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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조직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로서 목표

달성과 성과조정의 관계를 밝히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

하는 데 있다. 사실상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제도는 보다 나은 서비스

와 질 좋은 행정을 위한 신공공관리적(New Public Management)

개혁논의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체계에 도입

되어 왔다. 우리나라 역시 2001년과 2006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

한기본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등이 제정되면서 정부부처에

대한 통합적인 성과관리가 시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3년 「정

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평가를 시작으로 2007년 「공

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포

괄적인 성과관리체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조직에서의 성과평가가 조직의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운영을 성과중심의 사후적 통제로 변화시킴으

로서 자율적인 성과향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

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와 달리, 실제 공공부문에 도입된 성과평

가제도는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제약요건들과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Smith, 1995; Kim, P. S.

& K. P. Hong, 2013)

특히 공공조직에 대한 지난 수년간의 성과평가제도의 활용에도 불

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

은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조직들

에 대한 성과평가제도가 잘못 설계되어, 평가도구로서의 실효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적용된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다양한 평가·관리체계의 조정이 계속적으로 있

어왔다는 점에서 평가제도의 모순과 오류는 계속적으로 수정되어왔

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과평가가 운영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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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가대상(기관)들이 평가제도에 전략적으로 대응(strategic

response)함으로서 실제 성과평가과정에 내재된 왜곡과 오류들이 들

어나지 않는 체 외적인 제도 수정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

성이다. 따라서 현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의 제도적 측면과

구분되는 피평가자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제도적 설

계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초점 역시 후

자에 있다.

사실상 그동안 다양한 문헌과 사례들을 통해 성과평가과정에서 발

생하는 피평가자들의 전략적 행위들이 제시된바 있으며, 좁게는 성

과평가 이후 평가지표에만 몰두하는 경향부터 넓게는 차년도 보상

을 위해 올해의 성과를 지연하여 보고하는 현상까지 성과평가과정

에서 다양한 왜곡과 전략적 행위들이 보고되고 있다.(Wilson, 2004)

또한 국내의 문헌들에서도 역시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인지하고 있

는 성과평가의 왜곡과 전략적 행위가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들이 나

타나고 있다.(공동성 외, 2009; 금재덕 외, 2009; 신민철, 2010; 남승

하, 2012; 유승현, 2013)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의 연구들이 공공조직의 성과평가과정에서

의 왜곡과 전략적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례분석이나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공공조직의 성

과평가의 경우 성과와 평가정보에 대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왜곡과 전략적 행위 자체가 때로는 조직의 비효율성과

성과저하의 원인으로, 또 때로는 공공부문의 종사자의 비윤리적·비

도적적 행위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찾아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규범적인 수준에서 강조해온 선순환적인

성과평가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과평가제도의 직접적

인 이해관계자인 피평가자들의 행태(behavior)와 반응(respons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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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이 수

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첫째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어온 전략적 행위

의 유형화 및 매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조직에서도 이러한 전략적 행위(실제적으로 성과조정행위)가 발

생하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Hood(2007)는 성과

평가과정에서의 전략적 행위는 성과측정방식에 따라 달리질 수 있

다고 보면서, 목표달성방식의 성과측정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행위를 톱니효과(ratchet effect), 문턱효과(threshold effect),

그리고 산출왜곡(output distor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실상 세 가지 전략적 행위가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들 모두 목표설정(goal setting)과 달성(targeting)

이라는 기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목표부여방식의 성과평가시스템에서 평가대상자들은 성과계

약을 통해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배분을 시도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배분 중 성과조정행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과는 차별화된 전략적 행위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목표부여방식의 성과평가에서 목표달성도

는 성과조정과 같은 전략적 행위의 중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하여, 공공부문의 성과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행위로서 성과조정행위와 목표달성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둘째는 목표부여방식(target system)의 성과평가시스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목표달성도와 전략적 행위로서 성과조정행위의 관계에

관한 민간부문의 논의를 공공부문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이

론적·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사실상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성과평가 방식의 공공부문에 대한 적용가능성은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제약 요건들과 노정된 한계들로 인해 다양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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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을 받아왔으나(Smith, 1995; Kim, P. S. & K. P. Hong, 2013),

실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단일 사례나 지

각된 공공부문 종사자의 인식수준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어 공공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매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성과평가는 민간조직의 다기간

(multi-period) 성과평가와 달리 (ⅰ) 반복적 성과평가에서 대리인의

평가관련 시계(time horizon)가 짧고 (ⅱ)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의 이

윤과 같은 상위목표가 없어 성과평가체계 내에서의 성과 목표가

모호(goal ambiguity)하고 다양(goal diversity)하다는 점, 그리고

(ⅲ)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목적 다양하고, 이들 목적들이 순차적으

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조직에서의 목표달성도와 전략적

행위로서의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는 민간부분에서의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차별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우리사

회의 공공조직에서 생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

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

가」에 포함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단, 중소형은 제외) 51개 기업

의 2,518개 성과지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2012년이다. 본 연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공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과 전

략적 행위로서의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선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목표”와 “성과달성치”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경영평가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조직 운영의 “성과목표”와 “성과달성치”를 명확하게 문서

화하여 제시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보고-검증-조정’이라는

절차적 특수성을 갖고 있어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조정행

위를 보다 객관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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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의 성

과지표들의 목표달성도는 평균적으로 100%를 상회하는 수준(평균

105.33%)에서 분포되어 있으며, 목표달성도는 연도, 기관유형, 지표

평가방식 등과 같은 지표들의 특성에 따라서는 분포상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으나,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공통지표와 각 기

관별로 다르게 적용받는 개별지표의 구분에 따라서는 식별가능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발생하

는 성과지표들의 성과조정행위는 전체 분석대상 성과지표 중

31.82%에 해당하는 지표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성과조정행위가 발

생한 성과지표의 평균적인 성과조정률은 (+) 3.73%에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적인 수준에서 연도, 기관유형, 평가유형 등

의 요소에서 대체로 (+)방향 성과조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

가대상기관들이 자신들의 성과실적을 경영평가단이 확인한 실적보

다 높게 보고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기할 만 한 점은 목

표달성도와 마찬가지로 성과조정률 역시 평가지표가 공통지표인지

개별지표인지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기관

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공통지표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조정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전략적 행위의 실체적인 모습

으로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들 사이에서는 목표달성도가 낮을수록 성과조정행위가 많

이 나타날 것이라는 민간조직의 다기간 성과계약에서의 이론적 예

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주지할 점은 이러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는 목표달성여

부에 따라 매우 차별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점이다. 다시 말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목표

달성률이 낮을수록 성과조정의 강하게 발생하고 있었는데 반해, 목

표를 달성한 성과지표들 사이에서는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는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성과를 낮추는 성과조정행위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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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는 민간부문의 예측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과 전략적 행위로서의

성과조정행위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차기 목표를 쉽게 달성하

기 위해 당해연도 성과를 낮춰보고할 것이라는 민간조직의 예측과

달리, 공공조직의 경우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성과를 높여 보고하는

행위와 성과를 낮춰 보고하는 행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목표달

성이후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는 양향적인 방향으로 나

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목표달성이후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

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목표달성도와 성과

조정의 관계에 비해 그 강도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 목표달성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목표를 높여 보고하는 성과조정의 유인이 있

으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 정도의 폭은 매우 작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셋째,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

는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가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차별

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로서 성과평가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조직

과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평가활용의 다양성 상황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표가 순차적으로 추구될 수 있어, 평가활용의 목적

에 따라 성과조정의 유인의 방향과 크기는 차별적일 수 있음 제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실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을 활용해 그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목표달성이후에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및 구성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의 하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평가 이해자들의 내외부

적인 성과평판의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ⅰ) 각 기관

이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경영평가를 통해 획득한 점수의 차이, 그리

고 (ⅱ) 경영평가에서의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내부평가는 조직 구성원의 외적보상 뿐만 아니라 내

부평판유지의 도구라는 점에 기인하여 내외평 연계정도와 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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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가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경영평가를 통해 달성한 목표달성도의

차이를 대리지표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

년대비 경영평가 총점이 하락했다는 사실과 내·외부 지표연계율이

강화된다는 사실은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지표들에 있어서 성과를

높여 보고할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평가지표의 목표달성률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는 사실은 목표달성이후에도 성과를 높여보

고할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평가활용의 다양성으

로 인한 목표순차가설을 지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본 연구가 전체 공공기관이 아닌 51개

기관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성과평가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어 분석기간과 대상이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제약된 자료 안에서

도 성과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조정행위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반복적인 성과조정행위가 발견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영평가의 계량평가가 갖고 있는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계량평가의 경우 평가의 방식과 산

식 등의 평가지침이 평가대상기관과 기획재정부의 사전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되어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에 있어서 평가대상기

관들의 평가 산식이나 구성요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원

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영평가에서의 이런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 등의 문제는

설령 해석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성과조정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

황 하에서도 성과조정행위는 평가대상자인 기관과 평가주체인 경영

평가단의 협상과 조정비용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성과평가

의 비용과 비효율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이에 대

한 개선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

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경영평가에서의 계량지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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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각 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의도적으로 유리한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각 기관이나 평가군에 따라

계량지표의 평가방식과 산식에 대한 표준화하는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공조직의 성과평가를 구축함에

있어 공공조직의 내재된 특징을 반영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

서의 성과조정행위는 목표달성도에 따른 차기년도 인센티브와 같은

단기적인 금전적 인센티브에 기인하지 않고 있으며, 목표달성여부에

상관없이(목표달성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조정과 지표에 대

한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차

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공공기관 조직 관리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장

의 짧은 임기와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잦은 순환보직의 문제에 대한

처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공공기관의 경

우 공공기관 경영자들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의 잦은 순환보직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

상화의 중점과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그 문제점이 드러

나고 있다.따라서 짧은 임기와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근시안적 성

과관리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나 혁신적인 조직

개편과 같은 방향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과조정을 통한 평판구축과

같은 전략적 행위에 대한 보다 많은 노력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의 행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과평가시

스템이 갖는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통한 동기유발이라는 매커니즘

을 구축함에 있어서 공공조직 종사자들의 반응행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민간부분의 다기간 성과평가에서의 전략

적 행위이론이 공공조직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공공부

문 종사자들이 갖는 금전적 보상동기 이외의 동기부여 매커니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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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금전적 보상체계가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는 다는 단순한 가정이 공공부문 종사자들

의 근무 동기를 모두 설명할 수 없으며 그들이 갖는 금전적 보상동

기 이외의 승진과 평판 같은 다양한 보상동기와 내재적 보상동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직 구성원의 성과향상에 대한

노력이 조직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하기 위한 내부평가

지표와 외부평가지표의 지속적인 연계강화는 역대응적으로 내부평

가를 위한 성과조정행위가 조직의 성과조정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는 점에서 오히려 성과평가체계에서의 조직구성원의 갖는 지향점과

동기부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와 분석이 바탕이 된 제도 설

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공공

기관에서 산출된 문서에만 의존하고 있어 성과조정발생의 의도성

(on purpose)을 완벽하게 식별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분석대상

의 수와 시계가 다소 짧다는 점, 그리고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전략적 행위의 실제적 모습으로 성과조정행위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성과평가, 전략적 행위, 목표달성도, 성과조정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기업

[학 번] 2009-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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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제도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질 좋은 행정을

위한 신공공관리적(New Public Management) 개혁논의와 함께 다

양한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체계에 도입되어 왔다.(박석희,

2007:11) Osborne & Gaebler(1992:147)가 “결과(성과)를 측정하지

않으면 성공과 실패를 구별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공공부문

에서의 성과평가는 조직구성원들의 노력을 사업이나 과제에 대한

책임성 및 효율성과 연결할 수 있는 기제로 여겨져 오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2001년과 2006년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

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등이 제정되면서 정부부처에 대한

통합적인 성과관리가 시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3년 「정부투

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평가를 시작으로 2007년 「공공기

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포괄적

인 성과관리체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조직에서의 성과평가가 조직의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운영을 성과중심의 사후적 통제로 변화시킴으

로서 자율적인 성과향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

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와 달리, 실제 공공부문에 도입된 성과평

가제도는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제약요건들과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Smith, 1995; Kim, P. S.

& K. P. Hong, 2013)

특히 공공조직에 대한 지난 수년간의 성과평가에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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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조직들에 대한 성

과평가제도가 잘못 설계되어, 평가도구로서의 실효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적용된 성과평가체

계에 대한 역사가 오래되고,1) 그 동안 다양한 평가·관리체계의 조정

이 계속적으로 있어왔다는 점에서 평가제도의 모순과 오류는 계속

적으로 수정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과평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기관)들이 평가제도에 전략적으로 대응

(strategic response)함으로서 실제 성과평가과정에 내재된 왜곡과

오류들이 들어나지 않는 체 외적인 제도 수정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따라서 현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의 제

도적 측면과 구분되는 피평가자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

를 제도적 설계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으며, 본 연구

의 초점 역시 후자에 있다.

