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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간부문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

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에 비해 공공부문에 있어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고, 현행 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 제정된 「정부투

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출

발한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기업의 경영상의

자율을 부여하는 한편,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이며, 평가결과가 다음연도 공기업 경영에 환류되어 경영개선

을 유도하는 관리수단이다. 따라서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경영성과 관리

및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도입된 성과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고 안정적

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도입시점부터 지금까지 물음표를

달고 있다.

이것은 성과관리가 태생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공부

문의 도입이 적절한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제도의 도입으로

조직구성원들의 가치체계와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는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즉, 성공적인 제도의 운영과 정착과 위

하여 조직구성원의 수용성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공공부문에 도입된 성과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조

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조직구성원의 수용성이 무엇보

다 중요할 것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공공부문 성과관리에서 조직구성원의 시스템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함으로써 성과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효과적으로 운

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하며, 4가지

유형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각 기관별 조절효과를 함께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요인을 도출하여 가설을 설정

하고, 설정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로 설정한 성과관리 시스템의 설계와 활용이 종속변수인

시스템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과관리 시스템의 설계 하위 변수인 성과목표 설정, 지표와의 연

계성과 시스템 활용과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지표와의 연계성, 시스템

활용, 성과목표 설정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내부평가지표

의 기준이 되는 각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 설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

인 할 수 있었다.

셋째, 기관유형별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절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시장성의 정도에 따

라 구분한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구성원의 수용성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할수록 시스템 설계와 활용

정도가 시스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커진다는 것은 수익 증대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개선 등 성과목표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시장형 공

기업에 비해 성과목표가 모호한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성과

목표 수립 및 성과지표와의 연계성이 적절하게 설계된 경우 조직 구성원의

시스템 수용성을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개인변수인 공공서비스 동기가 높을수록 구성원의 시스템

수용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표본이 스

텝부서 및 중간관리자의 응답비율이 높아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으나, 성과관리시스템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 스텝부서 직원 및

중간관리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현업직원의 역할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또 다른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조직 입직이후의 업무경험을 통해 공공서비스 동기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구성원의 공공서비스 동기요인을 높이기 위

해 업무에 대한 책임감, 목표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는 보직관리 및 관련

교육의 강화 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시스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증 분석결과에 따라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관의 성과 목표가

상대적으로 모호한 공공기관일수록 성과관리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목적과 지표설정을 명확하고 구체

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관리자의 공공서비스 동기향상

을 위한 보직경로 관리 및 관련 교육 시행 등을 통해 시스템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향후 공공기관 유형별 표본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유형별 조절효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후속연구와 더불어 공공부문 종사자에 있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공공서비스 동기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 공공서비스 동기, 공기업 유형

학번 : 2014-2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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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공공관리 경향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강조

하며 성과향상을 위한 개혁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는바, 과정보다는 결과

에 중심을 두고 성과창출에 관심을 갖는 성과관리를 강조하면서 공공부

문에 다양한 혁신기법 및 관리제도들이 도입되었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에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1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관평가를 통한 성과관리가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참여정부에서는 각종 행정위원회

를 주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성과위주의 행정에 주력하면서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들의 성과경영은 ‘피할 수 없는 과

제’로 부상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시기를 거쳐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공기업 체질개선의 압박이

해를 거듭할수록 거세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은 매년 기관평가인 정부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성과를 평가 받으

며, 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가이드 라인내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공기업은 경영형태에 관계없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

한다는 경영이념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나 경영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해 공기업에 접근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분

석이 불가능하다.

공기업 유형별 조직몰입 영향요인 비교연구에 따라 조직설계, 보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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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등 조직관리나 조직환경요인이 다르며, 이에 따라 조직구성원

들의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에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간 차이를 밝혀내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경영정상화 압박의 강도가 강해지는 환경속에서 각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의 수용성을 높이기 을 통해 기관 유형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형태의 차이가 성과관

리시스템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 종사자의 공공서비스 동기요인이 성과관리시스템

의 효과성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개별 기관별 성과관리시스템의 수용성 결정요

인 분석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관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공공서비스 동기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방

향을 제시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은 공공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수용성이며, 수

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정하고, 그 관계를 분석해 보고 공기

업 유형별로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에 미치는 변수들간의 조절효과를 함

께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인 성과관리

시스템 설계, 성과시스템 활용, 공공서비스 동기요인과 구성원의 시스템

수용성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 응답자의 특징을 포함하는 설문의 응답결

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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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1. 공기업 현황 및 재분류

공기업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지만, 설립주체에 따라 국

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1)으로 구분되며, 정부의 출자비율 및 사업성격에

따라 구분된다(안용식, 1984: 89-109; 유 훈, 2000; 이상철: 2007; Hanson,

1958; Robson, 1962;Thynne, 1998: 217-228; Mitchell, 1999:)

즉 출자비율에 따라서는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공사형과 그

렇지 않은 주식회사형으로 대별되는데, 주식회사형의 경우 민간의 자본

구성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3) 사업성격과 관련하여 독립사무를 수행하는 공기업과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독립사무는 공사형태로 위탁

사무는 공단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坂田期雄, 1981: 20).

공기업의 경영형태는 설립주체, 출자비율, 경영단계, 사업기능, 업무성

격 등에 따라 구분되는데(안용식,1984), 먼저 설립주체가 국가냐 지방이

냐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구별된다(Robson, 1962; 坂田期

雄, 1981: 20-21). 법률 구조면에서 살펴보면 국가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유형구분은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상업성이 높은 기관은 ‘공

기업이란 명칭으로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준정부 기관‘이란 명칭으로 분류

하려고 시도1)했다.

1) 공공부문의 지배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유형분류는 원칙적으로 UN의 SNA와 IM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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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분류한 기준은 크게

- 해당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시장산출물인지 여부

-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기업성과 공공성의 상대성 기준

- 공적 제도단위로서 재산권을 거래할 수 있고 잔여이익청구권이 보장

되는지 여부

- 정부단위와 비정부 공적 제도단위간의 관계에서 거래비용의 발생정도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의 기준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많은 기관은 원칙

적으로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공비영리기관으

로서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기관의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일 경우에는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50%미

만일 경우에는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자체수입이라

함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소비에 따른 수입으로 정의하였다. 그리

고 정부가 법령으로 소비의 강제성을 규정하거나 업무수행 상 우선

권을 인정한 사업으로부터의 수입등은 순수한 자체수입으로 보기어

려우므로 50%만 인정을 하되 소비의 강제성이 없는 자연적 독점수

입은 전액 자체 수입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출자, 출연, 보조 등 정

부의 직접지원액 및 준조세적 수입은 자체수입에서 제외하였다.

GFSM에 의한 공공부문 분류체계를 원용(설광언,박재신, 2005). 공공기관의 유형은 법 
부칙에 의하여 2007년도에 「정부투자기본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공
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적용대산 기관 중 직원정원이 50인 이상
인 기관 중에서 지정 및 고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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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이상인 공

기업이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자

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85%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말하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

한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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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공공기관의 분류

구분 특징 현황

공기업
상업성
>공공성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85% 이상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액이
 85% 미만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정부
기관

상업성
<공공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또는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혐공사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준정부기관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등

 * 공기업 중에서도 시장형을 다시 세분화한 이유는 이들 기관들에게는 
민간대기업과 같은 자율성을 보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
성하고 향후 민영화 검토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대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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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의 의의

일반적으로 공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조직의 형태를 갖는 조직은 목적

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조직이

생성하여 발전하고 유지하려면 조직의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

는지를 판단하고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의 활동 기준을 조직 유효

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라고 한며(임창희, 2010;116), 체제로서

조직의 능력을 활용하여 조직의 합의된 목표 혹은 기능을 달성하는 정도

라고 정의하고 있다(민진, 2009;101). 조직의 효과성이든 유효성이든 사

후적 성질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과정적, 사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조직의

성과는 사후적 성질을 가진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조직관리 보다는 조직의 사후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성과관리를 하위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조직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접근법으로 조직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

의 달성한 정도를 파악하는 목표달성 접근법이 있고, 조직의 투입 측면

을 기준으로 하여 조직을 평가하는 자원기준 접근법이 있고, 조직의 투

입 산출 변환 중에서 변환을 단계의 효과를 기준을 하는 내부과정 접근

법이 있다. 그리고 조직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라고보고

여러 개의 조직의 가치들이 서로 대등하게 경쟁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

쟁가치의 가중치에 근거해서 조직을 평가한다. 이를 경쟁가치 접근법이

라고 한다.

조직의 효과성이 조직목표의 달성 정도라고 정의하게 되면 조직의 가치

나 목표의 달성의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측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할 때 합리적인분석과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민진,

2009;102). 조직의 목표와 가치와 단수이든 복수이든경쟁적 가치의 가중

치를 갖든 간에 이러한 조직 가치는 조직의 효과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2)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감사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등을 증권거래법에서 규정
하는 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설광언, 박재
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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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performance)란 명확하지도 않고 다의적이고 복잡한 의미를 지닌다

(Roger, 1990;Bouckaert ＆ Halligan, 2008; 김영기; 1991; 라휘문 외,

1999; 박해욱 주재복; 2009). 성과를범위와 깊이로 구분하여 성과의 범위

는 투입, 활동, 가치, 산출, 결과, 신뢰의 관계로 구성한고, 성과의 깊이는

미시적 성과, 중범위적 성과, 거시적 성과를 구분하고 있다(Bouckaert＆

Halligan, 2008). Summermatter ＆ Siegel(2009)는 성과의 개념에 대한

266개의 정의에 대한 실증조사에서 결과(outcome)가 68%, 산출(output)

이 66%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능률성, 요구사항, 투입, 효과성, 이해

관계자, 과정, 품질, 비율, 가치와 윤리 순이었다(박해육 주재복, 2009 재인용).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란 관리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가 조직의 성공에 체계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조직 목표에 초점을

두는 체계라고 한다(Rubienska ＆Bovaird, 1999).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하고 체계적인 절차(중앙인사위원회, 2004). 조직의

장기적인 비전 또는 전략을 경제적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일련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집

계 관리 환류하는 과정(이세구, 1999)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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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성과관리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학자 성과관리 개념

이석환
(2008)

미래의 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
직의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 수단들
을 설계, 이들 간에 관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 내는 일련의 과정

