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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성과급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영수단으로 꼽힌다. 이러한 성과급이 실제로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성

과급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의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이

것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과급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경영

성과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거나, 연구자 또는

연구대상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기 때

문에 성과급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급 관련 이론이나 그동안 이루

어졌던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경우

특히 성과급의 효과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다. 성과급제도가 조직

의 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주장과 공공부문의 특성상 성

과급은 오히려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순수 공공부문인 정부조직이나 지방자

치단체에서의 성과급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공공성과 기업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급의 효

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

지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22개 공기업과 29개 준정부기관, 총 51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독립변수로 선정한 임원성과급 비중, 직원성과급 비중, 연봉제도

입비율이 종속변수인 1인당 부가가치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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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와 경영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으나, 특정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하였고, 또 다른 변수조합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정

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연봉제 도입 및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정적인 영향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성과연봉제 정책의 방향은 매우 신중

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책이 개별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많은 한계점들을 보완한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점진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성과연봉제, 성과급비중, 연봉제도입비율, 1인당 부가가치,

고객만족도, 공공기관

학 번 : 2015-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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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성과급은 국내외, 민간과 공공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영

수단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성과급제도의 보편적인 목적은 성과와 보수

간의 강한 연계를 통해 조직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목

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적 처방에 따라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성과

급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

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국가(미국, 영국, 네덜란드, 멕시코, 캐나다 등)

와 브라질을 포함한 다수의 개발도상국가에서 공공 부문에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rry & Jun, 2009; Weibel

& Osterloh, 2010).

종래의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보수제는 성과와 무관하게 연공서열에 따

라 보수를 지급하는 호봉제나 고정급 제도가 지배적이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연봉제, 성과보너스,

성과배분제와 같은 성과급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성과중심적인 정부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1998년에는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도입이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는 국장급이

상 공무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되었고, 2001년부터는 과장급 이

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가 실시되었다(구혜리, 2008).

2007년에 정부는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였고, 2010년에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

입을 권고안1) 형식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기존에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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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부직원 위주로 시행되었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원까지 확대 시행

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연봉제 시행

확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성과급 및 성과

연봉의 비중 확대, 그리고 개인별 차등지급 수준 확대 등을 주문하고 있

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성과

급의 효과에 대해 실증 분석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성과급이 조직구성

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급은 불합리한 계약, 부하직원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동료들 간의 상호의존 능력

감소로 그 효과가 적다는 주장(Perry, 2009)과 공공부문에서는 평가에 대

한 관대함과 관리상의 재량에 따른 평가체계의 부족(Kellough & Lu,

1993), 예산의 한정, 멀티태스킹 등의 문제 때문에 성과급 실행에 어려움

이 있다(Weibel et al., 2009)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성과급 효과에 대한 상반된 결론들은 성과급이 모

든 공공기관에서 보편적이고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의미(권일웅, 2012)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급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화하는 것이 실제

로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을 해보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및 성과급

비중 확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실증적인 연구결과의 뒷받침 없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지속적으

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주요 내용은 성과급 비중을 총 연봉 대비 20∼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성

과연봉 차등폭을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 2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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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공공기관에는 30개 공기업 중 22개 기관과 90개의 준정부기관 중 29개

기관만을 포함하였다. 2013년에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 한국수력원자

력 등 6개 기관과 같은 해 준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 울산항만공사 등

2개 기관의 경우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이 제한적이어서 연구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4개 기관과 「2016년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획재정부, 2016)」에 강소형 준정부기관으

로 분류된 55개 기관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자료수집이 제한적인 2

개 기관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세부

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공공기관 내역

유  형 기관명

공기업

(22개)

시 장 형

(8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준 시 장 형

(14개)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

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

기관

(29개)

기금관리형

(12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

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

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17개)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

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

설공단,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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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

에 해당하는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하며, 유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

정하며, 그 중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자산규모와 자체수입액 비중 등에 따라서 더욱

세분화하여 지정되는데,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85% 이상인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고,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준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

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라고 하고, 기금관

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공기

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System; All Public Information in One

System; 알리오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5월말 기준으로 323개의 공공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유형별 공공기관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유형별 공공기관 현황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합계

시장형 준시장형 소계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소계

14 16 30 16 74 90 203 323

※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기획재정부, 2016)

2016년도 기준으로 총 30개의 기관이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은 14개, 준시장형 공기업은 16개이다. 준정부기관은 총

90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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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74개이다. 한편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에서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500인 미만인 4개 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에서 정원이

500인 미만인 55개 기관을 강소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기준을 달리 정하

여 경영평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51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비율, 전체 보수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 등 성과중심 보수제도의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기관의 공익성 측면의 성과와 수익성 측면의 성과 등 경영성과를 연구

범위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으로

부터 수집한 각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가 정착되기 위한 시간을 고려할 때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

년이라는 기간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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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성과급은 조직구성원이 달성한 성과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차등적으

로 제공하는 보수제를 뜻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급

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과급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이 조직구성원

에게 더욱 열심히 일 할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되어 결국 조직의

성과를 높여줄 것이라는 보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성과급의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이론으로는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Vroom(1964) 및 Porter & Lawler(1968)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Adams(1963)의 형평이론(equity theory),

Lazear & Rosen(1981)의 토너먼트 이론(tournament theory) 등이 있다

(하미승 외, 2004).

반면에 성과급과 같은 외재적인 수단은 성과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바라보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성과급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Maslow(1943)의 욕구단계 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 Ryan &

Deci(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Frey &

Jegen(2000)의 동기구축 이론(motivation crowding-out theory), 공직봉

사동기 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 theory)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성과급과 성과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

는 주요 이론들을 고찰하고,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들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의 효과에 대

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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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급의 근거가 되는 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

성과급의 주요한 이론적 배경 중 하나는 주인-대리인 이론이다. 주인-

대리인 이론의 기본가정은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정

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주인은 대리인이 업무

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못하며(권일웅, 2012), 그에 따라 역선택

(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두 가지 문제가 필

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Alvarez & Hail, 2006; Braun & Guston,

2003). 이러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나 기회주의적 행태를 줄이고 이들

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제도의 도입이 필요

하며, 이것은 결국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대리인

의 이익과 주인의 이익을 일치시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즉 구성원의 개별 산출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얻기

어려운 조직 상황에서 구성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성과급제도이며(한승주, 2010), 이기적 동기를 품고 있

는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인 금전보상이야말로 최고의 동기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인-대리인 이론은 성과와 보상과 관련하여 강한 설명력

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과 긍

정적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Bregn, 2013).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성과에

연동한 보상의 보편적 목적이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

두 조직의 목적이 명확하고, 거버넌스 구조가 합리적이면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권일웅,

2012). 이러한 주장은 연구자나 행정가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신공공관리, 정부재창조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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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개혁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BinderKrantz &

Christensen, 2012).

부정적 입장에서는 민간부문과 다른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근거로 주인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복잡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2)가 존재하며 이들의 관

계가 미묘하기 때문에 주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불명확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성으로 대표되는 공공조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조직 목표의 불명확성,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측정의 문제와 공성성

인식의 문제, 다른 대체동기의 존재 등을 이유로 주인-대리인 이론의 적

용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Perry, 2009; Rost & Osterloh,

2010; BinderKrantz & Christensen, 2012). 대체로 공공부문에서 성과에

연동한 보상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 결과는 주인-대리인 이론과 같이

경제학에 기반을 둔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적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전통적 행정모형이나 사회 심리학 분야에 기반을 둔 연구

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기대이론

동기란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요인을 의미하며(Ryan

& Deci, 2000),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행동을 이끌

어내려면 동기의 유발이 필요하다. 동기부여 이론은 동기를 유발하는 요

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론과 동기 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론으로 나뉘는데, 이 중 성과급의 효과와 관련된 이론은 과정이론에 해

당하는 Vroom 및 Porter & Lawler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과

Adams의 형평이론(equity theory)이다.

