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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은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다.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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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기업들이 유행에 휩싸인 듯 서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이따금 본다. 가
령, 최근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사회적 정당성 확보 및 불확실한 환경의 생존전
략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맹신이 있었다(김동배, 2010). 이처럼 특정한 제도가 일반
조직에게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현상을 동형화(isomorphism)라고 일컫는다(DiMaggio &

Powell, 1983; Meyer, Rowan, & Scott, 1983; Oliver, 1991). Dimaggio and Powell(1983)
에 따르면 조직이 강압적(coercive), 모방적(mimetic), 규범적(normative)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동형화가 발생한다. 조직은 국가의 법률적 강제 때문에, 혹은 선진 사례
를 모방하여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거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
정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 확보 및 생존전략으로 보편적
인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하여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Meyer & Rowan, 1977; Tenhiälä & Vuori, 2012; Tosi Jr. & Gomez-Mejia,

1989; Westphal & Zajac, 2001).
디커플링이란 채택한 제도와 그 활용 사이의 괴리를 의미한다(Yang & Zheng, 2011).
보편적 제도는 각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술 및 특이성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정교
하지 못하므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동형화의 압력에 전략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를 상징적으로 도입하지만 실제로는 활용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Goodstein, 1994; Oliver, 1991; Westphal & Zajac, 1994; 1998).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이후 많은 조직들이 동형화 압력에 따라 연공
적 문화 특성 및 인적자본의 역량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연봉제 및 직급 파괴 등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강성춘․박지성․박호환, 2011; 이준호, 2003).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들은 동형화의 압력에 대응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이
를 통해 학습된 제도적 변용인 디커플링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과연봉제를 도입
하되 의도적으로 연봉차등 폭을 매우 작은 수준으로 운영하거거나, 평가제도와 연봉 인상
수준의 연계성을 낮춰 실질적으로는 호봉제를 유지하는 것이다(장혜윤․최정우․박해육,

2017).
이와 관련하여 Goodstein(1994)은 디커플링을 제도적 압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 정도로
개념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제도적 압력 강도의 축과 지각된 효과의 축으로 다양한 디커플
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제도적 압력이 약하고 지각된 효과가 부정적이라면
특정 제도 채택에 대해 저항(defiance)을 고려하고, 제도적 압력이 강하고 지각된 효과가
부정적이라면 제도적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한다. 또한 디커플링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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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강도의 연속선상에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조직은 제도적 논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디커플링 수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된다(Crilly, Zollo, & Hansen, 2012).
디커플링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외부의 정당성과 내부의 효율성과의 기술적 마찰을 최소
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병리적 현상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
하고 있는데(정장훈․조문석․장용석, 2011), 디커플링 효과에 대한 방향성을 단언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와 관련한 탐색적 연구가 드물기 때문이다(Boxenbaum & Jonsson,

2017). 그러나 최근까지는 디커플링이 병리적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eg. 김동주․유병홍, 2012; 김정인, 2017; 정장훈, 2013; 정장훈 외, 2011;

MacLean, Litzky, & Holderness, 2015; Tenhiälä & Vuori, 2012; Yang & Zheng, 2011).
정장훈 외(2011)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디커플링은 법률 위반에 따른 위험요인과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으며, Yang

and Zheng(2011)는 유연근무 프로그램의 디커플링이 조직의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
게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 제도 및 번들(bundle)1)의 상징적 채택 효과는 조직수준에서만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김동수․차현진․박상찬, 2017). 제도의 상징적 채택
은 조직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당성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조직 내부
의 사정은 구성원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김동수 외, 2017; Goodstein, 1994; MacLean et al., 2015). 이에 관해 김동수 외

(2017)는 제도적 디커플링의 연구 방향으로 조직구성원들의 내적 긴장이 어떻게 일어나고
증가 또는 완화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논문은 디커플링에 대한 외부 환경의 영향보다는 조직 내부의 역동적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본 논문은 기업 실무에서 개인수준 평가제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목표관리제도(MBO;

Management by Objectives), 역량평가의 디커플링을 다룬다. 최근 성과연봉제 등 성과주
의 인사관리제도 도입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김동배, 2010; Han & Koo,

2010) 개인평가제도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류성민, 2016; Oh & Lewis, 2009).
성과주의 인사관리는 기본적으로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보상 및 승진, 교육훈련, 직무배치
등이 이루어지므로 평가제도의 활용은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 특히,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도에 민감하게 반
응하기 때문에 디커플링 수준에 따른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개인평가제도의 디커플링이 조직원들의 인사관리에 대한 공정성 지각, 그리
1) 각 HR제도의 기능은 서로 연결되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 HR 제도의 묶음(bundle)을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양혁승,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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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공정
성 이론 및 심리적 계약이론, 사회적 교환이론 등의 논의를 통한 가설을 설정하고 HCCP

6차(2015년) 자료를 바탕으로 다수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토의 내용 및 결
론을 작성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개인평가제도 운영의 디커플링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제도가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한
다(박석희, 2013; 배종석․박오원, 2005; 신상열․양혁승, 2005; Masterson, Lewis,

Goldman, & Taylor, 2000).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는 조직단위 및 개인단위 평
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직단위 평가제도는 균형성과평가(BSC: Balanced Scored Card)
를 바탕으로 전사수준에서 부서수준으로 목표를 Cascading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단위 평가제도는 근무평정표 또는 목표관리방식(MBO: Management by Objectives)
및 역량평가를 사용한다. 더불어 리더십 평가 및 다면평가를 사용하는 조직도 있지만 위의
두 가지 방법에 비해 그 채택 빈도가 낮다.2)