공동성
(2008)

기획과 관리, 예산과 감사를 통합해 운영하는 내부통제를 위한 
관리시스템(기능적 개념), 단순한 관리기법이 아닌 사회적 문
화를 재형성하기 위한 제도(문화적 개념), 조직의 비전을 설정
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시키며 계속
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환류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고 구성
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련의 관리체계(전략적 개념)

윤수재 외
(2008)

성과측정과 성과주의 예산, 직무성과계약, 성과급 보수 등 성
과가 포함된 모든 행정관리 제도

성과관리혁신
포럼

(2005)

조직이나 팀, 개인들로 하여금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케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관리에 합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
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장치, 노력

고영선 외
(2004)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하며, 사업을 시
행하고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
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과정

Armstrong
(2006)

개인과 팀의 성과를 진전시킴으로써 조직성과를 개선하기 위
한 체계적인 과정

Politt
(2001)

협의로는 인사관리 개념이고, 광의로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
정하고, 이를 조직과 개인 단위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로 변화시
키는 과정

Rashid
(1999)

성과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환류하게 함으
로써 성과격차를 감소시키는 일련의 학습 및 과정

Armstrong 외
(1998)

조직구성원의 업무성과 개선과 팀, 개인 역량을 개발하는 전략
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접근

Walters
(1995)

구성원들이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여 가능한 효율적이고 효과
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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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은 사전에 정해진 목표에 대한 진

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이러한 지표에 근거하여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GAO, 2005; 박해육 주재복, 2009).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는 장기 또는 단기적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Poister, 1983). 예산과 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관리자에게 달성되는 사업의 품질과 결과에초점을 두면서 실제로

성취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Wholey ＆ Hartry,1992).

성과평가는 성과측정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장

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GAO, 2005; 박해육 주재복, 2009 재인용).

3.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영

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공운법에서 성과관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근

거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공공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계

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공운법 제31조). 둘째, 경영평가

와 관련하여 경영목표의 수립(공운법 제46조), 경영실적의 보고(공운법

제47조), 경영실적 평가(공운법 제48조) 등이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인사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

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노력(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

신에 관한 지침 제23조), 임원 성과정보의 구축과활용(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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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인사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노력(기타공공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

침 제20조), 임원 성과정보의 구축과 활용(기타공공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21조).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

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2010년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기관장 경영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관장은 경영계획서에 3년 단위

경영목표와 1년 단위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간

체결한다. 이에 근거하여 기관자의 리더십, 경영효율화, 노사관계선진화,

고유과제 성과목표치 수준 및 달성정도를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

장의 인사 조치와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림 1-1>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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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관리시스템의 의미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하여 McNair과 Mosconi(1989)는 ‘다양한 관리수

준과 기능간에 걸친 조직의 활동을 통합한 것’이라 정의하였고,

Hronec(1993)은 ‘여러 수준(조직, 프로세스, 사람)간에 다수의 측정지표

(원가, 품질, 시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도구’라고 정의하였다.

Kaplan(1992)은 성과관리시스템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기업운영의 효율

성과 효과성에 대한 적시적이고 정확한 피드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하

였다. 또한 Simons(2000)는 성과측정시스템은 전략목표 및 목적에 대한

실제 결과비교 및 목표에 대한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정기적인 피드백 보

고서와 함께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성된

다고 하였다.

그리고 Sinclair와 Zairi(1995)는 성과관리시스템의 필요성 7가지를 첫째,

계획수립, 통제 및 평가적인 측면 둘째, 변화관리 측면 셋째, 의사소통

측면 넷째, 측정 및 개선 측면 다섯째, 자원배분을 위한 필요성 여섯째,

동기부여측면 일곱째, 장기적 관점에서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효과

성과관리시스템(Performanced Management System : PMS)이란 조직

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표설정, 성과측정 및 평가, 보상과

피드백 체계를 갖춘 시스템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성과

측정 및 평가시스템을 뜻한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의 성공과 기대성과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

하고자 하는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확산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조직의

변화관리 노력과 역량강화 및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Kaplan

and Nort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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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BSC와 같은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수익률 향상, 혁신과

신상품 개발 촉진, 전략목표 달성 촉진, 조직변화 촉진 상시 경영관리체계

구축, 책임경영 구현, 의사소통 촉진 및 생산효율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두

게 된다(김희경, 성은숙, 2004).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은 성과관

리시스템의 성공적 구현이라는 시스템적 측면의 성과와 그에 따라 얻게 되

는 경영성과인 조직적 측면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조직적 측면 성과는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업무효율성이 제고되어 파생

되는 조직적 측면의 최적 성과를 의미하는데(DeLone and McLean,

1992), 본연구에서 이를 경영성과로 나타내었다.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들에 대한 달성

여부는 기업의 경영성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기업의 경영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된다.

재무적 성과는 전통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많이 사용하던

재무적인 수치나 비율로 나타나는 성과로서 고객 및 경쟁적 측면을 고려

하지 않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간결성 및 명료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

업전체 최적 성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비재무적 성과는 단기 수

익성의 향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무적 수치로 나타낼수 없는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무적 성과에 비해 장기 지향적인 성과로 오늘날의 치열한 경영

환경 하에서 기업의 전략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새로운

성과측정치의 필요성에 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Fisher, 1992)

재무적 성과측정치로는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원가절감율, 총자

본이익률 등을 들수 있으며, 비재무적 성과측정치로는 고객만족, 제품품

질, 제품생산성, 종업원의 만족과 복지, 시장점유율, 고객 수익성 등을 들

수 있다(Govindarajan and Gupta, 1985). 선행연구들(서정록, 2005; 송신

근.장현남, 2008; 신성욱 외, 2009)에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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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서비스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erry & Wise(1990)는 공공서비스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란

“공공서비스 기관이나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혹은 고유하게 나타나는 동

기에 부응하려는 개인의 경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Brewer &

Selden(1998)은 “공공서비스동기는 지역공동체 국민과 국가 및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일반적인 이타적 동기 혹은 보다 헌신적이며 열정적으

로 그리고 자기희생적인 방법을 통해 공익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서비스

를 제공하려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동기”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공공서비스동기의 개념을

“보다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그리고 자기희생적인 방법을 통해 공익 증

진을 위하여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동기”로

정의하였다.

공무원은 민간기업체 직원과는 달리 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열망 등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외적보상

(extrinsic reward)보다는 내적보상(intrinsic reward)을 보다 우선시하는

직업윤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Gabris & Simo, 1995 : Houston, 2000 ; Perry & Wise, 1990)

공무원과 민간기업체 직원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용되는 개념이다.

공공서비스동기란 “공공기관이나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혹은 고유하게 나

타나는 동기(motives)에 부응하려는 개인의 경향”이라고 정의되며(Perry

& Wise, 1990 : 368), 또는 “지역공동체, 국민과 국가 및 인류를 위해 봉

사하려는 일반적인 이타적 동기”라고 볼수 있다.

(Rainey & Steinbauer, 1999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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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공공서비스동기 정의

연구자 정     의
Perry & 

Wise(1990) 
- “공공기관이나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혹은 고유하게 
 나타나는 동기에 부응하려는 개인의 경향”

Brewer & 
Selden(1998)

“의미있는 공공 봉사를 수행하려는 동기”

Rainey & 
Steinbauer

(1999)

- “지역공동체 국민과 국가 및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일반적
인 이타적 동기”
- “보다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그리고 자기희생적인 방법을 
통해 공익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무원
들의 일반적인 동기”

Vandenabeele
(2007)

- “사적이익, 조직의 이익을 넘어서는 신념, 가치, 태도”
- “국가의 이익에 관련되고 개인이 언제나 그에 부합 
 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동기”

조태준·윤수재
(2009) 

“개인이 갖고 있는 이타적 동기, 친사회적 행태, 사 
 회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가치 및 신념체계”

7. 공공서비스 측정

공공서비스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Perry(1996)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김상묵, 2013). Perry(1996)는 합리적 차원의 동기는 공공정

책에 대한 호감도(attraction to public policy making; APM) 측정을 통

해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규범적 차원의 동기 측정으로는 공익몰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CPI),시민의무(civic duty), 사회정의(sosial justice)를 제안하였

으며, 감정적 차원 측정의경우 동정심(compassion; COM)과 자기희생

(self-sacrifice; SS)을 활용하였다.

이를 측정하는 40개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행정학 석사과정 대학원생,

대학교교직원, 지방 정부 부서책임자 등 공공영역을 배경으로 한 3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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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사회정의와 시민의무라는 두 가지 차원은 공익

몰입이라는 차원과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Perry(1996)는 공공서비스동기의 척도로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의 4가지 측정차원에 대한 24개의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김상묵, 2013).

Coursey and Pandey(2007)는 Perry(1996)의 4가지 측정차원 중에 자기

희생을 제외한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의 축약된 10개

설문문항으로 공공서비스동기 척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정책 호

감도에 대한 추가적인 척도 개발과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후 Perry, Brudrey, Coursey and Littlepage(2008)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의 3가지 차원에 대한 Perry(2006)의

12개 문항으로 공공서비스동기를 측정, 그 일반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한편 Kim and Vandenabeele(2010)는 여러 나라에 걸쳐 공공서비스동기

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동기의 개념적 개선

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는 공공참여

에 대한 호감도로, 공익몰입은 공공가치에 대한 몰입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김상묵,2013).

