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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7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
존 인사시스템인 전통적 연공주의에서 경쟁 원리에 입각한 성과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
졌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99년부터 공무원 연봉제가 시작되었고, 공무원 급여체계에서
연공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과급 제도로 대표되는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되었음에도 제도 운영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존
재하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공무원들은 성과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성과급 결정의 기준, 방법, 절차 등 제도의 운영과정
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병섭 외,
2010; 이희태, 2010).
그동안 성과급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왔으나,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공공부문 성과급제도의 효과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실증적 연구보다
는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다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희태, 2010). 민간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는 많은 학자들이 경험적 연구를 시도해왔지만, 공공부문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효과성
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가 분석을 함에 있어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분석하거나, 각 부문을 따로 분석했기 때문
에, 섹터 간 비교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과주의
인사제도 및 공정성 등이 민간기업 구성원들의 인식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성과주의 인사제도, 구체적으로 성과급제도가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지, 둘째, 이러한 성과급제도의
효과가 조직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
내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성과급
제도 운영과 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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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성과주의 인사제도란 기존의 연공서열에 기반을 둔 인사관리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의
성과를 평가와 보상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Brauns, 2013), 인사관리
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목적은 조직구성원의 성과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조직성과
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OECD, 2012). 이러한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주요 특징을 연공주
의 인사제도와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특징 비교
구분