MBO의 도입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목표를 설정하여 그들의 관심과 행동을 자극하고, 목
표에 대한 피드백으로 성과에 대한 불명확성을 감소시켜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며(유규창․
박우성, 2006; Rodgers & Hunter, 1991), 역량평가 도입은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체계적
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김종인․박양규․이홍민,

2006; Abraham, Karns, Shaw & Mena, 2001; Catano, Darr & Campbell, 2007). 더불어
조직구성원의 결과적 측면에서 업적을 측정하는 MBO와 그들의 과정적 측면에서 역량을
측정하는 역량평가는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하므로 인사관리 공정성 향상 차원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박석희, 2013).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MBO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대다수의 기업에서 MBO 및 역량평
가 등의 개인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제도의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그 활용에 있어서 여러 가
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최성락, 2012; 김경한, 2004; 김판석․권경득, 2000; 봉현철,
2) 2015년 HCCP 본사용 자료에서 총 467개 기업 중 역량평가 도입은 368개(79%), MBO 도입은 284개
(61%), 리더십평가 도입은 228개(49%), 다면평가 도입은 186개(40%), BSC 도입은 93개(20%)로 나타
났다. 역량평가와 MBO 모두를 도입한 기업은 277개(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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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예를 들어, 최성락(2012)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목표설정(성과목표․지표설정), 운영과정(의사소통․제도운영), 운영결과(만족
도․효율성․효과성), 환류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4가지 분류 항목 모두 3점 대(5점 만
점)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 중 조직원들의 만족도(3.27)와 효율성 및 효과성 인식

(3.15) 부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설문 항목 중 개인의 성장과 승진 및 보수
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평가제도의 결과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제
도 도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제도 그 자체를 위한 도입이 문제였음을 지적하고 도입 취지와 진정성을 고려하여 운영체
계를 재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경한(2004)은 자치단체들의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MBO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MBO가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있어
서는 기여하고 있었으나 제도의 공정성(3.09)과 보상과의 연계(2.63)는 낮은 수치를 보여
역시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평가와 보상 사이에 기존의 관행
과 같은 내부적 요인이 작용했거나 평가결과가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연공서열식 성향이 강한 국내 기업들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았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평가제도는 성과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성과
중심 보상제도와의 연계성을 낮추는 디커플링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장혜윤 외, 2017).
즉, 제도 간의 낮은 연계성은 성과중심 보상제도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외에도, 민간기업인 K은행을 대상으로 한

MBO 사례연구(봉현철, 2000)에서는 MBO 운영의 장애요인을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
어려움, 시간 소모성, 이직과 이동에 따른 지속성의 결여 등으로 정의하며 직원들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디커플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정동관(2016)의 리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은 승진결정이 94%
이고, 그다음으로 기본급 조정이 56%, 성과급 지급이 54%, 인사배치 35%, 교육훈련 대상
선발 25%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평가의 활용이 조직의 전략적 취사선택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평가제도의 디커플링은 특히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MBO가 개인이 목표 설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문철․박계홍․강병호(2006)는 MBO를 인사
평가에 접목시키는 주 이유를 인사평가 과정에 피평가자를 참여시켜 결과에 대한 수용도
를 높이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MBO의 경우 조직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Bottom-Up방식으로 운영되며 그 과정에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직원들은 제도
의 도입과 실행 간의 괴리를 더욱 크게 실감하게 될 것이다. 역량평가 또한 MBO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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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개인평가제도의 디커플링과 조직구성원 태도
디커플링의 범위는 제도의 활용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인평가제도의 경우, 기존
연공주의 인사 관행과의 마찰과 타 인사제도와의 연계 미흡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피
하기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던지, 평가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이나 승진․보상
측면에는 실제로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에만 반영 하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평가제도의 도입 목적과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
으며, 특히 평가제도가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보상이나 승진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인사제도의 공정성 지각과 조직 유효성 측면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일부의 선행 연구들은 지나친 성과주의가 조직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으며, 평가제도의 활용이 성과주의 위주로 이어지게 되면 역시 부정적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금재덕․이성도, 2009; 이석환․조주현,

2010; 봉현철, 2000). 봉현철(2000)은 MBO의 결과 활용을 승진과 보상에 연계시켰을 경
우, 이러한 처우가 zero-sum game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조직원들의 상호협력을 저해할
수 있고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조직 풍토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건비가 고정
되어 있는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이 차등지급 된다면 누군가의 임금 상승은 누군가
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석환․조주현(2010)의 경우에는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내부 조직원들의 수용성을 측정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평가제도가 성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다 보면 조직원들의 평가에 대한 부
담과 조직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평가결과가 보상 측면에 지나치게
반영되면 조직원들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금재덕․이성도(2009)는 성과
관리체계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Glaser(1991)의 사례연구를 인용하여 평가 결과가 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로 이어지면 조직원들의 의도적인 목표 하향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
며, 나쁜 성과 발견에 대한 두려움과 동기부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김종관ㆍ강희경, 2014; 최성락, 2012; 봉현철, 2000)은 MBO와 역량
평가 자체를 오히려 공정한 분배를 위한 인사체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도입과 운영 과정에
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적 운영을 위해 조직차원의 지원이 꼭 필
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앞서 밝혔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평가 결
과와 보상과의 연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최성락, 2012; 김경한, 2004), 이는
평가제도의 활용이 성과주의로 직접 이어지기보다는 간접적인 자료 정도로만 활용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평가제도의 디커플링과 조직원들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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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는 성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큰 관계가 없다는 가정 하에 가설을 설정하
였다.
인사제도에 대한 공정성은 보통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그리고 상호작용공정성으로
나뉠 수 있다. 이를 평가제도와 성과배분에 적용해서 살펴보면, 분배공정성은 평가의 결과