사실상 그동안 다양한 문헌과 사례들을 통해 성과평가과정에서 발

생하는 피평가자들의 전략적 행위들이 제시된바 있다. 좁게는 성과

평가 이후 평가지표에만 몰두하는 경향부터 넓게는 내년도 보상을

위해 올해의 성과를 지연하여 보고하는 현상까지 성과평가과정에서

다양한 왜곡과 전략적 행위들이 보고되고 있으며,(Wilson, 2004) 국

내의 문헌들에서도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성과평가의

왜곡과 전략적 행위가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공

동성 외, 2009; 금재덕 외, 2009; 신민철, 2010; 남승하, 2012; 유승현,

2013)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의 연구들이 공공조직의 성과평가과정에서

의 왜곡과 전략적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례분석이나

1) 2007년도 이후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1984년부터 유지되어오던 정부
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와 2004년 도입된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통합된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심사평가제도를 제외하고도 공공부문에 도입된 평가제
도의 역사는 30년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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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공공조직의 성

과평가의 경우 성과와 평가정보에 대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왜곡과 전략적 행위 자체가 때로는 조직의 비효율성과

성과저하의 원인으로, 또 때로는 공공부문의 종사자의 비윤리적·비

도적적 행위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찾아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규범적인 수준에서 강조해온 선순환적인

성과평가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과평가제도의 직접적

인 이해관계자인 피평가자들의 행태(behavior)와 반응(response)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이 수

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실제 우리

나라의 공공부문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구체적으로는 공

공기관 경영평가과정)를 바탕으로 성과평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략적 행위를 객관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조직 성과평

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략적 행위를 탐색해 보고자하며 구체

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2. 연구의 목적

첫째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어온 전략적 행위의 유형화 및

매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조직에서

도 이러한 전략적 행위(구체적으로 성과조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양

한 성과왜곡행태가 제시되었으며, 터널효과, 부분최적화, 근시안적

관리, 성과지표에 대한 집착, 왜곡된 보고, 왜곡된 해석, 전략적 행

태, 경직화 등이 대표적인 행태들이다.(Smith, 1995) 이처럼 다양한

왜곡 행태 중 전략적 행위(gaming)는 피평가자들이 유리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행태를 변화시키는 의도적인 사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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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행위라는 점에서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행위로 구분된다. 특

히 Hood(2007)는 성과평가과정에서의 전략적 행위는 성과측정방식

에 따라 달리질 수 있다고 보면서, 목표달성방식의 성과측정시스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행위를 톱니효과(ratchet effect), 문턱

효과(threshold effect), 그리고 산출왜곡(output distortion)으로 구분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실상 세 가지 전략적 행위가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들 모두 목표설정(goal

setting)과 달성(targeting)이라는 기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목표부여방식의 성과평가시스템에

서 평가대상자들은 성과계약을 통해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

양한 노력배분을 시도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배분 중 성과조정행위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과는 차별화된 전략적 행위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목표부여방식의

성과평가에서 목표달성도는 성과조정과 같은 전략적 행위의 중요요

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며, 공공부문의 성과평

가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행위로서 성과조정행위와 목표달성도

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둘째는 목표부여방식(target system)의 성과평가시스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목표달성도와 전략적 행위로서 성과조정행위의 관계에

관한 민간부문의 논의를 공공부문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이

론적·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사실상 민간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성과평가 방식의 공공부문에 대한 적용가능성은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제약 요건들과 노정된 한계들로 인해 다양한 의

구심을 받아왔으나(Smith, 1995; Kim, P. S. & K. P. Hong, 2013),

실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단일 사례나 지

각된 공공부문 종사자의 인식수준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어 공공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매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성과조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평가과정의 비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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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성과계약이 대리인들의 성과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과조정행위가 갖고 있는 편법성, 비윤리성에

대한 도전적인 접근으로서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조정행위의 발생과

정과 매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오

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에 대한 예측들이 공공부문에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 발생할 수 없다면 그러한 원인과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지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성과평가를 통해

추구되는 목표가 조직과 구성원에 따라 다양하고, 이런 다양한 목표

들이 상호배타적이기 보다는 동시적이고 순차적으로 추구되고 관리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실상 공공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모호하고 다양하다는 견해는 이미 잘 알려진 명제이다.(전영한,

2009) 특히 이러한 목표의 다양성은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체계가 갖

는 성과목표(지표)의 다양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과 조직구성원이 추구하는 성과평가의 활용 목표가 다양

함을 내포하고 있어 성과평가시스템의 작동원리가 성과극대화를 위

한 금전적 보상유인(incentive)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는 차별성이 존

재한다. 더욱이 이러한 공공부문에서 추구되는 다양한 목표와 가치

체계가 순차적이고 동시적으로 관리된다는 주장(Thacher & Rein,

2004)은 민간부분의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성과조정행위의 발생 매

커니즘이 공공부문에서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도와 전략적 행위의

실체적인 모습으로서의 성과조정행위에 대한 차별화된 이론적 예측

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

적용해 봄으로서 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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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과 구성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전략적 행위로서 성과조정행위

가 발생하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목표부여방식에 따른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된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단, 중소형은 제외) 51개 기업을 분석으로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2012년으로 선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 때문이다. 먼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공공기관 경

영평가」를 통해 동일한 성과평가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였다. 정부(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조직하고, 이러한

외부 평가단을 통해 각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경영평가의 기준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지만 동일한 유형 안에서는 같은 방식의

평가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대체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공공조

직에 대하여 동일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그 동안 성과

왜곡과 전략적 행위에 대한 단일사례와 인식조사 위주의 기존 연구

와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의 일반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가 주로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Hood, 2007), 이들에 대한 분

석을 위해선 조직(피평가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목표”와

“성과달성치”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들은 경영평가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조직 운영의 “성과목표”와 “성

과달성치”를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제시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평가



- 7 -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 기관의 성과실적보고서와 정부의 경영평가결

과보고서 등의 자료,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각 조직의 성과지표자료를 구축하여 실증 분

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의 1절에서는 성과관리

체계와 구성요소들의 개념적 구분들을 시도한다. 이는 본 연구의 관

심이 성과측정과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행위행태들에

있으므로, 성과측정과 성과평가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2장의 2절에서는 성과평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기

존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역기능과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기능

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동안 진행된 인식조사 자료에 대한 문허들을

비교평가하여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성과평가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수준을 재생산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생산되

는 성과보고자료(재정성과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공공부

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평가의 역기능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의 3절에서는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왜곡행태로서 전략적

행위에 대한 개념, 유형화, 발생원리 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성과왜곡행태의 발생가능성

을 제시하고, 연구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장의 4절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예측되는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

행위의 관계에 대한 공공부문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공공부문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양자에 관계에 대한 이론적 예측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이 이를 통해 목표달성과 성과조정행위의 관계에 대한 예측

을 위한 가정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다를 수 밖에 없음을 목

표 활용의 다양성과 목표관리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예측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

하기 위하여 자료 및 분석대상에 대한 소개를, 제4장에서는 실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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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가 부

여하는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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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성과평가와 성과평가에서의 왜곡

본 연구의 목적이 공공조직의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현상

으로서의 전략적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먼

저, 공공조직에서 행해지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가 측정-평가-관리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성과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성과관리체계의 구성요소인 성과(측정)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성과관리체계에서의 성과평가과정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성과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성과평가의 중요성

1) 성과와 성과관리체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성과(performance)를 하나의 통일

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성과란 조직 및 그 구성원이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을 위하여 수행

한 업무, 정책 및 활동 등의 계획 또는 목표에 대한 실적과 효과 정

도(Wholey, 1999; 이윤식 외, 2004:1)로 정의되기도 하며, 특별히 영

리를 추구하는 민간조직의 성과는 주로 이익(특히 주주의 이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재무적 측면을 강조할 뿐 민간조직의

모든 차원의 성과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노화준, 2000:3)

조직 혹은 정책(프로그램)의 성과를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성과의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영역

이 다차원(multidimensional)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인데, 이는 대다

수의 학자들이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와 조직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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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데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Quinn & Rourbaugh(1981:131)는 조직효과성 영역을 대

상으로 조직성과에 대한 차원을 구분하고자 시도한바 있는데, 이때

조직효과성에 포함된 영역이 생산성, 효율성, 이익, 품질, 사기(의욕),

성장, 통제, 갈등/통합. 유연성/적응성, 기획과 목적설정, 정보관리와

의사소통, 준비능력, 환경의 이용, 외부평가, 안전성, 인적자원의 가

치, 훈련과 개발의 강조와 같이 17가지에 이른다. 사실상 조직성과

와 관련된 연구들이 조직효과성의 관리영역을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데, 이는 조직효과성이 궁극적인 영향 또는 효과에 기초하여

조직의 목표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가를 보여줌으로

써 조직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도운섭, 2005)2)

성과를 조직효과성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성과가 갖고 있는

모호성을 줄여준다는 장점 때문이지만, 사실상 공공 혹은 비영리 조

직의 성과를 효과성에 바탕을 둔 단순한 생산모형(production logic)

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선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

다.(Radin, 2006) 이것이 공공부문에서 성과를 정의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이다. 다시 말해 공공부문과 비영리 조직의 성과는 효과성

측면에서만 평가될 수 없으며, 공공조직이 추구해야할 가치적 측면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Van Dooren

et al(2010:.16-20)은 성과를 생산과정의 결과로서의 성과

(performance as a the result of a production process)와 공공가

치3)의 실현으로서의 성과(performance as the realization of public

values)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가 주로 생산로짓(production logic)

2) 반면 민진(2003)의 경우 조직효과성은 사후적 성질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전적·
과정적 의미가 내포된 개념이지만, 조직성과는 사후적 성질만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양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Hood(1991)는 공공가치(public value)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자원을 과업활동에 연계해 질 좋은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생산을 강조
하는 가치이며, 둘째는 과정가치로서 불공평, 편견 그리고 왜곡을 예방하는 것을
통해서 정직과 신뢰 그리고 상호의존을 추구하며 정칙하고 열려있는 과정을 강
조하는 가치, 셋째는 권력 가치로 위기에 강력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하는 가치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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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을 둔 투입, 활동, 산출 중심의 성과를 의미한다면, 후자의

경우 조직 및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중심의 성과를 의미한다.

관점 성과의 대상

생산중심

투입중심 투입중의 통제

결과중심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

과정중심 총체적 행동의 집합체 및 생산과정의 결과

가치중심 조직의 가치 / 공공가치 및 사회적 가치

[표 1] 성과에 대한 관점에 따른 성과의 대상

반면 성과의 개념은 성과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

다. 예를 들어 Talbot(2005;494-495)은 성과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관리과정이 아닌 성과의 대상에 따라 성과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

음을 강조하면서, 성과의 대상을 조직(organization), 정책(프로그램,

program), 개인(individual)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

은 성과에 대한 책임성의 분산과 집합이라는 한계를 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조직차원의 성과는 조직의 사업이나 정책에 분산된 책임

성을 집합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시에 성과를

개인수준에서 정의하게 되면, 조직 차원의 성과를 대변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이처럼 성과의 대상과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

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실의 성과관리체계에서는

공사부문을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3Es’4)라고 알려진 기준에 따라 성

과를 구분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동욱(2013:67-68)이 강조

하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의 개념에 대한 접근은 점차

4) 3Es는 다양한 조직이나 기관차원의 성과를 조직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
화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투입중심의 경제성(Economy), 산출중심의 효율성
(Efficiency), 결과(outcomes)중심의 효과(effectiveness)을 일컫는다.(Bouckaert
& Halligan,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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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성과는 투입에서 시작

하여 산출과 결과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신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 폭(span), 그리고 깊이(depth)의 다양성을 갖는

다.(Bouckaert & Halligan, 2007)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성과는 공

공조직이 특정 기간 동안에 성취하거나 달성한 것들 일체를 의미하

며, 이때 성취나 달성의 대상 또는 내용은 3E에서부터 조직의 투명

성과 신뢰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이동욱.2013:69)

한편 이러한 성과 혹은 성과지표가 성과관리체계의 중심적인 도구

라면, 성과평가는 성과관리체계의 중심적인 활용체계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현실의 성과관리체계에서는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양자의

개념이 동일시되기도 하고, 때론 양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사실상 이러한 혼란에는 ‘성과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performance evalu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performance

management 등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 아무런 구별 없이 섞어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성과평

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행위를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연구의

목적상 양자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성과

관리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어 성과평가와 양자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사실상 그동안 성과관리체계5)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정의하고

개념화하려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물론 연구의 목적

과 학자마다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관리체계의 개념을 하

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강조점에 따라

(ⅰ) 성과관리가 체계적 관리과정임을 강조하는 입장, (ⅱ) 성과관리

5) 윤수재(2011)의 경우 성과관리시스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이 성과
관리과정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제도라 측면에서 성과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
의 개염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과관리가 성과계획, 성
과측정, 성과평가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자의 구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하 성과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를 성과관리체계로 구분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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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를 통한 조직이나 정책(프로그램)의 개선과정으로 이해하는

입장, (ⅲ) 그리고 성과관리를 성과정보의 활용을 통한 의사결정과

정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성과관리가 조직의 체계적 관리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

장에서는 주로 목표설정, 지표개발, 성과측정, 결과환류 등과 같은

성과관리가 갖추어야할 관리과정에 관심을 둔다. 예를 들어

Armstrong(2000,2005)은 성과관리란 조직의 공동목표 달성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직과 구성원의 업무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또는 지

원하는 방식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Poister(2003:12)는 성과관리는 조

직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팀 등의 업무 단위들을 보다 높은 성과를

위하여 지도하고, 통제하며, 동작화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성과

관리가 일회적으로 수행되는 과업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임을 강조

하고 있다.

