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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연구설계의 특징상 대상사업 중 약 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Jung(2009) PART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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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 & Rainey

(2005a, 2005b)
Jung(2009) 이 연구

분석단위
조직 개 미국(115

연방기관)
정책프로그램 개(767 ) 정책프로그램 개(1,158 )

목표

모호성의

차원

사명이해 모호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목표치 구체화 모호성

시간 구체화 모호성

프로그램 평가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대상집단 모호성

목표

모호성의

선행요인

재정적 공공성

경쟁적 요구

정책책임성의 유형

정책문제의 복잡성

조직의 연령

조직의 규모

기관의 위치

관리능력

기획능력

프로그램유형 간접성( )

평가기간

프로그램 규모

예산의 증가

기관의 유형

정치적 당파성

(political party

initiative)

정치적 요구의 복잡성

정치적 주목도

기획능력

관리능력

프로그램의 직접성

프로그램의 규모

예산의 변화

성과

조직성과

관리성과

고객서비스지향성

생산성과 작업의 질

프로그램설계

프로그램기획

프로그램관리

프로그램결과

종합적 프로그램성과

프로그램 성과

목표달성도( )

조절변수 - - 프로그램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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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장은 정책프로그램의 목표구조 의 형성부터 최종적인 성과 에(goal structure) (performance)

이르게 되는 개별적인 과정에 대해 목표모호성 이란 렌즈를 착용하고 묘사한 일(goal ambiguity)

종의 스냅샷 이라고 할 수 있다(snapsho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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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 따르면 경제주체가 경제학 이론에 가정된 효용과 이윤의 극대화 이외의 다른Downs(1957)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는 주된 목표에 대한 합리적 과정을 왜곡하는 일탈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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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는 의 제한적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고전적 합리성의 가정으로 해March(1986:145-147) Simon

결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한 주관적 이해 인식 이해의 갈등 과 같은 문“( ) , , (conflict of interest)”

제들을 합리모형 에 포함시켜 이론화하고 탐구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rational models) .

5) 경제학자나 의사결정이론가들은 목표 를 결과에 대한 대안집합의 가치를 대표하는 일련의(goals)

선호 또는 효용함수 로 파악하고 합리적 선택의 전제 중(a set of preference) (utility functions) ,

하나로 선호의 분명한 순서화 를 강조한다(clear preference ordering) (Scot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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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 양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백화점에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의 최Weick . “...

신 디자인을 본 고객들은 박수를 친다 그러나 박수는 양면적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다수의. .

고객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경쟁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박수를 치지

않기 때문이다(Weick, 1979:213)"



- 13 -



- 14 -

7) 지각적 자료를 사용한 대표적 연구들은 내 조직의 목표는 명료하게 정의된다 이 조직의 목“ ”, “

표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은 용이하다 와 같은 설문조사 문항을 사용해 목표모호성의 수준을 측정”

하였다(Lan & Rainey, 1992; Rainey et al.,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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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표모호성을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 간주하는 고전적 논의로는 의 저서를 들Thompson(1961)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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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들의 두 번째 가설은 조직의 위계구조가 정보와 의사소통을 왜곡한다는 공공선택론자들의 주

장과 달리 의 가설에 근거하여 조직내부의 위(Downs, 1967; Tullock, 1965), Thompson(1967)

계적 구조가 환경의 불확실성 또는 그로 인한 애매하거나 모호한 목표가 조직에 미치는 부, (-)

의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Stazyk & Goerde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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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러나 의 연구는 이전의 연구와 마Stazyk & Goerdel(2011) Chun & Rainey(2005a; 2005b)

찬가지로 지각적 설문자료로 주요변수를 측정해 방법론적으로 편향 의 여지가 있으며 목표(bias)

모호성의 다차원적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Pandey &

의 목표모호성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세 연구는 모두Rainey(2006), Pandey & Wright(2006) .

를 통해 수집한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National Administrative Studies project(NASP-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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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합리성은 일반적으로 선택과정에 의해 선정된 행위 즉 수단의 속성을 지,

칭하는 데 사용된다 은 이러한 의미의 합리성에 대해 행위는 대상이. Dahl & Lindblom(1953) “

되는 목표와 있는 그대로의 실제세계가 주어졌을 때 행위가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도록 바르게

계획된 만큼만 합리적이다 라고 언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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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은 의 구분을 참조하여 사업유형 변수에서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Jung(2009) Salamon(2002)

업을 제 자 가 수행하는 사업을 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이는 사업의 수단적‘0’, 3 (third-party) ‘1’ .

속성 중 직접성 이 낮을수록 목표치의 구체적 설정과 집행시기의 명료화가 용이하지(directness)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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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직행태론에서 목표 와 의도 개념은 흔히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된다(goal) (intention) (Pinder,

200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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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론 이 문제에 대해 기관의 정치적 절연 혹은 자율성' (political insulation of agencies)', ‘

의 확보란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자들이 있다(autonomy)’ (Lewis, 2003; Shepsle,

그러나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정당성 을 확보하지 않으면 곤란한 정부기관의1992). (legitimacy)

성격을 고려하면 규범적 차원에서 이 방법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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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적용할 때 높은 성과 가 보장된다고 명시적으로 단(high performance)

언한 적은 없다 그러나 그들이 피력한 모호성 혹은 유사개념에 대한 대처방법들이 수행될 때.

조직은 보다 잘 적응하거나 모호성으로 비롯된 문제에 보다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고 결국 다,

양한 경로를 통해 성과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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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 양면성 은 일반적으로 조직연구자들에게 모호성 과 동Weick(1979) (equivocality) (ambiguity)

일한 의미로 간주되고 있다(Feldman, 1989; Gioi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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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탐색은 새로운 지식의 추구 로 위험감수 실험 유연성 발견 변“ (pursuit of new knowledge)” , , , ,

이를 추구히는 활동 등이 이에 포함되고 활용은 기존 지식의 이용 으“ (use of already known)”

로 개선 선택 생산 효율 집행 등의 활동이 해당된다, , , , (March, 1991).

18) 통상 정책의 모순 은 동일한 강도나 정당성을 지닌 상충된 요구 또는 정책전제(paradox) “

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 으로 정의된다소영진(premise) ” ( , 19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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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 저서에서 일본 은행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관리자들이 일본인 직원들이 구체적Ouchi(1981)

인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지 않아 혼란스러워 한 반면에 일본인 관리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한다 일본인들이 받아들이는 비즈니스의 의미나 고객이나 종업원을 다루는. “... ,

방식이나 현지의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경쟁자들을 다루는 방법이나 세계, ,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감하면 아무리 낯설고 이상한 상황이라도 상황에 적

절한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들에게 목표를 제시할 생각도.

없고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Ouchi, 19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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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국의 는 년 도입된 성과지표 중심의 정부성과관리법 체제로는 예산과의 연PART 1993 (G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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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한계가 있어 관리예산처 주도로 년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각 부처가 매년 소(OMB) 2002 .

관 사업의 를 자체평가하고 관리예산처가 평가결과를 점검해 예산편성에 활용한다윤영진1/5 ( ,

는 오바마 정부시절 폐지되었고 대신 년에 전략목표 및 핵심성과목표를 평가2006). PART , 2009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윤기웅공동“High Priority Performance Goal Initiative" (OMB, 2010; ․

성, 2012).

