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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기업의 성과연봉제는 성과평가에 따라 급여수준의 차이가 발생

하고 차등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의

급여체계가 내적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직무성과와 무관한 보수로

인재육성이 곤란하며 인건비 부담, 비효율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10년 6월 간부직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

한 이후 ’16년 1월 성과연봉제 대상과 차등폭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성과에 따른 보수지급으로 동기부여 및 성과향상을

이끌어 내고,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연계로 생산성을 제고하여

공공기관 성과중심 개혁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은 간부직 1～2급, 7%수준에서 4급 이상 70%수준으로 확대

되며, 기본연봉 인상율도 현행 2%에서 3%수준으로 높아지고,

성과연봉 차등폭은 2배이상, 비중은 20～30%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

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그

성격을 정부경영평가에 의한 회사․사업부 등 대단위의 평가가 반영

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그 이외 팀․개인 등 소단위 평가가 반영

되는 기타성과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팀․

개인성과급이 반영되는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시장성이 강한 공기업

의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성과의 지표로는 매출액, ROE, 그리고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를 정하였다.

연구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5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영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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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전체(30개)를 추출하여,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최근 4개년(’11년～’14년) 자료를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 간 비교(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 분산분석 결과 평균매출은 기타상여성

과급 비중이 10%이상～20%미만, ROE는 20%이상, 정부경영평가 비계

량점수는 10%미만인 공기업에서에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 기타상여

성과급 비중에 따른 성과향상의 일관성을 발견 할 수 없었다.

둘째, 기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산규모, 인원 수, 기관연령 등 성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기타성과상여금 비중

은 정부경영평가 비계량점수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을 도

출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회귀계수에서 유의미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나 기타상여성과급 비중이 공기업의 성과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없었다.

셋째, 공기업 유형별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성격이

다르므로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예측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매출액, ROE,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

모두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넷째, 평균 근속연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높을

수록 경영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서는 실증분석 결과

매출액, ROE,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은 우선 공기업의 경우 기타성과

상여금으로 상징되는 공기업 내부의 팀 간, 개인 간 경쟁 강화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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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고유의 역량인 자산, 종업원의 수,

기관연령 등 기관고유의 특성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리고 성과급 비중을 정함에 있어 모든 경쟁적 요소가 기업성과에 일률

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범위가

사업부와 같은 대단위 집단성격이 큰지, 아니면 소단위 팀․부 집단이나

개인성격이 큰지를 감안하여 성과급 비중을 정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전체 성과급 비중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으나 실제 경영성과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기존 연구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30%이상인 데이터는

없었으나, 향후 기재부의 방침대로 성과급 비중이 총 연봉대비 지속

확대될 경우 그 추세에 따라 개인성과급, 팀성과급, 사업부 성과급,

전사성과급 각각의 비중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성과급 비중, 경영평가성과급, 기타성과상여금, 개인성과급,

팀성과급, 사업부 성과급, 전사성과급

학 번 : 2015-2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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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공기업 임금에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경영평가성과급1)을 제외한 기타성과상여금2)의 비중이 해당기업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공공기관에 성과연봉

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에 공공기관에 연봉제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라고 볼 수 있다3)(하혜수·정광호, 2014). 정부는 공공

기관의 내부경쟁의 강화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2011

년도 경영평가성과급부터 기존의 인건비에서 전환된 ‘전환금’을 자체성과급

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은 기관의 형태에

따라 기존 최대 500%～0%이었던 지급률이 최대 300%～0%로 하향 조정

되었고 하향된 폭 만큼 자체성과급으로 전환되었다.

<표 1-1> 2011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재원 자체성과급 전환비율

구 분 기존 자체 인건비 전환분* 성과급
공 기 업 500% 250(200)% 250(300)%

준정부기관 200% 100% 100%
* ( ) : 기존 정부투자기관
자료 :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발췌) 

1)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

는 성과급

2) 포상금, 생산장려금 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모든 성과상여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

외한 금액

3) 공무원의 성과급제 도입은 95년 ‘특별상여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도입되었고 ‘99년에 성과연봉

제와 성과상여금제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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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간 임금인상률이 제한된 가운데, 각 기관들은 정부의 성과연봉
비중확대 권고에 따라 실적수당 등 기존의 수당성격의 항목들을 자체

성과급으로 전환시켰고 이에 따라 전체 보수 중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로 공공기관 기준 2011년 8.4%에서 2015년에는 14.5%까지

6.1% 포인트 증가 하였다.

<표 1-2> 공공기관 직원 전체보수 대비 성과급 항목별 비율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영평가성과급 13.2% 8.3% 6.7% 4.2% 5.7%
기타성과상여금 8.4% 12.7% 14.0% 15.0% 14.5%

합계 21.6% 21.0% 20.7% 19.2% 20.3%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경영평가성과급은 기관의 형태, 정부의 평가에 따른 등급부여, 그리고

회사내부의 사업부단위 평가에 따른 배분이라는 내·외부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차등요인이 발생하는 반면, 기타성과상여금은 내부성과관리시

스템에기반한 기관 내부의 전통적 인사시스템과 최근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성과평가시스템에 기반을 둔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기관․사업본부 간 경쟁에 따른 성과의 보상인 반면, 기타성과상여금은

팀․개인 간 경쟁에 따른 보상인 데에 있다. 기타성과상여금 비중확대는

조직행태론에 기반한 인간의 동부여 효과가 작용한다면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내부 소단위 조직․개인 간 경쟁에 더 치중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장이나 상임이사와는 달리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규모는 상대적으로 정부경영평가 결과와 괴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내부성과급’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이창원, 2014).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평가성과급과 기타성과상여금 관련

성과연봉제 도입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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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 6월에 도입한 공공기관(공

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1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성과연

봉제 도입범위를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

봉제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경쟁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에 따른 자동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

하여 성과연봉제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근무의욕을 상승시키고 방만

경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의 경우 3급까지는 성과연봉 비중

을 20(준정부)～30%(공기업)까지, 차등폭을 2배로 적용하였으며 차하

위직급(4급) 직원은 근속연수, 직무난이도를 고려하여 비누적방식인 성과

연봉 차등만 적용하고 비중을 축소하였다.

<표 1-3> 성과연봉제 주요 개선 방안

대 상 현 행 개 선
▪간부직(2급 이상, 7%) ▪4급 이상(70%)

기본연봉 
차등 ▪2%(±1%)

▪1∼3급: 평균 3%(±1.5%)
 * 예: 1급 4%, 2급 3%, 3급 2%

▪4급: 미적용
성과
연봉

비중 ▪20(준정부)∼30%(공기업)
▪1∼3급: 

20(준정부)∼30%(공기업)
▪4급: 15(준정부)∼20%(공기업)

차등 ▪2배 ▪1∼4급: 2배
자료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이에 따라 공기업의 경우 동일 정부경영평가 등급 내 경영평가성과급과 기

타성과상여금 지급률이 최고～최저간 차이가 2배 이상 되도록 설계하였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경영평가와 내부평가에 의한 효과를 분리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과는 달리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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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으며 경제적 역할과 비중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여

전히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연구는

타 연구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내부경쟁의 핵심이

되는 기타성과상여금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정부의 목적 자체가 주인

대리인이론 이론과 같이 경쟁부재로 인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동기부여

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경쟁부재로 인한 비효율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 기타성과상여금가 도입된 이후 ‘공기업의

내부경쟁에 의해 지급되는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해당 공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

변화가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무적, 비재무적 관점

에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과연 내부경쟁에 의한

성과급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규명하여, 시장형, 준시장형

조직구조에 바람직한 제도는 무엇인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공공기관의 구분) 및 제6

조(공공기관 등의 지정절차)에 따라 2016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23개 기관 중 공기업 30개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현재 공공기

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6조(공공

기관 등의 지정절차)에 의거 경우에 따라 새로이 지정, 해제, 변경되고

있다. 2015년 기준 공공기관 유형분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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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공공기관 유형분류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30개 공기업 중 시장형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뉘는데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말하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공기업 중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말한다.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며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뉘는데 기금관리형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 정부기관을 말하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그 이

외의 기관을 말한다. 준 정부기관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공기업과

그 규모와 성격 자체가 상이하고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재무적 처리도

달리하는 기관이 많아 효과측정의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타공공기관이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2016년 기준

203개 기관이다. 기타공공기관은 특히 정부경영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구분 내 용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 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 인 공기업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 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 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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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대

상인 공기업 30개 기관은 <표 1-5>와 같다.

<표 1-5> 연구대상

구 분 공기업

시장형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석유공사,한국동서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문화부) 한국관광공사(농식품부) 한국마사회(산업부) 대한석탄공사(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계 30개 기관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연구대상인 30개 공기업에 관한 연구자료는 기재부 공공기관 포털인

알리오시스템(Alio Public Information in One: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얻

었다. 알리오스템이란 일반 국민들이 공공기관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06년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입수하지 못하는

자료는 각 조직의 홈페이지 공개자료 및 공개정보청구시스템을 통해

획득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인력, 예산, 사업 등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4)을 공시할 의무

를 지닌다.

4)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 공공기관은 경영정보를 항목별로 5개 영역 34

개 항목(120여개 세부항목)에 걸 알리오시스템을 통해서 공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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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성과급 제도의 정의와 의의

성과급 제도는 근로자의 노동성 또는 업무성과 향상을 금전적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성과라는 입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출력을 실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성과급제는 90년대 이후 인력관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기업들이 도입

한 ‘신인사제도’와 연관이 있다. 기업은 노동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적재

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쓸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추고자 하였다. 또한 직접

적인 감시와 관리가 없어도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의 일환으로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서열과 경쟁이 없는 인사관습을 타파하고, 능력위주의,

경쟁위주의 조직을 만들어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구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연공서열제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신자유주의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

가면 1980년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건노믹스로 대표되는 시장

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믿음이다.