두 번째, 성과관리를 평가를 통한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개선과정

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은 체계적 관리과정중 성과측정과 결과환류의

과정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Marr(2009)

는 전략적 성과관리는 조직의 전반적 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개선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확인·측정·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Cardy & Leonard (2011) 역시 성과관리는 계획된 목적

을 성취하기위한 진행사항을 평가(assessment)하는 과정을 의미하

기 때문에 성과관리는 미래의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체계를 정보 활용과 의사결정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성과의 측정과정을 통해 획득된 자료의 성과

정보로서의 활용가치에 관심을 둔다. 예를 들어 Van Dooren,

Boukaert & Halligan(2010:16-17)은 성과관리는 성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을 둔 일련의 행동들의 집합체로서, 의사결정

(decision making)을 위한 성과정보의 활용과 통합에 대한 관리과정

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McDavid & Hawthon(2006)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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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리는 현재나 미래의 방행에 관해 결정하고 전략적 우선권을 결

과에 연계하는 과정이나 산출물의 증거에 의존하는 조직 관리의 방

식으로 정의하면서, 증거나 사실에 근거해 미래의 조직방향을 결정

하기 위한 조직관리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강조점 학자 연도 성과관리의 개념

체계적 

관리과정

Rogers 1990

성과관리는 조직의 큰 틀을 전체적 전략과 

개별적인 전략들 간의 연계를 통하여 조직 

전반을 관통하는 기획과 점검 과정의 통합과

정

Armstrong
2000

2006

성과관리는 개인, 팀, 과 등 조직구성원의 성

과향상과 이들의 역량을 발전시킴으로서 조

직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가져오는 전략적이

고 통합된 과정

Pollitt 2002

공공부문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를 조직 전체와 개개인의 구체적인 성과목표

로 변화하는 과정 

Poister 2003

성과관리는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팀 등

의 업무 단위들을 보다 높은 성과를 위하여 

지도하고, 통제하며, 동작화 하는 과정으로 

성과관리는 조직성과를 고취시키고 조직구성

원과 조직구성단위의 효과성을 정의해 성과

관리가 일회적으로 수행되는 과업이 아닌 지

속적인 과정

※ (다음페이지에 계속)

[표 2] 성과관리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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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점 학자 연도 성과관리의 개념

평가를

통한 

개선과정

고영선 외 2004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

계하며, 사업을 시행하고,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의사

결정에 환류시키는 것

Cardy 2004

성과관리는 계획된 목적을 성취하기위한 진

행사항을 평가(assessment)하는 과정을 의

미하며, 성과관리는 미래의 성과를 개선시키

기 위해 노력하는 것

Marr 2009

전략적 성과관리는 조직의 전반적 성과, 효과

성,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를 확인·측정·관리하는 것

정보활용 

및

의사결정

McDavid &

Hawthon
2006

성과관리는 현재나 미래의 방행에 관해 결정

하고 전략적 우선권을 결과에 연계하는 정이

나 산출물의 증거에 의존하는 조직관리 (증거

나 사실에 근거해 미래의 조직방행을 결정하

기 위한 조직관리방법) 

Van Dooren,

Boukaert & 

Halligan

2010

성과관리는 성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을 둔 일련의 행동들의 집합체로서, 의사

결정(decision making)을 위한 성과정보의 

활용과 통합에 대한 관리과정의 한 유형

[표 2] 성과관리 개념 정의 (계속)

사실상 위와 같이 성과관리의 개념을 그 강조점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은 미션관리→목표설정→자료→분석→조치 등으로 이어지는 일

반적인 성과관리과정(Positer, 2003:16)에서 어떤 과정과 구성요소들

을 강조하는 지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다시 말해 성과관리과정에서

성과측정체계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성과관리는 정보 활용 및 의

사결정의 관점에서 정의되며, 성과평가체계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평가를 통한 개선과정을 성과관리의 핵심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이상의 성과관리 개념과 성과관리과정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에서의 성과관리의 개념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 6항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데, 동법에 따르며 성과관리란 정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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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

과지표를 수집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이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가장 광의

의 성과관리체계를 성과관리의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성과관리체계

2) 성과평가의 중요성

성과평가와 성과관리의 개념이 이론적 차원이 아닌 실무적인 차원

에서 개발된 사용자이론(theories-in-use)이라는 측면에서 양자의 구

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이동욱, 2013:46) 하지만 대체로 성과관리

와 성과평가의 개념은 차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 이는 성과평가

가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성과관리는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성과를 개선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이미 앞서 [그림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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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양자의 관계를 성과관리 과정상에서 논

리적 선후관계로 파악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과평가를 성과관리의 논리적 선결조건으로 이해하려는 관점

(Reichard, 1998:123)에서 보면, 성과평가는 성과관리의 가장 핵심적

인 구성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성과관리가 기관이나 조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배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기관 스스로가 책

임을 지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성과관리는 크게 평가와 관리

(measurement and management)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와 조치(information and action)의 측면으로

구분된다.(Pollitt and Boukaert, 2004) 이때 성과정보의 획득과정을

성과평가라고 본다면, 성과정보를 이용한 조치는 성과관리의 과정으

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성과평가의 과정이 사전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학자 연도 성과관리와 성과평가의 관계

Reichard 1998 성과평가는 성과관리의 논리적 선결조건

Armstrong 2000

성과평가는 성과관리를 위해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와 

그것이 과연 잘 수행되어졌는 가에 대한 해답의 

기초를 제공

Kamensky & 

Morales
2005 성과관리는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 

Boukaert & 

Halligan
2008

결과 추구와 성과평가에 대한 적절한 관심이 없다면 

공공부문에서 관리를 구상하는 것은 불가능

[표 3] 성과관리와 성과평가의 관계

성과평가의 중요성은 성과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들어난

다. 노화준(2000:3)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아무리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성과정보(성과측정)라 하더라도 성과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활

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할 경우, 성과정보 수집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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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밖

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Julnes(2008:64)는 성과정보의 활용 목적은 주요

사용자와 지식활용의 속성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표 4]

참조) 이때 중요한 점은 성과정보의 활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획

득한 성과정보를 목적에 맞는 평가방식을 통해 활용해야만 성과정

보의 활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확신(reassurance)과 순응

(compliance)를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활용해야 하며, 성과정

보를 활용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선 프로그램의 학습(learning)

과 계몽(enlightenment)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식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과평가의 과정은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한

목적과 활용방식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구분
주요 사용자(Primary audience)

내부 외부

지식활용

속성

도구적 개선(improvement) 책임성(accountability)

비도구적 이해(understanding) 동원(mobilization)

* 출처 : Julnes (2008:64)

[표 4] 성과정보의 활용과 목적

3) 성과평가의 목적

성과평가와 성과관리의 관계를 논리적 선후관계로 분리하는 입장

에서 보면, 성과평가의 목적은 성과평가를 통해 획득된 정보를 성과

관리에 활용하는 데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성과평가의 목적 자체

가 성과관리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평가

의 목적은 좁게는 성과평가를 통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서 일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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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잘 진행되고 있는 지를 알려주는 데 있으며(Hatry, 2006), 넓게는

성과관리를 통한 조치(action)를 통한 조직의 개선과 학습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목적을 갖는다. 예를 들어 Behn(2003:588)은 성과평

가의 목적을 평가, 통제, 예산, 동기유발, 조장, 보상, 학습, 개선이라

는 8가지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목적 중 평가, 통제, 예산

의 경우 성과정보의 획득에 관련된 것이라면, 보상, 학습, 개선의 목

적은 성과평가를 통한 조치(action)로서 성과관리의 목적에 가깝다

고 볼 수 있다.([표 5]참고)

목적
관리자 및 관리행위를 위해 

성과평가가 답할 수 있는 질문들

평가(evaluation) 공공조직이나 기관이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가?

통제(control)
직원들이 올바르게 일하고 있는 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
는 가?

예산(budget)
어떤 사업(program)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 또는 어떤 계획
에 공공재원을 사용해야만 하는가?

동기유발(motivate)
일선 직원, 중간관리자, 민관협력 참가자들, 이해관계인, 시
민들이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동기유
발이 되고 있는 가?

조장(promote)
정치적 감독자, 의회, 이해관계인, 언론 및 여론, 시민들에
게 공공조직이나 기관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시켜나갈 수 있을까?

보상(celebrate)
어떠한 성취나 과업달성이 성공을 축하하기 위안 중요한 조
직적 행사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가?

학습(learn)
왜 어떤 것은 잘 작동하고 어떤 것은 잘 작동하지 못하는 
가?

개선(improve)
성과향상을 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수행해야만 
하는 가?

* 출처 : Behn(2003:588)

[표 5] 성과평가의 8가지 목적

한편 이동욱(2013:71∼74)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성과평

가의 목적이 조직내외부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에 따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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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두 가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Poister(2003:4)는 성과평가의 목적을 공공조직의 성과향상을 통한

목표 또는 결과 달성과 책임성 증대로 구분하고 있으며, Wholey &

Newcomer(1997:98) 역시 성과평가는 공공에 대한 책임성 증대와 사

업의 효과성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과평

가의 목적은 첫째, 조직내부에 초점을 둔 조직성과향상과 둘째, 조

직외부에 초점을 둔 조직책임성 확보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6)

실제 성과평가의 목적을 기술한 문헌들을 보면 조직성과향상과 조

직책임성 중 어느 관점에 초점을 두는 가에 따라 성과평가의 정의

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과평가의 목적을 조직성과향

상에 두는 입장에서 Bruin(2003:3)은 성과평가는 조직의 성과를 보

여줌으로써 효과성이나 효율성, 정당성과 같은 정부활동의 다양한

목표들의 성취를 돕는 중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Hatry(1989)

역시 성과평가는 목적과 목표설정, 사업기획은 물론 정해진 목적 및

목표달성과 성과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조정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개선이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기 위한 활동을 보고 있다. 반

면 성과평가의 목적에서 책임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Ammons(1995:37)는 성과평가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한 감

시를 강화함으로써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

반면 Van Dooren, Boukaert & Halligan(2010:31)은 성과평가 자

체보다는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관리에 관심을 두면서, 성과평가의

목적을 성과관리의 관점(focus)(조직내부 혹은 조직외부)과 지향점

(orientation)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 가지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의 제시한 첫 번째 성과평가의 목적은 학습(learn)인데, 학습 목

적의 주요관심사는 조직내부의 미래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 혹

은 관리능력을 증진시킬 것인가이다. 또한 두 번째 성과평가의 목적

6) Osborne & Plastrik (2000:47) 역시 성과평가의 목적은 성과향상과 책임성부여
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성과평가는 시민이나 고객들이 정부가 창출
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조직이나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게끔 하
는 반면, 관리자들에게 성과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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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떻게 조직내부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할 것인가

의 측면에서 조정과 통제(steer & control)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은 책임성 부여(give account)로 조직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조

직외부와 어떻게 성과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이

다.

관점 지향점 핵심질문 성과관리의 목적

조직내부

변화/미래
어떻게 정책 혹은 관리능력을 

증진시킬 것인가?
학습

(To learn)

통제/현재
어떻게 행동을 조정, 통제할 

것인가?
조정과 통제

(To steer & control)

조직외부 생존/과거
어떻게 성과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책임성부여

(To give account)

* 출처 : Van Dooren, Boukaert & Halligan(2010:31) 수정·보완

[표 6]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관리의 목적

2. 성과평가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성과평가의 순기능

공공조직에서의 성과평가가 조직의 성과향상과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공공조직에 도입

된 성과평가가 조직의 성과와 책임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가에 대한

여러 실증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공공조직의 성

과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에서 생산되는 명확한 성과정보

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공조직에서의 성과

평가의 효과는 주로 공공조직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제약 하에

서도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진행된 몇몇 국내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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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곽채기(2003)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경영편람과 실적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경영목표설정,

경영영향도, 경영진단 및 환류기능 등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

었으며, 실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인식도 경영평가제도

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경영평가제도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근주(2003)는 중앙부처 소속 공

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기관평가제도의 효

과성을 논하고 있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관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기관평가의

운영성과에 대해선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6%로 나타나

상당부분 기관평가제도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정(2005)은 기존의 설문조사방식과 달리 우

정사업 경영평가제도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성과평가

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104개 우체국에 대하 경영성과분석결

과 우정사업평가는 마케팅, 경영혁신, 금융처리생산성 등을 향상시

켰으며, 경영평가제도가 수익성의 향상에도 일정부분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7)

2) 성과평가의 역기능과 왜곡

이처럼 도구적인 측면에서 공공조직에서의 성과평가의 도입이 조

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제라는 점에도 불구하

고, 공공조직에 도입된 성과평가제도가 갖고 있는 역효과에 대한 주

장이 꾸준히 지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공공조직에 있어서 성과평가의 도입에 대한 초기의 비판은 주로

7) 이 밖에도 국내외에 도입된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을 기관평가측면에서 정리한
연구는 박석희(2007)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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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서 개발된 벤치마킹(benchmarking),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d)와 같은 관리기술들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이 기술적 타

당성과 철학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가의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예를

들어 Hakvoort & Klaassen(2007:110)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완전한

공적영역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완전한 사적영역의 경우 민주적 적법성(정책적 합리성)과 법

적 합리성(접근성과 법적평등성)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와 정치라는 전혀 다른 조정 매커니즘이 지배하는 공공

조직에 민간의 관리기술들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

이 존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Neil et al(1992:34)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실세계의 조직은 극단적인 공-사이분법(public-private

dichotomy)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소유권, 거래방식, 경쟁의 형태,

조직의 책임성, 조직내 이질성, 복잡성, 불확실성과 같은 다양한 차

원에 따라 순수공공부분에서 개인적인 민간 기업까지 다양한 연속

선상의 스펙트럼을 갖는다. 따라서 공공부문 안에서도 특정한 조직·

기능·임무에 따라 성과평가의 도입가능성을 제고한다면 그 차이는

최소화될 수 있으며(Lynn, 2007), 실제로 NPM의 영향 아래 영리조

직(for-profit)과 비영리조직(non-profit)의 구분선이 흐려지고 있

고,(Kanter & Summers, 1994:221) 다양한 공공영역에 민간의 관리

기술들이 차용되어 사용되고 있다.(De Brujin, 2007)

공공조직에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또 다른, 그리고 보다 중요한 역효과는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행태(distortion behavior)에 있다. 일반적으로 성과측정에서의

왜곡행태는 조직내의 피평가자들이 평가과정에서 자신들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체의 선택과정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성과평가

에서의 왜곡행태는 조직 내에서 성과측정을 수행하는 행위자들(피평

가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성과정보(성과측정치)를 본

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 수집, 측정되도록 자신들의 행태를 변화시

키거나(altered behavior) 혹은 측정지표(값)자체를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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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orted measure) 의도성을 띈 일체의 전략적 행위로 정의된

다.(Smith, 1995; Propper & Wilson, 2003:252) 특히, 이때 성과왜곡

은 그 행위에 피평가자들의 의도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과

평가에서 발생하는 오류(error)와는 차별된다. 즉, 성과측정과정에서

잘못된 측정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나 성과평가체계의 제도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평가자의

비의도적인 실수로 나타내는 문제와는 구분되며, 피평가자들(ratee)