Vroom(1964)은 종래의 내용이론이 동기의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기에

는 부적절하다고 보아 그 대안으로 기대이론을 제시하였다. Vroom은 개

2)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국회)-정부-공공기관-경영진-직원의 다중적인 주인-

대리인 문제가 존재한다(유승원, 2009; 이혜윤, 2013).



- 9 -

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의 노력에 의한 성과에 대해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대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 때 자신들의 노력이 높은 수준의 성과와 직결될 경우

(expectancy)와 그러한 업무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수단에 해당할 경우

(instrumentality), 그리고 그 보상이 가치가 있는 것일 경우(valence)에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동기를 결정하는 세 요인이라

고 보았다(최준호 외, 2005).

Lawler는 이와 같은 Vroom의 주장을 기초로 기대이론을 더욱 발전시

켰을 뿐만 아니라 보수가 가치 있는 보상으로서의 유인가이며, 높은 성

과를 내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수단성도 가지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Lawler(1981)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개인 성과급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성과를 10-20% 정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기대이론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성과급은 조직이 조직구성

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된다. 조직은 조직구성원이

스스로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하고 그로인해 높

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여야 하며, 실제로 높은 성

과를 달성한 이후에는 성과급이라는 가치 있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조

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형평이론

한편 Adams(1963)는 형평이론(equity theory)3)을 제시하였는데,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4) 비율과 비슷한 직무나 지위에 있는

타인의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과 비교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고 하였다. 양자가 동일하다고 지각할 때 공정성을 느끼고 투입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반면, 차이가 있다고 인지하게 되면 그 불공정한

3) 형평이론은 공정성 이론이라고도 한다.

4) 일한 결과로 얻게 되는 보상으로 임금, 승진, 인정, 지위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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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줄이기 위해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즉, 본인의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이 비교대상 보다 더 낮다고 인지할 때 보상을 증대시켜 줄 것

을 요구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노력을 덜 하거나 근무시간의 단축

등을 통해 투입을 줄이게 된다. 반대로 본인의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이

비교대상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투입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보다

는 본인의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이 낮을 때 더욱 불공정성을 인지한다

고 본다. 그런데 성과급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은 가장 가시적인 보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정성 여부를 지각하기가 쉽다. 게다가 불공정성이 존

재할 경우 경제적인 보상은 그것을 수정하기가 비교적 쉬운 보상

(Milkovich & Newman, 1984)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형평이론은 성과

의 크기에 따른 공정한 성과급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4) 토너먼트 이론

Lazear & Rosen(1981)의 토너먼트 이론은 기존 경제학 이론들이 한계

생산성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결정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성과에 따

라 임금이 결정된다는 보상이론이다. Lazear & Rosen의 연구는 조직 내

에서의 성과급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그들의 모델은 어떤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사람이 두 명 있고 승

자와 패자의 상금이 각각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며, 각 참가자

는 자신들의 노력을 투자하여 승자가 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노력이 증가하면 승자가 될 확률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한편으로 참가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초래하게

되고 이 때 각 참가자는 각자의 기대효용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두 경기

자가 경기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이러한 투자는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

는 데 사용되는 어떤 결과물(output)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때 결과물은

투자에 의해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되

고 참가자들의 경기에 대한 투자는 승리할 때의 상금과 패배할 때의 상

금의 차이에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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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의 차등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황성

원 김상헌, 2003).

2. 성과급의 효과에 부정적인 이론

1) 욕구단계 이론

Maslow(1943)의 욕구단계 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은 인간의

욕구에 위계적, 계층적 질서가 존재하며,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만 상위 계층의 욕구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다.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하위단계에서부터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 욕구(safety needs), 애정과 소속의 욕구

(love and belonging needs), 존중 욕구(esteem needs),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의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하위 4개

의 욕구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욕구로 충분히 충족되지 않거나 부

족할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결핍 욕구(deficiency

needs)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부차적인 혹은 상위 단계의 욕구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지

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상위 동기(메타 동기,

meta motivation)라고 하였다.

이러한 욕구단계 이론에 따르면 성과급제도의 경우 욕구의 상위단계인

자아실현, 존중의 욕구와 같은 고차원적인 욕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차원

적 욕구나 선호가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이 더 강력하고 가치 있는 동기

유발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이수영, 2011).

욕구단계 이론이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지만, 욕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



- 12 -

학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욕구단계 이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기도 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Alderfer의

ERG 이론이다. Alderfer는 욕구 단계를 존재 욕구(existence needs), 관

계 욕구(relation needs), 성장 욕구(growth needs)의 3단계로 축소시켰

는데, 이러한 욕구의 단계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고차원적인 욕구가 만족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저차원의 욕구를 중요시하면서 이를 더욱 만족시키려

는 행동을 취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ERG 이론의 시각에서는 조직구성원

의 자아를 완성하고자 하는 내적 성장욕구가 좌절되었을 때에는 성과급

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2) 동기구축 이론 및 자기결정성 이론

보상은 구성원들이 조직을 위해 제공한 시간, 노력 등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교환적 개념이다(Brauns, 2013). 그 종류는 크게 내재적 보상

(intrinsic reward)과 외재적 보상(extrinsic reward)으로 나뉘는데, 외재

적 보상은 직무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을 통해 받는 보상으로 월급, 성과

급, 승진, 인센티브, 직무배치, 사무실 환경, 표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내재적 보상은 책임성 확대, 의사결정에의 참여, 개인적 성장에의 기회,

직무수행상의 자유와 재량 확대 등이다(Ryan & Deci, 2000; 김상묵,

2003; 정진철 한주희, 2004).

동기의 유형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

(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할 수 있다(김진우 외, 2010). 내재적 동기

는 개인이 외부의 어떠한 물질적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즐거움이나 만족을 경험하기 위한 내면의 욕구라

고 할 수 있다(Ryan & Deci, 2000). 반면에 외재적 동기는 자신의 행동

이 봉급, 승진, 성과급 등과 같은 외재적이고 실체적인 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인지할 때 발생하는 동기이다(Leonard & Scholl, 1999; Ryan

& Dec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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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구축이론(motivation crowding-out theory)을 연구하는 Frey &

Jegen(2001) 같은 학자들은 외재적 보상의 강조는 조직에 지속적으로 도

움이 되는 몰입(commitment)이나 충성(loyalty)과 같은 내재적 동기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이기적인 외재적 동기만을 강화하게 만든다

고 지적한다. 즉, 성과급과 같은 금전적 유인의 강조는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를 구축(crowding-out)시켜 버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금전적 유인에 의한 내재적 동기의 구축은 자기결정권

(self-determination)과 자존감(self-esteem)의 손상이라는 심리적인 과정

을 통해 일어나는데, 만약 금전적 유인의 영향을 받는 구성원이 자신이

그 금전적 유인을 통해 통제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는 자기결정권과

자존감에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따라서 조직을 위해 보다 중요한 가치

인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키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수영, 2011).