공기업에서 성과급이라고 하면 피평정자의 단위를 기준으로 정부경영

평가에 의한 성과급과 내부성과평가에 의한 성과급으로 구분된다. 정부

경영평가는 회사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사업부단위로 지급하는 형태이

고, 기타성과상여금 팀과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공기업에 있어 임금인상률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경영평가에 의

한 성과급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내부성과평가에 의한 성과급 비중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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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확대대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대단위의

회사 간, 사업부 간 경쟁보다는 팀 간, 개인 간 내부경쟁에 의한 차등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입 후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

는지 또 그 비중이 조직구성원들에게 적정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장기적인 급여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과연 팀, 개인의

성격이 강한 기타성과상여금의 비중을 집단성과급 성격이 강한 경영평가

성과급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성과급의 유형을 개인,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정의와 의의를

정리 한 것이다.

1) 개인성과급제의 정의 및 의의

개인성과급제는 ‘개인’단위의 보상체계이다. 개인성과급제도는 크게 생

산량 기준 성과급제도와 시간기준 성과급제로 구분된다. 생산량 기준

성과급제도는 단순성과급제도와 복률 성과급제도로 나뉘는데 우선 단순

성과급제는 단위작업 한 단위당 임금을 결정하고, 여기에 실제로 수행된

업무수행성과를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률 성과급제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작업의 난이도나 성과의 달성

수준에 따라 임금 적용률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시간기준 성과

급제는 표준시간급제와 할증급제로 구분되는데 우선 표준시간급제는 단

위시간의 임금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법률자문과 같은 비 반복적이고 고난이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주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할증급제는 시간급제와 성과

급제의 중간 형태로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일정수준을 넘는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 종류로는 표준시간을 정해

놓고 표준시간 이내로 작업을 종료하면 절약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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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과급제의 장점으로는 실제 개인의 업무성과와 급여가 비례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공정함과 합리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과 이

로 인해 작업능률이 향상되어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개개인의 의욕이 향상되어 스스로 일하게 되

므로 감독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단점으로는 작업량에만 치중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표준단가의

산정과 정확한 작업시간의 측정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임금이 실적급으로

변동성이 크므로 근로자의 수입이 불안정해 진다는 것이 있다.

2) 집단성과급제의 정의 및 의의

집단 성과급제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에 수반하여 기존 임금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것으로 개인성과급제가 가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크게 이익분배제와 집단성과배분제가 있다.

우선 이익분배란 특정기간에 발생한 기업의 이익을 미리 정해진 분배율

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기업은 근

로자와 협력을 강화하여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

의 이익을 위해 일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며, 근로자의 이익배당참여권

과 배분율을 근무연수와 연동시킨다면 핵심인력의 유출을 막고 장기근속

을 유도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수입의 확실성이 낮고 배분이 연말 또는 다음연도에 실행되므로 해

당년도에 대한 자극이 적어지게 된다는 데 있다.

집단성과배분제는 그룹 단위의 인센티브와 근로자참여제도가 결합된 방

식으로 근로자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여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의 활

동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이익을 회사와 근로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성과배분제는 보너스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대표

적 형태로는 스캘론플랜, 럭커플랜, 프렌치시스템이 있고 이 세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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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형태로서 맞춤형 배분제도가 있다(김동원, 2003). ① 스캘론플랜

은 근로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 등 각종 제도를 활용하여 근

로자의 경영참여와 생산성 개성에 따른 이익배분을 기초로 한 성과배분

제도이다. ② 럭커플랜은 기업의 부가가치 증가를 그 목표로 하여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이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노사간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③ 프렌치 시스템은 공정집단 전체 능률향상을 목적

으로 근로자에게 자극을 주는 방식이다. 앞선 스캘론플랜과 럭커플랜이

급여절감에 비중을 두는데 반해 프렌치시스템은 모든 비용의 절감을 위

해 노력한다.

2. 성과급 제도의 유형 및 비중결정 요인 설명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

성과급의 이론적 배경 중 하나는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

이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주인을 위해 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때문에 주인은 대리인

이 적합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지를 직접 관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권일웅, 2012).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라는 두 가

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Alvarez&Hall, 2006: 492; Braun&Guston,

2003). 조직의 성과는 본부장 및 임직원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부를 대리

인으로 간주할 경우, 이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태나 도덕적 해이를 감

소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성과급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인-대리인이론은 성과급의 긍정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는 성과급 제도가 정보 비대칭 위험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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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여 개인과 조직의 성과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Pfeffer, 1998).

즉 구성원 개기인의 출력물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조직

구조 여건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성과급 제도이고(한승주, 2010), 이기적 동기를 갖

고 있는 조직원들에게 차별화된 화폐적 보상은 궁극의 동기유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일웅(2012)에 의하면 주인대리인 이론은 성과급제도를

기반으로 대리인과 주인의 이익을 동기화시켜 바람직한 성과를 이끌어내

려는 시도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성과급의 효과성을 부인하는 경우들

은 성과급 제도가 주인-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피고용인과 고용주 간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히 방지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성

과급 제도에 적용시킬 경우 상사는 부하직원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

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상사는 부하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에

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erry, 1986).

2) 토너먼트 이론

 생산성에 기초하여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과는 달리, 경쟁

의 승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이론이다. Lazear&Rosen(1981)

에 의하면, 두 명의 근로자가 참가하는 토너먼트에서 경쟁적인 보상구조

(W1, W2)가 존재하며 상금은 고정되어 있다. 이 때 게임 참여자가 투입

하려는 노력은 (W1-W2), 즉 승리할 경우와 패배할 경우의 상금차이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노동자는 승리에 수반된 이익이 상금차이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승리확률을 높이려고 하고 이 경우 다른 가정이

같다면 회사도 보다 많은 노력과 생산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 차이를

크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 서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근거

를 설명하는 이론모형이다. 토너먼트 모형으로 성과급 제도를 설명하는

연구자들은 조직 내 임금 격차나 비중을 서열 경쟁에서 보상액의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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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여 그 크기가 클수록 조직성과도 높게 산출된다고 주장한다. 토너

먼트 이론의 검증방법으로 주로 많이 활용된 방법이 바로 기업의 경영자

집단 임금수준과 성별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이는 특히 미국기업

CEO의 임금구조는 다른 이사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

을 받는 임금이 급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토너먼트 이론을 검증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즉 절대성과보다는 상대성과가 훨씬 더 중요

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토너먼트 이론의 핵심이다.

3) 조직심리학의 기대이론과 강화이론

조직심리학의 기대이론과 강화이론은 성과급이 조직의 성과달성에 어떠

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의하면 성과가 향상되면 직원들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

하는 ‘성과 보상 기대심리’가 있다는 것이다. 보상에 대한 기대를 유발시

켜 일할 의욕을 고취시켜 준다는 것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인 성과급제

도는 기대이론에 의해 작동하게 되고, 성과급과 같은 보상이 주어진다면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Locke, 1982; Vroom, 1964). 이로 인해 성과급이 실적향상을 이

끌어 낼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Pearce&Perry, 1983). 둘째로, 강화이론

(reinforcement theory)에 의하면, 임금 보상이 클수록 더 큰 성과를 직접

적으로 이끌어내는 효과로 작동한다고 말한다(Perry 외, 2006).

4) 전략적 인사관리론

전략적 인사관리론에 의하면 인사관리가 조직의 전략관리와 연동될수록

조직이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전략적 인사관리론은 보상의 선행요인으

로서 경쟁만이 아니라 외부환경, 조직의 수명주기, 인적특성 등 여러 가

지 변수들과 보상플랜과의 관계를 고찰한다(김동배, 2006) 이런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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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성과급 유형에서도 조직은 그 수명주기에 따라 도입형태를 달리

할 가능성이 높다(Miceli&Heneman, 2000). 또한 조직의 규모가 크고 인

사전문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개인성과급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임금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기업에서는 집단성과급을 도입할 가능성

이 있다.

5) 적합성이론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조직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역량을 구축하고

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는 현대사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민첩하게 대처하여 조직의 수명주기를 연장하고 성과를 이끌

어내는 작업은 이제 조직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대리

인이론 등은 효율성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실제 프로그램의 목

적이나 환경적 요소들이 제도 설계나 도입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

이론은 없었다. Lawler(1988)는 성과급제 도입에 있어 조직이 신규 프로

그램을 도입할 때 산업과 조직구성원의 특징, 그리고 주어진 외부환경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다는 적합성 가설을 주장하였다. 조직에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와의 합치성, 사용기술과 조직

업무와의 적합성, 조직의 현재 비전·전략과의 합치여부의 세 가지를 검

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원(2003)은 적합성 모델에서 ①

조직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그 목표에 부합되

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하며, ② 조직은 환경적, 상황적 제약상황을

보완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기존 요소들과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가정했다. 신규 도입 프로그램이 조직의 기존 요소

들과 조화되어 시너지효과를 낼 때 프로그램 도입 취지에 맞게 조직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므로 각각의 기업이 제도를 적용할 때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활히 작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업 고유의 외부·내부 환경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설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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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합성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특정 제도를 도입함에 앞서 그

것이 해당 기업에 적정한지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입한다면 개인성과급방식으로 도입할지 아니면 집

단성과급방식으로 도입할지 기업 고유의 선호체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6) 자기결정 이론과 공직봉사동기 이론

성과급제도와 같은 외생적 요인보다는 공직에 대한 헌신 또는 봉사와

같은 내생적 요인이 성과의 제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이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과 공직봉사동기이론이다. 자기