21)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 조 제 항과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 8 6 3 <

기본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평가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된다 또한 년도부터> 27 2 . 2010

는 전체 사업에서 씩 평가하던 것을 단위사업과 상위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을 점검하기 위해1/3

성과목표별로 씩 평가해 성과목표에 속한 모든 단위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박노욱원1/3 ( ․

종학, 2012:36).

22) 원칙적으로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최소 의 예산삭감을 고려해야 하나 평가 결‘ ’ 10%

과는 사업특성과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예산에 반영되고 있으며 우수사업에 대

해서도 구체적인 인센티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박노욱원종학 따라( , 2012:31-40).․

서 사업성과가 부진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삭감 또는 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3) 년 동안 평가항목은 상황에 따라 가감되었다 이 연구에서 채택한 년 년2005~2011 . 2006 ~2007

평가항목은 내용상 동일성이 유지되어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기 용이하였으나 년, 2008

이후의 평가항목은 시기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별 추가질문과 최근까지의 연도별.

평가항목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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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공통질문< 15 > 가중치( )

계획

(30)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1-1. ? 3.75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1-2. ? 3.75

다른사업과 중복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1-3. ?ㆍ 3.75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1-4. ? 3.75

성과
계획
(15)

성과목표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1-5. / ? 5.0

성과목표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1-6. / ? 5.0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1-7. ? 5.0

집행

(20)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2-1. ? 5.0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2-2. ? 5.0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2-3. ? 5.0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2-4. ? 5.0

성과

(50)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3-1. ? 5.0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3-2. ? 30.0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3-3. ? 10.0

평가결과를 제도개선 및 예산자율편성에 활용하였는가3-4. ? 5.0

24) 대부분의 국내 연구가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을 구분하기 위해 이 방법을 따르고 있으나 그 한,

계에 대해서는 제 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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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박노욱원종학 에 따르면 사업부처별로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과 평가 결과의 도출방(2012)․

식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개별 자체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이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된

다고 한다 자체평가위원은 부처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각 부처에서 임명한다. .

26) 년도부터는 단계로 구분하던 등급을 단계로 확대해 점 이상을 매우 우수 점2008 4 5 90 ‘ ’, 80~90

을 우수 점을 보통 점을 미흡 점 이하를 매우 미흡으로 평정하고 있다‘ ’, 60~80 ‘ ’, 50~60 ‘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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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SOC 시설장비․ 기타직접 출연출자 융자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합계

2005 54 8 144 49 68 109 123 555

2006 51 9 170 46 43 101 157 577

2007 22 6 187 69 42 103 156 585

2008 15 5 83 40 34 83 124 384

2009 7 6 112 16 23 64 118 346

2010 4 4 162 39 35 90 139 473

2011 20 0 127 25 24 53 140 389

계 173 38 985 284 269 603 957 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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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수 총점 계획 집행 성과

2005 555 60.1 23.1 15.1 21.9

2006 577 59.9 22.9 14.7 22.3

2007 585 66.0 23.4 15.5 27.1

2008 384 66.6 22.4 14.4 29.5

2009 346 65.9 24.5 13.6 27.8

2010 473 62.2 23.1 16.6 23.9

2011 389 61.9 16.0 20.0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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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동성 외 는 가 자료를 분석한 일련의(2007) Gilmour & Lewis(2006a; 2006b; 2006c) PART

연구에서 언급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업유형 예산규모 사업관리자의 지위 및, ,

위상 사업의 난이도 기관의 규모 조직문화 평가과정 등을 들면서 자율평가결과의 영향요인을, , , ,

평가요인과 비평가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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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복지사업만 별도로 선별한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박노욱원종학( , 2012:112). ①․

의무지출사업의 평가결과가 재량지출사업보다 부진하다 예산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평가 결과②

가 양호하다 청 단위조직의 성과가 양호하다 지급방식별로는 바우처 방식의 사업이 전반③ ④

적으로 성과가 양호하다 사업분야별로는 보육 양육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평균 이하이다, ,⑤

29) 해당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한 연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방법론적 오류가 나타났

다 첫째 기타직접사업의 경우 표본 수가 개에 불과한데 요인분석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의. , 98

신뢰도 확보를 위해 표본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 이하의 표본수는 열악한 편100 (poor)

이라고 지적한다 둘째 전문가들은 한 요인에 최소한 개 이상의 측정(Comrey & Lee, 1992). , 3

변수가 포함된 경우를 권장하나 해당 연구의 일부 요인은 측정변수가(MacCallum et al., 1999)

개 미만이다 셋째 해당 연구는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 의 조합을 채택하여 교차적재3 . , (verimax)

치 의 발생을 근거로 각 요인의 구성타당도가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성분분(cross-lo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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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직각회전의 조합은 다른 분석기법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교차적재치 을 만드(cross-loading)

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해당 연구의 주장은 적어도 상(Fabrigar et al., 1999).

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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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회 현상에 대한 개개인의 의미 부여는 기본적으로 가치와 흥미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

며 그 외에도 수많은 잠재적 요인들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것이다 은 정, . Edelman(1988:203) “(

치적 현상에 대한 모든 문장은 모호하다 사전은 의미를 밝혀 주지 못한다 국방예산의 증가는) . ...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을 의미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불안을 의미한다 라고 지적한다” .



- 55 -



- 56 -



- 57 -



- 58 -

31) 공식목표는 헌장 연례보고서 핵심위원에 의한 공식적 선언 및 권위 있는 공고 등에 나타나는, ,

일반적 목표인 반면 운영목표는 실제적 운영정책을 통해 발견되는 목표이다 운영목표는 공식목.

표의 언명과 관계없이 조직이 실제로 무엇을 하려는가를 알려주며 가장 중요한 특정 과업의 절

박성 지배집단의 배경적 속성 및 지배집단의 목적을 위한 조직의 비공식적 활용 등을 반영한, ( )

다 운영목표 또한 행동과 결정의 판단기준이 되며 공식목표와 마찬가지로 추상(Perrow, 1961).

적이다(Hal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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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언급된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는 년 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보고서에서 추출한 부처별2006 ~2007

소관사업의 실제 성과목표이다 대상집단 모호성에 대한 예 또한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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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부분의 경우 배분적 문제는 지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기타“ , ,

많은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배분적 문제는 조직의 업무가 지역별로 또는 고... ,

객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우 중요하다(Simon, 199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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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년도 평가사업은 개 년도 평가사업은 개로 두 기간의 사업수를 합하면 모두2006 577 , 2007 585

개이다 이중 개 사업은 사업목표모호성 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어1,162 . 2

결측치로 처리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5) 이 자료에는 개별 정책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개요 평가문항별 결과 및 판단근거가 수록되어,

있고 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의 분량은 용지 기준으로 약 페이지에 해당한다, 1 A4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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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조직단위가 아닌 개별 정책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수가 과연 우선순위 모호성이란 개념을 반영, ‘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 변량을 보일 것인가 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

는 년 이전의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는 너무 많은 지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지표수 제한을2011

권고한 적이 있다임유미 하연섭 그러나 이 연구의 표본 개를 대상으로 성과지표( , 2014). (1,160 )․

수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별 성과지표수가 개인 프로그램이 개 개 개, 1 301 (26.02%), 2 : 513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44.17%), 3 : 207 (17.89%), 4 : 75 (6.48%), 5 : 33 (2.85%), 6 : 11 (0.95%), 7

이상 개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 20 (1.64%) .