국내의 연구로 이근주(2005)는 Perry(1996)의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의 24개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공공서비스동기

를 측정하였으며, 김서용ㆍ조성수ㆍ박병주(2010)는 공공정책에 대한 호

감도를 제외한 Perry(1996)의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11개 설문문항

으로 공공서비스동기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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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관별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현황(기관별 내부평가 편람 발췌)

[시장형 공기업 I 공기업]

1. 평가결과의 결정

구    분 세  부  내  용

성과(업적)
평가

(상대평가)

• 조직평가와 개인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
 ※ 업적평가 산정산식

2급
이상

팀 장 단위조직 평가결과 × 100%

팀 원 개인평가 결과 × 100%

3급
이하

팀 장 단위조직 평가결과 × 100%

팀 원 개인평가 결과 × 100%

 * 대상기간 중 근무조직이 복수일 경우, 근무기간에 따른 계산방법 적용 
•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다음 비

율에 따라 5등급으로 평가
 ※ 등급 배부비율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배분비율 10% 15% 50% 15% 10%

역량평가
(상대평가)

• 개인역량을 직상위자가 상대평가하며,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
과 인사관리처의 방침에 따름

종합평가

• 성과(업적)평가 결과 50%와 역량평가 결과 50%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결과 산정

• 성과(업적)평가와 마찬가지로 개인별 종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5등급으로 할당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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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결과의 활용

  ○ 조직평가는 경상경비 배정 등 성과조의 예산제도에 활용
  ○ 성과(업적)평가는 개인별 성과급 차등에 활용

구    분 성과(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2급 이상 • 내부평가 성과급     • 경영평가 성과급   
3급 이하 • 내부평가 성과급     • 경영평가 성과급

 

  ○ 종합평가는 개인별 기본급 인상률 차등 및 승진, 교육 등 비금전적 보
상제도 등에 활용

구    분 성과(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2급 이상
• 기본급 인상률 차등
• 승진, 교육, 해외파견 등 비금전적 보상
• 저성과자(New Challenge Program) 대상자 선정 

3급 이하
• 교육, 해외파견 등 비금전적 보상
• 저성과자(New Challenge Program) 대상자 선정 

3. 성과(업적)평가의 활용 : 금전적 보상과 연계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

성과(업적)평가 결과 S A B C D

인원분포율 10% 15% 50% 15% 10%

지
급
율

1급 560% 490% 420% 350% 280%

2급 580% 507.5% 435% 362.5% 290%

3급내지
7급직원

P<150% 262.5% 256.2% 250% 243.8% 237.5%

P≧150% 275% 262.5% 250% 237.5% 225%

 ※ P = 경영실적평가 성과급 지급율, 성과급은 전년도말 기본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세부사항은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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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의 활용 : 금전적/비금전적 보상과 연계

가. 금전적 보상

   ○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기본급 인상률 차등기준

 

종합평가 결과 S A B C D

인원 분포율 10% 15% 50% 15% 10%

기본급 인상률
기본인상률

×150%
기본인상률

×125%
기본인상률

×100%
기본인상률

×75%
기본인상률

×50%

 ※ 위 기본인상률은 당해연도 임금인상률을 준용(세부사항은 보수규정 및 시행세
칙에 따름)

 나. 비금전적 보상
   ○ 승진반영기준

구    분 내          용

2급 → 1급 종합평가 결과 × 90% + 경력평가 × 10%

3급 → 2급 역량평가 결과 × 90% + 경력평가 × 10%

7급 → 3급 역량평가 결과 × 90% + 경력평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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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공기업 K공사]

1. 평가체계

계량

평가

비 계 량 평 가 주 )

BP
평가 + 책임경영

노력도 + Star Project 평가

정부

평가

(가감점)

결과 
확정

경  영
평가팀

내  부
평가단

경 영
간 부

SP1차
평가단 ▷ SP2차

평가단 ▷ 사 장
(가점확정)

정부평가결과반영 
(본사)

4/4분기 
ㅋ 사업소 : 

익년2월
본  사 : 익년6월

잠정

평가 최종평

가

중간점
검

* BP(Best Practice)평가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발굴한 우수과제 평가

* 책임경영노력도 : 자율책임경영 성과 및 회사비전‧경영목표 달성기여도 평가 

(종합경영실적보고서와 경영성과를 종합하여 평가)

* Star Project : 피평가 사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선정한 회사 비전달성 및 이미지 
제고 효과가 큰 핵심과제

2. 성과활용

□ 성과급의 종류

  ○ 경영평가성과급 : 정부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결정되어(=정부승인
지급률) 지급하는 성과급

  ○ 내부평가급 : 경영평가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이외에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 스팟보너스 : 경영성과 창출, 전사적 난제 극복 및 국가적 행사 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

- 포상인센티브 : 포상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지급

- 파워인센티브 : 내부재원으로 조성한 성과급 재원에 대하여 조직별,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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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지급률 : 기준지급률, 균등지급률, 차등지급률로 분류

  ○ 기준지급률 : 차등하기 이전의 성과급 지급률
-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는 “정부승인지급률”(0~300%)

- 파워인센티브의 경우는 “200%+임금협약에서 정한 α”

  ○ 균등지급률 : 기준지급률 중 조직 직급별로 균등하게 적용되는 지급률
  ○ 차등지급률 : 기준지급률 중에서 균등지급률을 공제한 지급률에 차등

계수를 곱한 지급률

※ 차등 계수 : 성과급 차등을 위해 평가등급별로 정한 상수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방식

  ○ 지급률 산정

직 급 구 분 산정산식

1∼3직급
균등지급률 (정부승인지급률 × 2/3)

차등지급률 (정부승인지급률 × 1/3) × 차등계수

4직급 

이하

균등지급률 (정부승인지급률 - 30%p)

차등지급률 30% × 차등계수

  ○ 평가등급별 차등계수

평가대상 차등
기준

차등계수
평가대상 수 2, 3, 5개 이상 평가대상 수 4개
S A B C D S A C D

본  사  처 실
지 역 본 부
건 설 처

본 사
주 관
평 가

2 1.5 1.0 0.5 0 2
1.3
4

0.6
7

0

특 수 사 업 소 
해 외 지 사 법 인

1.6 1.3 1.0 0.7 0.4 1.6 1.2 0.8 0.4

□ 파워 인센티브 지급방식

  ○ 지급률 산정

직 급 구 분 산정산식

1∼3직급
균등지급률 (기준지급률 × 2/3)

차등지급률 (기준지급률 × 1/3) × 차등계수

4직급 이하
균등지급률 (기준지급률 - 30%p)

차등지급률 30% × 차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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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등급별 차등계수

평가대상 차등
기준

차등계수
평가대상 수 2, 3, 5개 이상 평가대상 수 4개
S A B C D S A C D

1~3
직급

본  사 
지 역 본 부 
건 설 처

위임평가 1.8 1.35 0.9 0.45 0 1.8 1.2 0.6 0

M B O
업적평가 0.2 0.15 0.1 0.05 0 0.2 0.14 0.07 0

특 수 사 업 소
해외지사․법인

위임평가 1.44 1.17 0.9 0.63 0.36 1.44 1.08 0.72 0.36

M B O
업적평가 0.16 0.13 0.1 0.07 0.04 0.16 0.12 0.08 0.04

4직급
이하

2 차 사 업 소 위임평가 2 1.5 1 0.5 0 2 1.34 0.67 0

특 수 사 업 소
해외지사․법인

본사주관평가 1.6 1.3 1 0.7 0.4 1.6 1.2 0.8 0.4

기 타 본사주관평가 2 1.5 1 0.5 0 2 1.34 0.67 0

□ 성과평가와 승진

  ○ 2직급 이상에의 승진자력 점수 반영

구분
근무평정 가  감  점

계역량
평정

업적
평정 특수지 TDR 어학

일반
어학
회화

자격
증

K공사
인상 포상 내부

평가
징계
감점

1(을)
↑

2직급
14 6 1 0.3 0.2 - 0.3 0.5 0.3 0.4 -3.0 23.0

2직급
↑

3직급
14 6 1 0.3 0.2 0.3 0.3 0.5 0.3 0.4 -3.0 23.3

  ○ 3직급 이상에의 승진자력 점수 반영

구분
근무성적 경력 자기계발 상벌 정책참여

역량
평정

업적
평정

업무
충실도

근무
경력 특수지 어학

일반
어학
회화

자격
증

K공사
인상

창안
상

징계
감점

내부
평가 TDR 혁신

역량
2직급

↑
3직급

2.5 2.5 5 12 5 3 3 3 5 3 0.5 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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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 K공사]

1. 평가체계-개인별 순위 결정 절차

산정절차 세부 산정 방법

1. 평가군 내에서
 지표별 득점 확정

본부, 처(소) 및 팀 평가 득점 환산(원점수)

2. 평가군 내 변별
력을 조정하여 
환산득점 산정

- 평가군 내 조직별 최고↔최저 점수간 10%의 변별력을 
적용하여 환산득점을 산정한다.

- 상위조직 득점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표들을 합을 
동일한 방식으로 변별력 조정하고, 기 변별력 조정한 상위
조직 점수를 가중환산하여 합산

3. 개인별 평가대
상 조직 확정

평가기간내에서 최장기간 근무한 조직의 평가득점을 적용

4. 개인별 종합점
수 산정

평가군별, 직위별 반영비율에 환산득점을 곱하여 종합점수
를 계산

5. 순위경쟁 그룹내
에서 개인별 순위 
결정

순위경쟁 그룹 내에서 개인별 종합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6. 순위경쟁 그룹내
에서 개인별 평가
등급 부여

순위경쟁 그룹 내에서 등급별 인원비율(S 10%, A 15%, B 
50%, C 15%, D 10%)에 따라 개인마다 평가등급을 부여

7. 개인별 성과급 
지급률 확정

개인별 차등지급률 결정 후, 직위해제·휴직·정직·징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급률을 감액하며 정부평가 
비계량 보고서 담당자 등 유공직원은 지급률을 증액

2. 정부평가 결과의 본사군 내부평가 연계 평가 방법

가. 연계 개요

정부평
가

내부평가 반영
총배점 평가구분 평가방법 비중

비계량
지  표

20점
보고서 충실도 외부위원 상대평가 10점

최종득점 연계 처실별 가중치 적용 10점

계  량
지  표

가감
지표별 절대평가, 경쟁기관 대비 상대평가, 전
년 대비 향상도, 관리책임 겨중에 따른 책임계
수 종합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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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평가 최종득점 연계

구  분 내   용
평가자료 지표별 정부평가 최종득점 (익년 6월 발표)

평가방법

최종득점률

지표별 순위 10%이내 10~30% 30~70% 70~90% 90%이상
최종득점률 100% 97% 95% 93% 90%

※ 지표별 순위 : 공기업∥군 내 순위 적용

득점산정 처실별 비계량 최종득점 × 최종득점률

  
3. 성과보상

1.1 금전적 성과보상

가.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지급

1) 차등 대상 직원

  ○ 단ㆍ처ㆍ실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
2) 차등 제외 직원 : ‘정부승인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적용