연공주의

성과주의

채용

정기 및 신입사원 채용 중심
일반적 선발기준

수시 및 경력사원 채용 강화
전문성과 창의성 위주 선발기준

평가

태도와 근속연수 중심 평가

성과와 능력 중심의 평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보상/진급

직급과 연차 중심의 연공 승진
연공형 월급제, 고정 상여

직급파괴 및 성과, 역량에 의한 승진, 연봉제,
성과급 등

퇴직

평생고용

조기퇴직, 전직지원 활성화

*자료: 정장훈(2013, 194) 재인용

이하에서는 대표적 성과주의 인사제도인 성과급 제도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들을 살
펴보고자 한다. 사실 성과주의 인사관리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지
만,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직 역시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성과평가의 관리적 목적 특히
급여산정에 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장호, 2017). 먼저 성과급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성과급 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근거로 주로 제시되는
공공 및 민간 조직 특성의 차이와 공정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성과급 제도의 효과성
공공부문 성과급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혼재되어 있으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결과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먼저
민간부문에 도입된 성과급의 효과는 혼재되어 있긴 하나, 이론적, 실증적 측면에서 긍정
적 평가도 발견되고 있다. 정권택 외(2008)는 179개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과주의
인사제도와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성과급은 영향이 없었으나, 성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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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제도는 인사관리 효과성, 조직성과,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
다. 장은미(2003)의 연구에서도 개인성과에 대한 보상제도와 직무수행 노력 간에 정(+)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혜정･안지영(2014)은 성과급의 기업성과에 대한 영
향을 분석하였는데, 보수체계에서 성과급 비율이 높을수록, 성과급 유형 중 집단성과급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성과가 향상됨을 발견하였으며, 원인성(2007)의 연구 역시 집단성
과급제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
들이 분석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성과급은 개인성과급보다는 집단성과급의 효과에 치중
되어 있으므로, 개인성과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공공부문에 도입된 성과급의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과급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Hasnain et al., 2012; Kellough & Selden,
1997; 김지영, 2015). 예를 들면, Kellough & Selden (1997)은 미국 주정부 인사담당자
를 대상으로 한 성과급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성과급제도는 동기부여와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고, Stajkovic & Luthans (2003)의 메타분석
결과 역시 금전적 보상이 조직 생산성향상에 기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연구들에서는 성과급 도입의 효과를 부정적 혹은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Kellough & Nigro, 2002; Kellough, Nigro, Brewer, 2010; Kellough & Lu, 1993;
Perry, Engbers, & Jun, 2009; 이근주, 이혜윤, 2007; 하미승 외, 2004; 윤병섭 외, 2010;
하혜수, 정광호, 2014).
미국의 경우도 공공부문에 도입된 각종 성과급 제도가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폐지
된 사례가 있다 (Perry et al., 2009). Kellough & Nigro (2002)의 연구를 보면 조지아
주정부의 성과급 제도가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0%에
불과했으며, 운영과정 중 성과평가 및 성과급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었다.
Kellough & Lu (1993) 또한 평가에 대한 관대함과 평가체계의 부족함으로 인해, 성과급
제도가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나 조직성과향상을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주장하였다. 국
내연구를 살펴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상유형의 차별적 기대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근주･이혜윤(2007)은 외재적 보상보다는 내재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성과급의 동기부여 효과에 대한 회
의적인 평가를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5-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노종호(2016)의 연
구에서도 성과급은 직무성과에 영향이 없던 반면, 공공봉사동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하미승 외(2004)의 연구에서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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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상여금제도가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업무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
며,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
견할 수 있다 (이희태, 2010; 윤병섭 외, 2010; 하혜수･정광호, 2014; 이형우, 2015).
그렇다면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
는 성과급 제도의 본래 취지는 긍정적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왜 본
래 의도대로 제도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에 도입된 성과급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논거로 다양한 문
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수영(2011)은 “성과급 제도가 근거하는 이론 자체에 상당한
결함이 있고, 성공적인 성과급 제도를 위한 기획 및 운영상의 다양한 전제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최초 도입시 제도 성공을 위한 기술적 관심보다 정치적 동기가 상대적으
로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성과주의 인사제도
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많은 근거들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효과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 직접 공･사조직을 비교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1) 평가체계에 대한 공정성 또한
현행 성과급제도의 효과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직구성원들이
성과와 보상의 연계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는 성과급제도에 대한 조직구
성원들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 특성 차이와 공정성인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특성 차이
본 연구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 나타나는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효과성을 비교하고
자 하므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특성을 비교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문헌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공조직과 사조직을 구분하고 있는데 (Rainey, 2009),
이하에서는 성과급 등 성과주의 인사제도와 관련된 세 가지 기준 — 업무특성, 조직 종
사자 특성, 임금의 투명성 --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업무특성 차이를 들 수 있다. 성과급을 포함한 성과주의
보상제도는 주로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으며, 이는 업무 성
과에 대한 보상, 특히 금전적 보상이 직무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 성과관리제도 관련 공사 비교연구로는 한인섭(2006), 김상헌(2007), 임채홍, 김태일(2009), 권일웅