이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유도하거나, 평가자

들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보여주는 의도성을 내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신민철, 2010:136)

실제로 성과평가의 왜곡행태는 다양한 분야와 국가에서도 보고되

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FBI에서 범죄자 체포율를 성과평가의 기준

으로 도입하자, 경찰들이 심각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자 체포에 집

중하는 경향(Wilson, 2000)이 발생하였으며, 영국의 경우에서도 전국

학력평가(GCSE)에 기초한 학교성과평가를 실시하자 학교에서, 불량

학생들의 퇴출이 증가함으로써 지역범죄율이 증가했으며, 영국의 병

원에서는 성과목표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대기시간이 사용되자(실제

로 대기시간을 4시간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임), 대기시간을 줄

이기 위해 구급차에서 환자를 기다리게 하는 등의(Wilson, 2004:64)

왜곡 현상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과왜곡행태가 문제가 되

는 것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성과관리시스템이 오히

려 조직이 효율성과 장기적으로는 성과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이다.(Poister, 2003:20) 특히 이는 성과측정치와 조

직의 진정한 성과의 관계를 잘못된 인과관계 하에 판단하게 하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Talbot(2005:504)이 강조하는 바

와 같이 조직문화차원에서도 성과평가가 공공서비스의 윤리와 기풍

(public service ethics and ethos)을 훼손할 수 있는 냉소주의와 비

도덕적인 행태를 조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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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3.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현상의 유형화

성과평가에서의 성과왜곡행태가 피평가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정한 결과를 유도하는 등 그 행위에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성과왜곡행태는 다양한 분야와 사례를 통해 그

존재가 들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이는 성과평가에의 왜

곡행태가 단일한 특정 현상으로 규정되기 보다는 피평가자들이 의

도성(목적)에 따라, 그리고 각 분야에 따라 구축된 성과평가의 구조

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몇몇 학자들은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행태에 대한 분류와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는 데, 외국문헌의 경우 Smith(1995), Bruijin(2001),

Hood(2006, 2007), Kelman & Freidman(2009)등이 대표적인 연구들

로 소개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금재덕·이성도(2009), 신민철(2010)

등이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하지만 Hood(2006, 2007)의 분류는 성과

왜곡 행태 중 하나인 전략적 행위(게이밍, gaming)에 대한 재분류라

는 점에서 유형화의 차원이 다소 상이하고9), Bruijin(2001)10)이나

Kelman & Freidman(2009)11)의 분류는 왜곡현상 중 일부에 대한 소

8) 이러한 조직문화적 관점에서의 성과왜곡이 공공서비스의 윤리와 기풍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MacIntyre(1984:107)은 “가장 효율적인 관료는 최고의 배우”일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다.(이동욱, 2013:78재인용)

9) 미리 밝혀두는 바이지만, Hood(2006, 2007)의 성과왜곡행태의 유형화는
Smith(1995)가 제시한 성과왜곡행태 중 전략적 행태(게이밍,gaming)에 대한 분
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Hood(2006, 2007)의 유형화가 성과평가체계에서의
평가주체와 피평가자들 간의 순환적 게임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0) Brujin(2001)은 성과왜곡행태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열외자를 성과측정
이전에 미리 솎아내는 현상으로서 숫자놀음(gaming the number)과 좋은 평가를
낼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현상인 얌체짓(creaming or cherry pick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11) Kelman & Friedman(2009)은 성과측정결과의 개선여부를 기준으로, 성과개선
이 수반되었지만 목표와 수단이 전이되는 경우, 그리고 실제 성과개선 없이 성
과개선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태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성과왜곡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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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화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여기

에서는 다소 나열식이기는 하지만, 성과왜곡행태를 포괄적으로 다루

고 있는 Smith(1995)의 유형을 중심으로 성과왜곡행태를 살펴보고

자 한다.

Smith(1993,1995)는 책임성 확보와 조직통제를 위하여 성과평가에

과도하기 의존할 경우 [표 7]과 같은 성과왜곡행태를 초래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왜곡행태들은 성과관리체계의 잠재적인 역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Smith(1995)가 제시한 성과왜곡행태를 살펴

보면, 먼저 터널효과(현상)를 들 수 있는 데, 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과지표 중에 측정되지 않거나, 혹은 측정될 수 없는 영역은 배제

한 체, 측정된 성과(영역)만을 강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터널

효과(현상)는 넓게는 측정가능성의 문제로 인하여 조직 전체 목표의

문제보다는 지엽적이거나 차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까지도 포함

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금재덕,이성도, 2009)

성과왜곡행태의 두 번째 유형은 부분최적화행태(sub-optimization)

로, 이는 조직이나 기관전체의 목표를 배제한 체, 자신의 부서의 성

과에 만 집중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수준에서는 (중간) 관

리자들이 조직차원의 전략적인 조정이나 협력을 희생한 체 자신들

에게 부여된 협소한 목표달성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특히

실제 성과관리체계에서 관리자들의 조정과 협력은 임무-비전-전략

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로 이어지는 성과전략계획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부분최적화행태는 성과전략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협력

적 조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성과왜곡행태의 유형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혹은 구성원

의 장기적인 목표는 배제한 체 단기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는 근시안

적 관리(managerioal myopia)이다. 특히 Smith(1995)가 강조하는 바

를 조직이 달성하기 쉬운 지표나 달성하기 쉬운 목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
거나 측정목표가 아닌 곳에는 노력을 덜 기울이는 등 전체적으로 자신이 가지
고 있는 노력이나 시간을 성과목표에 최적화하기 위해 분배시키는 현상으로 노
력치환행태(effort subsititution)로 개념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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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일반적으로 성과지표(performanc indicator, 측정값)들은 조

직 활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데 비해, 대부분의 조직은 장기간의 활

동을 통해 결과를 획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과지표들의 경우 현

재 시점에서의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반영하기에는 불완전하다. 하

지만 실제 성과평가가 이러한 불완전한(imperfect) 성과지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면, 피평가자들은 단기적인 성과지표에만 집중하게 되

는 행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지표의 불완전성은 네 번째 성과왜곡행태인 성과지표

에 대한 집착(measure fixation)과도 관련이 있다. 성과평가에 대한

집착행태는 사실상 성과지표가 조직의 목표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반영할 수 없다는 내재적인 한계에 기인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

은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성취할 수 있는 측정지

표에 집중하거나, 혹은 조직의 목표보다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

성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한다. Smith(1995)는 이러한 성과지표에 대

한 집착의 예로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환자서

비스헌장(Patient’s Charter)에 “누구도 수술을 위해 2년 이상을 기

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평가조항이 포함된 이후, 실제 수술을 위해

2년 이상을 기다리는 환자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위해 1

년 이상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가 증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왜곡된 보고(misrepresentation)와 왜곡된 해석

(misinterpretation)은 성과평가 과정에서 측정된 성과지표를 피평가

자의 입장에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성과측정 값 자체

를 변경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특히 Smtih(1995)는 왜곡된 보고나

해석 등의 행태가 민간부분에 비해 공공부문에 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부분의 성과가 주도 재

무적인 성과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공공부문의 성과는 대부분 성과

의 측정뿐만 아니라 발생한 성과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인 판단

(professional judgement)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과왜곡행태의 일곱 번째 유형인 전략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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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ing)와 여덟 번째 유형인 경직화(ossification) 행태는 성과평가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인체계(incentives)와 관련된 왜곡행태로 이해

된다. 특히 전략적 행위는 조직, 기관 혹은 조직의 구성원이 성과평

가과정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벌이는 의도적인 조정행

태 일체를 의미하는 데,12) 이때 성과평가에서의 인센티브 구조가 도

리어 이러한 전략적 행위를 배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통

상적으로 성과관리체계는 성과측정과 성과평가를 연계함에 있어서

성과향상을 위한 유인체계로 인센티브 구조를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피평가자들은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가 자신들에게 유

리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행위를 벌이게 된다. 다

시 말해 피평가자에게 성과향상을 이유로 인센티브 구조(방식)을 사

용하는 것이 피평가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전략적인 행위를 유도하

는 주요한 유인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Bruijn, 2002) 한편,

Smith(1995)는 경직화행태를 성과왜곡행태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

나, 사실상 경직화 행태는 성과평가체계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행태

의 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직화 행태란 한번 도입

된 성과평가 방식과 성과측정 기준들이 잘 변화지 않고 고착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고착화의 이유가 새로운 성과평가 시스

템과 측정방식의 도입을 회피하려는 피평가자들의 행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ood(2006, 2007)는 이러한 전략적 행태를 성과평가의
기준(목표달성, 서열화, 판단)에 따라 5가지 왜곡유형(톱니효과, 문턱효과, 비변
별력, 변동성, 산출왜곡)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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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왜곡행태 의미

터널효과(터널비전,Tunnel vision effect)

측정되지 않은(혹은 측정될 수 없는) 

성과영역의 배제한 체, 측정된 성과만

을 강조하는 경향

부분최적화(sub-optimization)

기관 또는 사업 전체의 성과와는 관계

없이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부서

의 성과에만 집중하려는 경향

근시안적 관리(myopia)
장기적인 목표달성과는 관계없이 단기

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려는 경향

성과지표에 대한 집착(measure fixation)
바람직한 결과보다는 측정지표 자체에

만 집중하려는 경향

왜곡된 보고(misrepresentation)
측정된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보고하는 행위
왜곡된 해석(misinterpretation)

전략적 행태(gaming)
자신들의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

한 의도적 행태를 총칭

경직화(ossification)
성과지표가 지표로서 효용성이 떨어져

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

* 출처 : Smith (1995:283-301) 재구성, 유승현(2013:142) 참고

[표 7] 성과왜곡행태의 유형화

반면, 국내의 성과왜곡행태에 대한 유형화에 관련된 연구들은 다

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성과관리의 부정적 행태를 재구조

화 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금재덕·이성도(2009), 신

민철(2010)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금재덕·이성도(2009:352)

는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의도성 여부에 따

라 구분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현상으로 계량 지표의 지나

친 강조와 전문성 저해, 근시안적 관리유발, 내부관료제의 강화 및

조직의 경화(혁신의 장애물), 상호협조의 저해와 비합리적이 보상체

례를 들고 있으며, 의도한 부정적 효과로 특정성과지표에의 고착,

왜곡된 해석 및 보고, 차선의 추구, 전략적 행위(게임, 목표치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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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설정)로 구분하고 있다.([표 8] 참조)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현상 의도한 부정적 현상

계량지표의 지나친 강조와 전문성 저해

근시안적 관리 유발

내부관료제의 강화 및 조직의 강화(혁신의 

장애물)

상호협조의 저해와 비합리적인 보상체계

특정성과지표에의 고착

왜곡된 해석 및 보고

차선추구

게임(목표치의 하향설정 등)

* 출처 : 금재덕·이성도(2009:352)

[표 8] 의도성에 따른 성과관리 왜곡현상 구분

특히 이러한 시도는 Smith(1995)가 제시한 성과왜곡행태를 의도성

여부에 따라 재분류함으로써 성과관리제도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성과관리의 부정적 효과와 의도성을 포함한 성과왜곡을 보다 명

확히 세분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의도성 여부에 따라 성

과관리의 부정적 효과를 구분하는 것은 의도성 여부에 따른 부정적

효과와 왜곡현상에 선후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Thiel & Leeuw(2002)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성과관리(평가)의

도입에 따라 의도치 않게 성과관리의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

면, 피평가자들 혹은 공무원들은 부정적 효과에 의해 발생할 불이익

을 상쇄하기 위해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왜곡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다.

금재덕·이성도(2009)의 연구가 성과관리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을 비의도적인 부정적 효과와 의도적인 성과왜곡으로

구분하고 있다면, 신민철(2011:41)의 경우는 기존의 성과왜곡의 현상

에 대한 유형화 방식에 대해 첫째,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의미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고, 둘째, 동일한 왜곡

현상이 가져오는 파급효과 역시 측정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과측정체계의 각

과정에 따른 성과왜곡의 재분류를 시도하고 있다.([표 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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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표 및 목표치 

선정
업무수행

자료수

집
분석 및 해석

Smith

(1995)

터널비전(tunnel 
vision)

부분최적화
(sub-potimization)
성과집표에 대한 집착
(measure fixation)

근시안적 
관리(myopia)

전략적 
행위(gaming)

왜곡된 보고 
및 왜곡된 해석
(misinterpreation)

경직화
(ossification)

Hood

(2006)
톱니효과(ratchet)

문턱효과
(threshold)
산출왜곡
(output 

distortion)

Kelman & 

Frideman

(2009)

노력치환
(effort-substitution)

전략적 
행위(gaming)

과대 혹은 
과소보고

(over-reporting)
자료 

비교불가능성
(noncomparability 

of data)

Poister

(2003)

속임수
(cheat
ing)

de Bruijn

(2001)

자료 및 대상 
선별

(cream 
-skimming)

* 출처 : 신민철(2011:49) 수정·재인용

[표 9] 성과측정 단계에 따른 성과왜곡 행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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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현상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과 이익조정행위의 발생

성과평가의 목적이 1차적으로 조직의 성과향상에 있다고 했을 때,

성과향상에 대한 기대는 성과평가를 통한 조직구성원의 행태변화에

있으며, 이러한 행태변화의 핵심을 조직구성원이나 조직(기관)의 동

기(motivation)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때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를 제

고하기 위해 조직은 유인체계(incentive structure)를 설계하게 되며,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목표 달성에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거

나 처벌을 부여하여 성과향상을 유도하게 된다.(Hatry, 1999:162) 이

처럼 조직구성원에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유

발을 시도하는 것은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근거한다. 기대

이론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선호하는 결과를 제공하여 그 결과

에 대한 유의성(valence)를 높이고자 하며, 또한 달성하고자 하는 기

대감(expectancy)을 증가시켜 과업에 임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Vroom, 1964; Porter & Lawler, 1968; 신민

철, 2010:30 재인용)고 본다. 따라서 성과평가과정에서 성과급과 같

은 외재적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이 조직목표달성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하지만 외재적 보상을 통해 동기유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군의