(교육, 승진 등의 보상)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을 의미하고, 절차공정성은 평가의 기준과
그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공정성은 평가과정에서 개인이
인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교감과 같은 관계적 공정성을 의미한다. MBO의 경우 목표설정
→ 수행 및 점검 → 평가 → 결과 활용의 순서로 진행되고(봉현철, 2000), 목표설정의 경우
상사와 개인이 상의하여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호작용공정성이나 결과 활용
에 따른 분배공정성, 전체적인 절차 및 기준 준수에 대한 절차공정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즉, 디커플링의 범위에 따라 공정성의 다양한 차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Adams(1963)는 개인의 공정성 지각이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며 그 결
과에 따라 개인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람이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
한 투입(input)과 그에 따른 보상(output)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어떻게 파악
하는지가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노력 대
비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의 노력과 보상간의 비율과 같은 경우 공정하다고 인식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MBO 및 역량평가와 같은 평가제도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성과측정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이루기 위해 도입되어 왔고

(최성락, 2012), 보상, 승진, 평가, 과업할당과 책임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배종석․박오원, 2005; Bettencourt & Brown, 1997), 이러한 평가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개인은 노력과 보상간의 관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Homans(1974)는 조직 내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더 적은 책임을 지는 사람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개인이 동료와의 보
상 비교를 통해 서로 일관되지 못한 절차나 기준으로 평가받았다고 느낀다면, 평가과정에
연공, 정치 등 객관적 자료 이외의 요소들이 개입되었다는 생각을 하거나 이를 통해 불공
정성을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Rousseau(1989)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직의 대응이 자칫 개
인과의 심리적 계약을 위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심리적 계약은 문서상의 계약과 달리 개
인과 상대방 간에 약속되었다고 보는 상호적 교환조건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Rousseau,

1989). 이러한 심리적 계약의 위반은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다른 한쪽이 지각할 경우를 말하며(박영석, 1998), 이는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인사제도란 조직이 개인에게 보내는 조직이 원하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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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원하는 바를 담은 메시지이며(Ostroff & Bowen, 2000), 이 메시지는 조직구성원들
에게 심리적 계약으로 작용하여 마땅히 제도로부터 요구하는 바에 충실하게 만들고 그 충
실한 이행으로부터 합당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기대하게끔 한다(Rosen, Chang, Johnson

& Levy, 2009). 그러나 조직의 의무가 이행되는 정도가 낮아지면 조직구성원들은 조직과
개인 간의 심리적 계약이 위반되었다고 지각하여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Robison

& Rousseau, 1994; Rousseau, 1995; Zhao, Wayne, Glibkowski & Bravo, 2007). 특히 심리
적 계약 위반은 조직구성원에게 인사결정이 절차적으로 또는 분배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지
각을 낳을 수 있는데(Rousseau & Aquino, 1993; Sheppard, Lewicki & Minton, 1992), 이
는 개인평가제도의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acLean et al.(2015)는 윤리프로그램의
디커플링이 그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조직구성원들과의 심리적 계약을 파기하고
결과적으로 냉소(cynicism)를 이끌게 된다고 설명하였으며, Tenhiälä & Vuori(2012)는 조
직이 성과연봉제를 외양(surface)만 구성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외부 이해관계자
로부터는 기업 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조직구성원의 공정성 지각(fairness perception)은
감소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종관ㆍ강희경(2014)은 신상열ㆍ양혁승(2006)의 연구를
인용하여 종업원들의 보상체계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공정성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MBO의 디커플링은 결과적으로 공
정성 지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 및 그를 배경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평가제도의 디커플링과 인사관리 공정성 지각이 부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개인평가제도(a. MBO, b.역량평가, c.번들)의 디커플링과 인사관리 공정성
지각은 부(-)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한 개인의 자신의 일과 관련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하는 직무만족(Locke, 1976)과
조직에 대한 상대적인 동일시나 관여 정도를 말하는 조직몰입(Mowday, Steers, & Porter,

1979)은 다양한 변수들의 예측 및 결과변수로 간주되어 왔다(Judge, Thoresen, Bono &
Patton, 2001; Meyer, Stanley, Herscovitch & Topolnytsky, 2002; Riketta, 2008). 그런 맥
락에서 디커플링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조직유
효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종업원의 태도를 결정하는 선행변인으로 심리적 계약 위반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Robinson and Morrison(1995)은 작업장에서의 심리적 계약 위반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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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에게 분개 및 분노, 신뢰 감소라는 정서적 반응을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
영석(1998)은 심리적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조직구성원은 조직의 정직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며, 서로간의 의무관계를 지키려는 동기가 변질됨에 따라 향후 조직의 행동을 예측
할 수 없게 되어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낳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김명언․민
해경(1999)의 연구의 경우 조직몰입이 심리적 계약의 이행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
지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저자는 이에 대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국내 상황에서 조직
이 조직구성원들에게 일방적 충성심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심리적 계약 위반은 조직몰입
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조직몰입은 조직과 개인 사이의 신뢰를 기반
으로 형성되는 태도인데 심리적 계약 위반은 그 기초를 깨뜨리는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제도 활용의 디커플링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디커플링은 조직이 이행하겠
다고 약속한 바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조직과 구성원들과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그들의 조직에 대한 애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평가제도의 디커플링과 조직원 태도와의 관계는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환관계는 사회적 교환(social exchange)과 경
제적 교환(economic exchange)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중 경제적 교환은 엄격한 규정과
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반면, 사회적 교환은 유․무형의 의무감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진다(최정인․정세희․문명재, 2017; Colquitt et al., 2011). 이러한 사회적
교환은 조직과 구성원, 혹은 조직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한
다(Blau, 1964). Blau(1964)는 조직과 조직구성원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환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보았는데, 조직원이 조직에게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해 보답할
의무를 느끼고 혜택에 상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서로 간 신뢰와 교환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본 연구는 개인평가제도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본 요소로 상정
하고 있기 때문에(박석희, 2013) 조직원들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객관적이고 올바
른 평가를 기대하게 된다. 만약 조직이 개인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여 그들의 니즈