  ○ 회사의 일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운동선수 및 청경
  ○ 노조 중앙본부 근무 전임자, 예비군 지휘관 및 비상계획관
  ○ 평가 대상 기간 내의 휴직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직원
  ○ 평가 대상 기간, 아래 조직 근무 또는 파견 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직원파견자, 정부 등 국내 유관기관 파견자

  ○  평가 대상 기간 내의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수습 및 OJT

기간 제외)

  ○  정년퇴직 예정자로서 보직변경된 직원(인사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관리역ㆍ상담역ㆍ보좌역, 보좌, 보충원으로 발령받은 자)

3) 차등 재원 불지급 대상(차등성과급 최저등급 부여)

  ○ 6개월 이상의 대외 장기교육자
  ○ 6개월 이상의 장기휴직자
  ○ 대내외 감사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된 자
  ※ 청렴도지표의 비리행위 징계 기준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팀은 차등성과

급 등급을 1등급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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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급 산정 관련 소속 기준

구  분 평가 적용

이동직원
동일조직 6개월 이상 근무시 해당조직 평가결과 적용, 그 외의 
경우 최장기간 근무 조직 평가결과 적용

대내파견자 파견지 평가 결과 적용
직무대행 6개월 이상 직무대행시 직무대행 평가결과 적용
겸직자 원보직 평가결과 적용 (T/F근무자 : 소속TF 결과 적용)

5) 차등재원(A)

  ○  차등재원

구  분 차 등 재 원

1~3급 직원 연봉월액 × 
정부승인지급률내부평가급

4직급 이하 직원 기준임금 × [경영성과급(30%)+내부평가급*(30%)]

 * 4직급 이하 직원의 차등재원 중 ‘내부평가급’은 ‘자체성과급’ 차등재원 포함

6) 차등지급률(B)

  ○ 차등재원에 대한 지급률을 말하며 조직별/개인별로 지급률을 차등함

평가등급(인원) S등급(10%) A등급(15%) B등급(50%) C등급(15%) D등급(10%)

차등지급률 200% 150% 100% 50% 0

7) 차등지급액

  ○ 차등지급액 = 차등재원(A) × 차등지급률(B)
  ○ 동일순위 발생시 차등지급액은 5등급 상대배분 기준에 의한 성과급의

펴균 지급

   (예시) 총 평가대상 10이고 3개 평가대상이 공동 1위인 경우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대상 1개 2개 3개 2개 1개

차등지급액 300% 225% 150% 75% 0%

 ☞ 차등지급액 산정 : 약250% = (300%×1개 + 225%×2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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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I공사]

 
1. 성과관리체계

조직단위 개인단위

제도 경영평가(영업점, 본부부서)
마케팅왕, 인사마일리지 제도,

정규직 전환 제도

활용 인사(승진, 이동, 후선 등)에 우선적 반영, 성과급 차등지급

특징
생존을 위한 민간조직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관리 

반면, 그에 합당한 성과급 인센티브 부족

2. BSC 평가체계 운용

구분 주 요 내 용(영업점)

평가
그룹

 점주유형, 지역(서울수도권, 지방), 영업점별 경쟁력지수, 영업점 영
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편성 → 공정한 경쟁 유도

구  분 공단
기업형

기 업 형
개인형 합계공상형 상공형 도심

기업형
도심

일반형 주상형

영업점수 20 91 130 24 108 75 119 567

그룹수 2 8 9 2 8 6 9 44

그룹당
점포수 10 9~12 12~16 11~13 12~15 12~13 12~15 9~16

평가
지표 
배점

 재무관리(수익성, 건전성, 성장성), 고객관리(교차판매, 우수고객관리 
등), 기반확대(비이자수익기반 등) 등 1,000점 만점

평가
주기

 간이평가 : 매월
 정기평가 :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결과
활용

 상여금(성과, 업적), 승진, 후선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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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평가 결과 활용

□ 성과급 차등지급

구    
분

주  요  내  용

성과급
종  류

 성과상여금(상하반기) : 내부 경영평가 등급
 업적상여금(연간) :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 내부 경영평가 등급

차등
지급
기준

 등급별 지급률(영업점 소속 직원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구성비 기준 10% 15% 50% 15% 10%

성  
과
상
여
금

처장급 150% 125% 100% 75% 50%

팀장급 127% 114% 100% 86% 73%

차․과장급 120% 110% 100% 90% 80%

사원급 이하 110% 105% 100% 95% 90%

업  
적
상
여
금

처장급 243.0% 212.4% 180.0% 147.6% 117.0%

팀장급 216.0% 198.0% 180.0% 162.0% 144.0%

차․과장급 207.0% 194.4% 180.0% 165.6% 153.0%

사원급 이하 198.0% 189.0% 180.0% 171.0% 162.0%

□ 인사에 최우선적 반영

구 분 주 요 내 용

인사방향

 경영평가 우수 소속직원은 승진심사시 최우선 반영

 탁월한 실적거양 등 개인성과 우수직원 발탁

 추진력 저하, 직원관리 미흡 등 역량하위 부서장 발령

반영

부문

승진

 승진(전직급) 판단기준

- 경영실적 평가, 인사고과, 다면평가, 인사모니터링 자료,

지역본부의견 등 세평

후선

 후선배치 기준 <경영평가 관련>

- 최근 2년간 경영실적 평가결과 전체 하위 5% 이내 소속장

- 전년도 평가결과 실적부진 경고직원 중 최근 2년간 경영

실적 평가결과 전체 하위 10% 이내 지점장

 후선배치 직원의 역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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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K공사]

1. 정부 경영평가 점수 연계

  ○ 기관성과 달성을 위한 정부 경영평가지표 관리부서 간 협업성과를

기여정도에 따라 평가에 반영

○ 연계대상 및 방법
정부 경영평가 비계량지표와 연계된 부서 비계량지표별로 부서평가 점수와
정부경영평가 점수에 대해 평균․표준편차 조정을 통해 최종 득점 산출
○ 연계기준 및 비율
정부경영평가 세부평가내용을 기준으로 2015년도 성과평가 편람상 세
부평가내용(이하 '세평')이 1개 이상 연계된 지표와 1개 미만 연계된
지표로 구분하여 반영비율 달리 적용 (대상 : 경영․지원군, 교육원 제외)

구     분
반  영  비  율

부서평가 결과 정부경영평가 결과

세평 1개 이상 연계 지표 30% 70%

세평 1개 미만 연계 지표 50% 50%

(대상 : 사업군, 교육원)

구     분
반  영  비  율

부서평가 결과 정부경영평가 결과

정부경영평가 연계지표 30% 70%

※ ‘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에 맞춰 연계지표 내용도 변경될 수 있음

단, ‘해당 경평지표 기준점수’는 동일 평가유형(공기업Ⅱ) 해당지표 평균점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점수 보정 가능

※ 보정방법 : 전체 기관의 평가등급 순위․분포 및 지표별 관련부서 노력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경평지표 기준점수를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

<계량 지표> 정부 경영평가 완료 후 부서별 경영평가 연계지표 최종득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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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평가 성과 활용

<성과연봉 등급별 차등지급률표>

등  급 S A B C D

인원비율 10% 20% 40% 20% 10%

내부

평가급

부서장 α×1.34 α×1.14 α α×0.86 α×0.66

일반직 3~7급

(3급 부서장 제외)
α×1.2 α×1.08 α α×0.92 α×0.8

기타 α×1.1 α×1.04 α α×0.96 α×0.9

경영평가

성과급
해당직원 β×1.34 β×1.14 β β×0.86 β×0.66

비 고
※ α = 내부평가급 기준지급률(500%),

β = 경영평가성과급 기준지급률

<개인평가에 의한 성과급제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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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검토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성과관리시스템 성공요

인으로 조직특성 요인을 사용하여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

였으며, 최근에는 BSC의 실무적 확산에 따라 각 관점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BSC의 성공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서정록(2005), 오상희, 지성권(2008), 송신근, 장현남(2008) 등 몇몇 연

구들에서도 조직특성 요인이나 성과관리시스템 고유특성 요인만을 사용

하여 BSC 수용활용도나 확산을 통한 기업성과나 BSC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직에서 도입하게 되는 시스템은 그 시스템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수용

을 통한 사용 또는 확산과 그에 따른 경영성과로 이어지게 되는데(DeLone

and MCLean, 1992), 이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는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분석, 공공부문 성과

관리 시스템 수용성 관련, 기관 유형특성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현

황 및 공공서비스 동기가 구성원의 직무몰입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분석

라영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유형별로 한 기관씩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중장기 경영 전략과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목표, 전사적 평가지표(KPI), 하위 평가지표로 단계적으로 적용된 경

영목표와 성과관리체계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별로

BSC(균형성과표) 지표와 내부평가지표를 일치시키고 있으며, 대부분 공

공기관의 성과관리가 정부의 경영평가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

고 있어 성과평가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내부평가와 정부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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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실적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BSC에 근거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점수가 좋은 공공기관의

경우에 MBO 나 내부평가와 연계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보면 앞에서 지적한 조직평가, 개인평가와 연계

및 성과관리와 보수관리의 연계가 잘 되었다는 운영수준의 진단과는 별

개로 성과평가시스템의 고도화를 진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영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은 BSC, MBO와 같은 유사한 성과관리 제도 및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민간 기업의 성과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위탁집행형 공공기관도 공기업

이나 규모가 큰 준정부기관과 동일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기관 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형 공공기관과 같이 성과측정이 가능한데 평가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직 규모가 수익성을 평

가하기에 한계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 제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하였다.

2.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장지인 외(2007)는 정부부처 성과관리시스템의 활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운

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

인지에 대한 연구로 실제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30개 중앙정

부 부처의 설문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운영실태로는 ①일반현황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은 BSC, 도입완

료 후 경과기간은 17개월, 전담팀장은 4급, 외부기관 참여는 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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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까지임. ② 지표특성 : 정량(77%)대 정성(23%), 공통(46%)대 고유

(54%), 산출(42.33)/결과/과정/투입 순이고, 전사지표 가중치는 성과지표

가 부처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에 미치는 정도의 크기로 결정됨. ③ 평

가결과 반영정도 : 4급이상은 직무성과 계약제로 80%, 5급 이하는 근무

성적평가로 40% 반영되어 직책에 따라 상이함. ④ 평가결과 활용도 : 연

봉, 상여금, 승진,승급시 우선고려, 반기단위 피드백이 다수라고 하였다.