의 권고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또한 지표수가 과다한 경우는 평가과정에서 유,

사사업을 하나의 정책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년. 2006

문화관광부의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사업 의 경우 개 하위사업을 통합해 개의 정책“ ” 5 1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이 경우 최종평가보고서 앞면에 명시된 성과지표수는 총 개이다 이, 12 .

러한 사례는 오히려 우선순위모호성이 발생하고 있는 전형적 예에 해당하며 이 연구에서는 측, ,

정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모든 케이스에서 자료원천인 재정사업자율평가 최종보고서 앞면에

명시되어 있는 개별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수를 세어 우선순위모호성 수준을 측정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하위지표들을 통합한 집계지표 를 사용한 경우. , (composite index)

가 있을 수 있다 프로그램의 집행 및 평가과정에서 집계지표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다고 판단되나 이 연구의 자료원천인 재정사업자율평가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의 조정,

을 거쳐 대중에게 공개된 최종본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가 집계지표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평가과정을 추적해 다양한 시점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확보.

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참고로 집계지표로 인한 측정오차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집계지표가 사용되면 각 케이스의 지표수가 줄어들어 우선순위 모호성과 평가적 모호성

은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측정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이하제 장 제 장의 분석결과의 타당,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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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7) 의 우선순위모호성 측정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의 성과목표와Chun & Rainey(2005a; 2005b) ,

성과지표를 동시에 사용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모호성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단위가 조직이 아닌 사업이므로 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Chun & Rainey

유의미한 변량을 얻을 수 없었다 개의 표본 중 성과목표가 개 이상인 사업은 개전체. 1160 2 63 (

표본의 에 불과했다 의 측정방법 또한 분석단위가 사업이 아닌 조직이기 때문5.4%) . Jung(2011)

에 가능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더구나 성과지표가 의 운영목표에 해당한다는. Perrow(1961)

측면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의 수에 의한 우선순위모호성의 측정은 오히려 이론적 강점을 지닌,

다 는 운영목표는 조직의 통제를 위한 권력투쟁과 연관이 있다고 주. Clegg & Dunkerly(1980)

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공식목표가 분명하고 객관적인 공정을 공식화하는 반면 운영목표는. “... ,

불투명하고 곤란하며 지표적으로 협상화할 수 있는 공정을 공식화한다 이러한 것들은 사업관리.

자의 운영목표일 뿐만 아니라 의뢰자의 이익과 같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다른 이익들의 운영목,

표이기도 하다 후술하겠지만 우선순위 모호성은 정치적 요인(Clegg & Dunkerly, 1980:349)."

과 강한 친화성이 있으므로 운영목표 즉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은 프로그램목표를 둘러싼 갈등,

과 이해차이에서 비롯되는 정치의 영향을 보다 용이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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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직 부처단위를 기준으로 선정한 분석결과이며 이 연구와 분석단위가 동일한 의( ) Jung(2009)

연구에서도 목표모호성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평.

가적 모호성과 대상집단 모호성의 수렴타당도 분석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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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상집단이 모호하다고 판단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혜대상을 전국민 이라고만 표“ ”①

기한 경우 다수의 집단 지역 등을 열거하며 동시에 수혜대상에 전국민 이 포함되어 있는, “ ”②

경우 전국민 과 유사한 의미로 대상집단을 해석할 수 있는 경우로 예를 들면 사업내용상 불“ ”③

특정 지자체 주민 소비자 내외국인 등과 같이 대상집단을 명시한 경우 공무원 연금“ ”, “ ”, “ / ” ④

지급 휴양소 건립 등 공무원의 복리후생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이 아닌 행정법상 공용물을 구입,

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탄약이나 항공기 등의 군장비 시위진압용 살수차나 신형 권총 등의,

경찰장구 국가연구기관의 검사분석장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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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대상집단

모호성

평가적모호성 .6605 .3901 1

우선순위모호성 2.2956 1.4918 -.0460 1

대상집단모호성 .4060 .4913 -.0688 .057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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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문헌연구를 수행한 결과 목표모호성 자체를 단독의 주제로 그리고 본격적으로(goal ambiguity) ,

다룬 최초의 논문은 아마도 의 연구로 그는 구 소련의 산업체제Frank(1959) , (soviet industrial

를 분석해 다원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의 국영기업 운영과정에서도 정치적인system) ,

대립의 결과로 일정 수준의 목표모호성과 상충하는 기준 이 발생한다고(conflicting standards)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이 연구의 분석수준과 단위가 앞서 소개한 기존 연구와 같은 조직 혹은. ,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국의 산업체계 자체로 매우 광범위한 데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된다 물론.

목표모호성의 발생이 정치적 과정과 강력한 친화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은 꼭 이상적인 다원주의 정치과정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



- 74 -

가설 정치적 요구의 복잡성 수준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우선순( 1)

위 모호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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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 개념은 공공조직의 외부 환경을 구성하는 행위자들 중 가 제시한Chun & Rainey(2005a)

외부 이익집단의 경쟁적 요구 외에 다른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보다 구체‘ (competing demands)'

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에서는 특히 대통령 의회 언론이 특정 기관에, Lee et al.(2009) , ,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로 정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언론으로 한정하여 검토할 것이다. .

42) 이를테면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초 지시는 단호하지만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였다고 한다연합뉴스 보도 평소 상세한 표준운영절차 가 마련되어 있지’ ( , 2010.11.24 ). (SOP)

않거나 이 지시가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여과 없이 현장의 지휘관에게 전달되었다면 그는 지시,

내용을 해석하고 행동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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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정치적 주목도 수준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우선순위 모호( 2)

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정치적 주목도 수준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평가적 모호성( 3)

이 높을 것이다

43) 예를 들면 논란이 되고 있는 대강 사업의 경우 정부는 애초 제기된 목표인 홍수방지 수질개4 ,

선 외에 일자리 창출 관광진흥 문화재 발굴 등의 부수적 목표를 계속 추가하여 사업추진의 정, ,

당성을 주장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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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기획능력의 수준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평가적 모호성이( 4)

낮을 것이다

가설 기획능력의 수준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대상집단 모호성이( 5)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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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관리능력의 수준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평가적 모호성이( 6)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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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 자 정부는 흔히 공동화 국가 라고 불리기도 한다 통상 공동화 국가는 정부3 (hollow state) . "

기관이 공공 서비스 전달을 위해 민간기업 비정부조직 또는 다른 정부 기관 등 다른 당사자와, ,

협력하거나 의존해야 하는 상황 을 의미한다" (Milward & Provan, 20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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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규모가 큰 정책프로그램일수록 우선순위 모호성이 높을 것이다( 7)

45) 재정사업자율평가나 미국의 가 도입된 이유 중 하나가 프로그램예산의 점증성을 억제하PART

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점증주의가 극복되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이 연구에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개의 프로그램 중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1,155

한 프로그램은 개 변화가 없는 프로그램은 개 삭감된 프로그램은 개이다689 , 108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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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년도 평가사업은 개 년도 평가사업은 개로 두 기간의 사업수를 합하면 모두2006 577 , 2007 585

개이다 이중 개 사업은 주요변수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심각하게 누락되어 있거나 이상치1,162 . 4

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제 장과 제 장의 분석에서(outlier) . 4 5

사용된 표본은 제 장의 분석에서 사용된 표본과 동일하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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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탈

업소와 자활지원을 통하여 탈성매매 여성들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 복귀 도모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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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은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변수로 이해당사자들의 경쟁적 요구Chun(2003) (competing demands)

를 제시하고 미 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 자료를 사용해 해당기관에서 수행된 정책프로그램에,

대해 증언한 집단의 수로 측정하였다.