결정이론은 외생적 보상보다는 내생적 동기를 강조한다. 위에서 언급한 강

화이론과 기대이론에 따르면 성과급에 내재된 화폐보상이 업무동기를 유

도하고 유도된 동기가 성과창출로 이어진다는 로직이 가능하지만, 자기

결정이론은 이에 반대한다. 반대로 사람은 성과평가, 성과급과 같은 외생

적 요인들보다는 협동, 자기희생, 공익가치 추구와 같은 내생적 요인들에

의해 동기가 더 많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공직봉사동기이론

(PSM: Public Service Motivation)이다. 공직봉사동기이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공공조직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업무

수행 또는 타인을 도울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Frederickson, 1997;

Perry&Wise, 1990; Houston, 2009). 즉, 화폐적 보상 보다는 내생적 보상

이 더 큰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계층형태를 기반으로 한 상호

작용 업무가 일반화된 공공부문(Milkovich&Wigdor, 1991)에서는 이러한

내생적 요인을 적절히 이용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Stazy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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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기관 성과급제도 현황

1. 공공기관 보수 구성

 본 연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성과급 데이터는 알리오시스템(All Public

Information in One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공시되는 보수구조

를 기준으로 하였다.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되는 공공기관의 보수는 기본

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기타성과상

여금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서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은 기타성과 상여

금을 전체 직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직원 평균임금은

해당 연도의 상시종업원 전체에 대한 보수지급 총액을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기타성과상여금으로 분류

하여 상시종업원 인원수로 나눈 금액이다. 상시종업원 수는 각 월 급여

지급 대상인 정규직 직원 수의 연간 합계치를 12월로 나눈 인원이다.

2. 성과급 차이 발생요인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권고안(2010)」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

로 성과연봉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성과주의 제도의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급여 구조가 단순화되며

자체성과급 등의 성과급은 성과연봉으로 전환되어 연봉제 하에 포함되게

된다.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성과급은 크게 경영평가성과급과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

과급, 그리고 내부평가급으로 구분된다. ① 경영평가성과급 및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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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평가 성과급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및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

급이다.

실제 사례로, 기재부는 201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

관장은 ‘기관평가(50%) + 기관장 평가(50%)‘를 합산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직원들은 기관 평가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가감하여 성과

급을 차등 지급(월 기본금의 0～300%)하였다. D등급 이하 기관에는 원

칙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성격의 성과급여 제도인 ② 자체성과급 또는 내부평가급은 직무수행

실적평가 성과급 및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생산장려금, 내부평가상여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회사 내부의 평가체계를 통해 성과·업적 등에 기준

하여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이다. 이러한 성과급은 2012년부터 경영평가성

과급 재원에서 환원된 기존인건비의 전환금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성과급은 크게 경영평가성과급과 내

부평가급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개인 및 집단성과급의 성격을 갖는 성과

급유형으로 재분류 할 수 있다.

3. 정부경영평가성과급

공공기관의 성과급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8조의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되어 지

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한다.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률 결정, 우수·부진기

관에 대한 조치 등에 활용되고 있다. 2011년도 경영평가성과급부터 공공

기관 직원의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된 ‘전환금’을 자체성과급으로 전환하

도록 함에 따라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 준 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 종전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의 300%까지 경영 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은 직원들의 기존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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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연봉에서 전환된 금액(‘전환금’)이 성과급의 1/2을 차지하고, 나머지

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인센티브’로 구성되었으나5),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지침」에서 기존 전환금을 자체성과

급으로 재전환하도록 변경되었다. 정부경영평가성과급의 격차는 기관 유

형에 따른 성과급 비율,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마지막으

로 기관 내 차등지급에서 발생한다.6)

1) 정부경영평가 유형분류

공기업의 경영실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6조의 공

공기관 유형 구분기준에 의해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다만, 준

정부기관중 일부는 평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형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되어있다. 평가유형

기준은 <표2-1>7)과 같다.

<표 2-1> 공공기관 평가유형 기준

유형 유형구분 기준

공기업
공기업Ⅰ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에 의거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기관
공기업Ⅱ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에 의거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에 의거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위탁집행형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에 의거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강소형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에 의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

2015년도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유형별 기관은 <표2-2>8)과 같다.

5) 공기업은 250%(종전 정부투자기관은 200%), 준정부기관은 100%를 고정상여, 자체성과급 등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하였고, 이에 공기업은 500%(최하 250%), 준

정부기관은 200%(최하 100%), 종전 정부투자기관은 500%(최하 200%)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음.

6) 2009년도 경영평가성과급부터 기관장 평가 결과가 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반영되고 있음. 

기관 장 평가는 평가결과가 ‘미흡’, ‘아주미흡’인 경우 직원 경영평가성과급에 감액률이 적용되

기 때문에 성과급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음.

7) 기획재정부 2015년도 경영평가편람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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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유형별 기관

유형 유형구분 기준

공기업
(30개)

공기업Ⅰ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기업Ⅱ
(20개)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
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86개)

기금관리형
(13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18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55개)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에너지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금융개발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품질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8) 기획재정부 2015년도 경영평가편람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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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성과상여금(내부평가급)

2012년도 공공기관의 직원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아졌는데 이는「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 기존 전환금을

자체성과급으로 재 전환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전환금 명목으로

받던 경영평가성과급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2012년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구

성은 경영평가성과급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기타성과 상여금의 비중증가로

성과형 급여(경영평가성과급+기타성과상여금)의 비중은 유지되었다. 경영평

가성과급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던 ‘전환금’이 개별 기관의 자체성과급으로 전

환되었는데,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서 자체성과급

의 차등 등급 수, 지급횟수, 차등수준,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경영평가성

과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관 내 개별직원 간

임금 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표 2-3>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단위: 백만원)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5년에 실시한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이하 HCCP)의 분류기준에 착안하여 기타

성과상여금 비중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CCP)는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한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기업 내 인적자원이 축적되어지는 과정과 내용을 파

공공기관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시장형 공기업 15 7 9 1 19 11
준시장형 공기업 13 7 0 0 21 1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 3 1 0 5 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2 1 0 14 14

전체 6 3 0 0 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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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으로 2005년도에 최초로 시작되어 2

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는 패널데이터이다.

현재 HCCP는 2005년을 시작으로 2007년, 2009년, 2011년의 4개년도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4차 설문조사가 수행된 2011년 분류기

준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표 2-4> HCCP 설문기준 성과급 분류항목

자료 : 이희진(2012), 성과중심 임금체제 유형 및 비중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2005년 2차(2007년) ~ 4차(2011년)

보 
상 
요 
소

기본급(%) -

개인성과급(%)
기본급 

대비 전체 
성과급

기본 상여금(%)

차등 
지급된 
성과급

개인성과급(%)

집단성과급
팀 성과급(%) 팀 성과급(%)

사업부 성과급(%) 사업부성과급(%)
전사 성과급(%) 전사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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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분석

1. 성과급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 중 성과급 유형을 개인성과급과 집단성과급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한 경우나 이익공유제와 종업원지주제(ESOP)의 도입이유로 분석한 사례

가 있었다(Kruse, 1996). 주로 연구는 지급유형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임금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였다.

양동훈(2004)은 몇 가지 조건하에서 집단성과급의 성과촉진효과가 클 것이

라고 예측했다. 즉, 집단성과급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클수록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컸고, 개인 간 업무의 의존성이 서로 높은 경우에서 집단성과급이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집단성과급의 촉진효과는 집단

의 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날 것이며 모두 도입된 경우가 집단성과급만

도입된 경우보다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ondon&Oldham(1997)은 성과급을 집단의 보상수준이 집단의 고성과

자의 성과수준에 근거해 결정될 때, 집단의 보상수준이 집단의 저성과자의

성과수준에 근거해 결정될 때, 그리고 집단성과급과 개인성과급(집단의 보상

수준이 집단의 평균성과수준에 근거해 결정될 때)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에

따른 성과창출수준을 측정했다. 그 결과 고성과자의 기준에 따라 집단성과급

을 실행할 때와 개인성과급을 실행할 때 성과창출 효과가 다른 기타의 경우

보다 월등히 컸다.

McGee, H, M. et al(2006)은 실험조사를 통해 개인성과급과 집단성과급을

함께 지급한 참가자들의 성과가 시간급여보다 좋았다고 밝혔다. 또 개인성과

급을 지급받다가 집단성과급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반

대의 경우 성과가 향상했다. 개인성과급은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았으니 집단

성과급은 선호도와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고성과자는 개인성과급을 선호하며 개인성과급 지급 시에 성과가

좋았다. 양동훈(2005)은 임금의 결정시에 집단성과를 높게 지각한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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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수준의 협동을 보였으며 개인성과의 반영은 협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집단가치관이 높은 경우 집

단성과 보상의 반영 정도를 크게 지각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협동을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정영앙 최장호(2008)는 종합적인 성과급제도보다 개인성과급 제도만 사용

하는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만족도가 낮았다고 하였다. 조직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임금제도가 각각 달라져야 하고, 성과급제도의 비중이 높은 기

업일수록 종업원의 직무만족도가 더 높다는 점도 밝혔다.

김해련(2012)는 의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개인성과에 대한 보

수를 지급한 경우는 집단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보다 임금수준 만족도와 임

금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높았다. 또 집단성과급을 받는 의사들의 경우

가 고성과일 경우가 많고 상호 협력적 분위기도 더 컸다고 밝혔다.