성과급과 같은 외재적인 유인이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은 동기구축 이론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Ryan & Deci는 동기를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제시하면

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두 가지 유형의 경계가 분명하여 외재

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므로 외재적 보상이 내

재적 동기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동기이론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Ryan & Deci(2000)은 자기결정성이 내재적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이라

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통제나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와 같은 자율성 보장에 대한 인지정도에 따라 내재적

동기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동기화될 때 자기결정적이라고 보고, 외

재적으로 동기화된 행위들은 더 통제적이라고 보았다(김아영, 2002). 그

렇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가 아닌 외재적인 동기로 인해 행동하게 될 경

우 자율성이 줄어들고, 이는 자기결정성을 감소시켜 내재적 동기를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업무의 경우 성과급은 오히려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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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고 볼 수 있다.

3) 공직봉사동기 이론

공직봉사동기(PSM: Public Service Motivation)의 개념을 Perry &

Wise(1990)는 “공공기관이나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혹은 고유하게 나타나

는 동기에 부응하려는 개인의 경향”이라고 정의하였고, Brewer &

Selden(1998)은 개인들로 하여금 중요한 공공서비스(대중, 지역 공동체,

사회에 대한 봉사)를 수행하게끔 유인하는 동기유인이며, 공공부문에서

우세한 것이라고 하였다(손명구, 2006). 공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 공

직봉사동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공공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공공성이 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인을 도울

때 더 많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보았다(Frederickson, 1997; Perry &

Wise, 1990; Houston, 2009).

공직봉사동기 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 theory)은 높은 PSM을

보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조직은 성과급 같은 금전적인 유인

이 상대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PSM이 높

은 사람이 공익이나 사회적 형평과 관련이 있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성과급과는 무관하게 일 그 자체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층구조를 기반으로 한 상호의존적 업무가 보편화된 공공조직

(Milkovich & Wigdor, 1991)에서는 이러한 내재적 요인을 활용한 인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Stazyk, 2009).

그런데 공공기관이 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 공공

부문과는 달리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경영 목표 중 하나라고 여

기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의 공직봉사동기가 민간부문에 비해

서 특별히 높지 않을 수 있고,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도 기업성을 띄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공직봉사동기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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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성과급제도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성과급제도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많은

편이다. 성과급제도의 효과와 관련하여 어떤 일치된 견해나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상근, 2005). 먼저 성과급제도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하미성(1989)은 성과 연계적 급여가 비연계

적 급여보다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한편 M.Armstrong(1993)

은 공평성의 추구와 점증주의적 보수제도에 대한 반발로써, 성과급제는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좋은 성과를 지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Edward Deci(1975)는 내재적

으로 동기화된 직무를 수행하는 관료들은 외재적 보상인 금전적 요인에

대하여 흥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하상묵(1995)은 조

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성과급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론적

으로나 실증적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공무원의 대다수가 성

과급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과급의 지급

기준이 되는 업무실적 평가방식에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윤태식(2000)은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승진이라고 결론짓고, 성과급제도가 실질적으로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2. 공공부문 성과급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기반을 둔 행정개혁의 추

세 속에서 민간의 조직 인사관리 기법이 공공부문에 도입되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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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성과급제도의 도입이다(한승주, 2010).

전 세계적으로 OECD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국가(예를 들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멕시코, 캐나다 등)와 브라질을 포함한 다수의 개발도상

국가에서 공공부문에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Perry, Engbers, and Jun, 2009; Weibel, Rost, and Osterloh,

2010).

이러한 공공부문 성과급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일치된 연구 결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eibel & Osterloh(2010)의 주장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경우, 몇몇 연구들(Prendergast, 1999; Lazear, 2000)

은 성과급과 실제 성과 사이에 분명한 긍정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실증하

고 있는 반면에, 성과급과 실제 성과 사이의 분명한 부정적인 관계를 보

고하는 몇몇 다른 연구들(Frey & Jegen 2001; Gneezy & Rustichini

2000)이 있다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Kellough & Brewer (2010)는 공

공 부문에서 다수의 연구 결과들(Bowman 2009; Kellough & Lu 1993;

Perry 1986; Kellough & Nigro 2002)이 성과급제도가 성과 평가 과정상

의 미비점 혹은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의도했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Pearce, Stevenson & Perry(1985)는 미국 연방 정부 사회복지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관리자급 공무원에게 적용된 성과급

제도의 효과성을 시계열(time-serie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는데, 성과

급제도 도입 전 2년간의 성과(생산성)와 제도 도입 후 2년간의 생산성을

비교한 다음, 분석 기간인 4년 동안 생산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기는 했

지만 성과급제도의 도입이 이 추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야기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Kellough & Nigro (2002)는 1990

년대 중반에 시작된 미국 조지아 주(State of Georgia) 정부의 인사 시스

템 개혁 노력인 GeorgiaGain의 핵심 내용인 성과급제도의 효과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2000여명의 주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는데, 분석 결과는 주정부 공무원들이 성과급의 효과성에 대하여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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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응답자의 70% 이상이 성과급이

유용한 동기부여 방법이 아니라는 응답을 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Weibel, Rost & Osterloh (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성과급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공공 부문의 성과급제도는

때때로 공무원의 동기부여나 성과를 훼손시키기도 하면서 기대한 것보다

는 대단하지 않은(modest) 효과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

에 따르면 (Weibel, Rost & Osterloh, 2010), 성과급은 두 가지 서로 상

반되는 감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데, 그 하나는 행위에 대한 외재적인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가격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부여를 약화하는 구축효과이다. 성과급의 전체적인 효과는 이 두 가

지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공공 부문에서는 내재적인

동기부여가 매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성과급이 초래할 내재적 동기

구축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고, 또한 공공 부문은 재원조달 측면에서 민

간보다 많이 열세에 있으므로 공공 부문 성과급의 가격효과는 상대적으

로 약하다는 점을 들어 성과급 정책이 공공 부문에서 확실한 성공을 거

두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성과급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연구 결

과들이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보고하고

있고(오성호, 2003; 이희태, 2005; 최준호 외, 2005; 하미승 외, 2004; 하

상근, 2005; 황성원, 2007), 또한 정부가 의도하는 것과는 달리 본래의 목

표인 동기부여나 성과향상 같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이근주 외, 2007; 하미승 외, 2004). 특히, 이근주 이혜윤(2007)의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같은 외적 보상, 자아실

현 같은 내적 보상, 그리고 공직봉사동기(PSM)가 그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내적 보상과 PSM이

성과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과급 등의 외적 보

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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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급 비중에 대한 연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성과급제도가 일단 도입되고 난 후에는 성

과에 대한 피드백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성과급 비중을 확대한다. 성과급 비중이란 성과급과 고정급을

모두 포함한 총 보수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성과급 비

중을 확대하면 그만큼 성과와 연계한 보상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커지기 때문에, 성과급이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

장에서는 성과급의 비중 확대도 마찬가지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Frisch & Dickinson(1990)은 0%, 10%, 30%, 60%, 100%의 다섯 가지

성과급 비중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0%에 비해 10%

의 성과급 비중은 생산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나, 10%와 나머지

30%, 60%, 100%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atthews & Dickinson(2000)의 연구에서는 0%, 10%, 100%의 성과급

비중을 달리하였는데, 마찬가지로 10% 조건에 속한 피험자들의 경우 생

산성이 향상되었으나 10%와 100% 조건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

할 수 없었다. 오세진(2005)의 연구에서도 0%, 10%, 100%의 세 가지 성

과급 비중을 달리하여 분석한 결과 앞선 연구와는 달리 100% 조건에서

의 생산성은 향상된 것으로 나왔으나, 0%와 10% 조건하에서는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과급 비중의 차이가 생산량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고, 생산성의 질에 초점을 맞춘 연