기대이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행정현실에서 외재적 보상이 반

드시 지속적이 동기유발과 성과향상을 답보하는 가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Frey(2001)는 금전적 보상에 근거한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 유발기제들이 오히려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를 억제하는 동기구축(motivation crowding)을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외재적 보상기제들이 성과향

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동기유발을 위한 외재적 보상이 공정한 성과평가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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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조직구성원에게 보상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이익조정(earning

management)과 같은 조직구성원의 왜곡된 전략적 대응 행위의 가

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최병현, 2004) 일반적으로 이익조정이란 사

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되는 데(Schipper, 1989),

이때 현실에서 사용되는 성과급과 같은 외재적 보상은 이익조정의

동기를 유발하는 기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한 성과

평가라 할지라도 조직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이익조정의 숨은 동기

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Watts & Zimmerman(1986)은

이익조정의 동기를 (ⅰ) 경영자가 자신의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이익을 조정한다는 보너스 제도가설(bonus plan hypothesis), (ⅱ)

기업이 부채계약이 위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익조정을 한다는

부채계약가설(debt covenant hypothesis), (ⅲ) 높은 정치적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 이 클 경우 현재의 이익을 미래의 기간에 이연시키

는 조정을 한다는 정치적 비용가설(political cost hypothesis)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외재적 보상(혹은 처벌)이 이익

조정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을 의미하면서도, 외재적 보상의 형

태가 반드시 금전적 보상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외재적 보상에 따른 이익조정이 주로 민간 기업들을 대상

으로 발생한 이론적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부문(공기업)의

조직들에서도 회계이익과 관련된 재무적 성과에서도 이익조정이 발

생하고 있다는 실증연구들(정주희, 2013; 박원, 2013; 박원·김캐영,

2013)은 공공부문에서도 외재적 보상과 관련된 왜곡행위의 발생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2) 목표설정이론(goal-setting theory)과 관료의 대응

목표설정이론은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쉽거나 모호한 목표에

비해 더 나은 업무성과를 이끌어 내는 목표효과(goal effects)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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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이론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어려운 과제나 업무에 대해

목표에 대한 수용도 및 동기를 높여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전영한, 2008:395; Locke & Latham, 2002) Locke &

Latham(2002:706-707)에 따르면 목표설정은 목표의 구체성

(specificity)과 난이도(difficulty)에 따라 성과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때 (ⅰ) 목표가 개인의 선택에 지침을 제공하는 지도적

(directive) 기능 (ⅱ) 쉬운 목표보다는 어려운 목표를 통해 노력을

이끌어 내는 기능(energizing) (ⅲ)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목표가 달

성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하게 만드는 노력의 지속성(persistence)

(ⅳ)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전략의 사용과 발견을 이끄는 간접적인

인지적 기제 등이 성과의 향상을 증진시키는 동기 유발 기제에 해

당한다.

특히 목표설정이론은 이에 대한 다수의 이론적·실증적 연구와 연

구결과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행정현실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성

과평가가 그중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과평가

는 기본적으로 평가주체인 주인과 피평가자인 대리인 사이에 발생

하는 계약(contract)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때 성과계약의 핵

심이 대리인(조직구성원)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설정이론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성과계약에

서의 목표설정은 다음과 같은 제약적인 환경 하에서 피평가자의 왜

곡된 행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는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목표설정의 성과에 대한 영향은 목표의 구체성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직에 (새롭게) 도입된 성과계약

의 구체성과 난이도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대응행태가 달라질 수 있

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Hirschman(1970)은 조직의 운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변

화가 도입될 때, 조직구성원(공공부문의 경우 관료)들의 반응은 순

응(loyalty), 반발(voice), 이탈(exit)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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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조직의 변화에 대해 이탈하지 못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구

성원의 대응행태는 비용을 감수하고도 조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거나, 혹은 변화자체에는 반발하면서도 조직 내에 남아 있는

방법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조직구성원들이 동기유발과 관련하여

조직이 제시하는 목표에 대한 왜곡현상은 변화에 최소한으로 순응

하는 형식을 갖추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기존의 행태를 유지하는 외

부적 순응(disguised loyalty)로 나타나게 되고(최성락 & 이민정,

2008:140), 이때 조직구성원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은 하

지만, 그 행위의 목적은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유발이 아닌 기존 시

스템의 유지에 두게 되는 역기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목표설정에 대한 왜곡적인 행태는 목표와 성과지표의 관계에

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Hood(2006)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성과계약을 맺는 시스템에서는

목표지표의 설정이 조직이나 업무 전체의 성과를 대변할 수 있고,

목표가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는 성과지표를 통해 구

체화 되게 되는데, 이때 선정된 성과지표는 조직의 목표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용되는 성과지

표가 조직이나 구성원의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지

표라면 조직구성원들은 실제 평가자들이 원하는 행태변화가 아닌

왜곡된 행동13)으로 성과지표의 향상을 꽤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le-agent theory)

주인-대리인 이론(이하 대리인이론)은 성과평가(관리)와 유인체계

(인센티브)에 관계에서 발생하는 왜곡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가

장 대표적인 이론이다. 대리인 이론은 기업간의 계약관계에 파생된

13) 물론 이때 왜곡된 행동은 피평가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드는 보다 합리적
인 선택의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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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주인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사결

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데, 이때 양자 간의 발

생하는 정부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이 대리인의 역선택이나 도

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황혜신, 2005:56)

특히 이러한 주인-대리인 문제는 성과평가의 과정에서도 발생하

는데,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주인인 정부(혹은 국

민)과 대리인인 공공기관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대리인으로

서의 공공기관의 경영진과 직원들은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자율

성을 보장받아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대신, 일정

기관동안의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를 성과계약 기준에 따라 평가받

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성과계약하에서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 비

대칭은 성과왜곡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성과평가에서의 정보비대칭의 문제는 성과지표의

선택과정에서의 왜곡행태를 유도한다. 대리인 이론에 따라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위험회피적(risk-averse)이고 노력회피적(effort-averse)인 대리인에

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Indjejikian, 1999, 권대현·박진하,

2011:380)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보우위에 있는 대리인은 성과목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지표선택을 의도적으로 유인하기도 하며, 불완전한 지

표를 사적이익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성과평가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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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 성과평가제도에서의 왜곡행태 실태

1. 성과평가제도에서의 왜곡행태에 대한 인식

1) 성과관리제도 및 성과평가 제도14)

현재 우리나라의 성과평가제도는 2006년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

본법」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부분의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은 1990년대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 NPM)적

개혁과 함께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윤수재(2011:100-101)에 따르

면 우리나라가 정부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국민들의 삶의 수준의 향상함에 따라 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 정부가 만들에

내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둘째는 세

계화와 경쟁시대의 빠른 사회와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정부에 요구되었지만 당시 정부의 현실은 계

획된 예산에 대한 투입중심의 업무관리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양

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1998년 당시

국무조정실에 도입된 기관평가, 1999년 기획예산처의 성과주의 예산

제도, 행정자치부의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목표관리

제, 2003년 기획예산처 주관의 성과목표관리제, 2004년 중앙인사위

원회 직무성과계약제도 등을 차례로 도입하면서 정부조직과 구성원

의 행위양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

별적이고 산발적인 성과관리 방식이 피평가기관과 구성원들의 평가

14) 이 부분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evaluation.go.kr/)와 「정
부업무평가기본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를 위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별도로 「국
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서는 성과주의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성과관리제
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양자의 도입취지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하에
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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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정부는 2006년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통합평가 및 본격적인 성과관리를

도입한바 있다.

다시 말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정운영

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업무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해 지정된 평가대상기

관들은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

질·국민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운행할 것을 명시하

고 있다.

특히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성과관리를 정부업무를 추진함

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

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

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6)으로 정의하

고 있는 것처럼, 성과관리는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

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체계는 평가대상기관에

따라 성과관리의 주기 및 대상, 방법 등이 상이하며, 일부 기관에

대해선 별도의 법률로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계획

→집행·점검→평가→환류로 이이지는 4가지 단계를 공유한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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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2014.02.12.)

[그림 2] 성과관리체계의 개념도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체계가 기본적으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의 내용과 방법은 평가대상기관

에 따라 상이하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조 2에 따르며, 정부

업무평가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

무총리 보좌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된

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공공기관과

함께 개별 법률에 의해 평가가 수행된다는 점에서, 평가대상기관은

크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

관으로 구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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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기관
평가유형 평가내용 평가시행기관

중앙

행정

기관

자체평가
기관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
리과제

중앙행정기관장

특정평가
국정과제(140개)
국정과제 지원평가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

회)

지방

자치

단체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주요 업무, 중점시책 
등 업무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지방자치단체장

합동평가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지자체 고유사무 제외)

중앙행정기관 합동

개별평가

업무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합동평
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
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
행장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

개별 중앙행정기관

공공

기관

개별법률

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 공공기관
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

지정평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
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정부

업무평가위원회 

공동

* 출처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수정·보완 (2013년 기준)

[표 10] 정부업무평가 대상 및 평가개요

또한 평가유형은 평가대상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중앙행정기

관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관리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체평가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

원장 국무총리)가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지

원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평가로 구분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와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소

속기관의 정책 등 주요업무를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에 대해 평가하는 합동

평가, 그리고 각 중앙행정기관이 특정 업무와 시기에 개별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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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개별평가로 구분된다. ([표 10] 참조)

구분
변경
사항

2009 2010 2011 2012 2013 

특정

평가

대상

기관

38개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실 

제외)

38개 

중앙행정기관

38개 

중앙행정기관

40개 

중앙행정기관

(국가과학기술위

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42개 

중앙행정기관

평가

부분

핵심 과제 및

 녹색성장

핵심과제
핵심과제

핵심과제 (1) 국정과제서민생활 

안정과제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2) 국정과제 

지원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부처간 협업도

정책홍보

특정시책

이행관리

일자리창출과제 일자리창출과제 일자리과제

정책 소통, 

홍보

정책소통, 

홍보
정책홍보 정책홍보

국정관리 

역량

정책관리 

역량
정책관리 역량 정책관리 역량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정책 및 민원 

만족도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 출처 : 각 연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표 11]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변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과 그 외의 공공기

관에 대한 평가는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된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나 중앙행정기

관장등이 평가를 담당하지 않고, 외부 기관이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

무화 되어 있는 데, 이는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15)

15)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6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
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제82조 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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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평가 대상 및 공공기관 유형 평가 주관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11)개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국가재정법 기금(64개)
기획재정부정관

(기금운영평가단)

과학기술기본법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 (12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미래부장관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27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23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324개)
안정행정부 장 및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17개)

지방자치단체장

* 출처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개별 법률 (2013년 기준)

[표 12] 개별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평가 대상

2)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가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도

입이전까지 평가대상과 평가수행기관에 따라 다소 산발적으로 운영

되어오긴 하였지만, 이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시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성과관리제도 도입 초기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성과관리제도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 43 -

설계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도입된 2000년대 중후반의 연구들은 주로 성과관제도의 효과와 평

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성과관리제도 도입 초기의 연구들이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소개(제갈돈·송건섭, 2000)나 성공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논의(노화준·노유진, 2004; 송건섭 외,

2007)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같은 일부 성과관리대상기

관에 맞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송희준, 2002)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16), 성과관리제도에 따른 성과평가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들은 각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예를 들어 BSC 등)에 대한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후자에서 언급한 성과관리제도들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부

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성과관리체계가 조직이나

기관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지를 제도수용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제도수용성과 인식이 조직구성원의 행태, 더 나아

가 조직성과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제도들이 갖

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한 연구들이며,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

고 있는 성과평가제도에 내제된 제도설계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BSC제도 도

입의 수용성과 효과성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고 있는 데, 대표적으로

김성수(2006), 장덕희(2006), 하미승·우은정(2007), 국경복(2007)의 연

구들 들 수 있다.

김성수(2006)의 경우 해양경찰청17)의 BSC 도입·운용에 대한 조직

16)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
치의 모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그리고 해외의 성과관리운영사례에 대한 국내
의 선행연구들은 윤수재(2011:34-37)와 윤광재(2007)을 참고 하기 바람.