48) 법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한 경우 국내의 행정법 서적과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www.law.go.kr 를 참조해 측정했으므로 구분으로 인한 오차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 .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조 내지 제 조
법률 제 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제 조내지제 조
대통령령 제 호

대통령지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공약사항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시 대통령주재 영세자영업자 금융제도 정책

화 토론회

각종계획

중소기업정책과제및대책 중기특위등 개부처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기특위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재경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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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통령의 주목도는 the 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에서 특정 기관이 언

급된 빈도와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에서 특정 기관

에 소속된 정치적 임용자 의 숫자로 측정되었다 의회의 주목도는(political appointees) . the

Congressional Records와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reports에서 특정 기관이

언급된 빈도로 언론의 주목도는, the New York Times와 the Washington Post에서 특정 기관

의 명칭이 언급된 빈도로 측정되었다.

50) 이 연구의 분석단위는 조직이 아닌 정책프로그램이므로 언론기사에 해당 프로그램의 명칭이 언

급된 빈도를 찾기 어려웠다 해당 기관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과 달리 의 지적처. , Stillman(1987)

럼 언론은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취재대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었

다 따라서 적절한 대리변수 를 찾아야 했는데 만약 특정 정책 프로그램이 국정과제에 해. (proxy) ,

당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가시성 이 높으므로 언론에게 주목받을 가능성이(visibility)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국정과제는 정권교체시 선거공약에 의해 차기 정부의 역점과제로 선정.

된 사업이며 새 정부가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정책을 구체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원종학 그러므로 국정과제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대중에게( , 2011).

널리 홍보되었다는 점에서 가시성 이 높으며 캐치프레이즈적인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visibility)

또한 다수라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언론매체에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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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미국 관리예산처 는 사업을 연방정부서비스사업 경쟁보조(OMB) PART (direct federal programs),

금사업 양여금 법정교부금사업(competitive grants programs), / (block/formula grant programs),

규제사업 자본자산서비스구매사업(regulatory based programs), (capital assets and service․

신용사업 연구개발사업 등 개 유형acquisition programs), (credit programs), (R&D programs) 7

으로 구분한다 각 유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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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획예산처 에 따르면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사업유형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설(2006) . SOCⓛ

사업 도로 항만 공항 등 토목공사와 청사 학교 도서관 등 건축공사를 포함한 사업 시설장: , , , , ②

비사업 남극쇄빙선 슈퍼컴퓨터 해경 경비함 등 대형시설 및 장비 구매 기타직접사업 정부: , , :③

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사 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 민간보조사업 민간단체가 행하는, :④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자체보조사업 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⑤

업에 대해 교부하는 보조금 출연출자사업 민간이 정부를 대행하여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⑥

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행해지는 금전적 이전지출 융자사업 정부가 특정목:⑦

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분야 및 자치단체에 유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

53) 특정 정책프로그램의 집행에 필요한 권위의 부여 재원조달 사업수행 등의 활동이 반드시 동일, ,

한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될 때 직접성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Salamon, 2002:29).

서 집행과정에 민간 혹은 준정부비영리조직 또는 지방정부 등 제 자 가 개입하게3 (third-party)․

될 경우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직접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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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그들에 따르면 결과지표가 없을 때 성과조작이 더욱 용이해지고 조작의 한 양상으로 전반적 성

과향상보다 성과측정치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주력하기도 한다(Meier & O'Toole, 2006).

55) 한 연구는 미국 관리예산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소개하였는데 그는 부처 입장에서 부(OMB) , “

처의 사업이 항상 점인 것이 당연하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미국의 운영시100 ” PART

부처는 평가에 대한 증거자료만 제출하고 실제 평가는 에서 수행해 처음부터 부처의 평가OMB

결과는 도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박노욱원종학( , 2012:33).․

56)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평정한 사업평가 총점은 기획예산처 내부자료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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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측정방법

종속변수

우선순위모호성 각 사업의 전체 성과지표수

평가적모호성 각 사업의 결과지표를 제외한 성과지표수 전체 성과지표수/

대상집단모호성 사업의 수혜대상이 모호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1, 0

독립변수

정치적 요구의

복잡성

각 사업 추진근거의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 ,․

행정규칙 유관계획 수의 평균값,

정치적 주목도
각 사업 추진근거의 대통령 지시수와 국정과제 해당 빈도의

점수 평균값Z

기획능력 사업성과계획 단계의 평가문항 점수의 합산 문항 수/․

관리능력 사업집행 단계의 평가문항 점수의 합산 문항 수/

직접성
직접사업 시설장비 기타직접사업( , ): 1

간접사업 출연출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융자사업(SOC, , , , ): 0

사업규모(log) 최근 개년도 예산액의 평균값3

예산변화 증가율( ) 평가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 ) /

통제변수

평가년도 년 년2006 :0, 2007 :1

성과격차
각 사업의 부처평정 전체점수 -

각 사업의 기획예산처 최종평정 전체점수

계속사업 사업의 종료연도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1, 0

해당부처 가변수로 측정해 모형에 포함

사업유형 가변수로 측정해 모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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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분석에서 가 제시한 가지 유형의MacKinnon & White(1985) 4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중 를 사용하였다 전문가들은 잔차에 이분산성이 실제covariance estimators(HCCMEs) HC .₂

로 존재할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하라고 추천하며 몬테카를로 실험 의, (Monte Carlo experiments)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을 이용한 분석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한다HC (Davidson &₃

MacKinnon, 1993:5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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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오재록 은 중앙행정기관을 기능에 따라 외교국가방위 국내질서유지 재정 정부운(2007:296) / , , ,

영 차산업 일반산업 경제규제 과학정보통신 교육문화 복지후생의 개 범주로 구분하고, 1 , , , / , , 10

각 범주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이 연구에서의 구분은 아래 표와 같다. .

기능 해당기관

국가

관리

기능

외교 국가방위/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병무청, , ,

국내질서유지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 , ,

재정 국세청 관세청,

정부운영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조달청 통계청, , , , ,

국무조정실

산업

경제

기능

차산업1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업진흥청 산림청, , ,

일반산업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 ,

경제규제 재정경제부

과학 정보통신/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

사회

문화

기능

교육문화 교육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

복지후생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청소년위원회, ,

59) 기관독립성 변수는 의 기관위치 변수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Chun(2003) (institutional location)

다 이는 미국 연방기관이 행정부의 부처 내에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은 독립적인 기관인지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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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완전무작위 결측 은 와 란 두 변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변수에 결측이 발생할 확률(MCAR) X Y Y

이 두 변수 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작위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결측비율이 낮고 결측X, Y

치 유형이 일 경우 완전제거법에 의한 분석은 그다지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강민아김경MCAR ( ․

아, 2006).