김재겸(2004)는 성과급을 집단성과급과 개인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끼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성과

급 제도에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은 과정, 조직공정성과 유의한 정(+)의 관

계를 보였지만 집단성과급제도에서 조직몰입은 조직, 개인 공정성의 인식과

정(+)의 관계에 있었고, 직무만족은 내부적 공정성과 외부적 공정성의 과정

적 공정성에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성과급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 및 조직몰

입에 공정석 인식 영향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김동원(2003)은 적합성이론을 바탕으로 집단성과배분제의 케이스 선택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스캘런플랜, 럭커플랜, 임프로세어 등 집단성과

배분제 선택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의 217개 사업장을 설문하

였는데 그 결과 적합성 요인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노동집약도, 조

직의 규모, 제조업 여부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들과 비노동 비용절약, 노사

관계 개선과 같은 성과배분제 실시목표와 제도적 요인이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관련해 Balkin&Montemayor(2000)또한 적합성 이론을 바탕으로 팀성

과급제가 적용되는 케이스를 연구했다. 그리고 팀성과급을 도입하기 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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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과 조직의 새로운 제도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을 반영하는 것

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기업의 생명주기와 관련 도입기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개인성과급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기업성장 초기에는

핵심인재를 고용 및 활용하여 기업의 초기성장을 집중적으로 이루어야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작업이 팀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에서 팀성과급 채택

가능성이 높고 조직문화와 리더의 가치관이 팀을 주축으로 한 성과와 그 문

화를 서로 나누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할수록 팀 성과급제를 적용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였다.

종업원지주제(Employee ownership plans)와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의

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유동성 관련 동기, 생산성 관련 동기,

노조사업장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다(Kruse, 1996).

2. 성과급 비중에 관한 선행연구

성과급과 관련한 연구주제 선정은 성과급제도 그 자체와 형태, 도입여부,

비중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성과급의 비중을 어떻게 구

성해야 하는가가 연구의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었다.

실제 연구에서 성과급의 크기는 많은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다. 이

와 관련해 먼저 성과급 비중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였다. 대

체적으로 성과급의 비중이 클수록 생산성 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많았다.

박우성(2004)은 월 통상임금 대비 집단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박수경(2009)은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와

노사관계가 좋아진다고 밝혔다. Zenger&Marshall(2000)은 성과급의 비중이

더 크면 근로자에게 근로동기를 부여하게 되므로 성과가 향상된다고 설명하며

경영참여도 높을 경우, 집단의 크기가 작을 경우, 제도 유지기간이 집단성과급

비중과 관계가 있으며, 집단성과급 비중이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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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이요행(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가상과제를 주고 실험한 결

과 성과급의 비중이 높을 경우(0%, 10%, 100%)가 적절하게 수행된 과제의

경우가 더 많고, 비직무행동에 사용된 시간의 양이 더 적다고 밝혔다. 양동

훈(2005)은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조절효과를 미치는 변수로 가정하여 집단

적 가치관을 보유 한 기업이 성과급 보상제도가 클수록 협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Zenger& Marshall(1995)은 근로자의 성과배분액이 더 클수록 노사관계가

더 향상되었다고 설명했고, Kruse(1993)는 이익배분액의 크기가 성과 및 작업

장 관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기술했다.

이외에도 성과급 비중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논문도 있었다. 임채홍(2007)은 성과

급 비중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유형 중 정부 출(투)자기관이 다른 기관과 비

교 시 상대적으로 차등 폭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김상헌(2007)은 당

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월 대비 연간 성과분배금액의 비중이 줄어들며 이러한

현상은민간부문에서더욱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Zenger&Marshall(2000)

은 집단의 존속기간, 집단의 크기에 따라 전체보상에서 집단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성과급 비중 결정요인을 주인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도 존재했다(권일웅, 2012). 여기서 성과급 도입률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높았으며 도입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은 이론적인 요

인보다는 인사 관련 자문여부, 외국인 지분율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성과급의 비중이 대리인 이론의 설명처럼 성과지표의 정확성이

큰 곳과 대체동기요인이 존재하는 곳에서 성과급의 비중이 높아지고 대체동

기요인이 존재하는 곳에서 성과분배금액의 비율이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박수경(2009)은 ‘집단성과급이 근로자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집단성과

급의 비중을 정의내리고 비중이 조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과 집단성과급 비

중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영업·서비스직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매출평균액이 높을수록,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집단성과급 비중이

커지지만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집단성과급 비중이 더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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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집단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노사관계분위기가

향상되고 기업의 재무적 수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함께 분석

해 냈다.

3. 성과급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성과급의 효과성을 메타분석방법으로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성과급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사간

조직특성의 차이를 메타분석으로 연구한 논문(전영한, 2009)이 있었다.

외국논문으로는 Weibel et. al.(2010)이 46개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

과급의 효과성과 조절변수로서의 효과성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그에

따르면 성과급은 전반적으로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지만, 공무원

일 경우 담당하는 과업이 흥미를 갖는 업무인 경우 오히려 그 성과를 하

락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Jenkins et al.(1998)도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학생의 경우 재정 인센티브는 성과의 질과는 관련이 없지만, 성과의 양

과는 중요하게 연관된다고 하였으며, 상황적 변수가 성과와 재정적 인센

티브와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Perry et al.(2006)은 선행연

구들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화폐적 인센티브가 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통합적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과급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았다. 우선 성과급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도출해

낸 연구로는 Kahn et al.(2001)이 브라질 국세징수 케이스에서 성과중심

의 제도개혁이 탈세방지와 벌금징구에 효과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 성과급의 효과를 비판하는 연구로서는 성과급 제도가 구성원으로

하여금 피통제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Deci&Ryan, 2000: 298-301),

충성이나 조직몰입 같은 내적 동기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비

판한다(Kohn, 1993; Frey&Jegen, 2001). 또한 Gneezy&Rustichini(2000)의

연구결과도 성과급이 실제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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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Pfeffer(1998)는 성과급에 따른 폐해 즉 단기적 성과에의 집중, 팀워

크 저하, 정치적 개입, 구성원에 대한 통제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조직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해당 성과급의 효

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Perry, 1986; Kellough&Lu,

1993; Kellough&Nigro, 2002; Bowman, 2009; Perry et al., 2009; Kellough et al.,

2010).

한국의 경우 성과급의 효과성을 사기업에서 인정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원인성(2007; 2008)은 집단성과급제와 생산성, 경영성과 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밝히고 있고, 안태식(2005)은 낮은 이직율과 판매생산량에의 긍정

적인 효과를 말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성과급의 효과를 부정하는 연

구로는 박종혁 외(2006)가 성과급은 개인과 조직의 역량개발노력에 어떠

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분석하였다.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과급의 효과성을 긍정하는 논문으로는 하미승 외(2004), 편상훈(2000),

윤병섭 외(2010), 이희태(2010a) 등의 논문이 있다. 편상훈(2000)에 의하면

보수수준 등의 성과물의 배분공정성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고 했으며, 하미승 외(2004)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수용성 등이 근로자의

업무성과 증진과 근로의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희태(2010a)

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보수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며, 윤병섭 외(2010)는 성과급의 분배공정성, 절차공

정성의 인식여부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성과급의 효과성을 부정하는 논문들도 다수 발표되고

있는데, 박철민·김대원(2010)은 성과급이 동기부여와 괴리되어 있다고

했으며, 이해윤·이근주(2007)는 보상과 성과간에는 공직봉사동기(PSM)

및 내적보상이 성과에 더 높은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한승주(2010)

는 한국 공무원의 경우는 성과급제도에 대해 제도와 현실의 모순적 충돌

로 인식하지만 그에 저항하기 보다는 대안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고 하였다. 그리고 이수영(2011)은 한국에서 성과급제도가 제대로 작동하

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원인을 운영상의 측면, 동기부여이론의 측



- 27 -

면, 그리고 기술적 관심과 정치적 동기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성과급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그것을

긍정하는 연구와 부정하는 연구가 함께 발표되고 있어 끊임없는 논쟁을

낳고 있으며 성과급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사회 합의적 결론도출

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4. 선행연구의 정리 및 연구문제의 설정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구대상은 첫째로 성과급 비중에 관한 연구, 둘째, 성과급 유형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성과급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성과급 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성과급제도의 특징, 정의, 도입방안을

정리하는 연구와 성과급제도의 인식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위주로 하여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성과급제도의 도입 또는 비중이 매출액, 노사관계 등 기업

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성과급제도에 있어 가장 활발히 연구되어온 부분

이었다. 이로부터 더 발전하여 성과급제도 도입의 배경과 적합한 기업문화

에 대한 특징에 대한 연구라는 새로운 문제와 함께 특정대상에게 실시될

수 있는 성과급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성과급

자체를 변수로 설정하여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위의 논문들이 주로 성과급 자체에 주목하였으므로 범위를 확장해 개인

적 성과급과 집단적 성과급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집단성과급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기 때문이다.

즉, 개인성과급과 집단성과급이라는 단어는 쉽게 인식되어 많이 사용

되고 있지만 성과급 제도를 경쟁의 단위로 구분해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단순히 성과배분제의 크기를 성과급의 비중

으로 정의하거나 성과급의 비중을 전체 급여 중 전체 성과급의 비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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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비중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

의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착안해 본 연구에서는 팀, 개인단위의

평가가 반영되는 기타성과상여금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과급 자체에 대한 더욱 집중적인 고찰과

성과급 비중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1년 공기업에 자체성과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과급 유형과

비중에 따른 효과성을 실증 분석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연관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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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론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라는 변수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는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라는 독립변수가 해당기업의 성과에 일관성 있

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기관에 따라 내부평가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실제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여 팀, 개인평가 성과급 비중을 반영

하는 내부평가에 따른 기업 성과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성과

급의 차이가 인원, 기관연령 그리고 자산규모 등 기관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자기자본이익률(ROE)

정부경영평가 비계량점수 

기관특성 : 인원, 기관연령, 자산규모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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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개념적 틀을 만들고 가설을 설정

하였다. 제1절에서는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제2절에서는 연구

모형과 관련된 연구변수를 설정하였다. 제3절에서는 분석의 틀 및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는 팀, 개인평가 성과급 비중이 동기부여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근무의욕 향상을 유도하지 못하며 공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주요 가설을 설정하였다. 비중과 관련한 선행연구 사례를 살펴보

면 성과급의 비중의 효과에 관해서는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김동원·이원희, 2008;원인성, 2008;환인경, 2003;이명면·김환일, 2000).