그리고 비전과 전략이 명확하고, 보상과의 연계성이 높고, 성과지표, 전

략실행방안, 평가정보피드백, 의사소통의 적절성과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

여 및 조직관리 노력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고 문제점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효과적인 시스템은 이들을 고려하여 설계된 성과관리 시

스템임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도입과정에서 달성가능지표 설정에 따른 성과평가 왜곡유려

와 도입이후 과열경쟁으로 인한 조직인화 저해를 지적하였다.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① 성과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장기성과측정 지표개발, 개발된 성과지표에 대한 체계

적인 관리)와 ② 성과지표 적절성을 확보한 뒤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

여 효과가 높아지도록 성과결과에 대한 보상과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보

상방법의 활용에도 부처의 자율권이 주어져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해

야 한다. ③ 시스템 상으로 성과평가결과가 업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평가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공공부문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에 관한 연구

장지인 외(2007)은 정부부처 성과관리시스템의 활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운

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

인지에 대한 연구로 실제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50개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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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처 중 30개 응답부처의 설문자료를 통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 및 성과,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하미승(2007)은 BSC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의

성격에 관하여 실증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한 연구에서 BSC에 관한 기본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BSC에 의한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직무성

과 향상정도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구성원의 인식, BSC 품질,

전담조직, 보상과의 연계, 외부공개 정도, 성과주의 문화 등 변수들을 찾

아내고, 그러한 변수들이 BSC의 효과성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요인의 검증을 통하여 중요한 정책적

변수들을 발견함으로써 BSC의 성공적 정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백성춘(2013)은 K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연구에서 공기의 성과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과 안정적 정착을 위

해서는 조직평가와 개인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가 필요하며 평가절차의 투명성과 구성원들에게

업무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수용성이 향상 될 것이

라 보았다.

류도암(2011)은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및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상

위직급의 경우 하위직급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하위직급의 경

우 성과지표에 따른 실행과제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가 비교적 낮음을 보여주었다.

조주연(2011)은 성과관리체계 수용성 중에 성과관리체계 자체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 요인 중에서 성

과관리체계 자체에 대한 수용성, 성과지표에 대한 수용성, 성과평가 절차

에 대한 수용성이 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진욱(2011)은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구성원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에 대한 연구에서 “참여”, “교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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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리시스템”, “전담인력의 역량(전문성)”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공공부문 조직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성과관리 수용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는 현재 조직요인에 중점을 두는 성과관리 운영체제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교육”등 개인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성과관리제

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박태환(2013)은 교육 및 강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성과평가 방법의 투

명성 및 공정성,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타당성, 평가결과의 활용성 제고

노력들이 지속적이며, 전사적으로 이루어 질 때 성과관리제도의 원래 도입

목적에 더욱 부합되어질 수 있으며,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성

및 동기 또한 향상된다 하였다.

김한창, 황성원(2008)은 성과관리제도에 있어 인센티브 제도와 같은 민

간의 기업가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고 조직 상층부의 성과관리 시스템

에 대한 존중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며 정보화 측면에서 정보화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하였다.

황성원, 최진식, 김승언(2008)은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 두가지 몰입이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SC기반의 성과관리제도가 민간 및 외국

에서 도입된 취지가 궁극적으로 조직전체의 성과향상과 발전을 위한 제

도라는 점에 잇음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정부에 있어서는 다르게 운

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 공공서비스 동기와 조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공공서비스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조직성과와 긍정적인 영향관계

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공공서비스동기의 특징은 수당과 보

수 등의 외재적 보상보다 업무수행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 등의 내재적

보상을 보다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김상묵,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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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ulio(1994)는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적인

이익 혹은 금전적인 이익의 극대화가 개인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합리적

선택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조직의 목표, 사회적 공익 또는 타인의 복지

등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다”

는 점을 밝혀냈다. Crewson(1997)의 연구에서도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경제적 보상보다 공익을 위한 봉사에 더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업

무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상묵(2005)은 공무원의 공직선택동기가 공무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에서 공무원 1,7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 직무동기, 정서적 몰입, 조직시민행동 등의

직무 관련 태도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박순애(2006)는 공직동기와 직무동기가 다양한 차원의 공직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6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자료조

사를 실시하였고,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직동

기와 직무동기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윤(2012)은 주로 정부공무원의 주요한 동기요인으로 알려진 공공봉

사동기(PSM)가 과연 준정부조직 종사자들에게도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하여 공공봉사동기와 직무동기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있어서도 공공봉사동기가 주요한 동

기요인임을 확인하였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업무수행이 보수에 대한 가

치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봉사동기와 성취감을 위한 것에

더 가까우며 물질적 보상의 강조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공공봉사동

기와 성취감, 인정에 대한 기대를 높여줄 필요가 있는 것을 나타났다.

유지영(2014)은 공기업 종사자의 동기특성과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공기업 종사자에게는 공공서비스 동기가 가장 우월하고 그다음으로 외제

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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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론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유형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특성 및 공공서비스 동기의 정도가 성

과관리시스템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공기업

의 유형(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 따른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보고자 한다.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2-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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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집단변수인 성과관리시스템 설계와 활용이 조직구성원의 시

스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변수인 공공서비스 동기가 성과관리시

스템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유형별 분류체계에

따른 기관 유형특성별 조절효과가 존재하는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

성과관리시스템 구성원 인식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안재호(2007)는 조직

요인의 경우 혁신성, 개인요인으로는 참여와 교육요인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미승(2007)은 BSC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연

구에서 성과목표-측정지표의 적절성과 인사평가 및 보상과의 연계가 성

과관리시스템의 효과성에 유의 영향을 보임을 검증하였다.

기민자(2010)는 D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시스템의

설계와 구성원의 인식이 성과관리 시스템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수

용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조직변수인 성과관리시스템의 설계(성과목표

-측정지표 설정의 적절성)와 활용이 시스템 수용성의 선행변수로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스템 설계 및 활용에 따라

구성원이 인지하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1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형태는 시스템 수용성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1-1 성과관리시스템의 설계는 조직구성원 수용성과 정(+)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1-2 성과관리시스템의 활용은 조직구성원 수용성과 정(+)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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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서비스 동기

공기업 종사자들의 인식은 공무원들의 인식과 유사하므로(조경호․주재

복, 2001), 효과적인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종사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내재된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민간부문의 종사자와는 달리 외적보상보다 내적

보상에 가치를 두고 선호하며, 금전적 보상보다는 업무의 가치와 공익에

대한 봉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Crewson, 1997; Houston,

2000).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이른바

공공봉사동기가 민간부문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Wittmer, 1991;

Houston, 2000; Rainey, 1982; 이근주, 2005).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

재적 가치를 지닌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금전적인 보상 및 승진 등 개인

차원의 보상보다는 내적 동기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직무의 성과를

창출함을 알아보기 위해 공공서비스동기가 성과관리시스템의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가설 2>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공공서비스 동기는 조직구성원 수용성에 유의미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

 2-1 공공서비스 동기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수용성과 부(-)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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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원구환·류숙원·김상윤(2009) 공기업 유형별 조직몰입 영향요인 비교연구

에서 공기업 유형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로서 유의한 영향

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공기업 유형이 성과관리시스템 설계와 활용요인이 성과

관리시스템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

하고 <연구가설3>를 설정하였다.

공기업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는 공기업 유형별 더미변수와 독립변수간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다음의 3단계 절차를 통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

한다.

제1단계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Y = β10 + β11Χ
제2단계 : 독립변수, 조절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회귀분석
          Y = β20 + β21Χ + β22M
제3단계 :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과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Y = β30 + β31Χ + β32M + β33ΧM

가설 3 : 기관유형에 따라 성과관리시스템 설계와 활용요인이 성과관리

시스템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시장형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성과관리시스템 설계와 

활용요인이 수용성에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준시장형 공기업은 준정부기관에 비해 성과관리시스템 설계와 활

용요인이 수용성에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준정부 기관은 기타 공기업에 비해 성과관리시스템 설계와 활용

요인이 수용성에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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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구성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 성과관리 시스템 설계 및 활용

독립변수인 성과관리시스템 설계는 Davis(1998) Leitch & davis(1992),

Kaplan & Norton(2003), Dellone & McLean(1992), 안춘윤(2008), 장지인

외 3인(2007), 하미승(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략과 연계되고 균형적

인 성과관리시스템 설계”로 정의하였다.

시스템 설계는 목표설정과 설정목표와 지표와의 연계성 두가지 변수로

세분하였다.

<표2>와 같이 측정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의 4개 관점의 균형성과 적절

성, 조직 전략목표설정의 적절성, 하위부서 성과목표의 적절성, 전략목표

와 성과목표의 연계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소속부서 업무성과 측정의 적

절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등 7개 항목을 선정하여 5점 척도

를 사용하였다.