(needs)를 충족시킨다면 이는 조직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조직원들의 긍정적 직무태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과 실행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한다면 상
호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고 결국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가설 2: 개인평가제도(a.MBO, b.역량평가, c.번들)의 디커플링은 조직몰입과 부(-)
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 개인평가제도(a.MBO, b.역량평가, c.번들)의 디커플링은 직무만족과 부(-)
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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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
최근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인사관리 공정성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
며(김윤호, 2015; 나인강, 2014; Heffernan & Dundon, 2016),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은 조직
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앞서 설정한 가설들과 같이 공정성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디커플링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디커플링과 조직몰입 사이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Rosen et al., 2009)
공정성 지각이 조절 또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Adams(1963)의 경우 분배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개인의 정신적인 부분에
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공정성 인식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심적인 고통이나 괴로움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Homans(1974)는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정당한 보상과 주어진 보상 간의 크기가 커질수록 비례한다는 점을 지적하
며 공정성 인식의 정도와 종업원의 감정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이 심리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인지 일관
성(cognitive consistency)의 불균형 때문에 부정적인 직무태도를 나타내게 된다고 설명하
였다(Rosen et al., 2009). 예를 들어, 조직원이 업적이나 능력만큼 평가나 보상을 받지 못
하게 되면, 공정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는 다른 결과 때문에 인지부조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직에 대한 부정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심리
적 계약 위반이 분배 및 절차 공정성 차원에서 조직구성원들의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보았다.

Masterson, Leiws, Goldman, and Taylor(2000)는 이러한 관계를 사회적 교환이론을 통
해 설명하였다. 조직 공정성은 조직과 개인의 사회교환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개인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Bettencourt and Brown(1997)는 조직구성
원들이 공정성을 지각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수행으로부터 조직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우
해주는 것으로 지각하여 그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절차
및 분배공정성 차원에서 직무를 통해 응당 받아야 할 것이 만족되면 조직과 개인 간의 신
뢰가 형성되고, 이는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Aryee et al.(2002)은 사회적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조직공정성이 신뢰를 매개로 하여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 또한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권기욱 외(2012)는 조직
구성원의 전반적 조직공정성 지각이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그들의 조직몰입을 매개한다고
설명하였다. 최정인 외(2017)는 성과평가에 대한 조직 공정성의 3가지 차원(분배, 절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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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 절
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분배공정성의 경우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지
만 조직 신뢰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사
관리 공정성 지각이 제도의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합의(consensus)가 존재하는 경우에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김윤호, 2015), 만약 개인평가제도의 활용 강도가 낮아지게
되면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합의가 부실해짐에 따라 인사관리의 공정성이 형성되기 어
려울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커플링과 조직몰입, 직무만족의 관
계를 공정성 지각이 매개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공정성 지각은 개인평가제도(a.MBO, b.역량평가, c.번들)의 디커플링과 조
직몰입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5: 공정성 지각은 개인평가제도(a.MBO, b.역량평가, c.번들)의 디커플링과 직
무만족을 매개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표본 구성
본 연구의 표본은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을 활용하였다. HCCP는 조직수준의 본사용 자료와 개인수준의
근로자용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업코드는 동일하기 때문에 두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본은 제조업(147개), 금융업(9개), 서비스업(33개)을 모두 포괄한 100인
이상의 기업 중에서 역량평가와 MBO를 모두 도입한 277개 중에서 주요변수의 결측치가
없고, 개인수준 변수에 대해 5인 이상이 응답한 기업 189개 기업, 6,390명의 표본을 선정
하였다.

2. 조작적 정의와 측정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본 연구의 주요 구성개념은 개인평가제도의 디커플링, 인사관
리 공정성,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다. 인사관리제도들은 각각의 방식에 따라 다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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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보이지만 서로 상호작용하여 좀 더 정교한 체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나인강(2014)은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교육훈련, 참여, 보상, 평가 번들로 분류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 평가 번들은 BSC, MBO, 다면평가 등 세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평가를 조직평가와 개인평가로 나누고 그 중 개인평가를 MBO와
역량평가로 분류하여 두 제도를 합친 번들을 구성하였다.3) 디커플링은 개인평가제도 번들
과 그 구성제도인 MBO 및 역량평가를 조직수준에서 측정하고, 개인수준에서는 조직구성
원들의 공정성 지각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을 측정하였다.

(1) 디커플링
일반적으로 디커플링은 조직이 제도를 채택하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채
택과 활용과의 괴리로 정의하고 있다(김동수 외, 2017). 이 정의를 바탕으로 디커플링은

‘제도 채택과 활용여부의 차이 및 비율’로 그 값을 측정한다(조선미․강정한, 2011; 정장
훈 등, 2011; Han & Koo, 2010; Westphal & Zajac, 2001). 가령, 조선미․강정한(2011)은
사업체패널 데이터에서 규약상 채택된 제도의 합과 실행되는 제도의 합과의 차이로 디커
플링을 측정하였다. 정장훈 외(2011)는 사업체패널 데이터에서 17가지 일-가정 양립제도
중 도입하였으나 실행하지 않을 경우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조직이 이미 제도를 도입한 상태에서의 활용강도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므로, 디커플링을 제도적 압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 정도로 조작적 정의한다