(2012), 한인근(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 중 성과급의 효과를 비교한 한인근(2013)의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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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효과적이려면 업무와 관련된 다음 전제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 개인별로 업무가 배분되어 있고,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이라 측정이 용이해
야하며, 성과측정이 가능할 것, 또한 조직에 대한 개인별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Lawler & Jenkins, 1992; 김상묵･양기용, 1995). 이현우 외(2009)도 개개인
의 성과를 질적, 양적으로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성과급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
한다.
공공조직의 업무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대부분이
다 (김상묵･양기용, 1995). 공공조직의 업무는 민간조직에 비해 조직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시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도 결과를 수치로 계량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성과를 개인성과로 환원하기 힘들다. 또
한 1년의 평가주기보다 장기적으로 산출되는 업무가 많고, 대부분의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창출해낼 여지가
많지 않다 (강혜진, 2012; 한승주, 2010). Perry et al.(2009)은 1977년부터 2008년까지의
공공부문 성과급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과급의 효과는 서
비스영역 중 계량화가 비교적 용이한 영역(예: 의료분야, 경찰분야)일 경우나 업무분장이
비교적 명확한 하위직일수록 더 크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Weibel et al. (2009)의 기존
실증연구 분석에서도 성과급은 단순 업무에 적용할 때 효과적이며, 복잡한 업무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공공조직 종사자와 민간조직 종사자의 특성 차이를 들 수 있다. 금전적 보상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이 금전적 보상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 theory)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 등
의 외재적 보상을 중시하는 민간부문 종사자와는 달리,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직무 자체
의 중요성 등 내재적 보상에 의해 더욱 동기부여 된다. 더 나아가 Deci & Ryan (1992)은
공공조직에서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는 조직구성원의 태도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외재적 동기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 수준을 비교한 많은 국내외 연구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Buelens & Van den Broeck, 2007; Crewson, 1997; 이근주, 2005; 전영한, 2009).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금전적 보상인 성과급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므로
(Lewis & Frank, 2002), 공공부문에서의 성과보상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상의 공
공부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상묵,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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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기대이론과
달리, 오히려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crowding-out effect) 인지심리학적 관점도
최근에는 주목받고 있다 (Belle, 2013; Moynihan, 2008). 이들 연구에 따르면, 성과급과
같은 외재적 보상은 구성원들에게 통제감을 느끼게 하고 오직 보상을 위해 일하게 하므
로, 업무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에 의해 유발되는 내적 동기를 축소시켜 공직자의 공공성
에 대한 시각과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Moynihan, 2008). 한편,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한승주(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성과급
의 운영이 민간부문 종사자와는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냉소적 태도, 반발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정
서를 경험하더라도 실제 내재적 업무동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존재하는 임금 투명성의 차이가 공공부문에서의
효과적인 성과급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Colella et al., 2007; Perry et al.,
2009). 공공부문은 조직환경의 특성상, 성과급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
우 조직 외부환경의 영향과 통제를 받게 된다 (권일웅, 2012). 공공 조직은 민간과 달리
산출물을 거래하는 경쟁 시장이 부재하여 독점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강제성
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간조직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하고, 책임성이 높아
야 하므로 철저한 공적 감시 하에 놓이게 된다 (전영한, 2009). 투명성에 대한 강조는
임금이나 성과급 결정에 대해 조직구성원이나 미디어 등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성과급의 공개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만족이나 협업을 상당히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ry et al., 2009).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임금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금전적 보상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Colella et al., 2007). 또한 공공조
직의 경우 시장에서 조직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대신 예산배정을 통해 자원
을 획득하는데, 이는 성과급의 금액, 비중 등 운용에 있어 법적, 제도적 제약과 통제가
수반됨을 의미한다 (전영한, 2009; Miller & Whitford, 2007).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부문의 성과급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들은 민간과 공
공부문의 차이점을 논거로 강조하면서, 성과급 등의 제도가 공공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운
영되기 어려움을 지적한다. 그러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보는 연구들도 있다. 이들 연구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뚜렷이 구
분되기 보다는 모호하다고 본다. (Bozeman, 1987; Wamsley & Zald, 1973; Antonsen &
Jorgensen, 1997). 같은 공공조직 또는 민간조직이라 하더라도 업무나 구조 등이 다양하
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유형이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Bozeman (1987)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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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조직은 정도는 다르지만 공공성(publicness)을 추구하며, 이러한 공공성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에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혼합된 특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흐름 하에서 시작된 성과주의
인사제도 등 민간기법들은 이러한 전제하에 도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민간조직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적용하여
공공조직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앞서 언급한 공공
성(publicness)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공공성을 민간과 공공부문의 핵심적
인 차이로 보는가(core approach), 아니면 정도의 차이로 보는가(dimensional approach)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urland & Egan, 1999).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성과급제도의 효과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다
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