구는 소수만이 존재하였다. Terborg(1976)의 연구에서는 성과급 제공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행속도도 증가하였지만 수행속도

와 과제의 점수와는 부분적 상관만이 있었다. Candy(1977)은 개인이 보

상을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적극적이게 되나 수행의 질은 낮아지

고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안미향 등(2007)의 연구에서도

성과급 비율이 0%, 10%, 100%로 높아질수록 수행 과제의 수는 유의미

하게 증가하였지만, 불량률에 있어서도 성과급 비율이 높아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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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과급 비중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가 성과급 비중을 독립변수로 두

고 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반면에 성과급 비중을 종속변수로 놓고 이

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권일웅

(2012)은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시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성과급

의 도입과 비중이 이 이론에서 말하는 결정요인과 일치하는지를 실증 분

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성과급 도입과 비중의 결

정요인이 성과지표의 정확성과 대체동기유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공

부문의 성과급이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적으로 도입되었을지라도 성과급

비중의 결정은 이론과 일치하는 합리적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임금격차와 성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김재구 김동배

(2011)는 우리나라 기업의 연봉제가 성과에 따른 임금 격차를 가져왔다

고 주장하였다. 김경묵(2005)은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200

개를 대상으로 직급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환경의

역동성, 종업원 수, 외국인 지분률이 영향요인이라고 주장하였고, 노동조

합 가입률은 임금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4. 본 연구와 기존 연구의 차별성

그동안 성과급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졌으나 임원의 성과급 비중과 직원의 성과급을 각각 별개의 독립변수

로 놓고 동시에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공

공기관의 지배구조 상 가장 상위의 대리인인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이 조

직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

공부문에서 성과급의 효과에 부정적이라고 하는 연구의 특징은 목표와

연계성이 부족한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것과 조직 구성원의 직급을 구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Weibei, Rost & Osterlo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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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erKrantz & Christensen, 2012).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목표가 뚜렷하고 성과측정이 용이한 조직의 최상위 직급인 임원을 독립

변수로 두고 실증 분석을 하는 것은 다른 연구와는 차별화된 시도이다.

여러 이론5)과 선행연구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해 성과와

보상의 연계가 약하다고 여기는 견해가 많은데,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면

성을 지닌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업에 비해 실제로도 성과급의 효과가

작은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서 연봉제 도입율과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수준을 확대할 것을 명

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연봉제의 확대가 실제로 경영성과 향상에 기

여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5) 욕구단계 이론, 동기구축 이론, 자기결정 이론, 공직봉사동기 이론 등은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에 성과급이 조직의 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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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우리나라 공공기관 보수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지침에 의해 비

교적 엄격히 통제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혹은 비정기적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지침’ 등의 각종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보수에 대

한 총액규모, 구성항목, 지급규모, 상승(하락)폭을 규정하고, 각 공공기관

은 이를 근거로 토대로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의 주요 편성지침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획재

정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총인건비로 규정하

고, 이를 전년도와 대비하여 통상 증액규모를 정하여 공공기관이 임직원

에게 지급할 기본 보수의 한도를 정한다. 증액규모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이루어진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기본급 혹은 기본연봉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확정해 놓고 있다. 특히, 2008년 기획재정부(2008)의 보수체계 개편에 따

라 기관장과 감사의 기본급이 과거 공공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던 것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장 기본연봉은 정무직 공무원과 유사하게 되

도록 조정하였고, 감사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80%가 되도록 규

정하였다. 성과급은 크게 경영평가 성과급, 감사 직무실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으로 나뉜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8조에 따라 이전 연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기관장, 상임이사, 직원이 수혜 대상이다. 경영평가 성

과급의 규모는 공기업의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200%, 공기업 상임이사는

기본연봉의 100%, 9개 금융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준정부기관의 기관

장 및 기타 임원은 기본연봉의 60%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직원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연공서열에 따라 보수가 자동적으로 증가하

는 호봉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말 이후 연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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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운용중이다. 특히 2010년에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제시하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간부직을 대상으로 성과연

봉제를 도입하였다. 종전의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여 <그림 1>과

같이 기본급 및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각종수당 등을 기본연봉

으로 통폐합하였고, 성과상여금 등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

되는 성격의 임금은 성과연봉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연차휴가보상금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법정수당 등은 기타수당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연봉제 구조 설계

호봉제

월급여 상여금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평성과급 법정수당

본봉
직급
수당

책임자
수 당

업무
수당

정  기
상여금

직  무
상여금

⇓

성과
연봉제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
(법정수당)

기본급여 직무급 내부평가급 경평성과급

※ 출처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기획재정부, 2016)

이에 따라 직급별 호봉 또는 연봉테이블은 폐지하도록 하였고, 직급별

임금범위(pay-band)로 관리하도록 하되, 평가를 통한 등급에 따라 기본

연봉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게 하였다.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20∼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성과연봉의 차등폭은 평가에 따른 최고-

최저 등급간 최소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각 공공기관은 이러한 정

부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직원

비율, 성과급의 비중, 차등폭 등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 23 -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1. 연구가설

지금까지 살펴본 성과급의 근거가 되는 이론과 성과급의 효과를 부정

적으로 바라보는 여러 이론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

출하고 이를 검정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성과급의 영향이 민간부문과는

다르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하긴 하나, 그러한 연구들도 주로 성과평가 과

정상의 문제, 재원 부족 등을 그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남보다 나은 성과를 보인 직원에게 더 높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보답한다

는 설득력 있는 논리는 공공부문이라고 할지라도 성과급제도의 운영상에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성과급 제도를 도

입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성과급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보편적인 믿

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지배구조상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은 해당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직원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복합적인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임원은 공공기관

내에서 가장 상위 레벨의 대리인에 해당하며,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주인

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과의 정보의 비대칭적 상

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직원의 업무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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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게 된다. 나아가 기관의 종합적인 경영성과를 자신 보다 상위의 주

인인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 때 성과급은 효과적인

유인가가 된다. 즉, 성과급 비중에 따른 동기부여의 정도에서도 임원과

직원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각각을 독립변수로 놓고 다음과 같

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1-1.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1-2.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2> 공공기관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2-1.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2-2.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연봉제가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

이다. 연봉제 도입비율이 높으면 해당 공공기관 내에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의해 당해 기본연봉이 영향을 받는 직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

미하는데, 이것은 기관 전체의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

가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 공기업 직원의 연봉제 도입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3-1. 연봉제 도입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3-2. 연봉제 도입비율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공직봉사동기 이론에 따르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의 경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성

과급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의 효과가 민간조직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한

다. 순수 공공조직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성과 기업성을 모두 지

니고 있는데 기관별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서 성과급의 효과에 차이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

관을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는데 이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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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요한 기준은 기관의 규모와 자체수입액비중이다. 이 때, 정부로부

터 지원받는 수입액의 비중이 큰 준정부기관이 공기업에 비해 공공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조직구성원의 공직봉사동기가 높아 성과연봉제

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공공기

관 유형별로 성과급의 효과가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 공공기

관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기 첫 번째 가설부터 세 번째 가설까지를 모

두 검정해보기로 하겠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4>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5-1.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5-2.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5> 공기업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5-1.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5-2.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6> 공기업 직원의 연봉제 도입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6-1. 연봉제 도입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6-2. 연봉제 도입비율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7> 준정부기관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7-1.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7-2.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8> 준정부기관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8-1.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8-2.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9> 준정부기관 직원의 연봉제 도입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9-1. 연봉제 도입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9-2. 연봉제 도입비율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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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앞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연구가설을 검정하

기 위해 <그림 2>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의 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2>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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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공공기관에서의 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1인당 부가가치와

고객만족도를 선정하였다.