(Goodstein, 1994). 이와 같은 맥락에서 MacLean et al.(2015)은 윤리경영 프로그램의 디커
플링을 조직구성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활용강도를 매우 그렇다=5점, 매우 그렇지 않다
3) 본 연구에서는 MBO, 역량평가, 번들의 디커플링을 모두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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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으로 하여 측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HCCP 본사용 자료에서 MBO, 역량평가의
실질적인 활용정도 항목을 이용하여 디커플링을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거의
활용하지 않음’이 1점, ‘많이 활용하고 있음’이 4점으로 HR매니저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응답치는 활용강도가 높아질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있으므로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역
산(reverse)하여 분석하였다. 즉, 활용강도가 적을수록 디커플링 강도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에 용이하도록 역산 한 것이다. 역산 방법은 ‘5 - 응답치’로 하여 거의 활용하
지 않는 다는 본래 점수(1점)가 4점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개인평가제도는 MBO와 역량평
가의 번들로 구성할 수 있는데(박석희, 2013; 윤광재, 2007), 본 연구에서는 번들의 디커플
링을 두 평가제도의 활용강도에 대한 역산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이 번들의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2) 조직구성원 지각 및 태도
공정성 지각은 한 조직구성원이 인사관리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각하고 있
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한다(구자숙․한준․박찬웅, 2008; 김재엽․이성민․최장호,

2018). 구자숙 외(2008) 및 김재엽 외(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성 지각의 측정은
HCCP 근로자용 자료에서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음=1점, 전적으로 그러함=5점)
로 응답된 ‘우리 회사는 평가 및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단일항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조직몰입은 Allen and Meyer(1990)의 개념으로 정서적 몰입(회사의 문제
를 내 문제처럼 느낀다), 유지적 몰입(회사를 떠난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규범적
몰입(회사에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 등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배준영․이강표,

2014). 각 항목에 대하여 조직구성원이 ‘전혀 그렇지 않음’으로 1점, ‘전적으로 그러함’으
로 5점 응답한 값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개인수준의 조직몰입 신뢰도 계수는 .75
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한 조직구성원 자신의 일과 관련한 태도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하며

(Locke, 1976),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이 현재 자신의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
족수준으로 조작적 정의한다(Eisenberger, Cummings, Armeli, & Lynch, 1997). 직무만족
의 측정은 HCCP 근로자용 자료에서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음=1점, 전적으로 그
러함=5점)로 응답된 ‘나는 현재하고 있는 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현재 하고 있
는 일의 내용에 만족한다,’ ‘나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 만족한다,’ ‘나는 현재 직장의 인
간관계에 만족한다,’ 등 4개 항목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김현옥, 조봉순, 이명주, 2017).
개인수준의 직무만족 신뢰도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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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조직수준 통제변수는 공정성 지각 및 조직몰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김윤호, 2015;
김현옥 외, 2017; 양재완, 2016; 이목화․문형구, 2014; Nishii, Lepak, & Schneider, 2008)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분석에 사용하는 조직수준 통제변수는 기업매출액(로그), 산업 중분
류(더미), 기업규모(더미)이다.4) 다음으로 개인수준 통제변수도 선행연구들을(김원형,

2002; 김현옥 외, 2017; 박종욱․김성수․박광서, 2016; Sanders, Dorenbosch, & de
Reuver, 2008) 바탕으로 조직구성원 현재 직급(더미), 성별(더미), 교육수준(더미), 고용형
태(더미), 노조원 유무(더미)로 구성하였다.5)

Ⅳ. 분석결과
1. 기초분석
가설 검정에 앞서 각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표 1>과 같이 제시하였
다. 본 표본은 기업규모 300~399인 이하, 직급은 대리급이 평균적이고, 남성과 정규직, 노
조원이 대부분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관관계의 경우 공정성 지각과 조직몰입은 .43, 직무만족은 .56으로 강한 정적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역시 .58의 강한 정적관계
가 나타났다. 디커플링 변수와 관련하여 MBO와 역량평가의 상관관계는 .79로 강한 정적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두 제도가 번들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MBO와 역량평가, 번들의 디커플링은 공정성 지각,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과는 부(-)의 관
계를 나타내었다.

4) 산업 중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된 43개 산업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였고, 기업규모는 종
사자 규모 299인 이하=1, 300~399인 이하=2, 1000~1999인 이하=3, 2000인 이상=4로 응답된 값을 더
미변수로 변환하였다.
5) 직급은 사원급=1, 주임/계장=2, 대리급=3, 과장급=4, 차장급=5, 부장급=6, 임원급=7, 성별은 남자=1,
여자=2, 교육수준은 중졸이하=1, 인문고졸=2, 공고졸=3, 4=기타 실업고졸, 5=전문대졸, 6=4년제 대졸,
7=석사졸, 8=박사졸 이상, 고용형태는 정규직=1, 비정규직=2, 노조원 유무는 조합원=1, 비조합원=2로
응답된 값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개인평가제도 디커플링과 조직구성원 태도의 탐색적 연구(김재엽․ 맹현아․ 최장호)

31

<표 1> 변수의 상관관계a)b)
variable

Mean

SD

1. 공정성 지각

3.27

0.91

2. 조직몰입

3.41

0.70

0.43

3. 직무만족

3.60

0.64

0.56

4. 성별

1.19

0.39

5. 교육수준

4.92

1.54

6. 고용형태

1.02

0.15

7. 노조원유무

1.76

0.43

1

2

3

4

5

6

7

8

9

10

11

12

0.58

-0.06 -0.15 -0.06
0.11

0.11

0.13 -0.05

-0.01 -0.08 -0.02
0.09

0.00

0.05

0.12 -0.06
0.10

0.38

0.06

8. 직급

3.34

2.21

0.06

0.24

0.14 -0.25

0.06 -0.11

9. 매출액(로그)

