표 15] 성과관리 수용성 변수 측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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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몰입

성과관리 수용성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는 ‘조직 몰입’을 설정하였

는데, 조직 몰입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일반적으로 Mowday, Steers

& Porter(1979)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와

Allen & Meyer(1990)가 개발한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

Mowday의 척도는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정서적 반영으로 조직에

대한 동일시, 충성심 및 애착심과 같은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조직

몰입을 태도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 관점은 다른 태도 변

수들과의 관계를 검증하고 연구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조형제, 2013).

그리고 Allen & Meyer가 개발한 척도는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되어 있다. 총 24개 문항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

으며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만족감, 충성심 등을 통한 심리적 애착

을 의미하며, 지속적 몰입은 자신이 현재 속한 조직에서 받는 혜택이 크

기 때문에 조직에 남아있고자 하는 계산적, 교환적 측면에서의 몰입을

의미한다(송성완, 2012). 규범적 몰입은 의무감이나 책임과 관련이 있는

데, 도적적 의무감, 책임감 등 조직을 위한 희생정신 때문에 조직이 부여

한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llen & Meyer(1993)가 개발한 척도를 공기업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하여 활용하고

자 한다. 정서적 몰입 항목으로는 애착감, 소속감 등에 대한 인식수준을,

지속적 몰입은 회사와의 교환관계에 대한 인식수준을, 규범적 몰입은 조

직 및 업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홍원기(2014), 허주(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다.



- 37 -

구분 세부분석내용

정서적

몰입

(4개 문항)

․나는 회사에 대해 정서적으로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나는 회사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회사에 대해 가족애를 느낀다.

․나는 현재 회사에서 정년까지 보내고 싶다.

지속적

몰입

(3개 문항)

․내가 회사를 옮긴다면 우리 회사에서 누리고 있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다.

․현재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 때문이다.

․현재 회사를 그만두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곤란해질 것이다.

규범적

몰입

(3개 문항)

․나는 회사에서의 업무수행을 통해 공익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낀다.

․나는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할 아무런 의무감도 느끼지 않는다.

․현재의 회사는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할 가치가 있다.

[표 16] 조직 몰입 변수 측정내용(허주, 2014)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는 설문지 응답방법을 이용하여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수

용성, 조직 몰입의 변수를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을 제도와 개인부분으로 구분

하여 측정하였으며, 성과관리 수용성은 7개 항목으로, 그리고 조직 몰입

은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인 항목은 직급,

근무지, 연령, 근속년수, 학력, 근무형태 등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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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설문번호 문항수 근거

성과

관리

수용성

영향

요인

제

도

지표 구성 1.1～8 8

Banker et al.(2004),

류도암(2012), 허찬무

(2013), 송주희(2016)

평가과정&절차 1.9～14 6
류도암(2012), 허찬무

(2013)

성과관리(정보)

시스템 활용
1.15～7 3

Olve et al.(2000),

남창우(2008) 등

개

인

교육훈련 2.1～4 4
Olve et al.(2000),

남창우(2008) 등

참여정도 2.5～7 3
Eccles(1991), Ander

son&Young(1999)

개인 인식 2.8～12 5

Anderson&Young(1

999),이석환(2005),류

도암(2012)

성과관리

수용성

만족도, 필요성,

경영효율 향상

기여도 등

3-1～7 7

Duncan(1981), Davis

(1989), 서정록(2005),

안재호(2007)

조직 몰입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

4-1～10 10

Allen&Meyer(1990),

윤수재․조태준(20

10), 홍원기(2014),

허주(2014)

인구통계
근무년수, 직급,

직군, 근무지 등
6 -

합계 - 52

[표 17] 설문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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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방법

설문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을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설문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분석의 방법은 상과관계 분석과 다

중회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 설문지 각 항목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하여 상관관계가 적은 변수는 제거했으며, 하위요인으로 추출된 변수들

의 신뢰성은 신뢰도 척도를 나타내는 Cronbach @값을 구해 활용하였다.

셋째, 변수들간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Person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넷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방법

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

의 [표 3-6]과 같다.

변수명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 특성 빈도분석

변수의 신뢰도 분석 Cronbach's @

변수의 타당성 분석 요인분석

집단간의 차이 검증 t-Test, ANOVA

전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

성과관리 수용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다중회귀 분석

[표 18] 연구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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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설문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남동발전(주)의 2직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직급 이하로 대상을 제한한

사유는 전체 직원 중 2직급 이상의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 이내로

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2직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인쇄물의 방식으로 본사 및 사업소별 성과관리 담당부서를

통해 총 300부가 배부되었으며, 2016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조사기간을 거쳐 237부가 응답지로 회수되어 73%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회수된 자료에 오류가 없고, 분석하기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설문지

전체인 237부를 분석을 위한 표본 데이터로 확정하였다.

2. 표본의 특징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재직년수로는 6～10년 근무자

(21.5%), 11～15년 근무자(21.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급은 대

부분이 3직급(34.6%)과 4직급(62.3%)이 응답했다. 직군으로는 성과관리

업무 특성상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직군인 사무직군(39.7%)과 발전기

계, 전기(40.1%)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근무지역으로는 본사(27.4%)와 사업소(72.6%)로 구분되었

으며, 근무형태로는 통상근무(92.8%)와 교대근무(7.2%)로 구성되었으나,

교대근무 업무 특성상 설문지 응답이 쉽지 않은 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관리 업무경험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있음(42.2%)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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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구분 및 분포는 다음 [표 4-1]과

같다.

구분 빈도(회) 백분율(%)

근무 연수

5년 이하 51 21.5

6～10년 52 21.9

11～15년 50 21.1

16～20년 26 11.0

21～25년 25 10.5

26～30년 27 11.4

31년 이상 6 2.5

직급

2직급 27 11.4

3직급 82 34.6

4직급 124 52.3

5직급 이하 4 1.7

직군

사무 94 39.7

발전기계 47 19.8

발전전기 48 20.3

화학 18 7.6

토목, 건축, ICT 28 11.8

기타 2 0.8

근무지
본사 65 27.4

사업소 172 72.6

근무형태
통상근무 220 92.8

교대근무 17 7.2

성과관리

업무경험

있음 100 42.2

없음 137 57.8

[표 19] 표본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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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전체

변수는 각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조직 몰입 중 일부 문항이 역코딩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의 방향으로 코딩된 데이터로 구성되었다. 전반적

으로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제도 특성은 3.86, 개

인 특성은 3.8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제도 특성 중에서는 지표 구

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았으며, 개인 특성 중에서는 혁신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과관리 수용성은 3.84로 나타났으며, 조직 몰입은 전반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범적 몰입 수준이 4.23으로, 정서적 몰입이

4.20, 지속적 몰입이 4.10으로 나타났다.

변수 하위요소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제도

특성

지표 구성 237 1.00 5.00 3.98 0.89

평가절차 237 1.67 5.00 3.89 0.82

성과관리
시스템

237 2.00 5.00 3.71 0.85

전체 237 1.72 5.00 3.86 0.77

개인

특성

교육훈련 237 1.00 5.00 3.81 0.91

참여정도 237 1.00 5.00 3.72 0.96

개인인식 237 2.00 5.00 4.01 0.75

전체 237 1.67 5.00 3.85 0.79

성과관리 수용성 237 1.40 5.00 3.84 0.90

조직

몰입

정서적 237 1.67 5.00 4.20 0.79

지속적 237 2.00 5.00 4.10 0.64

규범적 237 1.33 5.00 4.23 0.72

전체 237 2.00 5.00 4.17 0.62

[표 20] 변수의 기초통계량



- 43 -

제 3 절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1. 변수의 타당성 분석

1) 제도 특성의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해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

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

(varimax)을 채택하였다. 요인 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각 변수들은 요인적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또한 고유 값은 특정 요인에 적재된 모든 변수의 적재량을

제곱하여 합한 값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요인에 관련된 표준화된 분산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

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0이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0 이상, 요인적재치가 0.40 이상을 기준

으로 하였다.