변수명 Obs.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목표모호성
우선순위모호성 1157 2.299 1.492 1 19

평가적모호성 1157 0.659 0.390 0 1

대상집단모호성 1157 0.407 - 0 1

정치적 요인

요구의 복잡성 1157 0.708 0.379 0 2.6

정치적 주목도 1157 0.000 0.769 -.547 6.313

관리적 요인

기획능력 1158 2.870 0.624 0.622 4.285

관리능력 1158 3.151 1.059 0 5

프로그램 요인

직접성 1158 0.357 - 0 1

프로그램규모(log) 1157 4.263 1.843 -0.405 11.052

예산변화 비율( ) 1155 0.360 1.292 -1 18.454

통제변수

평가년도 1158 0.503 - 0 1

계속사업 1152 0.764 - 0 1

성과격차 1157 26.136 14.008 -5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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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분산 강건표준오차 를 이용한 회귀분석결과에-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

서는 수정된 결정계수 가 표시되지 않는다(adjusted R-squ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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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회귀계수 Robust Std. Err. t Beta

정치적

요인

요구의 복잡성 0.385 0.130 2.95 0.097

정치적 주목도 0.145 0.060 2.42 0.075

관리적

요인

기획능력 0.110 0.089 1.25 0.046

관리능력 0.035 0.047 0.74 0.024

프로그램

요인

직접성 0.663 0.184 3.59 0.212

프로그램규모 0.066 0.026 2.55 0.080

예산변화 -0.054 0.023 -2.38 -0.047

통제변수 평가연도 0.062 0.094 0.66 0.020

계속사업 0.311 0.087 3.54 0.088

성과격차 0.002 0.003 0.75 0.025

Number of obs. 1147

R-square 0.170

F 7.630

Sig.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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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통제변수/ 회귀계수 Robust Std. Err. t Beta

정치적

요인

요구의 복잡성 -0.042 0.026 -1.57 -0.041

정치적 주목도 -0.008 0.014 -0.62 -0.017

관리적

요인

기획능력 -0.304 0.020 -14.97 -0.487

관리능력 0.006 0.012 0.56 0.019

프로그램

요인

직접성 -0.087 0.047 -1.84 -0.107

프로그램규모 -0.003 0.006 -0.48 -0.014

예산변화 0.006 0.006 1.06 0.022

통제변수 평가연도 -0.056 0.020 -2.73 -0.072

계속사업 -0.103 0.026 -3.98 -0.113

성과격차 -0.0008 0.0009 -0.98 -0.031

Number of obs. 1147

R-square 0.337

F 14.480

Sig.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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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이 경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모형의 적합도 판정을 위해 의 베Separation , Raftery(1995)

이지안 정보지수 를 계산해 비교한 결과 부처 가변수를(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모두 투입한 모형의 에 비해 분석에 실제 사용한 모형의 가 훨씬 낮았다BIC BIC . Raftery(1995)

의 기준에 따르면 가 더 낮은 모형이 적합도가 우수한 모형이다BIC .

63) 승산 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대한 발생될 확률의 비율을 의미한다성웅현(odds) ( ,

승산비 에서 을 뺀 다음 을 곱한 값은 독립변수가 단위 증가시 승산에2006). (odds ratio) 1 100 1

의한 변화 백분율을 의미하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승산을 이용한 해석은 적용이 용이하고,

해석의 의미도 명확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홍세희( , 2005: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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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통제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Z Odds ratio

정치적

요인

요구의 복잡성 -0.041 0.181 -0.23 0.958

정치적 주목도 0.165 0.089 1.85 1.180

관리적

요인

기획능력 0.363 0.140 2.59 1.438

관리능력 0.099 0.079 1.27 1.105

프로그램

요인

직접성 -0.232 0.336 -0.69 0.792

프로그램규모 -0.095 0.042 -2.25 0.908

예산변화 -0.017 0.050 -0.35 0.982

통제변수 평가연도 0.242 0.139 1.73 1.274

계속사업 0.109 0.173 0.63 1.116

성과격차 0.016 0.006 2.52 1.016

Number of Obs. 1147

Log Likelihood -661.507

Pseudo R-square 0.148

LR Chi-square 230.23

Prob>Chi-square 0.000



- 101 -



- 102 -

・

・



- 103 -



- 104 -



- 105 -



- 106 -

64) 프로그램 집행의 정치과정상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에 따르면 이와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함을

밝혀둔다 공동화 국가 혹은 제 자 정부에서 제 자는 정치력 의. (hollow state) 3 3 (political power)

기반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므로 정책집행에 필요한 정치적 권위 는 분산되(political authority)

고 이때 제 자는 정부와의 협상 을 통해 정책형성과 집행에 개(Posner, 2002:525), 3 (bargaining)

입하며 결국 잠재적으로 갈등적인 목표 와 이해 가 정책과정에 투입된다고 한다(goals) (interests)

따라서 제 자 정부에서 민간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Posner, 2002; Radin, 2006). 3 ․

사업집행에 관여하면 이는 결국 목표의 다각화 혹은 목표갈등 으, (goal diversion) (goal conflict)

로 귀결될 수도 있다(Posner, 20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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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한국의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를 분석한 한 연구는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간접

사업과 달리 구체적 서비스 제공보다 정책적 성격의 사업이 많고 환경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크,

게 받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한 예가 있다박노욱원종학 이는 직접사업의 경우 그( , 2012:118).․

특성상 사업집행으로 달성할 궁극적 편익을 의미하는 결과 의 정의와 측정이 간접사업(outcome)

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선택한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의 구분.

방법은 기존의 국내 연구와 다르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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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요인
프로그램

목표모호성
부호

정치적

요인

정치적 요구의 복잡성⁃

(complexity of political mandates)
우선순위모호성 +

정치적 주목도(political salience)⁃

우선순위모호성 +

평가적 모호성 유의미성 없음

대상집단모호성 +

관리적

요인

기획능력(planning capacity)⁃
평가적 모호성 -

대상집단모호성 +

관리능력(management capacity)⁃ 평가적 모호성 유의미성 없음

프로그램

요인

프로그램의 직접성(directness)⁃
우선순위모호성 +

평가적 모호성 -

프로그램의 규모(program size)⁃
우선순위모호성 +

대상집단모호성 -

예산의 변화⁃ 우선순위모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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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우선순위 모호성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프로그램 성과의( 8)

수준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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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평가적 모호성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프로그램 성과의 수( 9)

준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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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대상집단 모호성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프로그램 성과의( 10)

수준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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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재량이 부여된 프로그램의 경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비해( 11) ,

우선순위모호성이 미치는 영향이 재량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재량이 부여된 프로그램의 경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비해( 12) ,

평가적 모호성이 미치는 영향이 재량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재량이 부여된 프로그램의 경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비해( 13) ,

대상집단모호성이 미치는 영향이 재량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66) 는 이런 측면에서 모호한 목표에 대한 발견 활동을 강조하고 모호성이March(1997) (discovery) ,

발생할 때 대처방안으로 유연한 해석 을 제시했다(flexible interpretation) (Mar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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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년도 평가사업은 개 년도 평가사업은 개로 두 기간의 사업수를 합하면 모두2006 577 , 2007 585

개이다 이중 개 사업은 주요변수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심각하게 누락되어 있거나 이상치1,162 . 4

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 장의 분석에서 사용한 표본은 제 장에서(outlier) . 5 4

사용한 표본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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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산출물 은 서비스의 질과 양 능률성 은 산출물 단위당 비용 효과성(output) , (efficiency) ,

은 공식적 목표의 달성도 대응성 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effectiveness) , (responsiveness) ,

민주적 결과 은 책임성 과 참여 와 연관된 개(democratic outcome) (accountability) (participation)

념이다(Andrew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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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조직효과성 또한 성과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거나 측정하기 어(goal effectiveness)

려운 개념이다 하지만 공공관리 연구자들은 효과성을 구성하(e.g., Hannan & Freeman, 1977).