이 중 원인성(2008)은 과거 문헌의 메타연구를 통해 집단성과급이 근로자

간 상호감시와 견제를 통해 숙련도 향상, 노력 증진, 기업 내 의사소통의

원활화 등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동훈(2004)은 몇 가지 조건하에서 개인성과급보다 집단성과급의

성과촉진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집단성과급은 집단주의적 성향

이 클수록 효과를발휘할 가능성이 컸고, 개인 간 업무의 의존성이 서로 높은

경우에서 집단성과급이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성과급 유형

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는 전략적 인사관리론과 적합성이론을 들 수 있다.

우선 전략적 인사관리론은 인적자원의 관리가 조직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와 연계될수록 조직이 발전하게 된다고 본다. 때문에 단순히 경쟁만

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환경, 조직의 수명주기, 조직특성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여 보상전략간 관계를 결정한다(김동배, 2006). 따

라서 성과급 유형도 조직이 도입기인지 성숙기인지, 경쟁압박이 심한지

그렇지 않은지, 또 조직규모가 큰지 작은지 등에 따라 집단성과급과 개

인성과급의 도입 및 비중을 달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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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이론도 전략적 인사관리론과 맥을 같이 하는데 기업이 어떤 제도

를 도입할 경우 기업의 특징과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판단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김동원, 2003). Balkin&Montemayor(2000)도

이 이론을 바탕으로 팀성과급이 적용된 사례를 분석했다. 업무가 주로

팀단위로 발생하는 기업은 팀성과급제를 많이 채택하며, 조직의 문화와

경영자의 생각이 팀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팀 성과급제를 채택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회사별로 그 판단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성과상여금(내부평가급) 비중의 차이

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가설1 :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액은 저하될 것이다.
 1-2 :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높을수록 ROE는 저하될 것이다.
 1-2 :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높을수록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는
        저하될 것이다.

공직봉사동기이론과 자기결정이론은 성과급과 같은 외부요인 보다는 일

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같은 내부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공직봉사동기이론(PSM, 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따르면, 공공조직

종사자의 경우 성과에 대한 보상보다는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할 때,

이타적인 봉사를 할 때 더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자기결정이론 역시 물질적 보상보다는 심리적 동기에 무게를 두고 있

다. 물질적인 보상은 2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

는 1차적인 요인은 결국 헌신, 봉사, 협동, 공익과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는 이상적 가치들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이근주·이혜윤(2007)은 공무원에 있어 보상유형에

대한 차별적 기대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유의한 효과

가 없다고 주장한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업무 성취감 등 내재적인 보



- 32 -

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경제

사회를 소유와 통치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으로 나눌 수 있다(곽채기, 201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각각을 다시

공공성-기업성을 양끝으로 한 가로축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공공부문은

정부부문과 공공기관, 민간부문은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으로 재 구분된

다. 아래의 <그림 3-2>는 이러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제도

단위를 나타낸다. 공기업은 기업성이 다소 강조되는 제도 단위에 속한다.

공기업은 다시 공공성-기업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다시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으로 나뉘는데 준시장형 공기업이 공공성이 더 크고 시장

형 공기업이 민간부문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그림 3-2> 중앙정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제도단위

소유,� 통제주체 :� 정부 민간

←공공성 기업성→ ←공공성 기업성→

공공부문 민간부문

정부부문 공공기관

비영리부문
영리

부문
정부

부처
책임운영기관

기타공

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정부

기업)

행정형

기관

기업형

기관
(정부기업)

위탁집

행형

기관

기금관

리형

기관

준시장

형공

기업

시장형

공기업

시민

단체

(NGO)

공익

법인

(NPO)

사기업

 자료 : 곽채기(2013: 1)을 토대로 수정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의 도출이 가능하다.

가설2 : 공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과 경영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1 : 시장형 공기업이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2-2 : 시장형 공기업이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ROE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2-3 : 시장형 공기업이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정부
경영평가 비계량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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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의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팽팽하게 엇갈리지만

이것은 결국 어떤 대상에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

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그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주인-대리인이론, 토너먼트이론을 반

영하여 성과급의 유형인 기타성과상여금이 해당기업의 성과에 정(+)의

효과를 미친다고 예측하였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계약적 관계로 맺어진

주인-대리인이 정보비대칭의 문제로 인해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동

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인은 감시를 강화하거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연동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토너먼트 이론은 노동자의

급여수준은 개인의 절대적인 생산성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한 상대적 순위

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다. 이것이 바로 성과급제도가 실시되는 이론적 뒷받침이다. 때문에 성과

급의 대체요인으로 경쟁상대로 인한 해고위협이 강하다면 성과급 비중이

높지 않아도 업무동기의 유발이 가능할 것이다. 해고위협은 평균 근속연수

로 조작화가 가능할 것이다. 즉, 해고위협이 적다면(근속연수가 많다면)

성과급 비중이 높아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강할 것이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의 도출이 가능하다.

가설3 : 평균 근속연수는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정(+)으로 조정할 
것이다. 

 3-1 : 평균 근속연수가 많은 공기업일수록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3-2 : 평균 근속연수가 많은 공기업일수록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ROE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3-3 : 평균 근속연수가 많은 공기업일수록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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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 변수

본 연구는 공기업의 성과급 비중 변수가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공기업 성과급 비중 및 성과지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려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① 매출액, ② ROE, ③ 당해년도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이다.9)

1) 매출액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우선 매출액을 사용하였다.

매출액은 박수경(2007)의 연구 등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성과측정 지표로서

사용되었다. 앞서 중앙정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제도단위

에서 소유주체가 정부인 기관 내에서 공기업은 기업성, 즉 수익추구의

성격이 가장 큰 구분단위이다. 매출액은 기관의 2011～2014년간 연간

매출액(자연로그값)을 사용하였다.

매출액은 공공기관의 경영현황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알리오시스템(All

Public Information In-One)10) 및 기업별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재무

현황자료를 사용하였다.

2) ROE

ROE란 자기자본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주주중심의 투자관행이 정착되면

9) 2011 ~ 14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10) 일반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취득하고 분석 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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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광받고 있는 투자지표로 세후순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기업에 투자된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으로 대표적인 기업의 수익성 지표다. ROE가 시중금리를 넘어선다는 것

은 기업에 투입된 자금이 그 자금의 조달비용을 넘어서는 순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ROE가 시중금리보

다 높아야 기업투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ROE는 해당 연도 말 각 기업별 결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였으며 분석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2011년의 경우 일반회계기준(GAAP)이 국제회계기준

(IFRS)로 변경되어 다수의 기관에서 이중으로 결산자료를 작성한 기관

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30개 기관에 기준통일을 위하여 국제회계

기준(IFRS)기준을 적용하여 기준변경에 의한 측정혼란 가능성을 제거하

였다.

3)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는’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기관의 비재무

적 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공기업은 정부소유 조

직 내 가장 시장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국민에 대한 ‘공익성’이 성과측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종합순위, 계량/비계

량 득점률,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노사관계, 연구개발, 조직 및

인사관리 등 다양한 범위와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 여러 다른 요소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적인 지표를 제외한 비계량

점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비재무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결과

까지 반영되고 공기업 평가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 값을 비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선택하여 영향여부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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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 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 인 성과급 비중은 알리오시스템에 등재된 2011년

2014년의 4개년간의 직원 평균보수의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

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을 기타 성과상여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기타성과상여금 비중(%)� =� 기타성과상여금 /� (인당)� 평균 보수액

3. 통제 변수

1) 기관특성

본 연구에서는 성과급의 비중이 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

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기관 고유의 특성이 해당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기관의 특성으로는 우선 2011～2014년간 연도별 정

규직 종업원 수(자연 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큰 규모의 조직일수록 성과

연봉제 도입이나 효과를 시현하는데 있어 각종 제약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직규모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산규모

의 척도로 2011～2014년간 연도별 기관의 자산액을 측정하였다. 자산이

많을수록 성과창출에 있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통제대상에 포함하였다. 기관의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규성 확보를 위하여 자연 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이태식(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공기

업의 규모와 조직의 지속기간 및 구조적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산정하여

패널회귀모형에서 패널개체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안정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관 연령변수를 통제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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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분석에서 채택된 변수와 측정

구 분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경영

성과

매출액 = 2011 ~ 2014년간 연도별 매출액 Y1

ROE = 2011 ~ 2014년간 연도별 ROE Y2

경영평가 

비계량

점수

= 2011 ~ 2014년간 연도별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 Y3

독립변수

기타

성과 

상여금 

비중

직원

= 2011~ 2014년간 연도별 {(기타성과상여금)/

기본급+고정수당+실적수당+급여성복리후생비

+경영평가상여금+기타성과상여금)} ×100

rate

통제변수
기관

특성

인원 = 2011~ 2014년간 연도별 직원 수의 자연로그값 empl

자산 = 2011 ~ 2014년간 연도별 자산규모의 자연로그값 asset

기관

연령
= 평가연도 - 설립연도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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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틀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의 기타상여성과급 비중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1. 분석틀