1) 1인당 부가가치

1인당 부가가치6)는 성과와 보상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이다. 성과급이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

을 통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조직구성원

개인의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 때, 1인당 부가가치는 총 부가가치를

평균인원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2) 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및 대국민 만족도를 해당 공공

기관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

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한 지수이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대

국민 서비스 제고와 국민편익 증진 도모를 위해 공기업은 1999년부터,

준정부기관(정부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실시하였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조직의 목표가 반드시 재무적

6) 본 연구에서는 기재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

서」를 통해 각 공공기관의 1인당 부가가치 자료를 수집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부가가치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인건비 + 순금융비용 + 임차료

+ 세금과공과 +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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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과를 높이는 것에만 있지는 않다. 공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손실을 입기도 하지만 적정량의 공공서비스를 적정수준의

품질로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중요한 의무이므로 이러한 측면의 성

과를 잘 나타내주는 고객만족도를 경영성과 측정지표로 선정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 독립변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연봉제 관련 요인 중 기

관별로 차별화가 가능한 임원의 성과급 비중, 직원의 성과급 비중, 연봉

제 도입비율의 세 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임원의 성과급

비중은 알리오시스템7)에 공시되어 있는 기관별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

이사의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임원의 전체 보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직원

의 성과급 비중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기관별 직원의 평균 경

영평가 성과급과 기타 성과상여금을 합산하여 1인당 평균 보수액으로 나

누어 산정한다. 연봉제 도입비율은 기관별 연봉제를 도입한 직급의 정원

을 기관의 총 정원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외에 연구대상 공공기관의 ‘성과급 차등폭’ 및 ‘기본연봉 인상률 차

등폭’ 또한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

가 있지만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독립변수로 선정하

지 못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7) 알리오시스템 URL 주소 : http://www.ali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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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관의 특성 요인, 거시경제적 환경요인을 추가로 통제하였다. 우선

기관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자산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성과향상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자산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이 때 자연로그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관의 직원수가 많을수록 성과

연봉제 적용 등에 있어서 각종 제약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총 정원을 통

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총 정원도 기관마다 편차가 커 자연로그값을 사용

하였다. 또한 기관 직원의 평균근속연수가 많을수록 각 기관의 사업수행

의 지속성도 높고 축적된 지식, 업무경험 등으로 인해 경영성과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마지

막으로 GDP디플레이터8) 변수를 통해 물가상승과 같은 거시환경 변화로

인한 성과를 통제하였다.

8) 실제적인 국민소득을 추정하기 위하여 국민소득을 추계하여 사후에 계산하

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를 말한다. GDP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GDP디플레이터

가 산출되는데,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한 국가 내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

제의 가격요인에 영향을 받는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이며, 한국은행에서 지

수작성연도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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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방법

본 연구는 총 255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1개 공공기관의 자료는 주로 알리

오시스템에서 수집하였다. 알리오시스템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

는 주요 변수인 기관장,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직원의 기본급 및 성과

급 규모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실적 결과, 직급별 정원, 1인당 부가

가치, 고객만족도 결과 등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평과

결과에 따른 최고-최저 등급간 성과급 차등폭과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과 관련한 자료는 알리오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의 보

수 관련 규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연구대상 공공기관

의 자료를 모두 수집할 수는 없었다. 이로 인해 해당 자료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

정된지 얼마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지정되기 이전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

아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방법 및 분석틀

본 연구는 알리오시스템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그 자료를 재가공한 자

료를 바탕으로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과

변수들 간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성 파악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우선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림 3>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 다중회귀분

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51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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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n = α + β1X1 + β2X2 + β3X3

                + β5Z1 + β6Z2 + β7Z3 + β8Z4 + ε

<종속변수> 경영성과

Y1 = 1인당 부가가치

Y2 = 고객만족도

<독립변수> 성과연봉제

X1 = 임원 성과급 비중

X2 = 직원 성과급 비중

X3 = 연봉제 도입비율

<통제변수> 기관특성 및 거시환경

Z1 = ln(자산규모)

Z2 = ln(총정원)

Z3 = 평균근속연수

Z4 = GDP 디플레이터

<그림 3>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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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경

영성과를 대표하는 두 가지 변수로 1인당 부가가치 및 고객만족도를 선

정하였다. 고객만족도의 경우 표본수는 255개인 반면, 1인당 부가가치의

표본수는 215개이다. 20개의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2년까지 정부경영평

가 항목 중 하나인 업무효율 지표로 사용되었던 1인당 부가가치 대신에

2013년과 2014년에는 1인당 순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연

도의 1인당 부가가치를 구할 수가 없어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각 종속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3>와 같다.

<표 3>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인당 부가가치
(백만원/명)

215 -648.0 36,195.0 1,445.9 4,877.6

고객만족도 255 65.0 99.6 92.5 4.43

1인당 부가가치의 경우 평균은 1,445.9, 최소값은 -648.0, 최대값은

36,195.0이다. 표준편차는 4,877.6인데, 기관별로 1인당 부가가치의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고객만족도의 경우 평균은 92.5, 최소값은 65.0, 최대값

은 99.6으로 최대값이 최소값의 1.53배에 달하지만 표준편차가 4.43으로

기관별 편차가 큰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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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변수 임원성과급비중,

직원성과급비중, 연봉제도입비율의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표 4>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임원성과급비중
(%)

255 0 53.5 28.9 12.97

직원성과급비중
(%)

255 1.5 35.5 15.5 7.62

연봉제도입비율
(%)

255 0 56.4 10.9 11.02

임원성과급비중의 경우 전년도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표본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53.5이며, 평균은 28.9이다. 직

원의 경우 정부 경영평가 성과급과는 별도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자체

성과급을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전년도 경영성과 평가결과가 나쁘

다고 해서 반드시 직원성과급비중이 낮은 것은 아니다. 각 기관의 성과

급 운영 여건에 따라 성과급 비중은 차이가 있으며, 평균은 15,5, 최소값

은 1.5, 최대값은 35.5이다.

연봉제도입비율은 각 기관마다 연봉제를 도입한 직급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2010년 6월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르면 간부직에 해

당하는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통상 간부직은 2급에 해당하며, 3급에 해당하는 기관도

존재한다. 실제로는 연봉제도입 직급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권고안

에서 요구하는 직급 보다 하위직급까지 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있으며,

권고안에 못미치는 기관도 있다. 연봉제도입비율의 평균은 10.9, 최소값

은 0, 최대값은 5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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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통제하기로

한 변수로는 자산규모, 총정원, 평균근속연수, GDP디플레이터를 선정하

였다.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5>와 같다.