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성과급제도화 수준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에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3. 공정성
성과급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의 또 다른 논거는, 성과급 배분의 근거가 되는 성
과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공공부
문 업무의 특징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이 성과급 배분
의 근거가 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정성이란 “부족한 자원을 얼마나 공평하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가치”로 정의될 수 있으며 (김동원, 2013), 이는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과 절차
공정성(procedural justice)로 나눌 수 있다. 분배공정성은 보상의 총량이 조직에 대한
기여에 비해 얼마나 적절한가에 대한 인지정도, 즉 결과에 대한 만족으로 정의되며, 절
차공정성은 보상의 총량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절차나 수단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인지정도, 즉 조직 시스템에 대한 만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 (Folger & Konovsky, 1989).
미국실적제도보호위원회 역시 성과급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공
정성을 제시하고 있다 (MSPB, 2006). 이러한 논리는 다음 이론들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Adams의 형평이론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성과에 대한 보상(급여나 승진)이 주어질
때, 이러한 보상에 대한 본인의 노력을 타인의 보상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생각할 경
우, 동기가 부여된다고 설명한다. 즉, 자신의 기여에 대한 보상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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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와 보상간의 확률이나 연계성을 기반으로 하기보다, 타인에 대한 보상 수준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보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경우, 성과와 보상의 연계가 강해지고 이
는 이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dams,1963). Porter & Lawler(1964)의 업적만족이론 역시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Porter & Lawler,
1964).
공무원 인식조사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
과급제도가 왜곡되어 있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태, 2010; 한
승주, 2010; 최순영, 2016). 김동원(2013)은 성과급의 조직구성원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에 대한 효과는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며, 성과급의 공정성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이 성과급 운영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
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섭 외 (2010)
등의 연구도 조직성과에 미치는 공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들 연구들은 성과급제도 개선을 위해 절차와 배분을 공개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호주 공무원들의 성과급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O’Donnell &
O’Brien (2000)의 연구에서도,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영상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성과
급 연구에서도 공정성 인식이 변수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승엽, 홍광희(2006)는 호텔종사원을 대상
으로 보상에 대한 절차와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대만의 하이테크 산업의 연구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Chien et al. (2010)의 연구에
서도 성과급에 대한 공정성이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이 공공 및 민간조직을 따로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처럼 공사부
문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함께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Kurland & Egan
(1999)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민간종사자들에 비해 분배 및 절차공정성
모두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과 민간의 연구개발 조직을 비교한 Lee
& Shin (2000)의 연구에서는 절차공정성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인식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분배공정성에 대하여는 공공조직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이 아니라, 공정
성 인식에 대한 공공, 민간 조직의 차이 검증 또는 직무만족 등 결과변수에 대한 직접효
과(direct effect)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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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공정성이 성과급제도화 수준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갖는 조절효과는 공공, 민간조직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및 인구통계학적 분포
공조직과 사조직의 성과급제도와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14년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의 공･사조직 비교에 대한 인식조사’2)자료를 분석하였
다. 이 자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었으므로 공･사조
직의 비교에 매우 용이한 자료이다. 설문문항은 성과향상, 조직, 사회참여, 리더십, 동기,
작업환경, 공정성, 직업태도 등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 중에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성과급 관련 변수, 공정성
변수, 조직성과 표본은 다단계층화 표본추출방식으로 선정되었고 중앙 및 지방(광역)자
치단체 공무원 1,000명과 중소기업 이상 사기업 종사자 1,0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앙과 지방의 표본 비율은 5:5이며 (각 500명씩),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중 각 20개 기관을
추출한 후, 기관마다 직급, 성별 등을 고려한 응답자 25명을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민간
부문은 업종 및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업종별 기업의 표본수를 10개로 균등하게 추출하
고, 성별, 직급을 고려하여 각 기업의 응답자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면접원에 의한 1대
1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이메일 및 우편조사를 병행하였다(이도석, 2014).
따라서 표본선정의 편향성(bias)은 비교적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는 40대가 334명(40.8%)로 가장 많았고, 민간부문은 30대가 360(34.4%)로 가장 많았다.
근무년수의 경우 공공부문은 11~20년이 313명(32.2%)로 가장 많았고, 민간부문 또한
11~20년 이하인 사람이 359명(34.2%)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공공부문은 남성 630명
(64.7%), 여성 343명(35.3)이었고, 민간부문은 남성 675명(64.3%), 여성 375명(35.7%)이
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공공부문(802명, 80.2%)과 민간부문(913명, 87.0%) 모두 가장
많았고, 월평균소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200~400만원 수준이 가장 많았다.
각 설문문항은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서열척도인 경우 5점 척도를 사
2) 본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되었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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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원 자료(raw data)는 통계패키지인 R 3.3.2를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설문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공공