17) 해양경찰청은 2004년 12월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인
BSC를 구축하여 조직의 미션과 전략의 체계적인 연계와 종합적인 시각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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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307명)의 BSC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바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조직구성

원들의 BSC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한 정도(100점만점에 61.88

점)를 보이고 있으며, BSC 관점 간 분석에서는 이해관계자 관점과

임무수행의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학습 성과 관점에

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갖는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장덕희(2006)는 11개 도시개발공사와 36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담당자 271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지표를

BSC 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후, 각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

이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응답자가 속한 지방공기업의 기업

환경에 따라 BSC 관점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데,

예를 들어 독자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공사의 형태인지,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위·수탁에 의한 관리 운영의 기능을 갖는 공단의 형태

인지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 이들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지표를 도

입하거나 평가과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하미승·우은정(2008)은 4개 중앙부터 공무원 510명을 대상으

로 BSC와 관련된 9개 평가부분의 68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BSC

시스템의 적정성과 성과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구성원의 인식에 있어서 BSC에 대한 이해도(3.65점)에 비

해 BSC 제도의 수용성·지지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

(3.21점)를 받는 데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BSC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의 강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경복 외(2007)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301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의 수용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수준과, 그

영향요인으로서 성과지도(performance coaching)와 지표체계의 연계

성에 대한 인식수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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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수용성은 5점 만점에 3.02(본부소속),

3.24(지방소속), 효과성은 2.94(본부, 지방 모두)에 불과에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다소 낮은 수용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성과지표의 도

출과정에 참여한 구성원에서만 성과지도에 대한 인식이 성과관리시

스템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표체계의 연

계성에 대한 인식은 수용성과 효과성수준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김성수(2006)
해양경찰청 공무원

307명

BSC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만족

학습 성과측면에서 낮은 중요도 

인식

장덕희(2006)

11개 도시개발공사

36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담당자 271명

지방공기업의 기업환경에 따라 

만족도 차이

공사/공단에 따라 서로 다른 평

가체계도입필요

하미승·우은정(2008)
4개 중앙부처 공무원

510명

BSC에 대한 이해도는 높음

BSC에 대한 수용·지지도는 낮음

국경복 외(2007)
국가보훈처 공무원

301명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수용성 

낮음

성과지표도출과정에 참여한 구성

원만 성과지도에 대한 인식이 수

용도에 영향 미침

[표 13]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 (인식연구)

특히 주지할 점은 이상의 연구들이 그 대상이나 방법론이 서로 다

름에도 불구하고, BSC 제도와 같은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공

공부문에서의 수용성이 높지 않다는 공통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는 점이다. 물론 성과관리제도로서 BSC의 도입이 오래지 않아 그

효과성을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조직 구

성원의 수용성이 제도의 안착과 역기능을 줄일 수 있는 기제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 도입된 성과관리 제도들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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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조직문화로서 자립잡고 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이석환(2012)은 2006년부터 14개 지방자

치단체 및 중앙부처의 성과관리 담당공무원 60명과의 인터뷰를 통

해 우리나라 성과관리시스템이 경험하고 있는 7가지 문제점(죄)를

[표 1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성공적 성과관리
주요영역

도적적인 죄
(한국현실의 이슈)

해외 극복사례(미국)

1

최고 관리층의 역할

(올바른 이해와 지지, 

공유)

성과관리를 변화관리로 

인식하지 못한 죄

-New Jersey 주정부의 

Performance Budgeting 

Program에서의 웹사이트 운영 및 

장기간(3년)에 걸친 성과지표 확

정

2
공공부문에 적합한

올바른 결과지표 선정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

을 구분하지 못한 죄 

(Output과 Outcome을 

구분하지 못한 죄)

-North Carolina주 Charlotte 시

의 전략운영계획에서의 결과지표 

구분 및 효율성 분석

지표설정 과정에서 통제

가능성에 너무 지나친 비

중을 둔 죄

-Ohio 주 Dayton 시의 MBUO

(Management By Unreasonable

Objectives)를 통한 혁신관리

-North Carolina주 Charlotte 시

의결과지표 통제불가능성에 대한

정성평가제도

3
조직성과와

개인성과 연계

개인성과평가에서 조직성

과 반영을 통솔범위 원칙

에 기초하여 권한-책임을 

연계시키지 않고 직급에 

따라 전체점수를 비율로 

반영한 죄

-North Carolina주 Charlotte 시

의 PRD (Performance Review &

Development) 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개인의 조직성과 기여 지표

차별화

* 출처 : 이석환 (2012:373), 다음페이지 계속

[표 14]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 47 -

구
분

성공적 성과관리
주요영역

도적적인 죄
(한국현실의 이슈)

해외 극복사례(미국)

4
부서간 협력 및 조정

(조직정렬: Organizational 

Alignement)

부서의 전문성의 본질

과 협력의 문제를 별개

의 것으로 인식한 죄

-미국 연방정부 GPRAMA 하의

System of Key National Indicator 

도입을 통한 부처 간 협력과 조정 

유도

다부처 관련 사업에 복

수의 목

표를 설정한 죄

-미국 연방정부 GPRAMA 하의

OMB의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요구되는 장기목표 관리/Key

National Indicator

5

성과측정정보의 의사결

정

에의 활용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

부서가 사업부서의 성

과관리를 개인평가 도

구로만 인식하여 의회

와의 예산 협상에서 성

과지표를 꺼내놓지 않

은 죄

-미국 연방정부 GPRAMA 하의

성과지표, 산출식, 타당성 근거

보고 의무화/지표의 추이 공개의

무화/시민과 의회 접근성 제고

의무화

-North Carolina주 Charlotte 시의 

사업부서들의 전략운영계획에서의 

성과지표 연계 및 예산요구액보고 

의무화

-New Jersey 주정부의 

Performance Budgeting Program

에서의 Steering Committee에 

OMB Chair와 사업

부서장, 재무처 장관, Govoner's

office 참석

* 출처 : 이석환 (2012:373) 

[표 14]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계속)

3) 성과평가제도에서의 왜곡 행위에 대한 인식의 재분석

성과관리시스템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과관

리체계가 업무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과 조직 내·외부의 책

임성 증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은(Johnsen, 2005)은 상대적으로

동기유인이 적은 공공부분에 있어서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매

력적인 조직 관리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 그 적용범위와 대

상이 확대되고 있다.(신민철, 2010) 하지만 앞선 선행연구들을 통해

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스템이 해외

의 성공사례를 단기간에 빠르게 국내에 이식하려는 시도는 넓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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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은 물론, 근본적으로 제도의 수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금재덕·이성도, 2009; 공동성 외, 2009)

사실상 윤광재(2007)18), 이석환(2012)이 지적한 성과관리제도의 문

제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과관리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상

당부분은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

근 이러한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공부문의 특수성

이 아닌 성과평가제도의 구조적 속성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신민철, 2010) 다시 말해,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전

영한,2004),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같은 공공부분의 특수성이 성과평

가의 공공부문에 대한 수용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측면과 더불어 성

과평가과정에서 내재된 정보 불균형(asymmetric information)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피평가자의 전략적이고 왜곡된 행태 또한 주목하

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행태가 피평가자의 전략적인 행위

(strategic behavior)라는 점에서 왜곡행태를 직접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의 목적이 조직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확보에 있기 때문에(Reichard, 1998:133) 성과평

가과정에서의 왜곡행위는 조직 관리의 비효율성을 차치하더라도 도

덕적·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따라서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제

도 상의 왜곡행태를 찾아내는 것은 민간조직에 비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행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

식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성과왜곡행태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공공부문에의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행태에 대한

대표적인 인식조사는 아래의 [표 15]와 같다. 특히 이들 연구들이

18) 윤광재(2007)는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스템의 문제로 ⅰ) 성과관리 전문인력의
부족과 이로 인한 성과관리시스템의 이해부족, ⅱ) BSC, 근무성적평덩, 다면평
가와 같은 내부평가시스템의 중복적 사용과 이에 따른 업무 부담, ⅲ) 내부평가
시스템과 외부평가시스템의 연계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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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척도나 설문대상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그동안의 문헌연구를 통

해 제시된 다양한 성과왜곡행태(예를 들어 [표 7])가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고 있다는 점에

서 연구의 초점이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헌들

의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공부분에서 성과왜곡행태가 실

제로 일어나고 있는 지, 만약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유형의 왜곡행

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수행된 연구들의 설문척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연구의 분석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원 점수

와 표준편차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연구자(연도) 설문척도 설문방식 설문대상 유효응답자수

공동성 외 (2009) 5점 척도 배포/수거 행정안전부 205명

금재덕 외 (2009) 10점 척도
e-mail 
조사

중앙공무원 518명

신민철 (2010) 5점 척도 배포/수거 중앙공무원 2,095명

남승하 (2012) 5점 척도
배포/수거
인트라넷

경기도
지방공무원
국토해양부

경기도
지방공무원334명
국토해양부320명

유승현 (2013) 7점 척도 배포/수거 중앙공무원
공무원430명
전문가39명

[표 15] 성과왜곡행태에 대한 인식조사 문헌 개요

먼저 5개 문헌의 설문에서 사용된 성과왜곡행태는 총 12개 영역19)

으로 조사 되었는데, 모든 영역에서 보통(50점)이상을 상회하는 결

과를 보이고 있어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성과왜곡행

태가 다소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특히 이들

영역 중에서 성과평가결과의 변동성이 가장 심각한 왜곡문제로 지

19) 성과관리체계나 환류체계와 관련된 4개 영역으로 부분최적화, 조직경직화, 조직
개선, 보상체계, 성과평가체계와 관련된 왜곡행태는 터널현상, 근시안적 관리, 톱
니현상, 문턱효과, 성과의 비변변성과 변동성, 노력치환, 결과왜곡으로 구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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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었는데, 이는 성과결과의 변동성이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약간

만 변동하여도 성과등급이 변하는 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현재 공공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조직 구성

원들의 신뢰성이 낮은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문결과들에 따르면 직접적인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왜곡

경험과 인식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인

식수준이 보통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성과평가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들이 성과왜곡에 대한 유인을 받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개별 문헌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도 동일

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그림 4]) 금재덕·이성도(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업무추진실적, 성과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변형하여 공개·보

고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만 보통이하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모든 연구의 모든 영역에서 보통이상의 인식수준을 보

이고 있다.

* 출처 : 5개 문헌 분석결과의 영역별 평균 

[그림 3] 성과왜곡행태에 대한 공공부분 종사자의 인식수준 (영역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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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과왜곡행태에 대한 공공부분 종사자의 인식수준 (개별문헌별)

2. 공공부문 성과평가에서의 성과왜곡 및 조정 사례

1) 「재정성과보고서」에 나타난 왜곡행태 분석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행태는 각 중앙부처가 국회에 제

출하는 성과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성과관

리체계는 앞서 언급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한 성과평가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증대를 목적 「국가

재정법」에 근거한 재정부분 성과관리체계로 구분되어진다.20) 전자

의 성과평가가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정책평가와 이를 통한 조직개



- 52 -

선에 목적이 있다면, 후자의 성과평가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함으로

써 정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재정부문 성과관리체계에서는 「국가재정법」에 기초하여 각

중앙 부처들은 (재정)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한 성과결과를 별

도의 “성과보고서”로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에 제출(예산부

속서류에 해당)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

한 (재정)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보고서의 상의 오류와 문제점

을 분석한 각 회계연도별 성과보고서 평가결과를 발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를 살펴보면, 총 5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

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각 사업별로 제시하고 있는 데, 이때 성과보

고서 평가의 기준을 크게 성과보고서의 충실도 부족, 성과달성도의

신뢰성 부족, 성과 미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유형으로는 성과

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성과 실적치 누락, 임의적 변경 또는

누락, 성과실적 허위기재,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측정산식 및 근

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도 미흡,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등 총 9가지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표 16] 참조) 따라서 이러한 성과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있

어서 왜곡행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나타나고 있

다면 어떠한 형태로 성과왜곡행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0) 공병천(2012) 이처럼 2원화된 성고관리체계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재
정사업 중심의 성과계획서에서는 관리과제 총액이 기관 전체 예산규모를 반영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을 포함한 성과관리시행계획 역시 예산과의 연
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평가를 위한 계획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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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유형 세부유형

성과보고서의 충실도 부족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성과 실적치 누락

성과달성도의

신뢰성 부족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불일치

임의적 변경 또는 누락

성과실적 허위기재

성과정보의

타당성 부족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측정 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성과목표치의 적절성 부족

성과미흡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도 미흡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2) 수정

[표 16]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유형

먼저 50개의 성과보고서 제출대상 중앙행정기관들이 수립한 성과

전략계획서에 따르면, 총 전략목표의 수는 212개로 구성되어 있으

며, 성과목표는 539개의 목표와 709개의 지표, 관리관제는 2,082개의

과제와 4,87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재정) 성과목표로는 교

육과학기술부가 29개로 가장 많은 목표를 제시하였고, 관리과제는

국토해양부가 221개로 가장 많은 관리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성과관리체계에 따라 작성된 성과보고서에 대한 국

회예산정책처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총 539개의 성과목표 중 22개의

성과목표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2,082개의 관리과제(단위사업

포함) 중에서는 206개의 관리과제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표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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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체계 50개 부처 총수 문제점 지적 사업(%)

전략목표 212 평가대상 제외

성과목표 539 22 (4.08%)

관리과제 (단위사업) 2,082 206 (9.89%)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2) 

[표 17] 성과보고서 분석결과 (2011년도)

또한 성과목표나 관리과제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228건의 사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총 338건의 세부 문제점

이 지적되고 있으며, 아래의 [표 18]는 338건의 지적사항을 세부 항

목별로 구분·정리한 것이다.