8.31

0.69

0.11

0.19

0.17 -0.07

0.11 -0.10 -0.18

0.08

10. 기업규모

2.03

0.98

0.09

0.14

0.14

0.08 -0.01 -0.11

0.05

0.01

0.00

0.63

11. 디커플링_MBO

1.74

0.83

-0.09 -0.10 -0.11

0.01 -0.10

0.02 -0.04 -0.05 -0.22 -0.23

12. 디커플링_역량평가

1.76

0.77

-0.09 -0.11 -0.12 -0.03 -0.11

0.00 -0.05 -0.06 -0.18 -0.28

0.79

13. 디커플링_번들

1.75

0.75

-0.10 -0.11 -0.12 -0.01 -0.11

0.01 -0.05 -0.06 -0.21 -0.27

0.95

0.94

주: a) N=6,390; p<.05 for correlations in bold; two-tailed tests.
b) 산업(중분류)는 생략함.

2. 가설검정
공정성 지각과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대한 다수준 분석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ICC(intra-class correlation) 값을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수준 분산이 집단수준 분산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인 ICC(1) 값을 분석한 결과, 공정성 지각은 0.17, 조직몰입은 0.13, 직무만
족은 0.14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 평균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ICC(2) 값을 분석한 결과,
공정성 지각은 0.74, 0.76, 0.8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ICC(1) 값은 0.2 수준 내외가
적합하고, ICC(2) 값은 0.6 이상이 적합하므로, 다수준분을 실행하였다.

<표 2>에는 본 논문의 가설1, 2, 3의 검정을 위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먼저 model 1과
model 2를 살펴보면 MBO 및 역량평가의 디커플링은 공정성 지각과 유의한 부(-)의 관계
(β=-.056, p<.10; β=-.063, p<.05)를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model 3에서 번들의 디커
플링이 공정성 지각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설 1은 지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059, p<.05).
디커플링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는 역량평가의 디커플링만이 조직몰입과 p<.05 수준에
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β=-.037). model 4에서 MBO의 디커플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model 6에서 번들의 디커플링은 p<.10 수준에서 유의한 관
계를 나타내었다(β=-.030).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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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수준 분석a)b)c)
variable
매출액(로그)

공정성지각

조직몰입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model 9
0.092

0.097

0.093

0.113**

(0.030)

디커플링_역량평가

0.091*

0.096*

0.092*

†

-0.034

(0.0202)

(0.0213)
*

-0.063

-0.037

(0.0319)

(0.0212)

2.37

***

262.7

***

2.32

***

265.5

***

2.37

***

264.5

(0.0223)
-0.049*

-0.030

(0.0332)
***

-0.053*
†

-0.059*

디커플링_번들

Chi2

0.113**

-0.018

-0.056

*

상수

0.115**

(0.0551) (0.0546) (0.0548) (0.0364) (0.0361) (0.0362) (0.0388) (0.0383) (0.0385)
†

디커플링_MBO

직무만족

(0.0221)
***

2.498

***

755.6

***

2.489

***

760.2

***

2.509

***

758

(0.0233)
***

3.185

***

400.5

***

3.188***

***

403.6

3.149
405.5

***

주: a) † p<.10; * p<.05; ** p<.01; *** p<.001, one-tailed tests.
b) 공정성 지각, 디커플링_MBO, 디커플링_역량평가, 디커플링_번들은 단측검정함. 산업 중분류(더
미), 기업규모(더미), 직급(더미), 성별(더미), 교육수준(더미), 고용형태(더미), 노조원(더미)은 생략
함.
c) 기업체=189개, 종업원=6390명.

다음으로 직무만족을 살펴보면 MBO의 디커플링은 p.<10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관
계를 나타내었고(β=-.034), 역량평가 및 번들의 디커플링은 p.<05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
하므로(β=-.053; β=-.049), 가설 3은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MBO의 디커플
링은 역량평가 및 번들에 비해 낮은 검정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토의
및 결론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가설 4와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 테스트 및 Sobel(1982) 테스
트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앞서 조직몰입에 대한 디커플
링의 직접 효과의 경우 MBO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역량평가와 번들
만을 넣어 분석하였다. <표 3>의 model 1을 살펴보면, 공정성 지각은 조직몰입과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β=.295, p<.001). 이후 model 2~3에서 역량평가와 번들 디
커플링의 변수를 차례로 삽입하였으나 p<.05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공정성 지각은 모든 model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공정성 지각이 역량평가
및 번들의 디커플링과 조직몰입을 완전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표

4>의 Sobel(1982) 테스트 결과를 보면 역량평가, 번들의 디커플링이 공정성 지각을 거쳐
조직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성 지각의 매
개효과의 경우 MBO의 디커플링을 제외한 나머지에 모두 성립되었으므로 가설 4는 부분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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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매개효과 다수준 분석a)b)c)
variable

조직몰입
model 1

model 2
**

매출액(로그)

model 3
**

**

0.086

0.086

0.085

(0.0309)

(0.0308)

(0.0309)

-0.020

디커플링_역량평가

(0.0182)
-0.015

디커플링_번들

(0.0189)
***

1.822

***

2134.3

Chi2

2130.3

(0.008)

***

1.830

***

***

2132.7

***

직무만족
model 5

model 6
**

매출액(로그)

0.295

(0.008)

***

1.797

***

0.295

(0.008)

상수

variable

***

0.295

공정성 지각

model 7
**

model 8
**

**

0.060

0.057

0.060

0.058

(0.0270)

(0.0270)

(0.0267)

(0.0268)

-0.018

디커플링_MBO

(0.0150)
-0.030*

디커플링_역량평가

(0.015)
*

-0.027

디커플링_번들

(0.0164)
***

공정성 지각
상수
Chi2

0.359

***

0.359

***

0.359

***

0.359

(0.007)

(0.007)

(0.007)

(0.007)

2.321***

2.379***

2.362***

2.382***

***

2970.1

***

2974.7

***

2981.8

***

2978.8

주: a) † p<.10; * p<.05; ** p<.01; *** p<.001, one-tailed tests.
b) 공정성 지각, 디커플링_MBO, 디커플링_역량평가, 디커플링_번들은 단측검정함. 산업 중분류(더
미), 기업규모(더미), 직급(더미), 성별(더미), 교육수준(더미), 고용형태(더미), 노조원(더미)은 생략
함.
c) 기업체=189개, 종업원=6390명.