연령

근무년수

성별

직급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민간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20대

69

7.1

20대

246

23.4

30대

334

34.3

30대

360

34.3

40대

397

40.8

40대

270

25.7

50대 이상

173

17.8

50대 이상

174

16.6

5년 이하

140

14.4

5년 이하

310

25.5

6~10년이상

240

24.7

6~10년이상

231

22.0

11~20년이하

313

32.2

11~20년이하

359

34.2

21년 이상

280

28.8

21년 이상

150

14.3

남자

630

64.7

남자

675

64.3

여자

343

35.3

여자

375

35.7

8~9급

152

15.6

사원급

429

40.9

6~7급

584

60

관리자급

477

45.4

5급이상

237

24.4

임원급

144

13.7

고졸

70

7.0

고졸 이하

86

8.2

대졸

802

80.2

대졸

913

87.0

대학원졸

128

12.8

대학원졸

51

4.9

200만 미만

88

8.8

200만 미만

191

18.2

200~400만 미만

685

68.5

200~400만 미만

538

51.2

400~600만 미만

209

20.9

400~600만 미만

252

24.0

600~800만 미만

17

1.7

600~800만 미만

59

5.6

800만 이상

1

0.1

800만 이상

10

1.0

2.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과급제도화수준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 모형에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통제변수는
성별, 월평균 개인소득, 근무년수, 교육수준 등 개인 요인과, 특히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알려진 혁신적 리더십을 포함하였다(Bass, 1997; Hur, Berg&Wildero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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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ram&Mohr, 2009; 류동웅･신진교, 2013; 조광래･박미경･이홍재, 2016). 그리고 동일
한 모형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적용하여 부문 간의 차별적인 영향력의 존재 여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의 분석모형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상술한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통해 총 3개의 이론적 개념(조직성과, 성과급제도화수
준, 공정성)으로 모형을 구체화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총 2개의 5점 리커트 척
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매우 동의함)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관은 목표
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이다’, ‘우리 기관은 질 높은 상품(성과물) 또는 서비스를
생산/제공하고 있다.’의 두 가지 항목을 활용하였다. 문항들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0.77로 내적 일관성에 문제가 없었다. 조직성과의 다차원성과 모호성을 감안한다면 객
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지표와 주관적인 인지를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 할 수 있다(박정호･이도석, 2015).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지표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더러 공공부문의 경우 성과를 객관적으
로 측정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성과를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하고 있다(Brewer&Selden, 2000;
Choi&Rainey, 2010, OToole&Meier, 2014; 김호정, 2009; 정종원･남승하, 2012).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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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성과급 제도화 수준은 직원의 급여인상이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매우 동의함)로 하였고, ‘우
리 기관에서 직원들의 급여인상은 철저히 성과에 의하여 결정 된다.’의 설문항을 사용하
였다. 조절변수인 공정성은 총 3개의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매우 동
의함)로 측정되었다. 그 구체적인 항목은, ‘내 상사는 나의 성과를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우리 기관에서 나에 대한 성과평가는 나의 실제 성과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우리 기관에서는 나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객관적인 측정이 사용
된다.’의 세 가지였다. Cronbach’s α값 또한 0.85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반적
으로 공정성은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제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가에 초점
을 맞추어 공정성을 구체화하여 측정하였다.
끝으로, 통제변수로는 혁신적 리더십과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혁
신적 리더십은 6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매우 동의함)로 조사
하였고, Cronbach’s α값 또한 0.86으로 내적 일관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측정항목
은 ‘나의 상사 또는 팀 리더는 나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제언한다.’
‘나의 조직 내에서 리더들은 높은 수준의 동기유발과 헌신을 만들어낸다.’ 등을 활용하
였다. 전통적으로 리더십은 조직의 성과를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왔
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관리가 NPM이라는 논리를 대입하여 수평적인 조직구조와 경쟁
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할 때에 다양한 리더십의 형태 중에서 혁신적 리더십은 조직성과
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그 외에 각각의 통제변수는 성별’(1 = 여성, 0
= 남성), ‘교육수준(1 = 초졸이하, 2 = 중졸, 3 = 고졸, 4 = 대졸, 5 = 대학원졸), 월평균
개인소득(1 = 200만원 미만, 2 = 200~400만원 미만, 3 = 400~600만원 미만, 4 =
600~800만원 미만 5 = 800만원 이상) 등으로 측정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변수
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조직성과는 3.96(표준편차 0.68), 공정성 3.48(표준편차 0.7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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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앙값인 3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성과급제도화수준은 2.94(표준
편차 1.03)으로 평균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성과와 공정성에 비해서
성과급제도화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조직성과
는 공공부문(4.05)이 민간부문(3.88)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성과급제도화 수준
은 공공부문이 2.41인 반면 민간부문은 3.44로 민간부문이 높았고, 공정성 또한 공공부
문이 3.3이고 민간부문이 3.65로 민간부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
조직성과