<표 4-1>는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중 제도 특성에 대한 요인분

석 결과이다. 설명된 분산은 총 82.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제도 특

성에 대한 요인은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

출된 요인은 지표 구성, 평가과정 및 절차,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명명하였

다. 이 중 지표 특성에 대한 부분 중 A-5～A-8은 이론 구조에 맞지 않

게 적재되어 제거하였으며, 평가과정 및 절차에 대한 부분 중 B-5～B-6

에 대한 부분도 제거하였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모든

항목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표 특성은 8개 항목 중 최종적으로 4개 항목을 채택하

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은 3개 문항 모두를 채택하였고, 평가과정 및 절

차에 대한 부분은 6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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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구성 성과관리시스템 평가과정 공통성

A-3

A-2

A-1

A-4

.877

.836

.817

.691

.256

.298

.298

.371

.226

.316

.360

.372

.885

.888

.886

.753

C-2

C-3

C-1

.219

.331

.400

.887

.868

.750

.277

.192

.341

.839

.911

.899

B-1

B-2

B-3

B-4

.258

.345

.333

.445

.158

.331

.465

.445

.825

.794

.572

.547

.772

.860

.655

.695

Eigen-value 3.42 3.03 2.59

분산설명(%) 31.1 27.5 23.5

[표 21] 제도 특성의 요인분석 결과

2) 개인 특성의 요인분석 결과

다음으로 <표 4-2>는 개인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개인 특

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설명된 총 분산은 84.53%로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개인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의 이론구조와 동일하게 3개의 요인

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각각 교육훈련, 참여정도, 개인인식 수

준으로 명명하였고, 이 중 개인 인식 수준 요인 중 F-1은 이론구조에 맞

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였다.

개인 특성 중 교육훈련은 4개의 문항 중 최종적으로 4개의 문항을 모

두 채택하였으며, 참여 정도에 대한 부분은 3개 문항 전체를 채택하였고,

개인인식 수준 부분은 5개 문항 중 1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총 4개 문항

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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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교육훈련 개인인식 참여정도 공통성

D-3

D-2

D-1

D-4

.832

.830

.814

.790

.289

.295

.328

.370

.339

.352

.273

.334

.891

.901

.845

.873

F-3

F-5

F-4

F-2

.290

.356

.269

.304

.842

.780

.766

.669

.193

.274

.385

.406

.830

.810

.808

.705

E-2

E-1

E-3

.331

.392

.383

.395

.297

.330

.794

.793

.783

.896

.871

.868

Eigen-value 3.45 3.12 2.72

분산설명(%) 31.4 28.4 24.8

[표 22] 개인 특성의 요인분석 결과

3) 성과관리 수용성의 요인분석 결과

다음으로 <표 4-3>는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성

과관리 수용성이란 변수는 만족도, 필요성, 결과 공정성 등으로 설정했는

데 요인분석 결과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 성과관리 수용성 변수로 일원화

하였다. 요인분석의 Kaiser-Meyer-Olkin(KMO)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KMO

값이 0.90이상 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0.50 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

는 수치로 판단한다(송지준, 2012).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KMO 값이 0.913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에서 유의확률 0.000로 0.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과관리 수용성 관련 요인분석으로 묶인 변수들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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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몰입 요인분석 결과

다음으로 <표 4-3>는 조직 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KMO값

이 0.897이며 유의수준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형태로 나타났

다. 다만, 조직 몰입의 선행연구의 이론적 구조인 정서적, 규범적, 지속적

몰입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정서적 차원의 1개 문항(A-4)은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였다.

설명된 총 분산은 총 83.7%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조직 몰입은

선행 연구결과의 이론적 구조와 동일하게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정서적 몰입은 4개 문항 중 1개를 제거하고 3개 문항을 채택하였으며,

규범적 몰입은 3개 문항 모두 채택하였으며, 지속적 몰입의 3개 문항 중

1개 문항(A-9)은 역코딩처리를 하고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직 몰입

을 위해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항목 정서적 규범적 지속적 공통성

A-2

A-1

A-3

.866

.828

.811

.320

.385

.385

.253

.262

.241

.917

.902

.864

A-9

A-8

A-10

.311

.390

.487

.855

.809

.725

.203

.261

.232

.870

.875

.816

A-6

A-7

A-5

.189

.121

.354

.076

.383

.202

.850

.793

.753

.763

.791

.733

Eigen-value 2.75 2.50 2.27

분산설명(%) 30.6 27.8 25.2

[표 23] 조직 몰입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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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신뢰성 분석

신뢰성(Reliability)이란 한 대상에 대한 측정값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얻어지는가에 관한 것으로 비교 가능한 독립된 측정

방법에 의해 대상을 측정하는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서일, 2000). 또한 측정치의 시스템적, 일관적 분산에 관한 것으로 측

정치가 랜덤 오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료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보통 4가지 방법들이 사용된다. 첫째

검사-재검사법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로 동일한 대상을

시간을 달리하여 두 번 측정함으로써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복수양식법이다. 최대한 비슷한 두 가지 형태의 측정도구를 동일

한 표본에 차례대로 적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반분법으로

측정 도구를 임의의 반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두 개의 척도로 사용함

으로써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고려하는 것인데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

의 항목에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

로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내적일관성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이용하는데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성 있는 측

정도구로 간주한다(채서일, 2000).

본 연구에서는 설문 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별로 내

적일관성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측정항목에

서 측정문항의 신뢰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 특성 변수 중

평가과정 및 절차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 1개(B-1)는 본 문항 제외

시 크론바하 알파 계수가 높아지므로 측정문항에서 제외하였다. 개인 특

성 변수 중에서는 1개 문항(F-5)을 제외하고는 신뢰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문항을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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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특성의 신뢰성 분석

제도 특성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 값은 .950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지표 구성은 .939, 평가과정 및 절차는

.875, 성과관리시스템은 .93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표 구성에 관한 설

문 문항이 더 높은 신뢰성을 나타냈다.

구분 설문문항
Cronbach's Alpha

본 문항 제외 하위분류별 전체

지표 구성

A-1
A-2
A-3
A-4

.908

.910

.919

.934

.939

.950평가과정 및
절차

B-2
B-3
B-4

.806

.841

.821
.875

성과관리
시스템

C-1
C-2
C-3

.915

.902

.899
.935

[표 24] 제도 특성의 신뢰성 분석 결과

2) 개인 특성의 신뢰성 분석

개인 특성을 측정 문항의 크론바하 알파 값은 .953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는 교육훈련 측정 문항의 신뢰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 설문문항
Cronbach's Alpha

본 문항 제외 하위분류별 전체

교육훈련

D-1
D-2
D-3
D-4

.948

.929

.933

.937

.952

.953
참여정도

E-1
E-2
E-3

.904

.887

.906
.930

개인인식
F-2
F-3
F-4

.835

.772

.814
.862

[표 25] 개인 특성의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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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관리 수용성 신뢰성 분석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신뢰 분석결과 크론바하 알파 값은 .951로 높

게 나타났으며, 당초 측정하기 위한 문항 중 2개 문항(결과활용의 동의

정도)은 본 문항 제외 시 크론바하 알파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제외

하고 분석하였다. 세부항목 중에서는 결과 공정성 측정문항의 신뢰도 수

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항목 본 문항 제외 Cronbach's Alpha

제도만족도
제도필요성1
제도필요성2

경영효율 향상 기여
결과공정성

2-a-1
2-a-2
2-a-3
2-a-4
2-a-5

.940

.937

.938

.938

.942

.951

[표 26] 성과관리 수용성 신뢰성 분석 결과

4) 조직몰입 신뢰성 분석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신뢰 분석결과 크론바하 알파 값은 .927로 높

게 나타났으며, 세부항목 중에서는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

입 순으로 신뢰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결과 확정

된 9개 문항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분 설문문항
Cronbach's Alpha

본 문항 제외 하위분류별 전체

정서적 몰입
3-a-1
3-a-2
3-a-3

.908

.899

.943
.943

.927지속적 몰입
3-a-5
3-a-6
3-a-7

.747

.725

.787
.821

규범적 몰입
3-a-8
3-a-9
3-a-10

.849

.892

.883
.913

[표 27] 조직 몰입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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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개 이상의 변수

에 있어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

은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말한다(송지준, 2015). 상관관계의 정도는 보통

0에서 ±1 사이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낮아진다.