 < 회귀분석 모형 1>

  i*t =  + 1독립_기타성과상여금 비중t + 2통제_인원t + 3통제_자산t +     

   4통제_기관연령t + 

 * i = 1, 2, 30개 공기업, t = 2011, 2012, 2013, 2014

     Y= 공기업 성과변인(매출액, ROE, 공기업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

 ** 기타 :  = 절편,  = 회귀계수,  = 오차항

 
 < 회귀분석 모형 2>

  i*t =  + 1독립_기타성과상여금비중t +2조절_공공기관 유형t + 

         3독립_기타성과상여금비중t *조절_공공기관 유형t + 4통제_인원t +         

   5통제_자산t +6통제_기관연령t + 

< 회귀분석 모형3>

  i*t =  + 1독립_기타성과상여금비중t +2조절_평균 근속년수t +               

   3독립_기타성과상여금비중t *조절_평균 근속년수t + 4통제_인원t +         

   5통제_자산t +6통제_기관연령t +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의 조사방법은 정부 알리오시스템의 공기업 통계자료와 각

기관 홈페이지의 공시자료를 추출하여 데이터를 구성하고자 한다. 대상

은 2011년∼2014년 각 연도별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 30개 기관으로

하며, 각 변수별 조작적 정의에 따라 데이터를 추출한다. 분석방법은 다

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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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용된 변수들의 수준을 탐색하기 위하여 변수별 특성에 관하여

기술통계를 활용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과 관련하여 성과 등 개략적인 모습을 알아

보고자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셋째, 기타성과상여금 및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고, 성과급 비중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매출액,

ROE, 공기업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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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4장에서는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의 비중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공기업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Excel

2016, SPSS Statistics 22 등의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제 1 절 기초 통계분석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것은 공기업의 매출액과 ROE, 정부경

영평가 비계량 점수의 세 가지이다. 우선 매출액(Y1)은 평균 6조 369억

원이고, 최대값은 57조 4,749억원이며 최소값은 233억 9천만원이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평균값이 9조 4,870억원이고 준시

장형 공기업의 경우 평균값은 2조 9,206억원으로 평균값은 시장형 공기

업이 준시장형 공기업의 약 3.25배를 형성하였다. ROE(Y2)는 시장형 공

기업이 평균 2.0%인 반면 준시장형의 경우 3.3%로 매출액과는 반대로

준시장형공기업이 시장형공기업의 1.67배를 형성하였다. 공기업 정부경영

평가 비계량 점수(Y3)의 평균값은 28.386이며 최대값은 35.400, 최소값은

21.829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의 평균 정부경영평가 비계

량 점수는 28.574이며, 최대값은 35.400이고 최소값은 21.829이다. 준시장

형 공기업의 평균값은 28.207로 시장형공기업의 평균점수가 준시장형 공

기업의 평균점수를 0.367점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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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시장형

 매출액
(Y1, 백만원)

56 9,487,042 14,448,867 225,299 57,474,883

 ROE
(Y2, %)

56 2.0% 5.4% -19.2% 10.6%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

(Y3, 점)
56 28.574 3.102 21.829 35.400

준시장형

 매출액
(Y1, 백만원)

64 2,920,577 4,852,865 23,395 21,241,861

 ROE
(Y2, %)

64 3.3% 17.6% -91.6% 78.0%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

(Y3, 점)
64 28.207 3.170 22.171 35.100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기타성과상여금 비중(rate)의 평균값은 12.5%이며, 최대값은 제주국제자

유도시 2014년도의 27.1%이고, 최소값은 2011년도 한국관광공사 외 4개

기관11)의 0%이다. 기타성과상여금의 비중을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의 평균값은 11.75%이며,

준시장형 공기업의 평균값은 13.25%로 준시장형 공기업이 시장형공기업

보다 1.49%p 더 높았다.

<표 4-2>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변수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시장형 성과급 비중
(rate1; %) 56.00 11.754% 5.1109% 0.0% 20.7%

준시장형 성과급 비중
(rate1; %) 64.00 13.248% 7.4487% 0.0% 27.1%

11)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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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4-3>과 <그림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업의 연도별 기

타성과상여금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장형,

준시장형 모두 동일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4-3> 연도별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에 관한 기술통계량

<그림4-1> 보수대비 기타성과상여금 비중 추이

9.4%
11.4% 12.7%

13.5%

7.3%

14.1% 15.3% 16.3%

0.0%
2.0%
4.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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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기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산규모는 최대값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73조

3,475억원이며, 최소값은 1,096억원의 한국감정원으로 모두 준시장형

　구 분 변수 개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1 성과급 비중
(rate1; %) 30 8.3% 8.9% 0.0% 26.3%

2012 성과급 비중
(rate1; %) 30 12.8% 5.2% 1.4% 26.1%

2013 성과급 비중
(rate1; %) 30 14.1% 4.2% 7.7% 26.7%

2014 성과급 비중
(rate1; %) 30 15.0% 4.6% 8.0%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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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다. 자산규모는 기관 간 편차가 크므로 정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였다. 종업원 수의 경우 최소값은 울산항만

공사의 80명이었고 최대값은 29,732명의 한국철도공사로 역시 모두 준시

장형 공기업이었다. 종업원 수 역시 큰 편차를 고려하여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기관연령의 경우 최소값은 2011년 여수항만공사의

1년이며 최대값은 한국전력공사의 117년이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통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환경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

제 2 절 상관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먼저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한 변수가 타 변수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갖고 변동

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며, 변수들간의 관련성 수준은 특정 변수의

분산 중에서 다른 변수가 함께 변화하는 분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전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표 4-5>와 같다.

구 분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Type

시장형

직원수 56 3,390 4,985 143 19,605

총자산 56 23,393,795 38,285,838 2,941,834 163,708,289

기관연령 56 26 27 8 117

준시장
형

직원수 64 3,174 6,919 80 29,732

총자산 64 17,826,448 41,403,162 109,568 173,347,527

기관연령 64 35 25 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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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상관관계 분석

제 3 절 분산분석

본 절에서는 서로 다른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상대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행하였다. 기타성과상여금의 비중을 3단계 수준,

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표

4-6>는 세 가지 수준에 연동되는 종속변수(매출액, ROE,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자를 보여주고 있다. <표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은 기타상여성과급 비중이 10%이상～20%미만인 공기업

에서, ROE는 20%이상, 정부경영평가 비계량점수는 10%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기타상여성과급 비중에 따른 성과향상의 일관성을 발견 할

수 없었다.

구 분 매출 ROE
정부경평

비계량점수
기타성과
상여비중

직원 수 총자산
기관
연령

매출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수준
(양쪽) 　

ROE
Pearson 
상관계수 -.155 1

유의수준
(양쪽) .095 　

정부경평
비계량점수

Pearson 
상관계수 .270** .065 1

유의수준
(양쪽) .004 .488 　

기타성과
상여비중

Pearson 
상관계수 -.232* .090 -.297** 1

유의수준
(양쪽) .011 .330 .001 　

직원 수
Pearson 
상관계수 .790** -.277** .257** -.352** 1

유의수준
(양쪽) .000 .002 .006 .000 　

총자산
Pearson 
상관계수 .820** -.283** .179 -.235* .676** 1

유의수준
(양쪽) .000 .002 .056 .010 .000 　

기관
연령

Pearson 
상관계수 .305** .127 .091 -.327** .341** .143 1

유의수준
(양쪽) .001 .170 .332 .000 .000 .123 　

주 : P < .05 : *,  P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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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기타성과상여금 비중별 평균 및 표준편차

 

다음은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에 의한 집단 별 성과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표4-7>에서는 기타성과상여금 비중별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10～20%와 20%이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7> 기타성과상여금 비중 별 매출액 검증결과

<표 4-8>에서는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에 따른 ROE에의 영향을 살펴보

았는데, 매출액과는 다르게 10～20%와 20%이상 사이를 포함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8> 기타성과상여금 비중 별 ROE 검증결과

구 분

성과급 구간별

10% 미만 10%이상 ~ 20%미만 20% 이상

개수 평균 표준 편차최소값 최대값 개수 평균 표준 편차최소값 최대값 개수 평균 표준 편차최소값 최대값

 In(매출) 29 14.11 1.84 11.54 17.58 74 14.48 1.88 10.06 17.86 17 13.01 1.70 11.05 15.59

ROE(%) 29 -1.3 20.5 -91.6 15.5 74 3.9 10.4 -19.2 78.0 17 4.6 4.0 -1.5 14.2

정부경평 
비계량 점수

29 29.653 3.231 22.286 35.400 74 27.968 3.041 21.829 35.250 17 27.903 2.820 23.822 32.500

(I) 성과급구간별 (J) 성과급구간별 평균 차이(I-J) 표준 오류 유의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0미만
10이상 20미만 -5.18 2.88 .204 -12.33 1.97

20이상 -5.94 4.18 .369 -16.32 4.44

10이상~20미만
10미만 5.18 2.88 .204 -1.97 12.33

20이상 -.76 3.73 .979 -10.00 8.48

20이상
10미만 5.93 4.18 .369 -4.44 16.32

10이상 20미만 .76 3.73 .979 -8.48 10.00
주 : * p<.05 

(I) 성과급구간별 (J) 성과급구간별 평균 차이(I-J) 표준 오류 유의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0미만
10이상 20미만 -.37 .41 .658 -1.38 .63 

20이상 1.10 .59 .177 -.36 2.57 

10이상~20미만
10미만 .37 .41 .658 -.63 1.38 

20이상 1.48* .52 .022 .18 2.78 

20이상
10미만 -1.11 .59 .177 -2.57 .36 

10이상 20미만 -1.48* .52 .022 -2.78 -.18
주 :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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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에서는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에 따른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10%미만과 10～20%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9> 기타성과상여금 비중 별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 검증결과

상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 종류의 경영성과(종속변수) 매출액, ROE,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 중 매출액은 10～20% 구간, ROE는 20%이상

구간 그리고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는 10%미만 구간의 평균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에 대한 성과급 비중은 10%이상～20%미만과 20%이상 간,

정부경영평가 비계량점수에 대한 성과급 비중은 10%미만과 10%이상～

20%미만 간에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

으며 두 개의 경우 모두 비중이 낮은 구간에서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제 4 절 회귀분석

1. 가설 1, 2의 검증 :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설검증 및 논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과 매출액, ROE,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간의

관계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4-10>, <표4-11>, <표

4-12>와 같이 정리하였다.