<표 2-1> 시스템 설계요인 변수 및 조작적 정의

개념 조작적 정의 설문내용 관련연구

전 략 과 
연계되고 
균형적인 
성과관리 
시 스 템 
설계

목
표
설
정

평가관점
의 균형
성과 적
절성

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관점(성장
동력, 성과, 프로세스, 고객)이 균
형성과 적절성을 유지하고 있다

D a v i s ( 1 9 9 8 ) 
Leitch &
davis(1992)
Kaplan &
Norton(2003) 
Dellone &
McLean(1992) 

전략목표
설정 적
절성

조직의 전략목표 설정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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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관리시스템 활용요인 변수 및 조작적 정의

시스템활용은 Davis(1989), Leitch & Davis(1992), Kaplan &

Norton(2003), Delone & McLean(1992), 안재호(2007), 장지인 외 3인

(2007), 하미승(2007), 정인준(200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인사와 보상에 반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표 와 같이

인사와 보상이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 결정됨, 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결

과가 인사고과(승진, 보상)에 반영, 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결과가 성과급

여에 반영됨, 평가결과가 부서장에게 주기적으로 통보되고 있음 등의 4

개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성과목표
설정 적
절성

소속부서의 성과목표 설정이 적절
하다

안춘윤(2008)
장지인외 3인
(2007)
하미승(2007)

전략목표
화 성과
목 표 간 
연계성

전략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

지
표
와
의 
연
계
성

측정지표
설정의 적
절성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측정지표가 적절하다

부서업무
측 정 의 
적절성

소속부서의 업무성과측정시스템으
로서 적절하다

성과목표
와 성과
지 표 간 
연계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잘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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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활용요인 변수 및 조작적 정의

개념
조작적 
정의

설문내용 관련연구

평가결과 
인 사 와 
보 상 에 
반영

인사와 보
상에 반영

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결과에 의
해 인사와 보상이 결정된다

D a v i s ( 1 9 9 8 ) 
Leitch &
davis(1992)
Kaplan &
N o r t o n ( 2 0 0 3 ) 
Dellone &
McLean(1992) 안
춘윤(2008)
장지인외 3인
(2007)
하미승(2007)

인 사 고 가
과에 반영

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결과가 인
사고과(승진, 보직)에 반영된다

성 과 급 에 
반영

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결과가 성
과급여에 반영된다

기 관 장 에
게 평가결
과의 주기
적 통보

평가결과가 기관장에게 주기적으
로 통보되고 있다



- 43 -

다. 공공서비스 동기

독립변수인 공공서비스동기의 경우 연구자들마다 여러 가지 개념정의를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Perry

and Wise(1990)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즉, 공공서비스 동기는 공공조

직과 관련된 동기에 반응하는 개인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차원은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및 공익몰입의 경우

Perry(1996)의 측정척도를 사용하며, 동정심과 자기희생의 경우 Perry et al(2008)

의 축약된 척도를 사용한다.

<표 2-3> 공공서비스동기 변수 및 조작적 정의

개념 조작적 정의 설문내용 관련연구

공공
서비스
동기

사회적 책임
나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느낀다

Perry and Wise
(1990)
Perry et al
(2008)

시민의 의무 시민을 위한 봉사는 시민으로서 
나의 의무이다.

공공봉사 공공봉사가 나 자신보다 더 의미
가 있다.

동정심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위해 나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다.

자기희생 나 자신의 개인적 성취보다 
사회적 기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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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설계

본 연구의 설문구성은 3개의 독립변수 요인들에 대해 각각 7문항, 4문

항, 5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1개의 종속변수에 대하여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응답자가 동의하는 정도로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응답자의 배경(성별,나이,학력,근속년수,직급,직렬)에 관한 설

문항목은 명목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설문문항은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에서 도

출하였으며 그 출처는 <표2-4>와 같다.

<표 2-4> 설문지의 구성

요인변수 문항수 출처

성과
관리

시스템
설계

(7문항)

평가관점의 균형성과 적절성 1

Davis(1998) Leitch
 &davis(1992)
Kaplan &Norton(2003) 
Dellone & McLean(1992) 
안춘윤(2008)
장지인외 3인(2007)
하미승(2007)

전략목표설정 적절성 1
성과목표설정 적절성 1

전략목표화 성과목표간 연계성 1
측정지표설정의 적절성 1
부서업무측정의 적절성 1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간 연계성 1

성과
관리 

시스템 
활용

(4문항)

인사와 보상에 반영 1

인사고가과에 반영 1

성과급에 반영 1

기관장에게 평가결과의 주기적 통보 1

공공
서비스
동기

(5문항)

사회에 대한 책임 1

Perry and Wise(1990)
Perry et al(2008)

시민을 위한 봉사에 대한 의무 1
공공봉사의 본인에 대한 의미 1

동정심 1
자기희생 1

성과관리스스템 수용성(종속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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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 자료수집 및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시장형·준시장형·준정부기관

공기업 대리 직급 이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선정은 공기업 유형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대상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기업 정책학과 1~4기 졸업생 및 5기 재학

생 그리고 공기업 유형별 재직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Google On-line설문서비스를 통하여 설문문항을 만든 후

설문대상자에게 설문참여 온라인 주소를 메일 및 SNS를 통하여 2014년

10월 1일~20일까지 약 20여일 간 진행되었다.

<표 2-5> 기관유형별 설문 응답자 현황

구 분 수집데이터 개수 실제분석에 이용된
데이터 개수

시장형 61 61

준시장형 55 55

준정부기관 66 66

기타공공기관 21 21

합 계 203 203

- 기관별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현황 : 기관별 내부 성과편람

- 기관별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 : 설문을 통한 인식조사

* 시장형 공기업 :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6개

발전사 등

* 준시장형 공기업 :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관광공사, 마사회 등

* 준정부기관 : 전력거래소, IBK,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 기타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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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및 연구결과

제 1 절 표본의 기초통계량 분석

1. 기초분석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

성과 여성이 각각 73.9%와 26.1%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47.8%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45.3%, 50대 5.9%, 20대 1.0%,의 순서로 나

타났다. 학력별 분포는 고졸 2.0%, 전문대졸 1.5%, 대졸 66.5%, 대학원

이상 30.0%로 나타났고, 직급별 분포는 사원 8.9%, 대리 8.9%, 과장

34.0%, 차장 38.9%, 부장 7.4%, 부장이상 2.0%로 중간 관리자급(차·과

장)이 응답자의 72.9%를 차지했다. 근속년수로는 5년이하 8.9%, 6년 이

상 10년 이하 29.6%, 11년이상 15년이하 32.0%, 16년이상 20년 이하

19.7%, 20년 이상이 9.9%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사무직렬이 75.4%, 기술

직렬이 24.6%로 나타났다.

2. 요인분석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요인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

낸다. 그러므로 각 변수들은 요인적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

다. 또한 고유값은 특정 요인에 적재된 모든 변수의 적재량을 제곱하여

합한 값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요인에 관련된 표준화된 분산을 가리킨

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

(eigen value)은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0.40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

주하며 0.50이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0이상, 요인 적재치가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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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150 73.9
여 53 26.1

연령

20대 2 1.0
30대 97 47.8
40대 92 45.3
50대 12 5.9

학력

고졸 4 2.0
전문대졸 3 1.5

대졸 135 66.5
대학원이상 61 30.0

직급

사원 18 8.9
대리 18 8.9
과장 69 34.0
차장 79 38.9
부장 15 7.4

부장이상 4 2.0

근속년수

5년이하 18 8.9
6~10년 이하 60 29.6
11~15이하 65 32.0
16~10이하 40 19.7

20이상 20 9.9

직렬
사무직 153 75.4
기술직 50 24.6

<표 3-2>은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설명된 총 분산은

65.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각 독립변수들은 선행 연구결과의 이론구

조와 동일하게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성과관리시스템 설계, 시스템 활용, 공공서비스 동기로 명명하

였다. 시스템 설계와 활용, PSM은 각가 7개, 4개, 5개의 문항을 모두 채

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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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성과관리 시스템 설계 요인분석 결과

구 분
성 분

시스템 설계 공공서비스동기 시스템 활용

설계 1-5. .837 .141 .157

설계 1-3. .822 .131 .210

설계 1-6. .821 .209 .137

설계 1-4. .808 .079 .173

설계 1-7. .793 .134 .258

설계 1-1. .771 .137 .130

설계 1-2. .766 .059 .267

PSM 3-2. .043 .811 .221

PSM 3-4. .133 .800 .102

PSM 3-5. .183 .778 .158

PSM 3-3. .199 .771 -.045

PSM 3-1. .070 .727 .151

활용 2-3. .239 .044 .773

활용 2-1. .301 .160 .755

활용 2-2. .078 .248 .738

활용 2-4. .283 .082 .526

Eigen-value 4.8 3.2 2.4

분산설명(%) 30.27 20.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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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을 하기 전에 변수들간의 관계와 방향성을 파악하고 다중공선

성의 존재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스템 설계 세부항목을 제외한 변수간 상관계수는 모두 0.9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표 3-3>

과 같다.

<표 3-3> 변수간 상관관계

연구단위 평균
표준
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6

1. 시스템 설계 3.385 .766 1.00

2. 성과목표설정 3.529 .810 .932
** 1.00

3. 지표와의 연계성 3.263 .833 .939
**

.778
** 1.00

4. 시스템 활용 3.518 .732 .514
**

.488
**

.488
** 1.00

5. 공공서비스 동기 3.332 .717 .331
**

.277
**

.339
**

.361
** 1.00

6. 시스템 수용성 3.11 .893 .798
**

.693
**

.806
**

.574
**

.389
** 1.00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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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가설의 검증

1. 성과관리시스템 설계와 수용성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형태는 시스템의 설계와 시스템의 활

용 두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의 설계는 평가관점의

균형성과 목표 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3가지 요

인으로 구성하였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형태가 시스템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 검증하기 위해 가설 1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설계는 조직 구성원의 수용성과 정(+)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1-1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t값은 18.364(p=.000)로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즉 성과관리 시스템의 설계가 적절할수

록 조직구성원의 시스템 수용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

형의 F값이 p=.000에서 51.903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회귀식에 대한

R2=.651로 65.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활용은 조직구성원의 수용성과 정(+)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1-2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t값은 10.066(p=.000)로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즉, 성과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을수

록 조직구성원의 시스템 수용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

형의 F값이 p=.000에서 16.55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373로 37.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 51 -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통계량

성과관리
시스템 설계

상수 .279 .503 1.805 0.073 R=.807
R2=.651
수정된 R2=.638
F=51.903, p=.000

시스템 
수용성

.045 .833 18.364 .000

성과관리
시스템 활용

상수 .375 1.150 3.070 .002 R=.610
R2=.373
수정된 R2=.350
F=16.550, p=.000

시스템 
수용성

.063 .639 10.066 .000

조직 구성원의 시스템 수용성이 시스템 설계와 활용 요인 중 어떠한

요인에 더 영향력을 받는지는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는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에 미치는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

모델이다.