성과관리 수용성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하기 전

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

기 위해서 실시하고 만약 관련이 있다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측정한다.

독립변수인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매개변수인 성과관리 수용성,

종속변수인 조직몰입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결과를 [표

4-8]과 같이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

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상관계수는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과 성과관리 수용성과의 관계에서 구

체적으로는 전체 변수가 상관계수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수용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한 변수들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변수들과 비교할 때 개인특성 중 교육훈련 변수(.798)가 비

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과관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개인들에 대한 성과관리 관련 교육의 영향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성과관리 수용성과 종속변수로 설정한 조직 몰입과의 상관관계는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긴 하지만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보다는 다

소 낮게 나타났다. 다만, 성과관리 수용성과 지속적 몰입과의 관계(.452)

가 다른 조직 몰입 하위요소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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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몰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으며, 평가과정 및 절차(.567)와 혁신에 대한 개인인식수준(.567)이 비교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직과의 계약적인 몰입수준을 의미하는 지속적

몰입과의 관계에서도 혁신에 대한 개인인식수준(.505)이 높았으며, 규범

적 몰입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즉, 조직 몰입과의 상관관

계에 있어서는 성과관리 등 혁신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개인

의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구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 1

X2 .757** 1

X3 .692** .719** 1

X4 .718** .743** .714** 1

X5 .683** .735** .600** .759** 1

X6 .728** .769** .651** .706** .748** 1

X7 .783** .754** .732** .798** .734** .746** 1

X8 .461** .567** .504** .482** .514** .564** .415** 1

X9 .483** .455** .455** .452** .410** .505** .452** .571** 1

X10 .393** .516** .442** .431** .502** .562** .401** .769** .564** 1

[표 28] 변수 간 상관관계1)

1) X1 : 지표구성, X2 : 평가과정 및 절차, X3 : 성과관리시스템 활용,

X4 : 교육훈련, X5 : 참여정도, X6 : 개인인식, X7 : 성과관리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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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성과관리 수용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실증적 분석

1.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인식 분석

1) 제도 특성 요인 인식 분석

가. 지표구성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중 제도 특성에 대해서는 지표 구성, 평

가과정 및 절차, 성과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지표 구성에 있

어서는 회사의 업무 내용 반영 적절성과 업무내용 파악 용이성, 회사 비

전 및 중장기 경영목표 반영, 조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용이성으

로 측정하였다.

첫째, 지표의 업무 내용 반영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은 4.02

점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부정적 인식

의 빈도수는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둘째, 업무내용 파악 용이성에 대해서도 업무내용 파악에 대한 전반

적인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의 응답이 다

른 항목에 비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남동발전(주)의 구

성원들이 각 처(실) 및 사업소별로 도출된 지표를 통해 업무내용의 실질

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회사의 비전 및 중장기 경영목표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03)

넷째, 지표가 조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3.84) 이는 지표가 조직의 업무를 잘 반영하고, 파악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지만 지표를 통해 성과

를 측정하고 이를 성과연봉제 등 보수관리에 연동하는 데에 따른 피로감

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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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수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업무내용의
반영

전혀 그렇지 않다 7 3.0

4.02 0.99

그렇지 않다 12 5.1

보통 37 15.6

그렇다 94 39.7

매우 그렇다 87 36.7

합계 237 100

업무내용
파악 유용

전혀 그렇지 않다 3 2.1

4.03 0.94

그렇지 않다 25 3.0

보통 52 20.7

그렇다 85 38.0

매우 그렇다 72 36.3

합계 237 100

비전, 경영목표
반영

전혀 그렇지 않다 2 0.8

4.03 0.94

그렇지 않다 16 6.8

보통 40 16.9

그렇다 94 39.7

매우 그렇다 85 35.9

합계 237 100

객관적 성과
측정용이

전혀 그렇지 않다 3 1.3

3.84 1.02

그렇지 않다 25 10.5

보통 52 21.9

그렇다 85 35.9

매우 그렇다 72 30.4

합계 237 100

[표 29] 지표 구성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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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과정 및 절차 인식 분석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중 평과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지표별

득점산식의 지표 난이도 반영수준, 준비도-중간-잠정-최종으로 진행되는

평가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성과관리 절차상 조직구성원의 참여 용이도

로 측정하였다. 세부항목 중 평가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지표 난이도 반영수준 및 성과관리 절차상 조직구성원

참여 용이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낮았다.

구분 측정수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지표별 득점
산식의

지표 난이도
반영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3 1.3

3.83 0.91

그렇지 않다 15 6.3

보통 60 25.3

그렇다 101 42.6

매우 그렇다 58 24.5

합계 237 100

평가방법
(준비도-중간
-잠정-최종)
적절성

전혀 그렇지 않다 - -

4.01 0.88

그렇지 않다 12 5.1

보통 54 22.8

그렇다 91 38.4

매우 그렇다 80 33.8

합계 237 100

성과관리 절차
조직구성원
참여 용이도

전혀 그렇지 않다 - -

3.84 0.97

그렇지 않다 24 10.1

보통 63 26.6

그렇다 78 32.9

매우 그렇다 72 30.4

합계 237 100

[표 30] 평가과정 및 절차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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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관리시스템 활용

성과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해서는 한국남동발전(주)의 u-BSC시스템

의 효과적 구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는지,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효과성에 대해서는 평균이 3.72로서 제도 특성

중 다른 항목인 지표 특성, 평가과정 및 절차와 비교해 다소 낮게 나타

났으며, 성과관리시스템 제공 정보의 적시성, 업무 활용성도 비슷하게 나

타났다. 이는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

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측정수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효과성

전혀 그렇지 않다 3 1.3

3.72 0.92

그렇지 않다 19 8.0

보통 67 28.3

그렇다 100 42.2

매우 그렇다 48 20.3

합계 237 100

성과관리시스템
제공 정보의
적시성

전혀 그렇지 않다 - -

3.72 0.90

그렇지 않다 21 8.9

보통 75 31.6

그렇다 90 38.0

매우 그렇다 51 21.5

합계 237 100

성과관리시스템
제공 정보의
활용성

전혀 그렇지 않다 - -

3.70 0.92

그렇지 않다 24 10.1

보통 73 30.8

그렇다 90 38.0

매우 그렇다 50 21.1

합계 237 100

[표 31] 성과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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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특성 요인 인식 분석

가. 교육훈련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중 개인 특성에 대한 부분은 교육훈련,

참여정도, 개인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관리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은 교육 실시횟수의 적절성, 교육방법의 적절성, 관련 교육에 따른 제도