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목표달성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우선적으로 측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

다(e.g., Rainey, 2009; Daft, 2010; Ju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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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는 언어로 표현된 조직사명 의 거닝 포그지수Chun & Rainey(2005a) (organizational mission) -

를 계산해 조직의 사명이해모호성을 측정하였다(G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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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기금의 경우 주요항목지출의 의 범위 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해 집행30%

이 가능하고 금융성 기금은 의 범위 내에서 지출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며 일부 금액에50% ,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윤영진( ,

2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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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처의 자체평정결과와 재정당국의 평정결과가 다르고 부처의 이견이 있을 때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정한다 의 경우 부처는 답변근거만 제시하고 평정은 에서 수행한다. PART OMB .

73)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평정한 사업평가 총점은 기획예산처 내부자료임을 밝혀둔다.

74) 는 이를 라고 정의하였고 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요인Lee et al.(2009) 'MAI' , Jung(2009)

을 기획능력과 관리능력을 통합해 조직역량 이라고 명명하였다(organizational capa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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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또한 이론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에 더해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절차상 성과계획에 해당하는 부분

의 점수는 마지막 단계의 목표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통제되어야 하는,

변수이다.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변수 프로그램성과 사업목표달성도의 평정점수 점 점 점 점 부분점수부여(0 , 10 , 20 , 30 : )

독립변수

우선순위모호성 각 사업의 전체 성과지표수

평가적모호성 각 사업의 결과지표를 제외한 성과지표수 전체 성과지표수/

대상집단모호성 사업수혜대상이 모호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1, 0

조절변수 프로그램재량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 1, : 0

통제변수

직접성
직접사업 시설장비 기타직접사업( , ): 1

간접사업 출연출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융자사업(SOC, , , , ): 0

프로그램규모(log) 최근 개년도 예산액의 평균값3

평가년도 년 년2006 :0, 2007 :1

성과격차
각 사업의 부처평정 전체점수 -

각 사업의 기획예산처 최종평정 전체점수

계속사업 사업의 종료연도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1, 0

MAI 사업계획성과계획 총점과 사업집행 총점의 점수 평균값Z․

해당부처 가변수로 측정해 모형에 포함

사업유형 가변수로 측정해 모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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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76) 프로그램성과변수는 단계 점 점 점 점로 평정하나 부분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연4 (0 , 10 , 20 , 30 )

속형 변수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선행연구도 목표달성도에 대한 모형을. OLS

로 추정하였다박노욱원종학( , 2012).․

77) 분석에서 가 제시한 가지 유형의MacKinnon & White(1985) 4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중 를 사용하였다covariance estimators(HCCMEs) HC .₂

78) 조절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중심화 를 권장하는(mean-ce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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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평균조정 자체는 회귀계수와 계수의 표(e.g. Aiken & West, 1991).

준오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호작용항의 크기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제시할 뿐이며 다

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고길곤 최근의 연구자들은 다중공선성 문( , 2014:389),

제 때문에 평균중심화 처리를 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주장한다이학식 따라서 이 연( , 2012:135).

구에서는 평균중심화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변수명 Obs.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프로그램성과 1157 14.314 7.901 0 37.5

독립변수

우선순위모호성 1157 2.299 1.492 1 19

평가적모호성 1157 0.659 0.390 0 1

대상집단모호성 1157 0.407 - 0 1

조절변수

프로그램재량 1158 0.569 - 0 1

통제변수

사업규모(log) 1157 4.263 1.843 -0.405 11.052

직접성 1158 0.357 - 0 1

평가년도 1158 0.503 - 0 1

계속사업 1152 0.764 - 0 1

성과격차 1157 26.136 14.008 -50 68

MAI 1158 0.000 0.723 -3.344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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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통제변수/ 회귀계수 Robust Std. Err. t beta

우선순위모호성 -0.029 0.137 -0.21 -0.005

평가적모호성 -2.192 0.519 -4.22 -0.108

대상집단모호성 -0.817 0.437 -1.87 -0.050

프로그램규모 -0.064 0.109 -0.59 -0.014

직접성 -2.297 1.177 -1.95 -0.139

평가년도 1.478 0.363 4.06 0.093

계속사업 -0.332 0.469 -0.71 -0.017

성과격차 -0.349 0.022 -15.35 -0.613

MAI -0.228 0.373 -0.61 -0.021

Number of obs. 1150

R-square 0.478

F 16.75

Sig.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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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조절효과는 항상 방향성 을 가지며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정(direction) (+)

혹은 부 의 방향으로 조절한다 조절변수로 설정된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어(-) .

떤 방향으로 조절하는지는 상호작용항 계수의 유의성과 부호로 판단한다이학식( , 2012).

80) 이하의 그래프는 의 명령어로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일정STATA 12.0 ‘margins'

하게 조정했을 때 상호작용항의 평균한계값 을 구해 도출했다(average marginal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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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Δ

Δ

Δ

Δ

   

독립 조절/ /

통제변수

모형 통제변수1( ) 모형 주효과2( ) 모형 조절효과3( )

회귀계수 Robust

Std. Err.

회귀계수 Robust

Std. Err.

회귀계수 Robust

Std. Err.
프로그램규모 -0.070 0.110 -0.041 0.110 -0.029 0.109

직접성 -1.972 1.186 -2.432 1.180 -2.343 1.172

평가년도 1.555 0.364 1.473 0.363 1.448 0.359

계속사업 -0.236 0.475 -0.385 0.470 -0.331 0.466

성과격차 -0.357 0.022 -0.349 0.022 -0.348 0.022

MAI 0.084 0.373 -0.259 0.373 -0.227 0.369

우선순위모호성 -0.029 0.139 -0.381 0.229

평가적모호성 -2.202 0.519 -3.349 0.777

대상집단모호성 -0.828 0.437 0.310 0.602

프로그램재량 -0.531 0.450 -2.191 1.078

우선순위모호성 재량x 0.498 0.273

평가적모호성 재량x 1.932 0.959

대상집단모호성 재량x -1.958 0.799

Number of obs. 1150 1150 1150

R-square 0.4681 0.4795 0.4859

ΔR-square - 0.0114 0.0064

F 16.82 16.51 16.27

Sig.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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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본 연구자는 년에 모 기관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재정사업자율평가 교육강2007

의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부 수강자들은 평가로 인한 업무부담 외에 평가.

도구가 자신들이 담당하는 개별 프로그램의 특수한 성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토로

했다 대체로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보다 간접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수준이 더.