(I) 성과급구간별 (J) 성과급구간별 평균 차이(I-J) 표준 오류 유의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0미만
10이상 20미만 1.69* .67 .047 .02 3.36

20이상 1.75 1.02 .236 -.79 4.29

10이상~20미만
10미만 -1.69* .67 .047 -3.36 -.02

20이상 .06 .92 .998 -2.23 2.36

20이상
10미만 -1.75 1.02 .236 -4.29 .79

10이상 20미만 -.06 .92 .998 -2.36 2.23
주 :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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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매출액에 미친 영향 분석결과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B SE B SE B SE

상수
1.037

.748
.547

.821
2.254***

.842
2.139**

.854
(.169) (.506) (.009) (.014)

통제
변수

종업원수
.530***

.085
.550***

.085
.535***

.079
.513***

.083
(.000) (.000) (.000) (.000)

자산
.591***

.065
.595***

.065
.505***

.063
.511***

.063
(.000) (.000) (.000) (.000)

기관연령
.007**

.003
.008**

.003
.012***

.003
.013***

.003
(.035) (.017) (.000) (.000)

독립
변수

기타상여
성과금
비중

.020
.014

.024*
.013

.063
.047

(.160) (.065) (.190)

집단
변수

유형
더미

-.795***
.172

-.522
.368

(.000) (.159)

조절
변수

성과급
비중*유형

-.023
.028

(.404)

  .784 .787 .821 .822

Adjusted   .778 .780 .813 .813

 137.70 104.68 102.98 85.71

유의도 .000 .000 .000 .000

주1) 괄호안은 p-value를 나타냄

주2) 주 : *p<.1, ** : p<.05, ***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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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ROE에 미친 영향 분석결과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B SE B SE B SE

상수
32.440***

10.397 
29.722**

11.500 
38.665***

12.717 
36.783***

12.894 
(.002) (.011) (.003) (.005)

통제
변수

종업원수
-2.447**

1.176 
-2.337*

1.196 
-2.417**

1.188 
-2.775**

1.253 
(.040) (.053) (.044) (.029)

자산
-1.071 

.902
-1.049 

.905
-2.417 

.946
-1.423 

.952
(.237) (.249) (.044) (.138)

기관연령
.116**

.046
.122**

.048
.144***

.049
.147***

.049
(.013) (.012) (.004) (.004)

독립
변수

기타상여
성과금
비중

.111
.198

.134
.197

.760
.716

(.576) (.499) (.291)

집단
변수

유형
더미

-4.164 
2.604 

.296
5.553 

(.113) (.958)

조절
변수

성과급
비중*유형

-.379
.416

(.365)

  .141 .144 .163 .169

Adjusted   .119 .113 .125 .124

 6.245 4.734 4.351 3.758 

유의도 .001 .001 .001 .002

 주1) 괄호안은 p-value를 나타냄

 주2) 주 : *p<.1, ** : p<.05, ***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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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기타성과상여금비중이정부경영평가비계량점수에미친영향분석결과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B SE B SE B SE

상수
23.995*** 

2.634 
26.780*** 

2.786 
26.593*** 

3.100 
26.452*** 

3.164 
(.000) (.000) (.000) (.000)

통제
변수

종업원수
.554*

.296
.424

.293
.425

.294
.400

.313
(.064) (.151) (.152) (.204)

자산
.023

.227
.017

.221
.027

.234
.036

.237
(.920) (.938) (.907) (.881)

기관연령
.002

.011
-.005

.011
-.005

.012
-.005

.012
(.877) (.664) (.650) (.664)

독립
변수

기타상여
성과금
비중

-.125**
.048

-.125**
.049

-.083
.175

(.011) (.011) (.635)

집단
변수

유형
더미

.089
.636

.389
1.365 

(.889) (.776)

조절
변수

성과급비
중*근속
연수

-.026
.103

(.804)

  .066 .120 .120 .121

Adjusted   .041 .088 .080 .072

 2.628 3.746 2.974 2.468 

유의도 .054 .007 .015 .028

주1) 괄호안은 p-value를 나타냄

주2) 주 : *p<.1, ** : p<.05, ***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표4-10>의 모델 1에서는 3개의 통제변수와 매출액간의 단순회귀분석

을 실행하였다. 3개의 통제변수는 매출액의 77.8.%를 설명하며, F값은

137.7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회귀식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3

개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과 매출액 간의 관계에 있어

서는 단순회귀식에서 양(+)의 효과가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에 따른 매출액에 영향력

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모델2(가설 1-1)에서 본 바와 같이 공기업에서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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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매출액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모델 4(가설 2-1)에서 공기

업 유형별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과 매출

액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설 2-1또한 기각되었다.

<표4-11>의 모델 1에서는 3개의 통제변수와 ROE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개의 통제변수는 매출액의 11.9%를 설명하며, F값은 6.245

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회귀식으로 나타났다. 모델 2(가설 1-2)는

3개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기업의 성과급 비중과 매출액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

순회귀식에서 양(+)의 효과가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이는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에 따른 ROE에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또한, 모델 4(가설 2-2)에서 공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성과상여금

이 공기업 ROE에 미치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시

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공기업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표4-12>의 모델 1에서는 3개의 통제변수와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

수 간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개의 통제변수는 정부경영평가 비

계량 점수의 4.1%를 설명하며, F값은 2.6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델 2(가설 1-3)는 3개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

하는 방식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과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회귀식에서

음(-)의 효과가 있었고,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회귀식으로 나타

났다. 다만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값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성

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비재무적

성과인 ROE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

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에 따른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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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가설 1-3은 일부 채택되었다.

또한, 모델 4(가설 2-3)에서 공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가설검증 결과, 먼저 가설 1에서 적용한 토너먼트 이론과 기대이론은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은 매출액, ROE등 재무적 경영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정부경영평가 비계량점수 등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면서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을 도출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회귀계수

에서 유의미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서 적용한 공직봉사동기이론(PSM), 즉 공공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PSM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공기업 유형별로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가설

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모두 통계적으

로 기업에 있어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성과가 향상된다

고 할 수 없었다. 이는 타 기관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강한

공기업군 내에서는 PSM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가설 3의 검증 : 근속연수에 따른 기타성과상여금 비

중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설검증 및 논의

 

근속연수에 따른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과 매출액, ROE,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간 관계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4-13>,

<표4-14>, <표4-15>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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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3> 근속연수에따른기타성과상여금비중과매출액영향분석결과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B SE B SE B SE

상수
1.037 

.748
.547

.821
.385

.828
.057

.843
(.169) (.506) (.643) (.946)

통제
변수

종업원수
.530***

.085
.550***

.085
.571***

.103
.588***

.103
(.000) (.000) (.000) (.000)

자산
.591***

.065
.595***

.065
.542***

.076
.523***

.076
(.000) (.000) (.000) (.000)

기관연령
.007**

.003
.008**

.003
.010***

.004
.010***

.004
(.035) (.017) (.005) (.006)

독립
변수

기타상여
성과금
비중

.020
.014

.024*
.014

-.045
.042

(.160) (.097) (.292)

집단
변수

근속연수
더미

-.342
1.019 

.986
1.273 

(.738) (.440)

조절
변수

성과급비중
*근속연수

.005*
.003

(.089)

  .784 .787 .800 .805

Adjusted   .778 .780 .785 .789

 137.704 104.680 54.476 49.612 

유의도 .000 .000 .000 .000

주1) 괄호안은 p-value를 나타냄

주2) 주 : *p<.1, ** : p<.05, ***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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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근속연수에따른기타성과상여금비중과 ROE 영향분석결과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B SE B SE B SE

상수
32.440*** 

10.397 
29.722** 

11.500 
27.446** 

11.839 
27.781** 

12.211 
(.002) (.011) (.022) (.025)

통제
변수

종업원수
-2.447**

1.176 
-2.337* 

1.196 
-1.827 

1.479 
-1.845 

1.493 
(.040) (.053) (.219) (.219)

자산
-1.071 

.902
-1.049 

.905
-1.585 

1.091 
-1.566 

1.108 
(.237) (.249) (.149) (.161)

기관연령
.116**

.046
.122**

.048
.140***

.051
.141***

.051
(.013) (.012) (.007) (.007)

독립
변수

기타상여
성과금
비중

.111
.198

.137
.203

.207
.616

(.576) (.502) (.737)

집단
변수

근속연수
더미

1.318 
14.570 

-.037
18.440 

(.928) (.998)

조절
변수

성과급비
중*근속
연수

2.327 
6.189 

(.708)

  .141 .144 .159 .159

Adjusted   .119 .113 .097 .089

 6.245 4.734 2.577 2.272 

유의도 .001 .001 .013 .023

주1) 괄호안은 p-value를 나타냄

주2) 주 : *p<.1, ** : p<.05, ***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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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5> 근속연수에따른기타성과상여금비중과정부경영평가비계량점수영향분석결과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B SE B SE B SE

상수
23.995*** 

2.634 
26.780***

2.786 
26.033*** 

2.808 
25.526*** 

2.892 
(.000) (.000) (.000) (.000)

통제
변수

종업원수
.554*

.296
.424

.293
.840**

.364
.849**

.365
(.064) (.151) (.023) (.022)

자산
.023

.227
.017

.221
-.237

.265
-.256

.266
(.920) (.938) (.372) (.339)

기관연령
.002

.011
-.005

.011
.001

.012
.001

.012
(.877) (.664) (.933) (.953)