이해도, 교육 후 업무 수행 용이도로 측정되었다. 전체 평균은 3.81이며

성과관리 교육 이해도와 업무 수행 용이도는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교육 횟수 및 교육방법 적절성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구분 측정수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성과관리
관련 교육
실시횟수
적절성

전혀 그렇지 않다 6 2.5

3.70 1.05

그렇지 않다 26 11.0
보통 62 26.2
그렇다 82 34.6

매우 그렇다 61 25.7
합계 237 100

성과관리 관련
교육방법
적절성

전혀 그렇지 않다 2 0.8

3.79 0.98

그렇지 않다 24 10.1
보통 59 24.9
그렇다 89 37.6

매우 그렇다 63 26.6
합계 237 100

성과관리
교육 이해도

전혀 그렇지 않다 4 1.7

3.85 0.94

그렇지 않다 14 5.9
보통 58 24.5
그렇다 98 41.4

매우 그렇다 63 26.6
합계 237 100

업무수행
용이도

전혀 그렇지 않다 5 2.1

3.92 0.97

그렇지 않다 13 5.5
보통 51 21.5
그렇다 94 39.7

매우 그렇다 74 31.2
합계 237 100

[표 32] 성과관리 교육훈련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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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정도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중 개인의 참여정도에 대해서는 성과지

표 개발과정에 참여정도,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준, 지표 개발 및 목

표 설정 과정에서 대안 제시 여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성과관리 과정

상 참여 정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2로 나타났으며, 개발과정에 있어

의견 반영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대안 제시 부분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다른 영향요인에 비해 전체 평균은 다소 낮게 나타나 성과관리 과정

에서 조직구성원의 참여정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분 측정수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성과지표
개발과정
참여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9 3.8

3.72 1.05

그렇지 않다 18 7.6

보통 64 27.0

그렇다 85 35.9

매우 그렇다 61 25.7

합계 237 100

성과지표
개발과정

의견 반영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4 1.7

3.74 0.97

그렇지 않다 15 6.3

보통 80 33.8

그렇다 77 32.5

매우 그렇다 61 25.7

합계 237 100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설정
과정 대안제시

전혀 그렇지 않다 5 2.1

3.70 1.06

그렇지 않다 29 12.2

보통 60 25.3

그렇다 80 33.8

매우 그렇다 63 26.6

합계 237 100

[표 33] 참여정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 58 -

다. 개인인식

성과관리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인식수준은 성과지표와 본인

업무와의 관련성, 회사 성과향상을 위해서라면 변화와 혁신 필요성 인식

수준 그리고 성과관리 관련 부서 내 의사소통 활성화 수준에 대한 인식

으로 측정하였다. 개인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4.02로서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 중에서는 변화와 혁신 필요성 인식

수준은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성과지표와 본인업무 관련 수준과

의사소통 활성화 수준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구분 측정수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성과지표와
본인업무
관련성 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 -

3.98 0.88

그렇지 않다 15 6.3

보통 49 20.7

그렇다 100 42.2

매우 그렇다 73 30.8

합계 237 100

변화와
혁신 필요성
인식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 -

4.13 0.75

그렇지 않다 3 1.3

보통 44 18.6

그렇다 110 46.4

매우 그렇다 80 33.8

합계 237 100

성과관리 관련
의사소통
활성화 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4 1.7

3.94 0.93

그렇지 않다 9 3.8

보통 58 24.5

그렇다 93 39.2

매우 그렇다 73 30.8

합계 237 100

[표 34] 성과관리 개인인식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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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인식수준 차이 분석

1) 제도 특성에 대한 인식 차이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한국남동발전 조직구성원 집단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시 재직년수, 직급,

직군, 근무지, 근무형태, 응답자의 성과관리 업무 경험 유무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 근무지, 직군, 응답자의 성과관리 업무 경험 유무 변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마한 값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근무지의 경우에는 본사와 사업소로만 구분하여 조사하다보니 사

업소별 특성 구분이 어렵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군은 사

무, 발전기계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성과관리 업무 자체가 특정 직군 위

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 관련 없는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다. 응답자의 성과관리 업무 경험 유무는 기술직군 대부분이 성과관리

업무 경험 미보유로 분석을 위한 표본수가 충실하게 확보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제도 특성에 대한 근무 연수별 인식의 차이는 성과지표 부분과 평가

과정 및 절차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1～15년차를

제외하면 근무 연수가 높을수록 성과지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15년차 직원은 일반적으

로 간부직급에 진입하는 초기 시점 또는 일반직원으로서 현업에서 주도

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적용에 따른 부정적

인 인식이 다소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평가과정 및 절차항목도 16～20년차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근무 연

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21년차

이상 근무 연수를 가진 직원은 평균보다 높은 긍정적 인식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성과지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부서장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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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무 연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지표구성

5년 이하 3.01 1.00

2.278 0.037**

6～10년 3.85 0.91

11～15년 4.08 0.75

16～20년 3.95 0.96

21～25년 4.21 0.87

26～30년 4.25 0.78

31년 이상 4.54 0.53

합계 3.98 0.89

평가과정
및 절차

5년 이하 3.67 0.95

1.955 0.073*

6～10년 3.79 0.82

11～15년 3.92 0.66

16～20년 3.85 0.89

21～25년 4.21 0.79

26～30년 4.17 0.67

31년 이상 3.94 1.08

합계 3.89 0.83

성과관리
시스템
활용

5년 이하 3.56 0.96

1.323 0.248

6～10년 3.59 0.86

11～15년 3.80 0.72

16～20년 3.61 0.81

21～25년 3.89 0.90

26～30년 3.92 0.81

31년 이상 4.17 1.07

합계 3.71 0.86

[표 35] 제도 특성 요인에 대한 근무 연수별 인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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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직급으로 판단해보면 제도 특성의 모든 세부항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성과지표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직급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지표구성

2직급 이상 4.52 0.51

9.757 0.000***
3직급 4.24 0.64
4직급 3.67 0.99

5직급 이하 4.75 0.50
합계 3.98 0.89

평가과정
및 절차

2직급 이상 4.34 0.49

7.048 0.000***
3직급 4.06 0.66
4직급 3.66 0.91

5직급 이하 4.75 0.50
합계 3.89 0.83

성과관리
시스템
활용

2직급 이상 4.00 0.72

4.923 0.001***
3직급 3.87 0.76
4직급 3.51 0.90

5직급 이하 4.75 0.50
합계 3.71 0.86

[표 36] 제도 특성 요인에 대한 직급별 인식의 차이

다음으로 응답자의 근무지에 따른 인식 차이로는 본사가 사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대적

으로 본사 근무자가 경영평가 등 성과관리 업무 경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근무형태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지표구성
본사 4.23 0.56

7.227 0.008사업소 3.88 0.97
합계 3.98 0.89

평가과정
및 절차

본사 4.08 0.61
4.903 0.028사업소 3.82 0.88

합계 3.89 0.83
성과관리
시스템
활용

본사 3.87 0.68
2.840 0.093사업소 3.66 0.91

합계 3.71 0.86

[표 37] 제도 특성 요인에 대한 근무지별 인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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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특성에 대한 인식 차이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중 개인 특성에 관한 부분을 성과관리

교육훈련, 참여정도, 개인 인식 수준으로 측정했다. 교육훈련과 개인인식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연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분 근무 연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교육훈련