높았는데 이들은 재정사업자율평가가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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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요인
프로그램

목표모호성

가설의

예상방향
분석결과

정치적

요인

정치적 요구의 복잡성⁃

(complexity of

political mandates)

우선순위모호성 + +

정치적 주목도⁃

(political salience)

우선순위모호성 + +

평가적 모호성 +
유의미성

없음

대상집단모호성 가설없음 +

관리적

요인

기획능력⁃

(planning capacity)

평가적 모호성 - -

대상집단모호성 - +

관리능력⁃

(management capacity)
평가적 모호성 -

유의미성

없음

프로그램

요인

프로그램의 직접성⁃

(directness)

우선순위모호성 탐색 +

평가적 모호성 탐색 -

프로그램의 규모⁃

(program size)

우선순위모호성 + +

대상집단모호성 가설없음 -

예산의 변화⁃ 우선순위모호성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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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

우선순위 모호성

대상집단 모호성

요구의 복잡성(+)

정치적 주목도(+)

정치적 주목도(+)

관리적 요인

평가적 모호성

대상집단 모호성
기획능력(+)

기획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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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특성요인

우선순위 모호성

대상집단 모호성

직접성(-)

평가적 모호성

직접성(+)

규모(+)

예산변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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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과

우선순위 모호성

대상집단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조절효과

방향성(+)

프로그램

재량

조절효과

방향성(-)

조절효과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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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물론 재정사업자율평가는 당사자와 시행주체인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의 조정과정을 거친( )

다 그러나 조정과정이 집권적으로 수행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오클랜드 사업의 집행과정을. .

관찰한 에 따르면 연방정부에 대해 나타난 가장 빈번한 불Pressman & Wildavsky(1979:133) ,

만은 조정의 결여 였다고 한다“ (lack of coord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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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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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지지여부

1
정치적 요구의 복잡성 수준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우선순

위 모호성이 높을 것이다
지지

2
정치적 주목도 수준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우선순위 모호

성이 높을 것이다
지지

3
정치적 주목도 수준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평가적 모호성

이 높을 것이다
-

4
기획능력의 수준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평가적 모호성이

낮을 것이다
지지

5
기획능력의 수준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대상집단 모호성

이 낮을 것이다
반대방향

6
관리능력의 수준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평가적 모호성이

낮을 것이다
-

7 규모가 큰 정책프로그램일수록 우선순위 모호성이 높을 것이다 지지

8
우선순위 모호성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프로그램성과의

수준이 낮을 것이다
-

9
평가적 모호성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프로그램성과의 수

준이 낮을 것이다
지지

10
대상집단 모호성이 높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프로그램성과의

수준이 낮을 것이다
지지

11

재량이 부여된 정책프로그램의 경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비해 우선순위모호성이 미치는 영향이 재량에 의해 조절될 것

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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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량이 부여된 정책프로그램의 경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비해 평가적 모호성이 미치는 영향이 재량에 의해 조절될 것이

다

지지

13

재량이 부여된 정책프로그램의 경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비해 대상집단모호성이 미치는 영향이 재량에 의해 조절될 것

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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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2008 평가문항

계획

(30)

사업계획

(15)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1-1. ?․

현재 사업추진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1-2. ?

성과
계획
(15)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1-3.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인가1-4. ?

관리

(20)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2-1. ?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2-2. ?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2-3. ?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2-4. ?

성과 환류/

(50)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3-1. ?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3-2. ?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가3-3. ?․ ․

년도2009 평가문항

계획

(30)

사업계획

(15)

사업목적이 명확한가1-1. ?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1-2. ?․

현재 사업추진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1-3. ?

유형별부문별 특성지표※ ․

성과
계획
(15)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2-1.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2-2. ?

관리

(20)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3-1. ?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3-2. ?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3-3. ?

부문별 특성지표※

성과 환류/

(50)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4-1. ?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4-2. , ?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효율성 개선을 제고하였는가4-3. ?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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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2010 평가문항

계획

(20)

사업계획

(10)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1-1. ?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1-2. ?․

유형별부문별 특성지표※ ․

성과
계획
(10)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2-1.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2-2. ?

관리

(30)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3-1. ?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3-2.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3-3. ?

유형별 특성지표※

성과 환류/

(50)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4-1. ?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4-2. , ?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4-3. ?

년도2011 평가문항

계획

(20)

사업계획

(10)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1-1. ?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1-2. ?․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1-3. ?

성과
계획
(10)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2-1.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2-2. ?

관리

(30)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3-1. ?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3-2.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3-3. ?

정보화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가3- . ?ⓛ

정보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는가3- . ?②

성과 환류/

(50)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4-1. ?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4-2. , ?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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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유형별 추가 평가문항 단계

SOC

각종 갈등요인을 점검 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는가1-SOC1. ,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결과를 거쳤는가1-SOC2. ?
사업계획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한가2-SOC. ? 집행

시설장비
시설장비 시설 장비구매의 적정시점인가1- 1. , ?

시설장비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결과를 거쳤는가1- 2. ?
사업계획

기타직접 기타직접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1- . ? 사업계획

출연출자 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1- . ? 사업계획

융자
융자 대출조건의 설정은 합리적인가2- 1. ?

융자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은 양호한가2- 2. ?
집행

민간보조

민간보조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가1- . ? 사업계획

민간보조 민간사업자 선정은 합리적인가2- 1. ?

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2- 2. ?
집행

지자체보조

지자체보조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 반영하였는가1- . , ? 사업계획

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2- .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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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설 명

연방정부서비스사업

(Direct Federal

Programs)

연방정부 공무원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상무부의 국가기상서비스.

사업과 국무부의 비자 및 영사 서비스 사업 등이 있음

경쟁보조금사업

(Competitive Grant

Programs)

경쟁과정을 거쳐 보조금이 주정부 지방정부 부족정부, , (tribal

조직 개인 및 기타 단체에게 지급되는 사업 주택 및government), , .

도시개발부의 주택입주권 사업 및 보건복지부의 건(housing vouchers)

강센터 사업 등이 있음.

양여금법정교부금/

(Block/Fomular

Grant Programs)

법률에 정해진 정액 교부금 형태로 주정부 지방정부 부족정부 및 기타, ,

단체에게 자금을 배분하는 사업 에너지부의 단열지원사업 및 보건복지부.

의 라이언화이트 사업 등이 있음(ryan white program) .

규제사업(Regulatory

Based Programs)

사업과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조치를 이용하는 사업 이들 사.

업들은 대통령령 의 호 규정에 따라 중요한(the executive order) 12866 3

규제를 발효할 수 있으며 이는 의 검토대상임 구체적으로 규제사업OMB .

은 법률 또는 정책을 집행 해석 또는 설명하는 지침을 제정하거나 절차상,

의 준수사항이나 실행상의 준수사항을 기술하고 있는 지침을 제정함으로

써 임무를 완수함 농무부의 식품안전 및 검사 서비스 등의 사업이 있음. .

자본자산서비스구매․

사업(Capital Assets

& Service Acquisition

Programs)

사업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일차적인 수단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자본자산

토지 건물 장비 지적재산권 등의 구매와 개발이거나 서비스유지보수( , , , ) (

및 정보서비스의 구매인 사업 국방부의 함선건조사업 및 에너지부의) .

사업 등이 있음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 .

신용사업(Credit

Programs)

대출 대출보증 그리고 직접 신용등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수출수입은행, , .