<표 5> 통제변수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산규모
(백만원)

255 17,557 173,347,527 13,292,033 31,112,276

총정원
(명)

255 68 27,981 2,677.7 4,809.7

평균근속연수
(년)

255 4.4 22.8 14.8 3.41

GDP디플레이터 255 100.00 104.1 102.4 1.45

각 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등에 따라 자산규모와 총 정원은 매우

다양하다. 자산규모의 경우 최대 규모 기관이 최소 규모 기관에 비해 약

2,642배에 달한다. 정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가장 적은 기관에 비해 정원

이 410배나 더 많다. 평균근속연수도 기관의 설립연도 등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 최소값은 4.4, 최대값은 22.8, 평균은 14.8이다. 기관을 설립

한지 얼마 되지 않거나 근래에 신입사원 채용이 크게 늘어난 기업의 경

우 평균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GDP디플레이터는 2010년도의 100

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으로 최대값은 2014년의 104.1이며, 평균은 102.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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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관계분석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종속변수와 독

립변수 간 상관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종속변수 임원성과급비중 직원성과급비중 연봉제도입비율

1인당 부가가치 -0.068(0.32) -0.070(0.31) 0.57(0.41)

고객만족도 0.172(0.006)** 0.288(0.000)*** 0.27(0.669)

주: N=215(1인당 부가가치); N=255(고객만족도);

()=유의수준; p<0.05 : * p<0.01 : **, p<0.001 : ***

우선 1인당 부가가치의 경우 각 독립변수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1인당 부가가치는 기관의 경영성과를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이지

만 표본 기관들의 자료를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만 봤을 때는

임원성과급비중, 직원성과급비중, 연봉제도입비율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

고객만족도의 경우 임원성과급비중과의 상관계수가 0.172, 직원성과급

비중과의 상관계수가 0.288로 나타나 각 변수와 약간의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연봉제도입비율과는 유의수준이 매우 높아 두 변수 간

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은

관련된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확

정짓기는 어려우며, 회귀분석을 통해 그 인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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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각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이 필요하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독립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남으로 인해 종속변수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문제

이다.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되는 독립변수 및 통제변

수들 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표 7>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종속변수 X1 X2 X3 Z1 Z2 Z3 Z4

X1

Pearson상관계수 1 .576 -.019 .313 .022 .157 .263

유의확률(양쪽) .000 .757 .000 .723 .012 .000

X2

Pearson상관계수 .576 1 .272 .290 -.157 -.262 .043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012 .000 .490

X3

Pearson상관계수 -.019 .272 1 .080 -.233 -.293 .402

유의확률(양쪽) .757 .000 .206 .000 .000 .000

Z1

Pearson상관계수 .022 .290 .080 1 .236 .000 .030

유의확률(양쪽) .723 .000 .206 .000 .995 .635

Z2

Pearson상관계수 .157 -.157 -.233 .236 1 .479 .041

유의확률(양쪽) .012 .012 .000 .000 .000 .514

Z3

Pearson상관계수 .157 -.262 -.293 .000 .479 1 .083

유의확률(양쪽) .012 .000 .000 .995 .000 .187

Z4

Pearson상관계수 .263 .043 .402 .030 .041 .083 1

유의확률(양쪽) .000 .490 .000 .635 .514 .187

※ X1 : 임원성과급비중, X2 : 직원성과급비중, X3: 연봉제도입비율

Z1 : 자산규모, Z2 : 총정원, Z3: 평균근속연수, Z4: GDP디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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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 따르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임원성과급비중과

직원성과급비중의 상관계수가 0.576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변수들 간의

모든 상관관계는 0.6보다 작았다.9) 이에 따라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간

에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공선성 통계량을 구

해본 결과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계수(VIF)가 10보다 작게 나타났고, 공

차한계 또한 0.1보다 커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8> 공차한계 및 분산팽창계수

구 분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독립변수

임원성과급비중 0.553 1.808

직원성과급비중 0.510 1.962

연봉제도입비율 0.671 1.491

통제변수

자산규모 0.746 1.341

총정원 0.627 1.594

평균근속연수 0.672 1.489

GDP디플레이터 0.681 1.468

9) 상관계수의 범위 : -0.292 ∼ 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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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중회귀분석

지금까지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표본의

각 변수별 기술통계를 확인하였고,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상관

성 파악 및 다중공선성을 진단함으로써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준비를 모

두 마쳤다. 이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각 독립변수

가 1인당 부가가치와 고객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연구가설을 검정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와 자체수입액 비중 등에 의해 공기업, 준정부

기관으로 나뉘는데 그 유형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

향도 다를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리하여 먼저 공공기관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채 연구대상 전 기관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공공기

관 유형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각각 다중회귀분

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경

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1.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1) 성과연봉제와 1인당 부가가치와의 관계

성과연봉제가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는 <표 9>와 같다. 우선 F값이 10.965이고, p값이 0.000으로 나타나

본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정

된 R2값이 0.312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

이 31.2%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 39 -

임원성과급비중은 유의확률이 0.400 (p>0.05)으로 나타나 5% 유의수준에

서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직원성과급비중의 유의확률도 0.926 (p>0.05)

으로 높게 나타나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9>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영향분석 (전체)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p-value)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120.299 2169.765 　 -1.899 .060

임원성과급비중 2.281 2.705 .079 .843 .400

직원성과급비중 -.538 5.782 -.009 -.093 .926

연봉제도입비율 -9.293*** 2.556 -.291 -3.635 .000

ln자산규모 65.130*** 17.805 .323 3.658 .000

ln총정원 -58.418 31.143 -.193 -1.876 .063

평균근속연수 -45.133*** 8.990 -.441 -5.020 .000

GDP디플레이터 45.344* 21.315 .166 2.127 .035

R2 = 0.343, 수정된 R2 = 0.312 , F = 10.965, p = 0.000, df = 154

주: p<0.05 : * p<0.01 : **, p<0.001 : ***

반면, 연봉제도입비율은 0.1% 유의수준에서 1인당 부가가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회귀계수는 -9.293으로 연봉제도

입비율이 1단위 증가할 때 1인당 부가가치는 오히려 -9.293 단위만큼 낮

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에는 자산규모와 평균근속연수가



- 40 -

0.1% 유의수준에서 1인당 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자산규모는 양(+)의 영향을 평균근속연수

는 음(-)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GDP디플레이터는 5% 유의수준에서

1인당 부가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성과연봉제와 고객만족와의 관계

성과연봉제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고객만족도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영향분석 (전체)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p-value)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9.205 20.290 　 .947 .345

임원성과급비중 .011 .026 .033 .433 .665

직원성과급비중 .197*** .044 .339 4.473 .000

연봉제도입비율 -.030 .027 -.074 -1.092 .276

ln자산규모 -.106 .130 -.051 -.815 .416

ln총정원 1.250*** .254 .333 4.912 .000

평균근속연수 -.040 .088 -.031 -.455 .650

GDP디플레이터 .620** .201 .204 3.084 .002

R2 = 0.224, 수정된 R2 = 0.202 , F = 10.182, p = 0.000, df = 254

주: p<0.05 : * p<0.01 : **, p<0.001 : ***



- 41 -

우선 F값이 10.182이고, p값이 0.000으로 나타나 본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정된 R2값이 0.202로 나

타났는데, 이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20.2%가 됨을 보

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임원성과급비중은 유의확률이 0.665(p>0.05)로 높게 나타나 5% 유의수준

에서 고객만족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보

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연봉제도입비율의 유의확률도 0.276(p>0.05)으

로 나타나 고객만족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반면, 직원성과급비중은 0.1% 유의수준에서 고객만족도에 양(+)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회귀계수는 0.197으로 직원성과급비

중이 1단위 증가할 때 고객만족도는 0.197 단위만큼 낮아지는 것을 의미

한다. 통제변수 중에는 총정원과 GDP디플레이터가 각각 0.1% 유의수준

과 1% 유의수준에서 고객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

1) 성과연봉제와 1인당 부가가치와의 관계

가. 공기업

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우선 F값이 11.274이고, p값이

0.000으로 나타나 본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정된 R2값이 0.398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유