5년 이하 3.52 1.08

2.393 0.029**

6～10년 3.69 0.93

11～15년 3.94 0.73

16～20년 3.73 0.96

21～25년 4.16 0.82

26～30년 4.13 0.76

31년 이상 3.88 0.85

합계 3.82 0.92

참여정도

5년 이하 3.65 0.98

1.481 0.185

6～10년 3.51 0.99

11～15년 3.84 0.83

16～20년 3.52 1.20

21～25년 3.99 0.88

26～30년 4.00 0.85

31년 이상 3.72 0.88

합계 3.72 0.96

개인인식

5년 이하 3.84 0.79

1.971 0.071*

6～10년 3.99 0.76

11～15년 3.97 0.71

16～20년 3.88 0.96

21～25년 4.27 0.60

26～30년 4.32 0.61

31년 이상 4.22 0.58

합계 4.01 0.76

[표 38] 개인 특성 요인에 대한 근무 연수별 인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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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인식의 차이는 교육훈련, 참여정도, 개인인식 모든 항목에 있

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본수가 적어

서 의미가 다소 부족한 5직급 이하를 제외하면 직급이 높아질수록 긍정

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급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교육훈련

2직급 이상 4.30 0.57

5.575 0.000***
3직급 3.96 0.73
4직급 3.59 1.03

5직급 이하 4.75 0.50
합계 3.82 0.92

참여정도

2직급 이상 4.14 0.67

4.796 0.001***
3직급 0.78 0.86
4직급 1.07 0.96

5직급 이하 4.75 0.50
합계 3.72 0.96

개인인식

2직급 이상 4.40 0.51

5.008 0.001***
3직급 4.15 0.68
4직급 3.82 0.79

5직급 이하 4.50 0.50
합계 4.01 0.75

[표 39] 개인 특성 요인에 대한 직급별 인식의 차이

근무지별 인식의 차이는 교육훈련, 참여정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소에 비해 본사 근무자의 긍정

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근무형태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교육훈련
본사 4.09 0.64

7.839 0.006***사업소 3.71 0.99
합계 3.82 0.92

참여정도
본사 3.96 0.70

5.762 0.017**사업소 3.63 1.03
합계 3.72 0.96

개인인식
본사 4.12 0.68

1.920 0.167사업소 3.97 0.78
합계 4.01 0.76

[표 40] 개인 특성 요인에 대한 근무지별 인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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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관리 수용성과 조직 몰입에 관한 인식 분석

1)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인식 분석

가.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해서 한국남동발전(주)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3.85). 성과관리 수용성은 총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측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성과관리제도 만족도, 성과관리제도가

회사 성과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지, 성과관리 운영에서 오는 부담감

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 회사 경영효율을 가져오는 수준, 그리고 성과관

리 결과가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첫 번째로 성과관리제도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70% 이상이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 성과향상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75%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성과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필

요성 인식은 상당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분은 2010년

이전부터 소사장제도, 독립사업부제도 운영을 통해 각 처(실) 및 사업소

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정착

되면서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성과관리 운영 부담감 감수수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

이 68%에 해당되었으나 필요성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는 것을 감안해볼 때 보상 연계에 따른 피로감도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세 번째로 회사 경영효율 향상 기여 부분은 성과관리제도의 유용성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69% 이상 긍정적 인식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결과 공정성 확보 부분은 전체 평균(3.85)보다

낮은 수준(3.7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단위별 평가등급 부여

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공정성 확보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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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수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성과관리제도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 -

3.87 0.92

그렇지 않다 24 10.1

보통 47 19.8

그렇다 103 43.5

매우 그렇다 63 26.6

합계 237 100

성과관리제도
회사 성과향상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2 0.8

3.95 0.96

그렇지 않다 23 9.7

보통 34 14.3

그렇다 105 44.3

매우 그렇다 73 30.8

합계 237 100

성과관리 운영
부담감
감수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7 3.0

3.82 0.99

그렇지 않다 15 6.3

보통 53 22.4

그렇다 100 42.2

매우 그렇다 62 26.2

합계 237 100

회사 경영효율
향상 기여

전혀 그렇지 않다 7 3.0

3.88 1.01

그렇지 않다 14 5.9

보통 53 22.4

그렇다 90 38.0

매우 그렇다 73 30.8

합계 237 100

성과관리 결과
공정성 확보

전혀 그렇지 않다 8 3.4

3.73 1.06

그렇지 않다 23 9.7

보통 57 24.1

그렇다 86 36.3

매우 그렇다 63 26.6

합계 237 100

[표 41]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인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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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의 차이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해 집단별 인식의 차이는 근무 연수, 직급, 근

무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첫 번째로, 직급별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3.85)과 비교하여 16～20년차를 중심으로 하여 근무 연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높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근무 연수가 높아질수록 여러 부서

의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높

아진다고 판단된다.

구분 근무 연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과관리
수용성

5년 이하 3.52 1.09

3.288 0.004***

6～10년 3.73 0.86

11～15년 3.95 0.77

16～20년 3.70 0.97

21～25년 4.22 0.76

26～30년 4.24 0.64

31년 이상 4.10 0.84

합계 3.85 0.90

[표 42]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근무 연수별 인식의 차이

두 번째로, 직급별로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직급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

균(3.85)에 비해서 간부직원인 3직급 이상과 일반직원 4직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급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과관리
수용성

2직급 이상 4.36 0.97

8.026 0.000***

3직급 4.06 0.77

4직급 3.57 0.90

5직급 이하 4.75 0.50

합계 3.85 0.90

[표 43]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직급별 인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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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성과관리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항목에 대한

직급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4직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성과관리 결

과를 승진, 포상, 인사평가 등 인사제도와 연계시키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3.57)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3.42)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 성

과관리에 의한 결과를 인사관리, 성과연봉제 등 보수제도에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근무지별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본사에서 근무할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3.85)에 비해 본사 근무자는 상당히 높은 수준(4.17)이었으며, 사업

소 근무자는 비교적 낮은 수준(3.7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

는 본사에서는 정부경영평가, 내부평가 등 성과관리 관련 업무를 경험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관련 제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지

만 교대근무, 기술부서 위주의 사업소 근무자는 상대적으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구분 근무형태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과관리
수용성

본사 4.17 0.59

12.039 0.001***사업소 3.72 0.97

합계 3.85 0.90

[표 44]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근무지별 인식의 차이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업무 경험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면 성과관리

관련 업무를 경험할수록 수용성 인식 수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근무형태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과관리
수용성

관련경험 有 4.09 0.80

12.547 0.045**관련경험 無 3.67 0.94

합계 3.85 0.90

[표 45]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관련업무경험 유무별 인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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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몰입에 대한 인식 분석

가. 조직 몰입 인식

조직 몰입 인식 수준은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수

준을 측정할 수 있는 9개 문항을 사용했다. 정서적 몰입의 경우 회사에

대한 정서적 애착, 강한 소속감 여부, 회사에 대한 가족애를 느끼는 정도

로 측정했으며, 지속적 몰입의 경우 회사 이직시 예상가능한 근로조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소득인지 여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곤란도이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

을 통해 자긍심을 느끼는 정도와 회사 근무에 대한 의무감 여부, 현재의

회사는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할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를 느끼는 정도이

다. 조직 몰입 인식 수준의 전체 평균(4.18)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회사와 직원의 교환관계로서 파악하는 지속적 몰입은 평균보다 낮게 측

정되었으며, 정서적, 규범적 몰입은 평균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

음을 나타낸다.