먼저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내용은 성과정보의 타당성

부족으로 총 338건의 지적사항 중 60.35%에 해당하는 204건이 성과

정보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성과미흡

(52건, 15.38%)과 기타(예산과다계상 등)(50건, 14.79%)의 문제가 많

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점 세부 문제점
지적
건수

비율(%)

성과보고서의 
충실도 부족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13 3.84
4.73

성과실적치 누락 3 0.88

성과달성도의 
신뢰성 부족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불일치 9 2.66
4.73

성과실적 허위기개 7 2.07

성과정보의 
타당성부족

성과지표의 타당성부족 116 34.31

60.35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31 9.17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보수적으로 낮게 목표를 설정)

57 16.86

성과미흡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도 미흡 20 5.91

15.38
실제적이 사업성과 미흡 32 9.46

기타

예산집행제고 16 4.73

14.79예산과다계상 11 3.25

자율평가 혹은 성과체계미흡 23 6.80

계 338 100(%)

[표 18] 세부 항목별 성과관리상의 문제점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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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과보고서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

여 보면, 성과정보의 타당성 부족 중에서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데, 전체 지적사항의 3분에 1

이상(34.31%)이 지표타당성 문제에 해당할 정도로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지표의 타당성 문제가 빈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

할 점은 전체 성과관리상의 문제점 중 16.86%(57건)에 해당하는 부

문이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에 있다는 점이다. 성과목표치의 적

정성 부족은 성과관리에 있어서 성과목표치를 보수적으로 낮게 설

정함으로써 성과 달성률을 높이거나, 혹은 다음 연도의 성과목표치

를 낮게 잡을 수 근거를 만들어 놓는 행위로 대표적인 성과왜곡행

태의 하나인 톱니현상(ratcheting)21)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관리과제인 「연수원수입대체경비」22)의

경우 과제의 성과지표인 “장기관정 역량향상도”가 2011년도 196%의

성과달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3년 연속 150%가 넘는 높은

성과달성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달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전년도 실적보다도 낮은 수준의 목표를 당

해 연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성과 달성도를 높이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표 19]참조)

21) 톱니효과(ratcher effect)는 성과평가에서 목표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잡는 행위
로, 실제 공공부분 종사자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공동성, 2009; 신민철, 2010; 남승하, 2012; 유승현 2013), 금년도 목표설정
시 내년도의 목표달성성도를 고려하여 다소 보수적인 목표설정 혹은 성관관리
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목표치 수준을 도전적·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경향(금
재덕 외, 2009) 등으로 조사되어 진다. ([부록 1]참고)

22) 2011 행정안전부 성과보고서 관리과제 (Ⅴ-2-일반재정④)에 해당하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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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09 2010 2011

장기과정

역량향상도(%)

(수료 역할 수행도-입교 

역할수행도)

/입교 역할수행도*100

목표 14.6 19.3 23.4

실적 24.3 31.4 46.5

달성률(%) 166 162 196

* 출처 : 행정안전부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p.45), 

         국회예산정책처(2012)(p.161, 재인용)

[표 19] 관리과제 「연수원수입대체경비」의 성과달성 현황

더욱이 성과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르면 성과왜곡행태 중 가장 심각

한 문제인 성과실적의 허위기재도 7건(2.07%)나 발견되고 있다. 예

를 들면 조달청 관리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제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품질관리단 이전 예산 집행률”은 2009년부터 2011년도

까지 모두 100%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동 사업은 2010년도

에 예산현액의 25.2%만 집행되어 74.8%가 이월되었고, 2011년도에

도 예산현액의 34.3%만 집행되고, 시설비 등 약 125억원은 재차 이

월된바 있어, 실제 사업성과와 성과보고서상에 명백한 차이가 발생

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2)23)

이처럼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성과왜곡행태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실제 성과보고서에서 성과왜곡이 일어나고 있

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공공부문에서의 성과평가와 성과관리과정에

서의 성과왜곡행태가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

여주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간접적인 접근방법

에 더해 공공조직의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왜곡행위와

그 양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23) 이처럼 실제 사업성과와 성과보고서상의 차이가 성과 계상시 해당연도의 지출
액 뿐만 아니라 차년도 이월액까지 예산집행액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지적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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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나타난 성과왜곡 및 조정사례 :

감사원 적발 사례24)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성과에 대한 왜곡

및 조정사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도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연보(감사원, 2008)를 통해 공공기

관 방만 경영의 유형 및 건수와 규모를 제시하면서, 「평가 자료의

왜곡 등 경영평가 회피」를 방만 경영 유형의 하나로 분리하고 있

다. 실제로 [표 20]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8년도 감사

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적발된 평가 자료의 왜곡 및 경영

평가 회피 건수는 2008년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적발건수(704건)

의 3%에 해당하는 22건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부당집행규모의

6.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4) 사실상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왜곡과 조작의 사례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정부부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용한 한 보도
자료(머니투데이, 2014.9.25.일자)에 의하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국민총리실이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ⅰ)
성과지표의 목표치 하향설절, (ⅱ) 부적절한 실적의 성과실적에 포함, (ⅲ) 목표
가 달성되지 않을 것을 달성한 것으보 보고, (ⅳ) 법령상 의무사항을 성과지표
로 설정하는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성과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대상기관이라는 점
에서 이하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과왜곡 및 조정사례를 중심으
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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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유형
지적

건수

부당집행규모

(백만원)

방

만

경

영

무분별한 

외연 확대

(Playgro

und)

1.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 수행 및 

  구조조정 미흡
27 16,046

2. 불필요한 자회사 신설 및 민영화 지연 23 2,250

3. 자회사 부당지원 및 감독 소홀 46 123,967

방만한 

기관운영

(Player)

4. 인사제도 및 운영부적정 112 29,766

5. 인건비성 경비 과다 지급 137 501,688

6.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및 

   집행 부정적
21 187,124

7. 계약업무 부당처리 81 39,965

8. 업무추진비 등 예산 부당 집행 74 84,167

외부감독 

및 

통제회피

(Referee)

9. 이사회 부실운영 7 74

10. 평가가료 왜곡 등 경영평가 회피 22 91,131

기타
11. 주기능·주업무 수행 112 151,309

12. 기강해이 등 기타 42 272,577

계 (4대 분야 12개 유형) 704 1,500,064

* 출처 : 공공기관 감사연보 (감사원, 2008, p.80)

[표 20] 공공기관 방만 경영 유형 및 건수와 규모 

특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감사를 통한 적발된 사

항들이 (ⅰ) 성과조작 및 왜곡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ⅱ) 평가지

표의 목표설정 및 운용에 관한 부분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전자의 경우는 경영실적 평가 자료를 작성기준에 맞지 않게 작

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경영평가 결과의 왜곡과 이로 인해 과도한 성

과급이 지급된 경우로서 2007년도에 영업이익을 실제 영업이익에

비해 1조 4,557억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경영평가 점수를 4.136점

으로,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은 79%를 높게 받은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나 영업비용을 실제 영업 비용보다 적게 산정하여 경영평가순

위가 상승하고(14개 해당 평가 직군 중 9위에서 8위), 인센티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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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을 9억 4300만원을 더 지급받은 한국토지공사의 사례가 대표적

인 부정 사례로 볼 수 있다.(감사원, 2008, p.267)25)

또한 후자의 경우는 대체로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목표치를 지나

치게 낮게 설정하여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경우나 경영

실적의 평가지표의 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외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구) 재정경제부의 계획승인은 받은 업무계획

과는 별도로 내부 경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외부 승인계획은 내부 경

영계획 목표의 50% 수준으로 낮게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구) 재정

경제부가 정한 경영목표를 모두 초과달성한 바 있으며, 한국산업단

지공단의 경우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되는 “아파트형 임대공장

운영” 등 4개 평가지표에 대한 목표를 실제 추정치의 70.3%에 불과

하도록 낮게 설정함으로써 경영평가에서 쉽게 점수를 획득하는 편

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 등 보장성 강

화 사업을 추진하며서 보험급여의 확대 효과를 측정하고자 ‘건강보

험의 보장성 강화’지표는 2006년도 경영평가지표에 새로 포함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평가과저에서 해당 지표가 목표치에 달성

하지 미달되었는데도, 이를 평가 지표에서 제외함으로써 평가지표의

연속성과 환류시스템의 저해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26)

25) 이밖에도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연보(감사원, 2008)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
사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여 2005년도 해당 직군의 평가에서 1
위를 차지했으며(재산정시 2위),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2007년도 인력증원 및 호
봉승급들을 인건비에 포함시킴으로서 인건비 인상율을 (+)1.991%에서
(-)7.438%로 낮춰 보고하여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획득한바 있다. 또한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의 경우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을 공사의 지분법손익으로 반영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노동생산성 평가에서 평점 0.958점을
높게 받았으며, 이로 인해 성과상여금 1억 9,300만원을 과다 지급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6) 부가적으로 감사원(2008)은 경영평가 지표 중 “고객만족도”지표와 관련된 부적
정 행위들도 성과왜곡의 행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객만족도” 지표가 설문
조사 자료에 기인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에게 선물
을 지급하거나 일부 대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만족도 조
사를 부당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례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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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할 사실은 이러한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왜곡과 조

정행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평

가대상 기관들의 성과왜곡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이은 2009년도의 22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도 앞서 제시한 사례들과 유

사한 다양한 방식의 성과왜곡행위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수출부문의 적자를 감추

기 위해 수출부문에서 발새어한 급여 등 고정비를 국내부문의 원가

로 전가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345억원의 영업 손실이 난 것을

102억여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력

감축부분에 있어서도 인력감축계획에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설정함

으로써 정규직 감축은 보고된 11.1%가 아니라 실제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2009 한국조폐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보

고서)

또한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해외광구 개발사업의 효율성 평가를 진

행하면서 평가기준에 따란 평가할 경우 ‘0점’이 나오는 평가지표의

환율과 유가를 조작해 가채매장량 환산액을 조정해 점수를 산정했

다. 그 결과 6점 만점 중 3.938점을 얻은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

으며, 이로 인해 경영평가의 총점도 83.158점에서 87.09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인건비 항목에서도 해외에 파견을 가있는 직

원들의 인건비를 총인건비 산정에서 누락하면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2.735%로 계산,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3% 이내를 준수한 것으로

평가해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누락된 해외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해

재산정한 결과 총인건비 인상률은 3.242%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경영실적보고서

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상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모집단에 비해 샘플을 과도하
게 선정한 반면, 사고 사업장의 경우 정산 사업장에 비해 훨씬 적은 표본을 설
정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가 높게 조사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여기
에 조사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고객만족도 저수를 잘 받도록 유도한 행위들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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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소송부채충당금 전입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를 산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정당한 계산보다 노동생산성에서 1.021점,

자본생산성에서 0.784점의 점수를 높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뉴스, 2011.6.28.일자)27)

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나타난 성과왜곡 및 조정사례 :

언론보도 및 의혹들

한편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자 성과를 조작

하고 있다는 의혹은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된 감사원의 적발 사례들이 실제 성과왜곡 및 조정

행위로 드러난 경우인데 반해, 언론에 제시된 내용들이 성과왜곡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

만 감사원을 통해 들어나 성과왜곡 이외에도 다양한 성과왜곡 의혹

이 제기된다는 점은 역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성과왜곡과 조

정행위가 다수 존재할 수 있음을 반증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

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몇몇 성과왜곡 및 조작에 대한 의

혹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6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고 통계 조작 의혹을 받

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범죄를 일으키거나 자살을 위한 가스 사

고를 범죄로 분류하고, 이를 가스사고통계에 소급적용함으로써 가스

사고율을 낮추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1996년 만들어진 규정

에 의해 가스안전공사가 재집계한 가스 사고는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소방방재청이 집계하고 있는 가스 사고는 가스안전공사

의 집계자료보다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앤이타임즈,

2006.10.24.일자)28) 더욱이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통계가

아예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본사가 지사들의 이런 통계 누락행

27) 연합뉴스, 2011,6,28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43299.html)
28) 지앤이타임즈, 2006.10.24.일자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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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인 성과조작 의혹이 불거진바 있다.(SBS 8시 뉴스,

2006.10.22.일 방송분)

또한 2011년도 한국동서발전은 노조와의 모의를 통해 경영평가실

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동서

발전은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 노조와 모의하여 평가실적을 조작하

였는데, 노사는 합의하지도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치 합의한 것

처럼 꾸미기 위해 2011년 12월 임금협약서를 서로 다른 두 개 작성

하여 노사 간 서명을 하였고, 이중 성과연봉제 내용이 제외된 하나

는 회사의 노조구성원에게 배포되는 데 사용되었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다른 하나의 협약서는 기획재정부

제출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구)

민주당 전숙옥의원은 노사의 이러한 행위를 ‘사기’라고 표현하면서,

노조는 실제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의지와 계획에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경영평가를 잘 받아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기 위해 조작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데일리 중앙, 2012.10.17.

일자)29)

29) 데일리중앙, 2012.10.18.일자
(http://www.dailiang.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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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데일리중앙 (2012.10.17.일자)

[그림 5] 언론에 보도된 한국동서발전 이중 임금협약서

한편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연보(2008)를 통해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사용되는 ‘고객만족도’ 지표에 대한

조작의혹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실례로

2010년도 국민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전국 지사를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사

전 홍보활동을 펼치고, 해당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에

서 높은 점수를 줄 것을 회유하는 등의 편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연희 (구) 민주당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기

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맞춰 지사별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선 및 방문활동을 하라는 공문이 공개되었으며, 이를 위

해 해당 고객명단을 지사에 내려 보내는 행위를 통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았다.(한겨례, 2010.10.12.)30) 사실

상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의 편법적 행위는 상당수 지적

30) 한겨례 인터넷판, 2010.10.12.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432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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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 있다. 한 언론보도(국제신문, 2012.11.5일자)31)에 따르면 익명

의 공공기관 관계자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완전한 사기”라고 표현할

정도도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의 득점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점

수를 조작하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객만족도 점수에 대한 조작행위는 간접적으

로 조사대상 고객을 찾아 높은 점수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선물과

같은 직접적인 회유방안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고객만족도 점수를

올리기 위한 편법적인 행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실상 감사원의 공공기관의 감사결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정부당국의 감독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인한 성과왜곡과 조정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조정행위들이 경영평가 과정을 통해 발견되고 수정되

는 정제(filtering) 과정을 뛰어 넘어 경영평가 이후에도 사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실제 공공기관들의 성과왜곡과 조정의 유인

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쉽게 발견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둘째는 성과조정에 대한 유

인이 경영평가의 범주와 상관없이 다양한 지표들에게 발생하고 있

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지표

와 같은 경영효율화 지표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리

더십 분야의 고객만족도 지표까지 모든 평가범주에서 성과조정행위

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조정행위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다양한 평가범주의

지표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1) 국제신문, 2012.11.5.일자,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200&key=20121105.990020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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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와 성과조정행위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행위 중 전략적 행위(gaming)는 가장 심각하

면서도 직접적인 왜곡행태로 이해된다. 이는 전략적 행위가 평가시

스템을 통해 학습된 피평가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면서도, 평

가자들이 찾아내기 힘든 감춰진 행태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략적 행위들은 실제 정책현실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왜곡된 보고

나 해석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왜곡행태들을 수반한다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과 직접성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먼저 성과평가에서의 전

략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며,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 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

성과평가에의 왜곡행태(distorted behavior)가 성과평가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이 갖게 되는 의도성을 띈 일체의 대응행위로 간주될

때, 이러한 왜곡행태 중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행태는 전략적 행

위(gaming)이다.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는 피평가자들의 성과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과정과는 구분되며, 피

평가자들이 좋은 평가결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행태를

변화시키는 의도적인 이익추구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전략적 행위는 피평가자들이 행위에 있어서 의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왜곡 행태(distorted behavior)의 하나로 구분되지만,