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회귀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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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만큼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영향분석 (공기업)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p-value)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6968.455 2667.454 　 -2.612 .010

임원성과급비중 1.022 3.584 .036 .285 .776

직원성과급비중 11.360 9.781 .141 1.161 .248

연봉제도입비율 -14.345*** 3.553 -.381 -4.038 .000

ln자산규모 164.596*** 28.592 .701 5.757 .000

ln총정원 -203.201*** 44.195 -.706 -4.598 .000

평균근속연수 -12.489 11.129 -.128 -1.122 .264

GDP디플레이터 61.899* 26.118 .213 2.370 .020

R2 = 0.436, 수정된 R2 = 0.398 , F = 11.274, p = 0.000, df = 109

주: p<0.05 : * p<0.01 : **, p<0.001 : ***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연구대상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봉제도입비율이 0.1% 유의수준에서 1인당 부가가치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회귀계수는 -14.345로

앞서 나온 결과보다 음의 방향으로 값이 더욱 커졌다. 1인당 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는 총정원이 추가되었는

데, 총정원 변수는 0.1% 유의수준에서 1인당 부가가치에 유의미한 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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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우선 F값이 6.271이고, p값

이 0.000으로 나타나 본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정된 R2값이 0.45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회귀모형에 비해 설명력

이 14.4%만큼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영향분석 (준정부)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p-value)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955.504 2552.559 　 -.374 .710

임원성과급비중 -1.989 4.873 -.056 -.408 .685

직원성과급비중 -3.393 5.493 -.088 -.618 .541

연봉제도입비율 -5.721 3.336 -.308 -1.715 .095

ln자산규모 49.455* 22.752 .314 2.174 .036

ln총정원 121.518* 47.841 .314 2.540 .015

평균근속연수 -103.456*** 20.573 -.791 -5.029 .000

GDP디플레이터 13.633 25.712 .071 .530 .599

R2 = 0.543, 수정된 R2 = 0.456 , F = 6.271, p = 0.000, df = 44

주: p<0.05 : * p<0.01 : **, p<0.001 : ***

그런데, 개별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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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연봉

제도입비율의 유의확률은 0.095로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에 비해 더욱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준정부기

관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반발이 공기업보다 더 강할 것

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라는 경영성과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분석결과는 예

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연구대상 준정부기관 중 20개의 기

관의 2013년, 2014년 평가지표가 1인당 부가가치에서 1인당 순사업비로

변경되어 1인당 부가가치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기관의 5

년치 표본을 모두 제외하여 전체 표본수가 45개로 줄어들어서 정확한 분

석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성과연봉제와 고객만족도와의 관계

가. 공기업

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

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우선 F값이 4.734이고, p값이 0.000

으로 나타나 본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정된 R2값이 0.19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

분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회귀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0.9%만

큼 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기존에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직원성과급비중은 유의확률 0.851(p>0.05)

로 영향을 미치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연봉제도입비율은 유의확률

0.011(p<0.05)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GDP디플레이터만이 0.1%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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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3> 고객만족도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영향분석 (공기업)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p-value)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7.721 35.745 　 -1.055 .294

임원성과급비중 .051 .048 .155 1.070 .287

직원성과급비중 .025 .131 .026 .188 .851

연봉제도입비율 -.124 .048 -.285 -2.607 .011

ln자산규모 -.089 .383 -.033 -.233 .816

ln총정원 1.168 .592 .350 1.972 .051

평균근속연수 -.132 .149 -.117 -.886 .378

GDP디플레이터 1.223 .350 .364 3.495 .001

R2 = 0.245, 수정된 R2 = 0.193 , F = 4.734, p = 0.000, df = 109

주: p<0.05 : * p<0.01 : **, p<0.001 : ***

나.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우선 F값이 7.581이고, p값이

0.000으로 나타나 본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정된 R2값이 0.242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유형

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회귀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4.0%만큼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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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고객만족도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영향분석 (준정부)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p-value)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60.845 23.011 　 2.644 .009

임원성과급비중 -.007 .036 -.018 -.204 .838

직원성과급비중 .249*** .051 .415 4.835 .000

연봉제도입비율 .037 .033 .101 1.100 .273

ln자산규모 -.090 .147 -.049 -.614 .540

ln총정원 1.132*** .344 .259 3.289 .001

평균근속연수 -.054 .130 -.034 -.417 .677

GDP디플레이터 .214 .229 .079 .937 .350

R2 = 0.279, 수정된 R2 = 0.242 , F = 7.581, p = 0.000, df = 144

주: p<0.05 : * p<0.01 : **, p<0.001 : ***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연구대상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원성과급비중이 0.1% 유의수준에서 고객만족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회귀계수는 .249로 앞서 나

온 .197보다 값이 더욱 커졌다. 1인당 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는 기존의 GDP디플레이터는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고, 총정원은 마찬가지로 0.1% 유의수준에서 1인당 부가가치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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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의 종합 및 해석

1) 연구가설의 검정결과 종합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연구가설 검정결과 종합

가설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내용 결과

1

전 체

임원 성과급비중

경영성과

양(+)의 영향을

미친다

기각

1-1 1인당부가가치 기각

1-2 고객만족도 기각

2

직원 성과급비중

경영성과 부분채택

2-1 1인당부가가치 기각

2-2 고객만족도 채택

3

연봉제도입비율

경영성과 기각

3-1 1인당부가가치 기각

3-2 고객만족도 기각

4

공기업

임원 성과급비중

경영성과 기각

4-1 1인당부가가치 기각

4-2 고객만족도 기각

5

직원 성과급비중

경영성과 기각

5-1 1인당부가가치 기각

5-2 고객만족도 기각

6

연봉제도입비율

경영성과 기각

6-1 1인당부가가치 기각

6-2 고객만족도 기각

7

준정부

기 관

임원 성과급비중

경영성과 기각

7-1 1인당부가가치 기각

7-2 고객만족도 기각

8

직원 성과급비중

경영성과 부분채택

8-1 1인당부가가치 기각

8-2 고객만족도 채택

9

연봉제도입비율

경영성과 기각

9-1 1인당부가가치 기각

9-2 고객만족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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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해석

연구대상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 유형을 나누어서 각 유형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래의 두 가지 가설만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가설 2-2> 공공기관 직원의 성과급비중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 8-2> 준정부기관 직원의 성과급비중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우선 임원의 성과급비중은 그 어떤 회귀모형에서도 경영성과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대리인 이

론에 따르면 주인인 다수의 국민과 정부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의 임원에 비해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

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성과급이다. 그렇다면 임원의 성과급의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는 높아져야만 하는데, 본 연구에

서 실증 분석한 결과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본 연

구에서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종속변수가 실제로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경영목표로 삼고 있는 경영성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선정한 1인당 부가가치와 고객만족도가 비록 공

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원

들이 해당 지표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다른 성과평가지표가 존재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정치적인 행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이 그 예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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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평

가지표의 비중을 더욱 높이고 그와 연계한 성과급 체계를 운영하면 되지

만 후자의 경우에는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기관의 경영성과와 아

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연봉제도입비율은 그 어떤 회귀모형에서도 경영성과에 유의미

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공기업을 대

상으로 하거나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1인당 부가가치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봉제를 도입하

면 할수록 공공기관의 1인당 부가가치 실적은 나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동기부여 이론 중 Vroom 및 Porter & Lawler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의 노력에 의한 성과에

대해 보상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한 보상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본