구분 세부항목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몰입

정서적 애착 4.20 0.83

회사에 대한 소속감 4.27 0.81

회사에 대한 가족감 4.14 0.87

소계 4.21 0.79

지속적 몰입

이직시 근로조건 하락 4.17 0.75

퇴사 못하는 이유(소득) 3.98 0.76

퇴사시 곤란성 4.15 0.76

소계 4.10 0.65

규범적 몰입

업무관련 자긍심 4.17 0.78

회사에 대한 의무감 4.31 0.80

열심히 일할 가치 4.21 0.76

소계 4.23 0.72

합 계 4.18 0.72

[표 46] 조직 몰입에 대한 인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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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한국남동발전(주)이 공공기관으로서 발전소

운영을 통해 전력생산이라는 공익 실현가치가 높은 업무에 종사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 몰입이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사기업에 비해 정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직률이 매우 낮고 회사 내에서 정년까지 마치려는

인식이 강한 것이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지속적 몰입 중 퇴사를

못하려는 이유가 현재의 소득 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나. 조직 몰입 인식의 차이

조직 몰입의 세부항목 중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은 근무 연수

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범적 몰입은 상

대적으로 강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규범적 몰입 수준의

전체 평균(4.23)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으나 근무 연수가 짧을수록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 인식의 차이는 한국남동발전(주)의 인력

구성은 2001년 한전으로부터의 분사 이전부터 근무하던 인원들과 2001년

분사 이후 입사한 인원들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입사시기별 인원비율은

5:5정도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조직 몰입 수준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

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분사 이전 입사한 인력은

회사에 대한 애착, 자긍심이 높은 세대인 반면, 분사 이후 입사한 인력은

회사에 대한 규범적 몰입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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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무 연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정서적
몰입

5년 이하 4.10 0.89

1.620 0.142

6～10년 4.09 0.77

11～15년 4.15 0.83

16～20년 4.14 0.85

21～25년 4.50 0.50

26～30년 4.48 0.64

31년 이상 4.44 0.81

합계 4.21 0.79

지속적
몰입

5년 이하 3.96 0.77

1.462 0.192

6～10년 4.02 0.67

11～15년 4.15 0.61

16～20년 4.10 0.53

21～25년 4.16 0.61

26～30년 4.25 0.55

31년 이상 4.61 0.39

합계 4.10 0.65

규범적
몰입

5년 이하 4.17 0.77

2.094 0.055**

6～10년 3.99 0.70

11～15년 4.23 0.73

16～20년 4.35 0.74

21～25년 4.40 0.62

26～30년 4.47 0.61

31년 이상 4.55 0.72

합계 4.23 0.72

[표 47] 조직 몰입에 대한 근무 연수별 인식의 차이



- 71 -

조직 몰입 수준의 직급별 인식 차이는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직

급이 높아질수록 조직 몰입은 긍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직급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정서적
몰입

2직급 이상 4.35 0.56

2.828 0.026***
3직급 4.34 0.74
4직급 4.07 0.85

5직급 이하 4.35 0.54
합계 4.21 0.79

지속적
몰입

2직급 이상 4.32 0.55

4.386 0.002***
3직급 4.17 0.57
4직급 3.99 0.69

5직급 이하 4.47 0.74
합계 4.10 0.65

규범적
몰입

2직급 이상 4.49 0.57

3.274 0.012***
3직급 4.30 0.76
4직급 4.10 0.71

5직급 이하 4.35 0.54
합계 4.23 0.72

[표 48] 조직 몰입에 대한 직급별 인식의 차이

다음으로 조직 몰입 수준의 근무지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고, 다음으로 성과관리 관련 업무

경험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성과관리 관련 업무를 경험

할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근무형태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정서적
몰입

관련경험 有 4.35 0.74
5.776 0.017***관련경험 無 4.10 0.81

합계 4.21 0.79

지속적
몰입

관련경험 有 4.18 0.61
2.782 0.097**관련경험 無 4.04 0.68

합계 4.10 0.65

규범적
몰입

관련경험 有 4.35 0.70
4.823 0.029***관련경험 無 4.14 0.73

합계 4.23 0.72

[표 49] 조직 몰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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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

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석이므로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회귀분석

에는 독립변수 1개와 종속변수 1개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하는 것이고,

다중 회귀분석은 독립변수 2개 이상과 종속변수 1개 간의 인과관계를 검

정하는 것이다(송지준,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독립

변수로 제시한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과 매개변수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 종속변수인 조직 몰입을 모두 연속형 변수로 적용하였고, 인구통계

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과 수용성과의 관계

--------------------------------------------------------
가설 1.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결과가 성과관리

제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지표 구성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성과관리 수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1-2. 평가과정 및 절차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성과관리

수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1-3 성과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성과관리

수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1-4 교육훈련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성과관리 수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1-5 참여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성과관리 수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1-6 개인인식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성과관리 수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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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해서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수준이

성과관리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중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지표 구성이 미치는 영향은 t값이 7.004로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

되었다. 평가과정은 t값이 4.290로 가설 1-2가 채택되었으며, 성과관리시

스템 부분도 t값이 4.941로 가설 1-3이 채택되었다.

즉, 지표 구성, 평가과정, 성과관리시스템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서 성과관리 수용성에 정(+)의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

형에서 F값은 p=.000에서 185.74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

한  는 .705로 나타나 70.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

은 1.715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 결과는 조직 구성원이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중

제도요인에서는 지표 구성에 대한 부분이 성과관리 수용성에 미치는 영

향력의 상대적 크기가 컸고, 평가과정 및 절차와 성과관리시스템 부분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과관리에 있어 평가지표 설정을 중요한 요소로 인

식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결과에서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중 개인인식에 대한 부분이 성과

관리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교육훈련이 성과관리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8.220으로 나타나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개인의 참여정도 역시 t값이 2.515로 가설 1-5도

채택되었다. 개인인식도 t값이 5.358로 가설 1-6 역시 채택되었다. 즉, 개

인요인인 교육훈련, 개인의 참여정도, 개인인식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

에서 성과관리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91.14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

한   = .711로 71.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91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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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성과
관리
수용성

상수 .164 - .507 .612

지표 구성
(1-1)

.058 .403 7.004 .000 .381

평가과정
(1-2)

.065 .257 4.290 .000 .354

성과관리
시스템
(1-3)

.057 .268 4.941 .000 .431

R=.840,  =.705, 수정된  =.701,
F=185.743, p=.000, Durbin-watson = 1.715

상수 .174 - .609 .543

교육훈련
(1-4)

.056 .470 8.220 .000 .380

참여정도
(1-5)

.057 .153 2.515 .013 .334

개인인식
(1-6)

.067 .300 5.358 .000 .396

R=.843,  =.711, 수정된  =.707,
F=191.149, p=.000, Durbin-watson = 1.914

[표 50] 가설 검증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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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과 조직 몰입과의 관계

--------------------------------------------------------

가설 2.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결과가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지표 구성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2-2. 평가과정 및 절차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2-3. 성과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2-4. 교육훈련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2-5 참여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2-6 개인인식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결과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지표

구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857(p=0.392)로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반면 평가과정에 대한 인식이 조직 몰입에 미치

는 영향은 t값이 4.456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채택되었으며, 성과관리시

스템에 대한 인식도 t값이 2.657로 나타나 가설 2-3도 채택되었다. 즉,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중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과정과 성

과관리시스템 요인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47.19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

에 대한   = .378로 37.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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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bin-Watson은 1.77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중 개인요인에 대한 인식결과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은 t값이 1.229(p=0.220)로 나타나

가설 2-4는 기각되었으며, 성과관리 과정에의 참여정도는 t값이

1.518(p=0.130)로 가설 2-5도 역시 기각되었다. 다만 혁신의지 등 개인

인식 수준은 t값이 5.687(p=0.000)로 나타나 가설 2-6은 채택되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53.84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

에 대한 R2 = .409로 40.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870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조직
몰입

상수 .165 - 13.675 .000

지표구성
(1-1)

.059 .072 .857 .392 .382

평가과정
(1-2)

.066 .387 4.456 .000 .354

성과관리
시스템
(1-3)

.058 .209 2.657 .008 .431

R=.615,  =.378, 수정된  =.370,
F=47.199, p=.000, Durbin-watson = 1.774

조직
몰입

상수 .173 - 12.013 .000

교육훈련
(1-4)