장기보증사업 등이 있음(long term guarantees program) .

연구개발사업

(R&D Programs)

지식의 창출과 창출된 지식을 활용해 시스템 방법 소재 또는 기술을 창, ,

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사업 에너지부의 태양에너지사업 그리고 항공.

우주국의 화성탐사사업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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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세부항목

Section 1:

사업목적과 설계

예 아니오( , ,

적용불가)

사업의 목적이 명확한가1. ?

사업이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문제 관심 또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2. , ,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다른 사업 또는 민간부문의 활동과 중복되지 않3. , ,

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사업설계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주요한 결함이 없는가4. ?

사업설계는 효과적으로 설정되어 재원이 계획된 수혜자들에게 전달되거나 사5. ,

업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Section 2:

전략적 계획

예 아니오( , ,

적용불가)

사업은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업목적을 의미있게 반영한 구체적인 소수1. ,

의 장기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가?

사업은 장기성과지표를 위한 의욕적인 목표치와 일정표를 가지고 있는가2. ?

사업은 장기성과목표 달성의 진척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소수의 연간성과지3.

표들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은 연간성과지표에 대한 기준선과 의욕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가4. ?

모든 사업 참여자보조금 지급대상 계약자 비용을 분담한 기관 그리고 다른5. ( , , ,

정부기관들가 연간 또는 장기목표를 위해 일하는가) ?

사업의 개선을 지원하고 효과성과 문제점 이해 필요성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6. , ,

하기위한 충분한 범위와 질의 독립적인 평가가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예산요구가 연간 또는 장기성과목표의 달성과 연계되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재7. ,

원요구는 완벽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사업은 전략계획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의미있는 조치를 취했는가8. ?

Section 3:

사업관리

예 아니오( , ,

적용불가)

정부부처는 장기적으로 적시적이고 믿을만한 성과정보를 수집하는가 주요 사1. ?

업관계자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를 사업을 관리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가?

연방정부 관리자 및 사업참여자보조금지급대상 계약자 비용분담기관 다른2. ( , , ,

정부기관들에 대해 비용 일정 및 성과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가) , , ?

기금 연방 및 사업참여자의 자금은 계획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집3. ( )

행되고 있는가?

사업집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을 측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조치예경4. ( :

쟁적 조달비용비교 개선 적절한 유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IT , ) ?

관련된 사업들과 효과적으로 협조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5. ?

재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6. ?

사업은 관리상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였는가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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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사업결과책임성/

예 상당부분( , ,

작은부분,

아니오)

사업은 장기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적절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가1. ?

사업 사업참여자들을 포함은 연간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2. ( ) ?

매년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개선되었는가3. ?

이 사업성과는 유사한 목적이나 목표를 가진 정부 또는 민간 등의 다른 사업4.

들에 비해 성과가 양호한가?

충분한 범위와 품질을 갖춘 독립적인 평가에서 사업이 효과적이고 결과를 달5.

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 186 -

우선순위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대상집단

모호성

요구의

복잡성

정치적

주목도

기획능력 관리능력

우선순위모호성 1

평가적모호성 -0.044

(0.133)

1

대상집단모호성 0.055

(0.058)

-0.067

(0.022)

1

정치적 요구의

복잡성

0.095

(0.001)

-0.055

(0.059)

-0.005

(0.864)

1

정치적주목도 0.094

(0.001)

-0.073

(0.012)

0.044

(0.132)

0.065

(0.026)

1

기획능력 0.024

(0.399)

-0.480

(0.000)

0.050

(0.084)

0.038

(0.191)

0.073

(0.012)

1

관리능력 0.033

(0.248)

-0.087

(0.002)

0.163

(0.000)

0.063

(0.031)

0.030

(0.308)

0.098

(0.000)

1

직접성 0.023

(0.423)

-0.100

(0.000)

0.271

(0.000)

0.062

(0.032)

-0.046

(0.113)

0.087

(0.002)

0.520

(0.000)

프로그램규모 0.042

(0.151)

0.065

(0.027)

-0.119

(0.000)

0.133

(0.000)

0.041

(0.160)

0.006

(0.819)

-0.030

(0.299)

예산변화 -0.054

(0.065)

0.009

(0.743)

0.016

(0.583)

0.015

(0.609)

0.019

(0.519)

0.042

(0.145)

-0.003

(0.904)

평가년도 0.066

(0.024)

-0.121

(0,000)

0.056

(0.054)

0.003

(0.910)

0.215

(0.000)

0.032

(0.264)

0.050

(0.085)

계속사업 0.137

(0.000)

-0.116

(0.000)

0.020

(0.498)

0.051

(0.080)

-0.004

(0.890)

-0.087

(0.002)

0.093

(0.001)

성과격차 -0.037

(0.204)

0.270

(0.000)

-0.022

(0.445)

-0.036

(0.210)

-0.049

(0.093)

-0.558

(0.000)

-0.141

(0.000)

직접성 규모 예산변화 평가년도 계속사업 성과격차

직접성 1

사업규모 -0.193

(0.000)

1

예산변화 0.078

(0.007)

-0.129

(0.000)

1

평가년도 0.020

(0.495)

-0.008

(0.767)

-0.023

(0.435)

1

계속사업 0.141

(0.000)

-0.109

(0.000)

-0.043

(0.145)

0.126

(0.000)

1

성과격차 -0.046

(0.112)

-0.032

(0.271)

-0.037

(0.207)

-0.026

(0.372)

0.048

(0.1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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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과

우선순위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대상집단

모호성

프로그램

규모

직접성 평가년도

프로그램성과 1

우선순위모호성 0.002

(0.922)

1

평가적모호성 -0.256

(0.000)

-0.044

(0.133)

1

대상집단모호성 0.037

(0.198)

0.055

(0.058)

-0.067

(0.022)

1

프로그램규모 0.022

(0.446)

0.042

(0.151)

0.065

(0.027)

-0.119

(0.000)

1

직접성 0.054

(0.061)

0.023

(0.423)

-0.100

(0.000)

0.271

(0.000)

-0.193

(0.000)

1

평가년도 0.110

(0.000)

0.066

(0.024)

-0.121

(0.000)

0.056

(0.054)

-0.008

(0.767)

-0.020

(0.495)

1

계속사업 -0.080

(0.006)

0.137

(0.000)

-0.116

(0.000)

0.020

(0.498)

-0.109

(0.000)

0.141

(0.000)

0.126

(0.000)

성과격차 -0.598

(0.000)

-0.037

(0.204)

0.270

(0.000)

-0.022

(0.445)

-0.032

(0.271)

-0.046

(0.112)

-0.026

(0.372)

MAI 0.363

(0.000)

0.051

(0.082)

-0.358

(0.000)

0.136

(0.000)

0.013

(0.649)

0.193

(0.000)

0.092

(0.001)

프로그램재량 -0.056

(0.053)

-0.038

(0.192)

0.055

(0.061)

-0.155

(0.000)

0.271

(0.000)

-0.300

(0.000)

-0.023

(0.421)

계속사업 성과격차 MAI 프로그램

재량

계속사업 1

성과격차 0.048

(0.100)

1

MAI -0.013

(0.645)

-0.515

(0.000)

1

프로그램재량 -0.137

(0.000)

0.009

(0.758)

-0.187

(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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