성과급제도화수준

공정성

월평균개인소득

근무년수

교육수준

혁신적리더십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3.96

0.68

1

5

공공

4.05

0.73

1

5

민간

3.88

0.63

1.5

5

전체

2.94

1.03

1

5

공공

2.41

0.99

1

5

민간

3.44

0.79

1

5

전체

3.48

0.73

1

5

공공

3.3

0.82

1

5

민간

3.65

0.57

1

5

전체

2.18

0.73

1

5

공공

2.16

0.59

1

5

민간

2.2

0.83

1

5

전체

13.52

8.76

0.5

40

공공

15.39

8.77

1

39

민간

11.73

8.36

0.5

40

전체

4.01

0.42

1

5

공공

4.06

0.44

3

5

민간

3.96

0.39

1

5

전체

3.51

0.65

1

5

공공

3.46

0.74

1

5

민간

3.55

0.54

1

5

2. 성과급제도화수준과 조직성과간 관계 실증분석
성과급제도화수준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통계적으
로 검증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비교하기 위해 <표 4>와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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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odel1과 2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은 모형이고, Model 3~6은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Model1, 3, 5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이고, Model2, 4, 6은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성과
급제도화수준*공정성)을 투입한 모형이다. 6개 모형은 모두 유의수준 0.001 미만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 조직성과 영향요인 분석결과
전체

공공

민간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Model6

β
(std.err.)

β
(std.err.)

β
(std.err.)

β
(std.err.)

β
(std.err.)

β
(std.err.)

상수

1.91***
(0.16

2.39***
(0.22)

2.25***
(0.23)

2.68***
(0.29)

1.36***
(0.24)

1.75***
(0.42)

성과급

-0.05**
(0.01)

-0.23***
(0.06)

-0.03
(0.02)

-0.22**
(0.08)

0.05*
(0.02)

-0.07
(0.11)

공정성

0.11***
(0.02)

-0.02
(0.05)

0.11***
(0.03)

-0.02
(0.06)

0.15***
(0.03)

0.04
(0.10)

구분

0.05**
(0.02)

성과급*공정성

0.06*
(0.02)

0.03
(0.03)

성별(여)

-0.04
(0.03)

-0.04
(0.03)

-0.10*
(0.04)

-0.10*
(0.04)

0.05
(0.04)

0.05
(0.04)

월평균개인소득

0.01
(0.02)

0.01
(0.02)

0.03
(0.04)

0.04
(0.04)

0.03
(0.03)

0.03
(0.03)

근무년수

0.01***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1***
(0.00)

교육수준

0.10**
(0.03)

0.10**
(0.03)

0.04
(0.05)

0.04
(0.05)

0.11*
(0.05)

0.11*
(0.05)

혁신적 리더십

0.36***
(0.02)

0.36***
(0.02)

0.37***
(0.03)

0.36***
(0.03)

0.33***
(0.04)

0.32***
(0.04)

Observations

2050

2050

1000

1000

1050

1050

R² /adj.R²

.185 / .183

.190 / .186

.206 / .201

.211 / .205

.187 / .182

.188 / .182

F-statistics

66.371***

59.657***

36.802***

33.117***

34.275***

30.155***

주: p< .05 *, p< .01**, p< .001***

Model1은 전반적인 성과급제도화수준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이다. 분석결과 성과급제도화수준이 조직성과에 부(-)의 영향을 주었고, 공정성은 양
(+)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근무년수, 교육수준 그리고 혁신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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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2에서 성과급제도화수준과 공정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성과급제도화수준은 조직성과에 부(-)의 영향을 주었고 그 영
향력 또한 커졌다(-0.05 → -0.27) 하지만 공정성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성
과급제도화 수준과 공정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1 및 2의 결과는 성과관리제도의 정교화가 과연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성과급제도화수준이 높은 것이 조직성과로 이
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특히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경우에, 성과급제도화수준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공정성 변수는 상호작용효
과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영향력이 없었으나, 성과급제도화 수준과 상호작용할
때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은 공정성이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관리제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차이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Model3은 공공부문의 성과급제도화수준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연구 변수 중에는 공정성만이 유일하게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성과급제도화수준은 부(-)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는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과 혁신적 리더십이 유의미한 변
수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한 모형을 민간부문에 적용한 결과는 Model5에 제시되어 있
다. 민간부문의 경우 성과급제도화 수준과 공정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 모두 조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분석되었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근무년수, 교육수준 그리고 혁신적 리더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3과 Model5의 비교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
정성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점이다. 성과관리제도나
운영의 공정성 수준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여부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조직 내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지 여부가 조직성과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선행연구들에서 조직성과에 대한 공정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
난 것과 일관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두 번째는 민간조직의 경우 성과급 제도화 수준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만 정부조직의 경우 성과급의 제도화 수준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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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가설 1이 인용되었음을 의미하며, 공공부문에서 성과급도입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앞서 살펴본 공･사 조직의 특성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민간부문의 경우 성과수준의 계량적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성과관리가 가능
하기 때문에 성과평가제도의 정교화를 통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업무특성상 성과의 계량적 측정이 어려운 공공부문의 경우 성과평가제도의 정교화가 조
직성과를 높일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의 성과
급제도의 유형 차이 때문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급제도(5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제도)
는 주로 개인에 대한 차별적 금전 보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보수등의업무
지침에서 성과급 지급방법을 개인별･부서별, 균등･차등에 있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별 성과급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민간조직은 개인성과급인
연봉제와 집단성과급인 성과배분제를 활용3)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설 2가 제시한 공정성이 갖는 조절효과가 공공 및 민간부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Model4와 Model6을 분석하였다. 공공부문을 분석한 Model4에
서는 성과급제도화수준과 성과급제도화수준 및 공정성의 상호작용항 등 두 개의 변수가
성과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성과급제도
화수준은 조직성과에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항은 양(+)의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민간부문을 분석한 Model6은 통제변수를 제외한 어떤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Model6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모델의 설명력이 증가하지 않았고, 성과급제도화 및 공정성 변수의 영향력
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민간부문의 경우 구성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인 공정성 수준의 성과제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정성이 가지는 조절효과가 공공,민간 부문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가설 2는 인용
되었다.
한편 Model4의 경우, 성과급제도화수준이 조직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
과관리제도의 정교화가 오히려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
하며 상호작용항만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성과급제도화수준 자체 보다는
조직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성과제도화와 조직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