.056 .100 1.229 .220 .380

참여정도
(1-5)

.057 .132 1.518 .130 .334

개인인식
(1-6)

.067 .455 5.687 .000 .396

R=.640,  =.409, 수정된  =.402,
F=53.849, p=.000, Durbin-watson = 1.870

[표 52] 가설 검증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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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관리 수용성과 조직 몰입과의 관계

--------------------------------------------------------

가설 3.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은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중 p=0.000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48.3%이었고,

전체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71.315로 나타났다. 성과관리 수용성 변수

의 측정 지표는 제도 만족도, 필요성, 경영효율 향상 기여도, 결과 공정

성이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조직 구성원이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만족

하고,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경영효율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식하

고, 나아가 결과도 공정하다고 인식하면 조직 몰입이 향상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조직
몰입

상수 .157 - 18.400 .000

성과관리
수용성

.040 .483 8.445 .000 1.000

R=.483,  =.233, 수정된  =.230,
F=71.316, p=.000, Durbin-watson = 1.730

[표 52] 가설 검증 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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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개효과 검증

--------------------------------------------------------

가설 4.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과 조직 몰입과

의 영향관계에서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이 조직 몰입에 미

치는 영향관계에서 성과관리 수용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중 평가과정 및

절차는 조직 몰입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β=.053),

지표 구성, 성과관리시스템, 교육훈련, 참여정도, 개인인식은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β=.124)과 개인인식 수준(β=.296)은 조

직 몰입 수준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성과관리 수용성이 조직 몰입에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166) 3단계

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3단계의 독립변수인 성과

관리시스템(β=.153)과 개인인식 수준(β=.322)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은 2

단계의 성과관리시스템(β=.124)과 개인인식 수준(β=.296) 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개효과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2단계

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값은 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

변수의 회귀계수값보다 커야만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값은 87.4%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

서는 66.0%, 그리고 3단계에서는 67.1%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단계별로 F값을 보았을 때, 회귀선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 79 -

마지막으로 공차한계 값을 보았을 때, 모든 독립변수들에서는 다중

공선성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성과관리
수용성

조직몰입 조직몰입 공차한계

상수 -.122 1.963 1.942 -

지표 구성 .261(0.258)*** -.042(-.060) .001(.002) .302

평가과정 .053(.048) .136(.179)** .145(.191) .267

성과관리
시스템 활용

.173(.164)*** ‘124(.169)*** .153(.208)*** .370

교육훈련 .277(.281)*** -.014(-.020) .032(.047) .267

참여정도 .105(.112)** .070(.106) .087(.133) .311

개인인식 .158(.132)*** .296(.356)*** .322(.387)*** .301

성과관리
수용성

- - -.166(-.239)*** .236

  .874 .660 .671 -

수정된   .757 .422 .433 -

F값 123.862*** 29.663*** 26.743*** -

[표 53]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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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

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수 차등의 근거가 되는 성과관리 결과를 수용하

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일반직원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지만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배경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성

과관리 결과뿐만 아니라 지표 설정에서부터 과정, 절차까지 정확하게 이

해할 수 있는 장치들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남동발전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특수한 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부경영평가 및 조

직, 인사권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 조직간 성과의 우수 여부를 판

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사업소 단위에서 우수성과를 달성한

직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과관리 제도는 발전

시켜 나가야 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어야 하는 조직 구성원의 수용성은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에 성과연봉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변

경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제도의 성격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제도를 신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속 조직에 대한 몰입수준까지도 형

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시행에 따른 수용성

을 제고하는 선행변수의 추출과 이러한 성과관리의 수용성이 조직 몰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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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로는 첫 번째 성과관리 수용성과 조직 몰입에 대한 실증

적 분석에서 지표 구성 항목에서는 다른 요인에 비해 지표가 조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평가과정

및 절차 항목에서는 평가방법의 적절성 인식이 높았던 반면, 성과관리

절차상 조직구성원 참여 용이도 항목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

으로 성과관리시스템 활용수준은 타 항목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식 수준

이 낮게 나타났다. 개인 특성 요인에서는 교육훈련, 참여정도, 개인인식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영향요인에 비해 참여정도의 인식수준

이 다소 낮게 나타나 성과관리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의 참여정도를 활성

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집단 간 인식수준 차이 분석에 있

어서는 일부 근무 연수 집단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근무 연수가 높을수

록 성과지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11～15년차 직원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간

부직급에 진입하는 초기 시점 또는 일반직원으로서 현업에서 주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시기라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직급으로서는 모든 요인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지표 구성 등

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직급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근무지에 따른 인식

차이는 본사가 사업소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본사 근무자가 경영평가 등 성과관리 업무 경험에 노출

되는 빈도가 사업소에 비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관리 수용성에 대한 인식은 성과관리제도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

의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성과관리 결과 공정성 확

보 항목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근무 연수별, 직급별, 근무지별

인식의 차이는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의 결과와 같았다.

조직 몰입에 대한 인식 전체 평균(4.18)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

되며, 회사와 직원의 교환관계로 인식하는 지속적 몰입은 평균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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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설에서 대한 검증에서 가설 1의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

인과 성과관리 수용성과의 관계 중 제도 특성 부분에 있어 지표 구성,

평과가정 및 절차,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부분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인

식하는 수준이 성과관리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

택되었다.

즉, 지표 구성, 평가과정 및 절차,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성과

관리 수용성에 정(+)의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중 지표 구성에 대한 부분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가 컸고, 평가과정 및 절차와 성과관리시스템은 비

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은 성과관리에 있어 평가지표 설정

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인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교육훈련, 참여정도, 개인인식 수준 모두

성과관리 수용성에 정(+)의 역할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두 번째,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결과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의 검정에서는 평가지표에 대한 인

식은 기각되었으나 평가과정 및 절차와 성과관리시스템 부분은 채택되었

다. 즉,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중 평가과정 및 절차, 성과관리시스템

요인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특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교육훈련, 참여정도는

기각되었지만 혁신의지 등 개인 인식 수준은 채택되었다.

세 번째,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수준이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3의 검정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관리 수용성 변수

의 측정지표는 제도 만족도, 필요성, 경영효율 향상 기여도, 결과 공정성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회귀분석 결과는 조직 구성원이 성과관리제도 전

반에 대해 만족하고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결과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

식하면 조직 몰입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로,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과 조직

몰입의 영향관계에서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수준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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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는 평가

과정 및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과 개인인식 수준만 조직 몰입 수

준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단계 분석에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매개효과는 기각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공공서비스의 직접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

성과 수익성이라는 상충적인 성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히, 2010년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적용하면서

성과관리의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 전반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

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

의 수용성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성과관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제도특

성과 개인 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표 구성,

평가과정 및 절차, 성과관리시스템 활용 모두 중요한 항목이란 점이며,

개인인식에 대한 부분도 모두 성과관리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볼 때, 성과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및 개인

특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 수준이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지표 구성에 대한 인식은 기각되었지만 평가

과정 및 절차와 성과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인식은 채택되었다는 점을

볼 때, 성과관리제도 운영상 절차 공정성과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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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성과관리 수용성 인식수준이 조직 몰입과의 관계에서 수용성

인식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높은 것을 볼 때, 제도 만족도뿐

만 아니라 결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

에서 성과관리 결과의 높고 낮음에 따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

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수용성, 조직 몰입 수준에 대한 한

국남동발전(주)의 집단별로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근무 연수가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본사 보다는 사업소에 근무할수록, 성과관리 업무경험

이 없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대상 집단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관리