먼저 모델1을 살펴보면, 시스템 설계는 수용성의 변량을 63.6%설명하고

있으며, 설계가 적합할수록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18.756, p=.000)

모델 2는 모델1에서 성과관리시스템 활용변수를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

로 모델 1에 비해 3.5% 더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 설계

(t=14.486, p=.000)와 활용(t=4.731, p=.000)은 시스템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inston은 2.015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

을 평가하면, 시스템 설계변수(β=.716)가 시스템 활용(β=.245)보다 큰 영

향력을 보이는 변수이며, 이는 조직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조직의 특성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함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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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계 세부변수인 목표설정과 지표연계와 시스템 활용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시스템 수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지표설정(β=.589), 시스템활용(β=.240), 목표설정(β=.117)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에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검정결과 1

독립
변수

모델1 모델2
표준오차 β t값(유의도) 표준오차 β t값(유의도) 공차한계

상수 .155 .283 1.829(.069) .176 -.170 -.967(.334)

시스템 
설계 .045 .837 18.756(.000) .049 .716 14.486(.000) .735

시스템 
활용 .052 .245 4.731(.000) .735

통계량

R=.798
R2=.636
수정된 R2=.635
F=351.792, p=.000

R=.820
R2=.673
수정된 R2=.670
F=205.797, p=.000
Durbin=Winston=2.015

<표 3-5>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에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검정결과 2

독립
변수

모델1 모델2
표준오차 β t값(유의도) 표준오차 β t값(유의도)

상수 .375 1.150 3.070(.002) .263 .171 .651(.516)
시스템
활용 .063 .639 10.066(.000) .050 .263 5.254(.000)

목표
설정 .063 .116 1.831(.069)

지표
설정 .061 .568 9.306(.000)

통계량

R=.610
R2=.373
수정된 R2=.350
F=16.550, p=.000

R=.845
R2=.715
수정된 R2=.701
F=53.668, p=.000
Durbin=Winston=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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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서비스 동기와 성과관리 시스템 수용성과의 관계

공공부문 종사자의 공공서비스 동기가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시스템 수

용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 2를 설정하고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변수인 공공서비스 동기가 시스템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2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모형을 살펴보면 t값은 5.535(p=.000)로 통계적 유의수준하에

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구성원의 공공서비스 동기가 높을

수록 성과관리 시스템의 수용성도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설 2와 상반되는 결과로 가설2는 불채택 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공공서비스 동기가 높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경

우 외적 보상보다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결론과는 다

소 반대의 결과로 설문에 참석한 표본 대상이 공공기관별 스텝부서 직원

및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정도 설명력을 가지

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표3-6> 공공서비스 동기와 시스템 수용성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
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계량

공공
서비스
동기

상수 .436 1.763 4.044 .000 R=.420
R2=.176
수정된 R2=.147
F=5.957, p=.000

시스템 
수용성

.076 .419 5.53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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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에서 공기업 유형별에 따라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 회귀분석을 추

가로 실시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3-7과 같다. 모든 상호작용항에서 통계적 유의

수준하에서의 의미있는 결과값이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성공기업에서 기

타공공기관으로 갈수록 β값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표 3-7> 공기업 유형별 조절효과_PSM (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β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763 .436 4.044 .000

공공서비스동기 .419 .076 .374 5.535 .000

2

상수 2.102 .468 4.490 .000

공공서비스동기 .407 .076 .363 5.382 .000

기업유형1 -.140 .148 -.078 -.944 .346

기업유형2 -.319 .142 -.186 -2.246 .026

기업유형3 -.153 .196 -.058 -.778 .437

3

상수 2.148 .579 3.709 .000

공공서비스동기 .372 .135 .332 2.746 .007

기업유형1 -.115 .644 -.064 -.178 .859

기업유형2 -.242 .666 -.142 -.363 .717

기업유형3 -1.234 .879 -.469 -1.404 .162

동기조절1 -.005 .188 -.009 -.025 .980

동기조절2 -.022 .198 -.043 -.110 .912

동기조절3 .317 .253 .425 1.253 .212

a. 종속변수 : 시스템 수용성

* 기업유형별 더미변수 : 시장형 공기업을 기준값으로 준시장형을 기업

유형 1, 준정부 기관을 기관유형 2, 기타공공기관을 기관유형 3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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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공기업 유형이 성과관리시스템 설계 및 활용이 시스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보여주는가에 대한 검증을 위한 가설3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설계요인과 수용성에 대한 공기업 유형별 조절효과 분석

분석결과 아래의 <표 3-8>와 같이 상호작용항인 설계조절 1 2는 통계

적 유의수준하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이 아니며, 설계조절3(p=.053)의 유의확

률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결과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성이 높은 공공기관 유형일수록 시스템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로 가설 3은 불채택 되었다.

상호작용항 중 설계조절 1,2변수는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의 유의미한

결과값이 아니었으나, 기업유형이 시장형→기타공공기관으로 갈수록 β의

값이 일정비율로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공기업 유형별 더미변수를 대신하여 시장성(시

장성정도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4, 준시장형 공기업 3, 준정부 기관 2,

기타공공기관 1값 부여) 변수를 생성하여 시스템 설계와 시장성변수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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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종합해 표면 <표 3-9>과 같다.

상호작용항인 설계*시장성(p=.042)의 유의확률이 통계적 유의수준하에

서 의미있는 결과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와 시스템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시장성변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성의 정도가 낮을수록 즉, 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갈

수록 시스템 설계가 구성원의 시스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준정부 기관이, 준정부 기관보다 기타공공기

관이 시스템 설계의 적정성에 따라 구성원들의 시스템 수용성이 높아짐

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에서 예측한 결과와 상반되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사업목표의 모호

성이 사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목표달성 여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성과정보의 결여는 목표달성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권

태욱,전영한 2015)는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자체 수입기준의 비율에

따라 구분되는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과 달리 수입기준

에 따라 구분이 어려운 기타 공공기관이 경우 공공부문에 있어 성과개념

의 다차원성에 따라 공기업·준정부 기관에 비해 명확한 목표설정이 상대

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목표설정이나 목표와 연계된 지표설정 단계에서

부터, 구성원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

기 때문에 목표설정이 용이한 시장형 공기업의 시스템 수용성이 높을 것

이라는 예측과 반대로 나타났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

가 작기 때문에 성과목표에 대한 공유가 용이한 점도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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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공기업 유형별 조절효과_설계 (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β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503 .279 1.805 .073

시스템설계 .833 .045 .794 18.364 .000

2

상수 .654 .305 2.146 .033

시스템설계 .827 .046 .789 18.093 .000

기업유형1 -.015 .097 -.009 -.160 .873

기업유형2 -.124 .093 .-.073 -1.329 .185

기업유형3 .118 .129 .045 .91 .361

3

상수 1.020 .405 2.518 .013

시스템설계 .716 .100 .683 7.193 .000

기업유형1 -.213 .455 -.118 -.468 .640

기업유형2 -.569 .448 -.333 -1.269 .206

기업유형3 -.800 .493 -.304 -1.624 .106

설계조절1 .057 .130 .112 .440 .660

설계조절2 .129 .130 .256 .999 .319

설계조절3 .270 .139 .362 1.949 .053

a. 종속변수 : 시스템 수용성

* 기업유형별 더미변수 : 시장형 공기업을 기준값으로 준시장형을 기업

유형 1로, 준정부 기관을 기관유형 2, 기타공공기관을 기관유형 3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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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시장성 변수에 의한 조절효과 (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β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503 .279 1.805 .073

시스템설계 .833 .045 .794 18.364 .000

2

상수 .490 .289 1.699 .091

시스템설계 .831 .046 .793 18.085 .000

시장성 .007 .037 .008 .179 .858

3

상수 -.290 .477 -.607 .544

시스템설계 1.051 .117 1.002 9.004 .000

시장성 .307 .151 .381 2.029 .044

설계*시장성 -.088 .043 -.455 -2.047 .042

a. 종속변수 : 시스템 수용성

* 시장성 변수 : 시장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기타공공기

관에 대하여 4∼1값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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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활용요인과 수용성에 대한 공기업 유형별 조절효과 분석

분석결과 아래의 <표 3-10>와 같이 상호작용항인 설계조절 1 2는 통

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이 아니며, 설계조절3(p=.053)의 유

의확률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결과값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설계변수와 같이 공기업 유형에 따라 조절효과가 일정비율로 증

가하지는 않지만 시스템 활용 역시 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기업으로

갈수록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표 3-10> 공기업 유형에 의한 조절효과_활용 (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β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150 .375 3.070 .002

시스템활용 .639 .063 .583 10.066 .000

2

상수 1.334 .405 3.294 .001
시스템활용 .638 .063 .582 10.138 .000
기업유형1 .022 .129 .012 .171 .864
기업유형2 -.284 .123 -.166 -2.309 .022
기업유형3 -.086 .170 -.033 -.503 .615

3

상수 2.089 .532 3.926 .000
시스템활용 .446 .117 .406 3.818 .000
기업유형1 -.430 .620 -.239 -.694 .488
기업유형2 -1.002 .596 -.586 -1.681 .094
기업유형3 -2.080 .683 -.791 -3.043 .003
활용조절1 .120 .172 .234 .697 .487
활용조절2 .198 .164 .415 1.208 .228
활용조절3 .556 .184 .797 3.018 .003

a. 종속변수 : 시스템 수용성

* 기업유형별 더미변수 : 시장형 공기업을 기준값으로 준시장형을 기업유형

1로, 준정부 기관을 기관유형 2, 기타공공기관을 기관유형 3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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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검증 종합

모든 가설검증 결과 조직변수인 성과관리 시스템 설계 및 시스템 활

용과 개인변수인 공공서비스 동기요인은 각각 구성원의 시스템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기업 유형별 조절효과에서는 모든 유형의 상호교차항에서 통계

적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

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을 찾을 수 있었고 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

관으로 유형이 변할수록 시스템 설계 및 활용요인이 시스템 수용성에 미

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증가함 확인 할 수 있어 가설 3은 불채택 되었

다.

구성원의 시스템 수용성에 미치는 변수간 영향력을 크기를 보기위해 실

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시스템 설계 하위변수인 지표와의 연계성 >

시스템 활용 > 목표설정의 순으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변수인 공공서비스 동기와 시스템 수용성과의 관계에서는 공공서비

스 동기가 높을수록 시스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불채

택 되었다.