다음으로 직무만족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표 3>의 model 5를 보면, 공정
성 지각은 직무만족과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β=.359, p<.001). model 6에
서 MBO의 디커플링 변수는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완전매개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model 7, 8에서 역량평가 및 번들의 디커플링 변수는 유의한 부적인 값을 나타
내어 부분매개 효과로 해석한다. 그리고 <표 4>의 Sobel 테스트 결과에서 보듯이 MBO,
역량평가, 번들의 디커플링이 공정성 지각을 거쳐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 직무만족에 대한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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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obel 테스트 결과표a)
경로

Sobel test statistic

One-tailed probability

-1.972

0.024

디커플링_번들→공정성→조직몰입

-2.245

0.037

디커플링_MBO→공정성→직무만족

-1.888

0.029

디커플링_역량평가→공정성→직무만족

-1.973

0.024

디커플링_번들→공정성→직무만족

-1.776

0.037

디커플링_역량평가→공정성→조직몰입

주: a) p<.05 in bold.

가설 5 또한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Ⅴ. 토의 및 결론
디커플링은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다(Meyer and Rowan, 1977; Oliver,

1991). 그러나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함으로써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조직구성원들과 정서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김동수 외, 2017;
조선미․강정한, 2011; MacLean et al., 2015). 본 논문은 MBO 및 역량평가를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위한 기본 번들로 도입하였으나, 그 활용에 있어서의 디커플링이 조직원들
의 인사관리 공정성 지각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논지를 가지
고 있다. 디커플링은 조직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
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활용 강도를 조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Crilly et al., 2012).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개인평가제도의 디커플링을 제
도의 활용 정도로 전환하여 현상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가설과 그 검정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인평가제도 활용의 디커플링은
조직원들이 지각하는 인사관리 공정성에 영향을 미쳐 결국 부정적 정서로 이어지게 된다.
개인은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얻게 될 보상 및 승진이 공정하게 운영됨으로써 얻는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는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혹
은 기존 제도와의 모순 때문 및 특정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인사관리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느끼고 이는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져, 결국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공정성 이론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개인이 같은 조직원들과의 비교를 통해 보상의 기
준이 서로 다르다고 느끼거나 보다 적은 기여를 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획득한다고 생
각한다면 이는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져 결국 부정적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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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평가제도에 대한 심리적 계약 위반은 개인이 기대하고 있는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지부조화를 일으켜 조직 몰입과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조직의 공정성과 실제 드러난 모습과의 차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해소
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이를 사회교환이론으로 살펴보면,
개인과 조직과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데, 제도의 불성실한 이행은 이러한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쳐 역시 부정적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한 본 논문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조직
수준 디커플링 연구 범위에서 미시적 수준으로의 확장 및 다수준 분석을 시도한 점이다.
김동수 외(2017)는 디커플링이 단순히 조직수준의 결과물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 수준에서 구성원들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
였다. 또한 김동주․유병홍(2012)는 디커플링과 구성원 태도의 관계에 대한 다수준 분석
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에 부합하는 다수준 분석을
사용하여 모델을 분석하였다. 디커플링은 제도 및 전략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조직
구성원의 태도는 개인수준이므로 미시적 연구에 있어서의 다수준 분석이 모델의 정교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디커플링이 다양한 인사제도가 도입되지만 그 효과를 실
감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가령,
최근 공공기관들은 공정인사지침을 바탕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지만, 조직 내부 구성
원들의 저항 완화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침에 완전하게 부합하도록 운영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징적으로 채택한 제도와 활용에서의 괴리가 조직
구성원들의 인사관리 공정성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
공정성 이론과 심리적 계약 이론 및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디커플링의 병리적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선행연구들은(eg. 김동주․유병홍, 2012; 정장훈 외, 2011; 조선미․강정
한, 2011)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에서 그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지만,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이론에 따른 관계의 변화로부터 조직구성
원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김동주․유병홍(2012)
의 연구의 경우, 인적자원개발제도의 디커플링과 조직성과의 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구성원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이 감소된 것으로 검증하였지만, 왜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이 낮아지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미흡하였다. 이와 같은 부
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기여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의 상징적 제도 도입은 인사관리 공정성 지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제도 도입의 활용 및 운영에 대해 완벽성을 추구해야 한다. 앞서 Tenhiälä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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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ori(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과연봉제의 상징적 도입은 외부 명성에 긍
정적 영향을 주지만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냉소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는 성과연봉제뿐
아니라 평가제도의 경우에도 대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역량평가의 디커플링이 MBO의 디커플링보다 공정성
지각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평가의 경우 MBO
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차원의 디커플링의 관리가 더욱
미흡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표의 개발이나 활발한 피드백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을 통해 그 효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공기
관의 경우에는 기관 평가에 의해서 동형화 압력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데 이 부분은 향
후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가 각 기관의 제도 도입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운
영에 대한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커플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들 간의 내적적
합성(internal fit)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적적합성이란 조직 내 제도들 간의 정책 및 의
도의 일관성, 상호보완성 정도를 의미한다(Banks & Kepes, 2015). 내적적합성이 높다면
조직은 제도들로부터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령, 성과지향적인 구성원들의 행동을 유도하고자 개인평가
제도와 함께 성과기반 임금시스템(eg. merit pay system)을 운영하면 긍정적 시너지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성과와 무관한 연공급 등을
운영한다면 사람들의 심리적 계약이 위반 및 불공정성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시너지 효과
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내․외부의 상황 상 디커플링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디커플링의 전략적 활용이란 외부환경으로부터의 동형화 압력
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가령, 역량평가를 기존 근무평정제도를 변형시킨 것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디커플링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대한 대증요법
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태도변수의 부정적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변혁적 리더
십, 직무재설계, 직장환경 개선, 직원친화 정책 등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심리적 계약과 사회적 교환을 구성 개념으로 측정하지 못한 점이다. 이는 HCCP 항
목에서 해당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미흡한 점에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심리적
계약 위반 및 사회적 교환이론에 대한 항목을 측정하여 실증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좀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공정성 지각 변수를 단일항목으로 측
정한 점이다. 2차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의 특성상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항목이 한정되
어 있어 부득이하게 단일 항목을 사용하여 변수를 측정하였다. 이런 경우 구성개념 측정의
타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일 항목 또한 다항목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nous, Reichers, & Hudy, 1997).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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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의 디커플링과 조직몰입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 2와 가설 4가 부분
적으로 지지된 점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MBO의 디커플링이 조직몰입의 하
위 개념에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정서
적 몰입과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에 대한 측정치를 합산하여 그 평균값를 사용하였는
데, 각각의 개념 중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그 평균값에는 유의한 결
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위와 같은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각각의 몰입에 MBO의 디커플링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증
하였다. 그 결과, 유지적 몰입을 제외한 정서적 몰입(β= -.024, p<.1)과 규범적 몰입(β=