인의 업무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수단이라고 생각될 경우 많은 동기부여

가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과연봉의 비중과 개인간 차등폭을 확대하

고 성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하는 등 각종 성과연봉을 적용 받는 직

원의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성과급이라는 보상을 기대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직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성과는 향상되

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와는 정반대로 연봉

제 도입 비율이 높아질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

이에 대한 원인은 공직봉사동기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이

다. 공직봉사동기 이론에 따르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조직에 속

해 있는 사람의 경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성과급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의 효과가 민간조직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한다. 순수 공공조직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성과 기업성 모두 지

니고 있긴 하지만 어떤 공공기관도 그 기관의 순수한 설립목적이 이윤증

대와 같은 재무적인 성과 향상은 아닐 것이다. 공공기관은 반드시 공익

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게 마련인데,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본인이 소속한

기관의 미션과 경영목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직봉사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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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서 높을 것이다. 그리고 재무적 성과

향상이 주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인 업무영역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경우에 자연스럽게 공공

기관의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성과급과 경영성과

의 연계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준정부기관과 연구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회귀모형에서

직원의 성과급비중이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직원의 성과급비중이 높아질수록 고객만족도라는 경영성과는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이는 앞서 연봉제도입비율이 1인당 부가가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직원의 성과급비중이 1인당 부가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직원의 성과급비중이 1인당 부가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

지만 고객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종속변수인 고객만

족도의 성격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공공기관의 경우 고객만족도는 고객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상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직봉사동기와 연관성이 매

우 높다. 즉, 성과급의 동기부여효과에 대한 공직봉사동기의 상쇄효과가

이윤 추구 등 사적인 영역의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에 비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행위의 경우가 더 작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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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순수 공공부문인 정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의 성과급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공공성과 기업

성을 모두 지닌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급의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성과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51개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기로 하였다.

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29개의 총 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

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공공기관 내에서의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임원성과급 비중, 직원성과급 비중, 연봉

제도입비율이라는 세 가지 독립변수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1인당 부가가치와 고객만족도라는 두 가지의 종속변수를 선정하였

다. 연구가설 검정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앞서 우선

각 변수의 기초통계 분석을 한 후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

선성을 진단하였다.

이 때, 연구가설을 총 9개를 도출하였는데, 분석대상에 따라 51개 공공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설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설 3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가설 3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기

본 연구가설 하위에 종속변수에 따라 하위 가설을 2개씩 두었다. 연구가

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16>의 연구가설 중 <가설 2-2>와 <가설 8-2>만 채택되었고, 나머지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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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연구가설 종합

<가설1>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1-1.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1-2.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2> 공공기관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2-1.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2-2.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3> 공공기관의 연봉제도입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2-1. 연봉제도입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2-2. 연봉제도입비율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4>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4-1.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4-2.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5> 공기업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5-1.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5-2.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6> 공기업의 연봉제도입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6-1. 연봉제도입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6-2. 연봉제도입비율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7> 준정부기관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7-1.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7-2. 임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8> 준정부기관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8-1.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8-2. 직원의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9> 준정부기관의 연봉제도입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9-1. 연봉제도입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9-2. 연봉제도입비율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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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원성과급 비중은 두 가

지 종속변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원성과급 비중은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봉제도입비율은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해 오히려 음(-)의 영향을 나타내

었다.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

런데, 연봉제도입비율의 경우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해 음(-)의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원성과급 비

중과 연봉제도입비율은 경영성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반면, 직원성

과급 비중은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의 영향이 예상과는 조

금 다르게 나타났다. 자체수입액 비중이 높은 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기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더 높아서 성과급의 효과가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봉제도입비율의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형

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다수의 준정부기관의 1인당 부

가가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표본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그로인해 1

인당 부가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고객만족도에 대한 직원성과급 비중의 영향의 경우 오히려 준

정부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기업성이 더 높은 공기업

의 경우에 직원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성과가 더 높아야 공공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

만족도라는 종속변수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은 제

공하는 서비스가 각각 다르고 그에 따라 측정하는 고객만족도의 종류도

달라진다. 공기업에 비해 공익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시되는 준정부기관

의 경우 고객만족도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급의 동기부여 효과는

공직봉사동기와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상쇄되는 효과가 덜 한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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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이상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의 도입

및 확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과급 비중과 연봉제도입비

율은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정 영향요인과 경영성과의 종류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도 하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 결과는 앞서

이루어졌던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급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 큰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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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공공기관에서

의 성과급제도는 경영성과와 대체적으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봉

제 도입 비율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고객만족도의 경우 직원 성과급 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즉, 성과급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효

과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

제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만약 성과급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섣불리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공공기관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은 공공부문 부채 증가

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성과급의 효과가 반드시 부

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성과급의 긍정적인 효

과와 관련한 연구결과가 계속 축적되고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공

공기관의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

해 성과급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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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향후 이와 비슷

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독립변수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세 가지 독립변수를 선정하였으나 임원 성과급 비중, 직원

성과급 비중, 연봉제도입 비율만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것은 제한적이다. 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

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최고-최저 등급간 성과급 차

등폭,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 기관별 내부 성과평가제도 운영형태, 균

등하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제외한 실직적인 성과급 비중 등 다양한 영향

요인 들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하여야 한다. 향후 성과급의 효과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상기의 다양한 독립변수의 영향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둘째, 종속변수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측

정할 수 있는 종속변수로 1인당 부가가치와 고객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변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인데, 성과연봉제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영성과를

더욱 잘 나타낼 수 있는 종속변수가 필요하다.

셋째, 내적타당성 문제이다. 독립변수가 아닌 다른 외생변수에 의해 종

속변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인당 부가가치와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요인만을 통

제하였다. 외생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종속변수 값의 변화를 통제하고 종

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요인들이 통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통제변수는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적절

한 수의 통제변수를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외적타당성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323개의 공공기관 중

51개의 공공기관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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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였고, 자료수집의 문제로 인해 연구

대상과 시간적 범위를 더 넓게 잡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

의 결과를 전 공공기관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전 공공기관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다수의 강소형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표본에 포함시켜야 하고,

대상기간도 10년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과급의 운영 등 절차상의 문제나 성과급의 절차와 관련한

직원들의 인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특성에 따라 성과급의

효과가 적을 수는 있지만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기까지의 성

과급 운영 절차가 합리적이고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면 공

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급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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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related pay is regarded as the most typical means

u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Many studies

on impact on business result of this incentive had been done.

However, Different research results exist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incentive. This means that the incentive does not have always

positive impact on business result for some reasons, or it is hard to

analyze accurately effect of pay for performa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ecause the various studies can be derive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researcher or research target.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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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ories and studies related to incentive, especially in the case of

public sector comparing to private sector there is a variety of views

on the effects of the incentive.

In Korea, various studies on the effect of pay for performance in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local government have been made in

the meanwhile. But not enough research about public institution

which has character of both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has been

made. In particular, empirical research is lacking. And th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effect of pay

for performance system on business result in 51 public institution,

from 2010 to 2014.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are the rate of incentive

for executive, the rate of incentive for staff and the introduction rate

of pay for performance, and dependent variables are the added value

per person and customer satisfaction measurement. In order to check

the impa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In most cases, there were no

relevance between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But

some independent variables had an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specific dependent variable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consider all of the various problems and the negative impact that

may be caused by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in pay for

performance system.

In the future,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

public institutions an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growth through

implementing performance related pay policy, many research results

com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need to be accumulated

and then it needs to be discussed gradually and sufficiently among

diverse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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