<표 3-11> 가설검증 종합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가설1-1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유의미 하므로 채택

가설1-2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유의미 하므로 채택

가설2 불채택

가설 3

가설3-1
불채택
(시장성의 정도에 따라 구성원의 수용성 변화는 유의미)

가설3-2

가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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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절 연구의 요약

본 논문은 통계적 검증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관리시스템의 수용성에 미

치는 요인들을 발견하고자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

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이 자료를 근거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설계(하위 변수로 목표설정과 지표와

의 연계성 설정)와 활용, 구성원의 공공서비스동기가 공공기관 구성원

개개인들이 느끼는 수용성(성과관리시스템의 정착도, 성숙도, 공정성, 합

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6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 따른 조절효과를 발견하고자 연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과관리시스템 설계요인이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조직의 전략목표가 적절하게

잘 설정되어 있고 이 목표가 성과측정지표와 연계성이 높을수록 구성원들

의 수용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정부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은 내부평가지표를 해당기관의 정부경영

평가지표와 연계하여 설정하며, 이 내부평가지표에 따라 부서별 평가가

이루어지고 부서별 평가가 개인별 종합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으

로 설계되어 있어 조직의 성과관리시스템 설계의 적절성이 개인평가의

적절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성과관리시스템의 활용요인은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과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과관리 시스템 설계와 활용요인이 시스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 62 -

크기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지표와의 연계성, 시스

템 활용, 목표설정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공공서비스 동기요인은 성과관리시스템 수

용성과 부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실증분석 결과 반대로 시스템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공공서비스 동기요인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공기업 직원들 역시 공공

서비스 동기요인이 강할수록 외부의 강제적인 평가시스템이 아닌 스스로

의 내재적 동기유발 요인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

과를 보여준 것은 설문응답자중 유형별 공공기관의 본사·본부 스텝직원

및 과장이상의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설계와 활용이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간의 관계에서 공기업 유형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함께 검증하

였다. 검증결과 시장형 공기업이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의 공공

기관보다 시스템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

지만, 시장성의 정도와 공기업 조직구성원의 시스템 수용성 정도가 유의

미한 관계를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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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구성원의 성과관리 시스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

템의 설계와 활용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업

유형별 일부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조직의 구조적·환경적·인적 요소의 변화를 가져

오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

도의 성공을 판단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 제도를 받아들이는가에 있다.

즉, 제도의 도입으로 구성원들의 가치체계 및 태도 변화가 발생하였는

가에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체계도 1984년 제정된 「정부투

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이후 30여년의 시간동안 많은 변

화를 거쳐 왔지만, 평가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공기업 선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의 개혁 및

공기업 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설계에서부터 활용까

지 조직구성원 스스로가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여 내재화하며, 이

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자연스럽게 일치화 되어 조

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기업 근로자의 개인적 목표와 조직목표

가 일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증한 바와 같이 시스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

게 나타난 지표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경영평가의 기관별

성과지표의 설정단계에서부터 해당 기관의 주요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기

관 유형별 차별성 있는 평가지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거

의 모든 내부평가 지표는 각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와 연계되어 설정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정부평가지표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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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별 내부성과편람을 통해 성과평가의 활용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성과급의 개인별 차등비율이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

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인사와의 연계성은 기관유형과 관계없이 평

가결과와 연계성을 갖추고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공공기관의 시장성의 정도에 따라 구성원의 시

스템 수용성이 달라진다는 점은 성과관리시스템 설계와 활용에 있어 공

공기관 유형이 구성원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 수준을 변화시킨다

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은 경영형태에 관계없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경영이념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나(一瀨智司, 1969: 19-20; 大島國

雄,1976: 67-76; 大島國雄, 1984: 30-35), 상이한 법률체계와 설립주체 그

리고 업무성격에 따라 조직설계, 보상체계, 인사관리 등 조직관리나 조직

환경요인이 다르며, 이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성과관리시스템 수용성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할수록 시스템 설계와

활용정도가 시스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커진다는 것은 수익

증대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개선 등 성과목표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시

장형 공기업에 비해 성과목표가 모호한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성과목표 수립 및 성과지표와의 연계성이 적절하게 설계된 경우 조

직 구성원의 시스템 수용성을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하겠다.

따라서 주요 사업의 수익성 증대가 주요 성과목표이며, 재무적 자율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형 공기업보다 자율경영의 정도가 낮은 공공기

관일수록 조직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조직내 성과지표와 연동시킬 수 있다면 획일적으로 도입·

적용되어 공공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효과성에 대한 물음표도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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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개인변수인 공공서비스 동기가 높을수록 시스템 수용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표본이 스텝부서 및

중간관리자의 응답비율이 높아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성과관리시스템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 스텝부서 직원 및 중간관리

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현업직원의 역할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또 다

른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공공서비스 동기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동기요인이며, 이는

조직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업무를 통해서 강화되거나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차원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공공서비스 동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익 및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직의 목표 인식을 명확

화 할 수 있는 보직경로관리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의 강

화 등 실질적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의 실행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의

수용성에 대해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성과관리시스템

의 수용성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연구의 한계점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추출 방식은 할당표본추출 또는 무작위추출방법이

라기 보다는 편의 표본추출방법에 가깝다. 설문대상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원우 및 각 기관 스텝직원을 대상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

었기 때문에 조사자의 편향이(researcher bias)이 있을 수 있다.

실증분석결과 공공서비스 동기와 시스템 수용성과의 관계에서 선행연구

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사 스텝역할을 수행하는 종사자가 대부분으로 현업 실무종사

자가들이 느끼는 수용성의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표본수가 200여개로 기관 유형별 조절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에는

표본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통계분석에 있어 아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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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방법이 설문지 기법, 한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으므로, 동일방

법오류(common method bias)가 잠재해 있다.

향후 공공기관 유형별 표본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유형별 조절효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후속연구와 더불어 공공부문 종사자에 있어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는 공공서비스 동기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

양한 후속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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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관리시스템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관점(성장 동

력, 성과, 프로세스, 고객)이 균형성

과 적절성을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조직의 전략목표 설정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소속부서의 성과목표 설정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략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측정지표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소속부서의 업무성과측정시스템으

로서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잘 연계되

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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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결과에 의

해 인사와 보상이 결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결과가 인

사고과(승진, 보직)에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결과가 성

과급여에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평가결과가 기관장에게 주기적으

로 통보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공공서비스 동기요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시민을 위한 봉사는 시민으로서 
나의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공공봉사가 나 자신보다 더의미
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위해 나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  자신의 개인적 성취보다 사
회적 기여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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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수용성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과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

착되어 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성과관리시스템이 성숙된 성과관

리제도로 되어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평가

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에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성과관리시스템이 각 부서의 업

무실적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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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성과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N
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과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업무내

용이 개선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성과관리시스템 시행으로 각 부

서의 업무실적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원들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의식

하여 업무성과향상 노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원들이 성과평가제도로서 성과

관리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성과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정책내

용이 개선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성과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정책수

준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7
성과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직원들

이 서비스 향상노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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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50대 ⑤ 60대

학력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근무기관
① 시장형 공기업 ② 준시장형 공기업 ③ 준정부기관 ④ 기타 

공공기관

직급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⑥ 부장이상

근무연수 ① 5년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0년 이상

직렬 ① 사무직렬 ② 기술직렬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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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cceptability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Gap analysis through control effect of the type of public institutions-

CHOI HAE DO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the private sector to improve the achievements of the

organization, as compared to what has been tilting the efforts of

various forms, discuss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along with the emergence of neo-liberalism of the late 1970s

(Neo liberalism)It was started in earnest.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the current public companies,

starting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government investment

institutions that have been carried out based on the "government

investment agency management Basic Law", which was enacted in 1984.

The management assessment of the public are given the autonomy

of management of the public within a certain range. but The

institutional Asked responsible for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assessment is a management tool that leads to

improved management the following year reflux in publ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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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management evaluation scheme can be regarded as

critical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performance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systems, construction of autonomous public

corporations. However,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s been

successfully introduced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introduction of

reliable operational and questions as to whether the question is sweet

so far from the point introduction.

This performance managemen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the

come bring a change of inherently private because it started in the

sector introduced in the public sector, even if an appropriate way

irrelevant to the value of the organization and ultimately to the

introduction of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attitudes and behavior a

problem.

In other words, in order to settle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will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acceptability of the

organization.

In this paper,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public sector from successfully operating and acceptance of what

organization as a prerequisite for the achievement of the organization

is to create more awareness will be important issues.

Public 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by discovering

factors in the system acceptability of the organization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to successfully settle, and effectively the

purposes of this that the lead paper implications for that operation,

targeting the four type public institutions each institution was set up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together.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e study to derive a set of

assumptions and factors, the established hypothesis, th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of public employees to

black.

In summa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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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 significant advantage in the design and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acceptability of the organization and system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information appear to affect the (+), shown to be the existing

previous studies.

Second, the design sub-variable performance objective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ettings, indicators and connectivity

systems utiliz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dicators and

the linkages, system utilization, appear to be influential in the order

of performance targets set greater standards of internal evaluation

index is the importance of each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 set could be found again.

Third, although the engine type control significant results und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results of all the control variables,

analyzes the effect is not generated, it was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of the acceptability of membership for each type of public

organizations, and separa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marketability.

Market type public companies of this type with other public

institutions The change in system design and utilization degree the

greater the degree of impact on the system, the acceptability of the

organization are not revenue growth and operational improvement

through cost reduction and the goal is relatively clea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market-public enterprises If the goal is vague

quasi-government agencie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would

suggest that this linkage with performance goals and performance

indicators, as appropriate may be more effective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the organization if the system is designed.

Finally, the individual parameter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acceptability of the system is high. For

this study, the sample in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increase the

response rate of this step departments and middle managers eote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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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 previous studies and other result,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importance

of a step-staff, and the role of middle managers from that point of

view it is more important than the role of production employees will

that another implication.

When you view the previous studies that may increase public

service motivation through work experience after the organization

ipjik, responsible for the work to improve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of the members, to increase the clarity of the target

positions management and related training provided such practices

will be necessary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strengthening.

Lower Taken together market is relatively accordance with the

empirical results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institutions targeted in a relatively designs of dubious public

institutions the mor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acceptability of the organization clear the purpose and it is

necessary to set the indicator to be set in detail,It will increase the

aqueous system through the path management positions and training

conducted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 motivated middle

managers.

In the future, an enlarged Type specimens subject of public

organizations, motivation of public services are increasingly important

for subsequent research and public sector workers can clearly

measure the regulatory effects of different kinds of public institutions

There the effect on the acceptability of the organization, which must

be promoted various subsequent studies.

Keywords : acceptability of the organization, Public Service

Motivation

Student Number : 2014-2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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