-.033, p<.1)에는 MBO의 디커플링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애착, 규범적 몰입은 의무감에 기초한 도덕적 관념인 반면, 유지적 몰
입의 경우 조직을 떠났을 때 발생하는 득과 실에 기초한 계산적인 차원의 몰입을 의미한
다. 디커플링은 조직과 개인 간의 심리적 계약이나 사회적 교환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계산적 차원의 몰입보다는 감정적이나 도덕적 측면의 몰입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조직몰입의 문항 자체가 개인과 관련된 것보다는 조직에 전
체 대한 감정에 집중되어 있는데(예: 회사에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 MBO는 역량평가
에 비해 개인의 참여가 더욱 두드러지는 평가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수준의 만족

(직장, 직무, 임금, 인간관계 등)에 더욱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MBO의 디커플링과 직무만족의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디커플링을 선행연구들과 같이 차이법이나 비율법으로 측정하는 개
념으로 접근하지 못한 점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제도 도입과 실행의 차이 및 비율과 조직
구성원의 인식의 관계를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섯째, 횡단자료
를 사용하였으므로 인과관계의 선․후차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다. HCCP 근로자용 자
료 특성상 각 차수별(5차 자료와 6차 자료) 응답한 개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차를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기업은 동일하지만 개인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가 없으
므로, 본 연구는 횡단분석을 수행하게 되었다. 여섯째, 공정성 지각을 인사관리 공정성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지각이 디커플링과 개인 태도를
매개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이 수립되었는데, 이론 부분에서 밝힌 것과 같이 본래
공정성 지각은 절차․분배․상호작용 공정성을 바탕으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평가제도를 ‘인사관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판단하였
으므로 구자숙 외(2008) 및 김재엽 외(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사관리 공정성이라는
변수를 차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HR 제도 및 번들의 효과를 통제하지 못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개인평가제도 번들을 사용하였는데, 이외에 조직단위의 평가제도
나 보상, 교육훈련 번들 등(나인강, 2014)의 효과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는 각 회사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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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사제도 도입 및 활용 강도를 모두 반영할 경우 정규성 있는 표본 확보가 어렵기 때문
에 개인평가제도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가능한 연구로는 디커플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을 찾는 것이다.
가령, 리더십 프로세스로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계약 위반을 적절히 다루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디커플링의 과정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탐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Bowen and Ostroff(2004)는 인사
제도의 내용적 측면과 더불어 과정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는데, 디커플링이 과정
적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의 지각 및 풍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새
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특정 사람에게 유리함을 위하여 디커플링을 사용할 경우, 내부
구성원들 간의 파벌 및 마찰이 발생하는지를 탐색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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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f Individual Evaluation System’s Decoupling
and the Employees’ Attitudes
Jae-yeoup Kim*․Hyun-Ah Maeng**․Jang-ho Choi***
6)7)8)

Decoupling is a strategic response to an organization's survival. Organizations can
satisfy external stakeholder by acquiring social justice, but emotional conflicts may occur
internally with organizational members. This paper argues that decoupling between the
introduction and use of MBO and competency evaluation reduces the motiva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the quality of psychological contracts and social exchange
relations according to the fairness theory. This is a test of a model that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this paper based on this
argument are as follows. First, it attempts to expand to the micro level from the scope
of existing organizational level decoupling research. Second, it explains the pathological
phenomenon of decoupling based on fairness theory, psychological contract theory, and
social exchange theory. As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it was found that decoupling
negatively affects the fairn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nd the
fairness mediates decoupl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is paper
presen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decoupling strategy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Keywords : decoupling, personal evaluation system, equity theory, psychological
contract, organizational commitment, multi-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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