3) 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개인성과급은 71%, 집단성과급은 44.6%의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김유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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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Model3과 Model4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경우 성과관리제도 보다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성과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Model5와 Model6은 민간부문의 경우 정교
한 성과관리제도가 성과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정성의 조절효과는 유
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부문에서 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성과급제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바 있다. 민간
조직에서 이러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조직 특성
상 성과측정이나 개인별 업무기여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조직에 비해 상대적으
로 투명한 임금체계 및 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경우, 구성원들의 공정
성에 대한 인식이 성과급제도와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Ⅴ. 결론 및 연구의 함의
본 논문은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한 조직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이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공･사 조직을 비교분석
하여, 공공부문 성과급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경우 성과급제도가 갖는 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며 공정성이 중요
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부조직의 경우 성과급제도를
고도화, 정교화하는 것이 조직성과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제
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성과급제도가 성과의 향상으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은 의미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공공부문의 경우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높이는 것이 제도
성공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들은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어렵게 한다. 우선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개인 차원의 객관적인 성과 측정과 비교가 어려운 것은 물론 조직 전체의 성과에 개인이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구분해 내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 이는 조직 구성원이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관리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게 한다. 두 번째는 조직 운영
의 투명성, 공개성 및 개방성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큰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의 노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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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환경적인 조건이 성과를 결정하게 된다면 성과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정
치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는 조직구성원이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료들이 어떤
성과평가 또는 등급을 받고, 그 성과에 대해 얼마만큼 보상받는지 공개되는 경우 공정성
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Perry et al. 2009).
공공조직에서 성과관리제도가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공
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직구성원들이 성과의 측정 및 평가가 공정하다
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형평성 보다는 부처별 혹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
도록 평가의 자율성을 강화하거나 이해관계가 적어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가 가능한
외부의 평가전문가의 활용 또는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다면평가의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면적(cross-sectional) 이차 자료(secondary data)를 이용
하여 문항 선정과 인과관계 검증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또한 공정성의 조절효과가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 살펴보았다는 점, 단순한 성과급도입여부가 아닌 성과급제도화수준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다룬 large-N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기
관별로 운영되는 성과급제도 유형과 방식을 분석에 포함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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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Based Personnel System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Comparis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Myungrok Do, Geunjoo Lee & Yujin Choi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 in the impact of performance-based personnel
system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in
South Korea, and it also tests the moderating effects of fair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based personnel system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Using survey data,
OLS regressions are performed to compare a sample of 1000 public employees with 1050
private employe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are public-private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performance-based systems and also indicate that perceived fairness as a
moderating variable has a significant role in achieving the goal of performance-based
personnel systems in the public sector.
【Keywords: Performance-based personnel system, performance-based pay,
Organizational performance, Perceived fair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