독립
변수

기타상여
성과금
비중

-.125**
.048

-.138***
.049

-.244
.149

(.011) (.005) (.103)

집단
변수

근속연수
더미

8.391**
3.439 

10.362** 
4.322 

(.016) (.018)

조절
변수

성과급비
중*근속
연수

.008
.010

(.451)

  .066 .120 .173 .178

Adjusted   .041 .088 .111 .107

 2.628 3.746 2.776 2.521 

유의도 .054 .007 .008 .012

주1) 괄호안은 p-value를 나타냄

주2) 주 : *p<.1, ** : p<.05, ***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표4-13>의 Model 4 (가설 3-1)에서는 공기업의 근속연수에 의한 기

타성과상여금 비중과 매출액12)을 살펴보았다. 근속연수가 적은 기관과

12)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동일한 회귀식으로 기타상여성과금 비중과 1인당 매출액의 관계를 검

증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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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관의 차이는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근속연수가 적은 공기업의 경우 기타성과상여금의 비중과 매출액의

음(-)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벗어났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과 매출액 간의 관계를 정(+)으

로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표4-14>의 모델 4(가설 3-2)에서 공기업의 근속연수에 따른 기타성과

상여금 비중과 ROE를 살펴보았다. 근속연수가 적은 공기업의 경우 기타

성과상여금 비중과 ROE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속연수가 많은 기간과 적은 기관 간의 차이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속연수가 기타성과상여

금 비중과 ROE 간의 관계를 정(+)으로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충족시

키지 못하므로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표4-15>의 모델 4(가설 3-3)에서는 공기업의 근속연수에 따른 기타

성과상여금 비중과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를 살펴보았다. 근속연수가

적은 공기업과 근속연수가 많은 공기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속연수가 많은 기관과 적은 기간관의 통

계적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속연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지금까지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4-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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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6> 가설 검증결과

구분 내용 예상 결과

가설1

1-1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액은 낮아질 것이다. 음(-) 없음

1-2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높을수록 ROE는 낮아질 것이다. 음(-) 없음

1-3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높을수록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는 낮아질 것이다. 음(-) 일부음(-)

가설2

2-1 시장형 공기업이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양(+) 없음

2-2 시장형 공기업이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ROE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양(+) 없음

2-3 시장형 공기업이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양(+) 없음

가설3

3-1 근속년수가 많은 공기업일수록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양(+) 없음

3-2 근속년수가 많은 공기업일수록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ROE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양(+) 없음

3-3 근속년수가 많은 공기업일수록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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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공기업의 성과연봉제는 성과평가에 따라 급여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차등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의 급여체계가

내적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직무성과와 무관한 보수로 인재육성이 곤란하며

인건비 부담, 비효율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10

년 6월 간부직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이후 ’16년 1월 성과연봉제

대상과 차등폭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과에 따른 보수지급

으로 동기부여 및 성과향상을 이끌어 내고,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연계

로 생산성을 제고하여 공공기관 성과중심 개혁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

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은 간부직 1～2급, 7%수준에서 4급이상 70%수

준으로 확대되며, 기본연봉 인상율도 현행 2%에서 3%수준으로 높이고,

성과연봉 차등폭은 2배이상, 비중은 20～30%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그 성격을 경영평가에

의한 처실 및 사업본부 단위의 평가가 반영되는 정부경영평가성과급과

그 이외 팀, 개인단위 평가가 반영되는 기타성과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팀, 개인단위의 평가가

반영되는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시장성이 강한 공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성과의 지표로는

매출액, ROE, 그리고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를 정하였다.

연구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5년도에 공공

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영역에 있는 공기업

전체(30)개를 추출하여,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최근 4개년(’11년～’14년) 자료를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연구대상인 30개 공기업

에 관한 연구자료는 기재부 공공기관 포털인 알리오시스템(Alio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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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n One: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얻었고 이를 통해 입수하지

못하는 자료는 각 조직의 홈페이지 공개자료 및 공개정보청구시스템을

통해 획득하였다.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Excel 2016, SPSS

Statistics 22 등의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실증에 있어서는

통계기법으로 기술통계,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 분산분석, 단순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과제를 검증하기 위해 가설로 먼저,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과 경영성과(매출액, ROE,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와의 인과관계

를 살펴보았고, 둘째로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과 경영성과(매출액, ROE,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의 관계를 공기업 유형별(시장형, 준시장형)으

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끝으로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과 경영성과

(매출액, ROE,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와의 인과관계가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1단계로 3개, 그 각각의 하위로 총 9

개의 가설을 설정했다.

이와 같은 각 과제에 대한 가설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4-17>과 같다.

<표4-17> 연구결과의 요약

가설 변수 종속변수 구분 예상효과 결과 유의성

1 기타성과상여금 비중
 매출액

공기업
- 없음 ×

 ROE - 없음 ×
정부경평 비계량 점수 - - ○

2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공기업 유형(유형별 차이)

 매출액 시장형 공기업 + 없음 ×준시장형 공기업 - 없음
 ROE 시장형 공기업 + 없음 ×준시장형 공기업 - 없음

정부경평 비계량 점수 시장형 공기업 + 없음 ×준시장형 공기업 - 없음

3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근속연수(근속연수 별 차이)

 매출액
근속연수

少 - 없음 ×多 + 없음
 ROE 少 - 없음 ×多 + 없음

정부경평 비계량 점수 少 - 없음 ×多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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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기업에서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성

과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고 공기업 유형(시장형, 준시장형)에 따

른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과 성과와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년수에 따른 기타성과상여금 비중과 성과와

의 차이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가설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설에 대해서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은 매출액, ROE

등 재무적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정부경

영평가 비계량점수 등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을 도출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회귀계수에서 유의미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에 따른 매출액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자산과 종업원 수, 기관연령이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ROE의 경우도 기타성과상여금

의 비중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업원 수, 기

관연령 등 기업고유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는 모든 통제변수들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공기업 유형별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성격이 다

르므로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예측

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매출액, ROE,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평균 근속연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서는 실증분석 결과 매출액,

ROE, 정부경영평가 비계량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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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은 우선 공기업의 경우 기타성과상여

금으로 상징되는 내부경쟁 강화가 성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경영평가 비계량점수 등 비재무적 성과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며,

매출액, ROE등 재무적 성과는 기업 고유의 특성인 자산, 종업원의 숫자,

기관연령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 비중을 정함

에 있어 모든 경쟁적 요소가 기업성과에 일률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범위가 사업부와 같은 대단위 집단성

격이 큰 지 아니면 소단위 팀, 부 집단이나 개인성격이 큰지를 감안하여

성과급 비중을 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과제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정함에 있어 2015년 공기업으로 분류된 공

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준정부기관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의 데이터로 30개 공기업의 성과를 측정

하였으나, 만일 측정기간을 더 길게 하였거나, 준정부기관을 포함하였다

면 연구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경영성과 측정지표로서 매출액, ROE, 정부

경영평가 비계량 점수를 사용하였으나 종속변수를 보다 다양화하여 측정

해 봄으로써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에 따른 기업의 성과를 보다 넓은 범위

에서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공기업의 전체 급여수준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별 평균 기타성과상여금이 해당 기관

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 하였다. 그러나 기관별로 기타성

과상여금의 적용방식이나 팀평가, 개인평가 배분비율에 차이가 있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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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기타성과상여금 적용비중만으로는 알 수 없는 자료취득의 한계로

인해 개인평가로 인한 기관별 성과는 연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의를 갖는다.

기존의 공기업 성과급제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성과급 자체에

한정되었고 연구방법도 직무동기 유발이나 공정성과 같은 설문조사 자료

수집을 통한 분석이 다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에서 점점 그 비중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내부평가급 중 팀단위, 개인단위 평가로 인해 발생

하는 기타성과상여금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했

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기업의 기타성과상여금 비중이 30%이상인 데이터는 없었

으나, 향후 기재부의 방침대로 성과급 비중이 총 연봉대비 지속 확대될

경우 그 추세에 따라 개인성과급, 팀성과급, 사업부 성과급, 전사성과급

각각의 비중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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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Share of Performance Pay

in Public Enterprises
 

- Focusing on individual incentive pay -

Kim, TaeHyung

Department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 how the incentive system, share of performance

pay by internal competition in public enterprises influences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Korean public enterprises. Based on agency theory,

Korean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asked to adopt incentive system

to prevent doing reckless management, inefficiency and moral hazard.

Although incentive system have been considerably adopted by Korean

public enterprises, there has been little investigation on how incentive

intensity of the entire pay by individual, small scale evaluation

influence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public sector.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to study 30 major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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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rom 2011 to 2014 and incentive intensity of the entire pay was

select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sales, ROE and evaluation

mark by government were selected as defendant variables. To

minimize distortion, the number of employees, assets and ages of

enterprises have been adopted as control variables.

The result of study showed tha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incentive intensity of the entire pay and defendant variables

such as sales, ROE. It appeared only incentive intensity of the entire

pay by internal competition had statistically negative effect on

evaluation mark by government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regression. Adding from this result, I found out that control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employees, assets and ages of enterpris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be in positive relation with another

defendant variables such as sales and ROE.

In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 conducted

analysis focusing on incentive intensity of the entire pay by

individual, small scale evaluation which has not been considered in

precedent studies.

Meanwhile, this study has following limitations: I could not consider

entire practical factors and applying rules of each company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incentive intensity. Also, the data and resources

from entire public sector were not included. Therefore, I hope the

study on the incentive system can be conducted to make up for this

paper and this study can make a contribution to conduct further

studies on effective incentive systems in public sectors.

  

Keywords : Incentive intensity, Performance pay, Individual 

incentive pay, Group incentive pay, Public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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