수용성을 확보함에 있어 지표 구성, 과정, 시스템 활용 부분도 중요하지

만,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성과관리 관련 의사소

통, 참여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과관리

절차가 개인의 인사 및 보수에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업

무능력과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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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과 조직 몰입 수준을 분석한 본 연구는 성

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을 제도 특성과 개인 특성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한국남동발전이라는 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분석했기

때문에 전체 공공기관의 특성을 대표하고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한계점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인사,

조직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성과관리 수용성을 제시했

고, 이를 높이기 위한 영향요인과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조직 몰입 수

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공공기관 전체에 일반화시키

기 위해서는 시장형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외에도 준시장형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기관 유

형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성과관리의 형태가

각 기관별로 다르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또한 다르다는 점을 감안

하여 발전회사인 한국남동발전만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설문조사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조

사 결과지는 한국남동발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면에 의해 받은 결과이지

만 응답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또

한 전체 인원 구성비와 비교하여 본사 근무자의 답변률이 높게 구성된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많은 선행연구

들의 변수들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정책결정집행,

정책수용주체, 정책자체요인으로 구분하거나 리더십 인식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으면 더욱 충실한 분석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응답자

개인별 성과급 차등률, 평가등급 등을 파악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연

구의 내실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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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관리 수용성 영향요인 인식

가. 제도 요인

A. 지표 구성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회사의 성과지표는 업무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

2.회사의 성과지표는 업무내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3.성과지표들은 우리 회사의

비전과 중장기 경영목표등을

잘 고려하고 있다.

4.성과지표는 조직의 성과를 객관

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지표이다.

5.귀하가 속한 조직(처, 실, 팀)의

지표수는 적절하다.

6.현재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구성(약 7:3)은 적절하다.

7.지표 중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는 적절하다.

8.성과지표가 요구하는 목표

수준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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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평가과정 및 절차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가군 편성(본사/본부/사업소,

특수목적군) 구분은 적절하다.

2. 지표별 득점산식은 지표의 난

이도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3. 현행 평가방법(준비도-중간-

잠정-최종)은 적절하다.

4. 성과관리 절차 운영에 조직구

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5. 성과관리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 이의신청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

C. 성과관리(정보)시스템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과관리시스템(u-BSC)이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2. u-BSC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필요한 시기에 제공된다.

3. u-BSC시스템에 제공되는

정보는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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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요인

A. 교육훈련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과관리 관련 교육의 실시
횟수는 적절하다.

2. 현재 성과관리 관련 교육방법
은 적절하다.

3. 성과관리 관련 교육은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4. 성과관리 관련 교육은 지표
설정,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있어 도움이 된다.

B. 참여정도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과지표 개발에 나는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2. 성과지표 개발에 나의 의견이
반영 된다.

3.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 설정
과정에서대안을제시한적이있다.

C. 개인인식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담당 직무는 부서 전체의
전략과 관련성이 높은 편이다.

2. 부서의 성과지표는 내가 수행 중
인 주요 업무에 기초하고 있다.

3. 회사 성과향상을 위해서라면 변화
와 혁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4. 성과관리 관련 부서 내 의사소통
은 활성화 되어 있다.

5. 부서 내의 성과지표 수준점검
회의는 자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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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수용성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지표 구성, 평가방법, 결과 활

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

2.성과관리제도는 회사의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3. 현재 성과관리제도 운영에서

오는 부담감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4. 성과관리제도는 회사의 경영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5. 성과관리에 의한 평가결과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6. 성과관리에 의한 결과를 승진,

포상, 인사평가 등 인사제도와

연계시키는 것 에 동의한다.

7. 성과관리에 의한 결과를 성과

급과 같은 보수제도와 연계시

키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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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몰입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나에게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

의 노력을 기꺼이 할 생각이 있다.

2. 나는 친구에게 내가 다니는 회

사가좋은조직이라고이야기한다.

3. 우리 회사에 계속 다니기 위해

서는어떤보직도받아들일수있다.

4. 우리 회사에 다닌다고 남들에

게 이야기 할 때 자랑스럽다.

5. 입사할 때, 다른 회사를 제쳐

두고 우리회사를 선택했던 것

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6. 직원들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한 우리 회사의 정책에 동의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7. 우리 회사의 향후 운명(전망)

에 대해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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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통계학적 분석

가. 귀하의 총 재직년수는?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0-25년 ⑥ 25-30년 ⑦ 30-35년 ⑧ 35년 이상

나. 귀하의 현재 직급은?

① 1직급 ② 2직급 ③ 3직급 ④ 4직급 ⑤ 5직급 이하 직원

다. 귀하의 직군은?

① 사무 ② 발전기계 ③ 발전전기 ④ 화학

⑤ 토목, 건축, ICT ⑥ 기타

라. 귀하의 근무지는?

① 본사 ② 사업소

마. 귀하의 근무형태는?

① 통상근무 ② 교대근무

바. 귀하의 성과관리(평가)업무 경험은?

① 있음 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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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ublic

Organization members

- Focused on the Recognition Korea South-east power

corporation employees-

Chon, Heung-oh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s developed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and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Since the

government recommended the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system in 2010, most of the public companies have introduced the

system in which only members with high position were a subject of

its application. The government enthusiastically recommended to adopt

the salary system at a larger scale in 2016. Nevertheles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expanding subjects since many people doubt

fairness of the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system. One of the

strongest reason people oppose to the system is that considering

circumstances of the public sector, staff performances may not be

estimated obj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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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wage disparity among organizational members is

decided by the result of internal evaluation in the organization,

fairness and acceptance of evaluation result is the key to settling

down the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system successfully.

This study started as the author recognized that acceptance

of organization members is the most important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create

effective outcome in the public sector. In this context, the study set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s research topic and

proposed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through preceding research,

the author elicited acceptance-influencing factors, which were divided

into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The study is to observe what

influence those factors make on recogni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Second, the study researched whether the

recognition result of acceptance-influencing factors affected the level

of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the study researched

whether the recognition result of 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affected the level of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is study, the author set several variables which influence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 of

preceding research. Certain variables are categorized as institutional

factor which includes indicator composition, evaluation process and

procedure,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others are

individual factors which include education training, degree of

participation in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nd innovation

commitment. The study analyzed how these factors make any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me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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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is comprised of system

satisfaction, necessity, degree of contribution to management

efficiency improvement, and fairness of evaluation result.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sists of affective, continuous, and

norma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preceding research.

As an empirical study, the author conducted a survey on

employees in the Korea South-east Power Company. With 237 of 300

questionnaires(response rate of 79%),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implemented through SPSS 22.0(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 derived by those analyses is as follows:

First, the hypothesis was adopted that in relation between

performance acceptance influence factors and performance acceptance,

the recognition level of organization members on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features has a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In the concrete, the degree of influence of

indicator-consisting items to acceptance was relatively large, which

showed that organization members considered setting evaluation

indicators the most important.

Second, in terms of the relation between influence factor of

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among evaluation process

and procedure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individual

recognition variables.

Third, it showed that the recognition level of 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ve a high

influenc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 result means if

organizational members are satisfied with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s a whole,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able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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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hows that positive recognition of factors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and individuality is necessary in order to

settle dow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at

evaluation process and procedure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variables were adopted in relation between recognition level of

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is important that companies timely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hrough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effectively utilize it for

business operation.

Furthermore, after studying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the Korea South-east Power Company on 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factor, acceptance, and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positive recognition level was lower when members' working years

were shorter or rank was lower. Also, workers in the headquarters

had higher level of positive recognition than others. All the factors

mentioned abov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ir

comparison targets. Accordingly, as a means to secure satisfactory

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we need to find ways of

conducting education training for workers with low performance

management acceptance, reinforcing communication regarding

performance management, and increasing participation in order to

improve understanding of relevant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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