성과평가 시스템의 평가주체와 피평가자들 간의 일련의 순환적인

게임(dynamics gaming) 구조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

다.(Courty & Marschke, 2008:904) 다시 말해 성과평가에서의 전략

적 행위는 조직 구성원의 의도적인 왜곡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

주체가 대응방안을 구축할 때 마다 피평가자들은 이에 대응하는 전

략적 행태를 구축함으로써(신민철, 2010) 성과평가시스템을 순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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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에서 역대응적 순환과정(dysfunctional reactions)(Kelman

& Friedman, 2009)으로 변경하게 만드는 일련의 행태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가 직접적이면

서도 심각한 왜곡행태로 간주되는 것은 전략적 행위가 성과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과정에서 파생되는 행태라는

점이다.(이동욱, 2013)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병원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자의 진료대기시간을 축소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는

데, 이때 환자의 진료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은 환자의 병원조직의 서

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영국

의 병원조직에 대해 진료대기시간 축소 목표를 도입한 이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환자를 우선 진료하는 행태가 나타났으며, 재진

환자의 진료대기시간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한바 있다.(Wilson,

2004:64) 문제는 성과평가과정에서는 환자의 진료대기시간만을 성과

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효과들이 성과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 다는 점이며, 의사와 병원경영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과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처럼 성과평가의 전략적 행위는 성과평가과정에서 피평가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조직의 이해

와 목적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성과평가과정의 정상적 작

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신민철, 2010), 피평가자들이 이러한 행위

가 일종의 속임수로 간주될 수 있음(Bothe and Meier, 2000)을 인지

하고 있음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도덕적·윤

리적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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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행위의 유형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과평가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왜곡행태들 중에서도 전략적 행위(gaming)의 문제는 피평가자의

의도성에 기초하여, 성과의 측정-평가-관리(인센티브)로 연결되는

순환적 성과관리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

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과왜곡행태를 성과측정시스템과 성

과평가시스템을 결합하여 이해하고, 이를 통한 성과왜곡행태의 유형

화는 시도한 Hood(2006, 2007)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Hood(2006, 2007)는 성과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행태가 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어떤 방식(method)에 따라 측정하고 판

단하는 가에 따라 성과평가과정에서의 왜곡행태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Hood(2007)는 성과측정시스템을 크게 목표치달성도 방식(target

system), 서열화 방식(ranking system), 판단적 방식(intelligence

system)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과측정방식이 사용될 경우 성과평

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성과왜곡행태를 제시하고 있

다.

먼저 각각의 성과측정방식과 측정방식에 내재된 한계를 살펴보면,

목표치 달성방식(target system)이란 특정 기간 내에 주어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 가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성관관리계획상

의 장기적인 비전, 중기적 전략목표,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목표와

실제 성과간의 차이를 측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목표치 달성방법은 단기적인 성과목표와 실제성과의 관계가

장기적인 미션과 전략목표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단기

적인 높은 목표달성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비전은 달성하지 못

하는 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올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공동성

외, 2009:62) 이러한 문제점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소련을 들 수 있

다. Ericson(1991)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소련의 경우 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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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후 국가경제관리에 있어서 목표치 달성방식을 사용했으며, 실

제로는 개개의 정책·사업들이 목표를 초과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기적인 비전달성엔 실패한 체 국가붕괴로 이어진바 있다. (Bevan &

Hood, 2006:517)

두 번째 성과측정시스템의 유형은 서열화 방식(ranking system)이

다. 서열화 방식은 비교 가능한 성과측정의 결과를 기초로 평가대상

에게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목표달성치 방법과 함께 가장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성과측정방식이다. 공동성 외(2009)에 따르면 서열

화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서열화 방식이 경쟁을 통한 동기

유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관리기법이고, 따라서 평가결과로 나타난

순위가 피평가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성과측정방식에서 서열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해

당 조직문화와의 조응성에 따라 성과측정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협력이 중시되

는 조직에서는 성과에 대한 서열화 방식이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

여 오히려 조직의 성과를 낮출 수 있다는 문제점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판단적 방식(intelligence system)은 측정된

성과자체가 평가결과로 사용되기 보다는 성과측정결과를 의사결정

의 배경정보로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과정보와 다양

한 배경정보를 활용한 종합적 측정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적 방식은 목표달성치 방식이나 서열화 방식에 비해 성

과평가과정이 비정형화 되어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판단적 방식에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장점은 역으로 성과평

가과정에서의 주관성과 비정형성에 따른 투명성이 결여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Hood, 2007:95, 101)

반면, Hood(2007)는 성과평가과정에서 사용되는 성과측정방식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왜곡행태를 톱니효과(ratchet effect), 문턱효과

(threshold effect), 비변별력(불확정성, indeterminacy),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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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atility), 산출왜곡(output distortion) 등 5가지 행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중 톱니효과와 문턱효과는 목표달성치 방식에서 나타

나는 왜곡현상으로, 비변별력과 변동성은 서열화 방식에서 나타나는

왜곡현상으로, 그리고 산출왜곡은 양자 모두에서 발생가능한 왜곡행

태라고 할 수 있다.([표 21] 참고)

먼저 목표달성치 방식에서 나타나는 왜곡현상으로 톱니효과는 성

과평가 과정에서 피평가자들이 목표치를 낮추어 잡는 현상을 의미

하는데, 처음에 너무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게 될 경우 다음 목표설

정시에는 보다 높은 목표치를 요구받게 되고, 피평가자들은 이러한

부담감을 덜기 위하여 처음부터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톱니효과의 반복적인 발생은 조직구성원

의 목표가 하향 조정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조직의 장기적인 비전

와 미션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공동성 외,

2009:63) 심각한 왜곡행태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문턱효과는 피평가

자들이 설정된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수준

에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유승현, 윤기웅, 2009:122)

따라서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치는 목표보다 아주 근소한 상위에

집중되게 되며(예를 들어 목표달성률은 100%를 약간 상위하는 곳에

몰리게 됨), 결국 이는 목표달성치라는 평가방식에 의해 수립된 성

과목표가 성과결과의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

며(Bird et al, 2005:19), 결국 피평가자들이 목표치를 달성할 때 까

지만 동기부여를 받을 뿐 일단 목표가 달성되게 되면 그 업무를 소

홀히 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서열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현상은 크게 비변별력

(불확정성)과 변동성(민감성)을 들 수 있는데, 전자가 성과평가의 결

과가 상하위 순위간의 점수 차이가 미미하여 성과평가결과의 순위

별 구별이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며, 후자는 종합적인 성과평가

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평가결과의 합산과정을 위해 가중치를 설

정하는 과정에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만 변동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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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가의 서열이나 등급이 변하여, 궁극적인 평가결과 또한 급격히

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유승현, 윤기웅, 2009:122, 공동성 외:64)

또한 산출왜곡은 목표치 달성방식과 서열화 방식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행태의 하나로, 피평가자들이 목표치 설정 영역에 포함

되지 않는 다른 중요한 목표를 희생하여 성과측정에 포함된 지표를

극대화 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Courty & Marschke, 2008)32) 다시

말해 조직이나 개인이 맡고 있는 임무중 특정부분이 성과지표로 선

정이 되면, 기존에 성과지표 이외에도 투입되었던 노력(effort)이 성

과지표에만 집중되는 노력배분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노력배분

이 특정 성과에만 집중되어짐으로서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입과 노력

이 사라지는 비효율적 노력배분이 발생하게 되는 왜곡행태가 발생

하게 된다.33)

32) 따라서 실제에서는 산출왜곡(output distortion)은 중요하지만 평가되지 않는 업
무는 소홀히 하면서, 평가되는 지표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결과왜곡”으로 해석되어 지기도 한다.

33) 판단적 방식의 경우 성과평가에 있어서 성과이외의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의 투명성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유승현·
윤기웅(2009:121)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판단적 방식은 장기적인 성과향상을 위
한 전략관리의 방식으로 인지될 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에서 현실에서는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성과측정결과
가 외재적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에서는
목표치 설정방식과 서열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성과평가에서의 왜곡
현상 역시 주로 목표치 설정방식에 따른 톱니효과, 문턱효과, 비변별력, 변동성
등의 문제가 주로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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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시스템 성과왜곡 내용 비고

목표달성 방식
(target system)

톱니효과
(ratchet effect)

목표치 설정자들이 당해 연
도의 관찰된 생산량에 기초
하여 다음 연도의 목표치를 
설정한다고 인식할 경우, 관
리자 또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실제 생산량을 생산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고 하
는 유인이 존재

전략적 행위
(Gaming)

문턱효과
(threshold effect)

관리자 또는 조직구성원들에
게는 설정된 목표치를 초과
하여 달성하기 보다는 최소
한의 수준에서 목표치를 달
성하는데 그들의 노력을 집
중하려는 유인이 존재

산출왜곡
(output distortion) 

관리자 또는 조직구성원들에
게 목표치 설정 영역에 포함
되지 않는 다른 중요한 목표
를 희생하여 목표치가 설정
된 성과측정 지표를 성공적
으로 달성하는데 그들의 노
력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존
재

서열화 방식
(ranking system)

비변별력·불확정성
(indeterminacy)

사용가능한 측정도구들이 순
위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두지 못할 때 발생되는 타당
성 문제의 한 유형

측정의 문제

변동성·민감성
(volatility)

순위시스템 하에서 종합적인 
성과점수를 도출하기 위해 
몇몇 변수들의 성과점수를 
합산할 때 지표의 합산 및 
가중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뢰성의 문제의 
한 유형

산출왜곡
(output distortion) 

관리자 또는 조직구성원들에
게 순위설정에 포함도지 않
는 다른 중요한 목표를 희생
하여 순위설정에 포함되는 
성과측정 지표의 극대화에 
그들의 노력을 집중하여는 
유인이 존재

목표달성도방
식과 서열화
방식 모두에
서 일어날 수
있음.

판단적 방식
(intelligence system)

성과이외의 다양한 관련 정
보들을 포함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정형화되
지 않은 평가방식에 따른 주
관성과 투명성 문제가 있음

* 출처 : Hood (2007, 2008), 유승현·윤기웅(2009), 공동성 외(2009) 재인용

[표 21] 성과측정방식에 따른 성과왜곡과 전략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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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상의 5가지 왜곡행태가 성과측정과 평가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현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서열화 방식에 발생하는 비

변별력이나 변동성의 문제는 성과평가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측

정 및 평과방식의 낮은 신뢰성에 기인한다.(공동성 외:2009,63-64)

따라서 서열화 방식에 따른 왜곡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성과평가

시스템에서의 측정을 보다 정교화 하는 등의 유인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산출왜곡을 포함한 목표치 달성 방식에서 발생하

는 톱니효과와 문턱효과 등의 성과왜곡 행태는 피평가자(평가대상

자, ratee)의 의도성이 포함된 대응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 만약 성과평가과정에

서 왜곡이 발생하고 있고, 평가자(혹은 제도설계자)들은 이러한 왜

곡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평가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시스

템을 도입하려 하지만, 피평가자들이 새로이 도입된 성과평가시스템

하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방안을 강구

하게 되며, 따라서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행태는 개선되기 보다는 감

춰지게 된다.34) 이러한 의미에서 Bevan & Hood (2006:521)는 산출

왜곡과 목표치 달성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톱니효과와 문턱효과 만

을 전략적 행위(gaming)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행태 중 전략적 행위(gaming)의 가장 대

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톱니효과, 문턱효과, 산출왜곡을 보다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34) 공동성 외(2009:65)는 이러한 성과측정과 평가의 순환과정을 “작용-반작용의
계속적인 순환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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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성과평가에서의 목표설정 및 가정

목표설정이론(goal-setting theory)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조직

관리에 있어서 목표설정은 조직성과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성과평가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성과평가를 위한 주인-대리인간의 성과계약은 사실상 이러한

목표설정이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성과평가에서 목표는 성과계약을 맺는 시스템 내에

서의 조직이나 업무 전체의 성과를 대변할 수 정확한 성과지표로

측정될 때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왜곡행태를 방지 할 수 있다.35)

이러한 측면에서 Bevan & Hood(2006:520-521)는 성과측정과 평

가에서 목표달성방식(target system)을 사용함에 따라 전략적 행위

가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목표달성방식에 따른 성과측정

방식이 갖고 있는 제유법적(synecdoche)36) 가정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들에 따르면 목표달성방식을 이용한 성과평가는 목표로 삼고자

하는 성과를 얼마나 잘 측정할 수 있는 가와 관련되어 있는 데, 예

를 들어 [그림 6]에서와 같이 한 조직이나 개인이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조직의 성과목표를 정확하게 반영하

35) 권일웅(2012:117)은 성과지표의 정확성을 무작위적인 오류(random error)가 있
을 때와 체계적인 오류(systematic error)가 있을 경우로 구분하면서, 후자의 경
우 성과지표가 대리인의 다양한 업무중 일부의 업무성과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체계적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의 성과급은 대리인의 업무구성에 왜곡을 가져오
게 되어, 오히려 전체적인 성과를 하락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36) 제유법이란 비유법 중 하나로 사물의 명칭을 직접 쓰지 않고 사물의 일부분이
나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인 대유법(代喩法)의 하나로, 같은 종류의 사
물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들어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두산백과사전) ;
Synecdoche is a word or phrase in which a part of something is used to
represent a whole, or a whole is used to represent a part of something.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 74 -

는 좋은 성과지표( )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의 성과평가

는 주로 조직의 성과목표를 반영하는 “타당한(adequate)” 성과지표

(   )를 활용하게 되며, 여기에는 타당한 수준의 성과지표

(   )가 전체적인 조직의 목표와 임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는 가정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목표달성방식을 이용한 성과평가과정에서 피평가자들

이 전략적 행위를 꾀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자들은 타당한 성과지

표를 이용하여 조직이나 구성원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자들의 목적은 성과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찾아내는 데 있을 것이다.

* 출처 : Bevan & Hood (2005:520) 

[그림 6] 목표설정의 우선순위

그러나 만약 이러한 성과평가시스템 하에서 피평가자들의 전략적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피평가자들은 자신들이 평가에서 유리한 입

장을 취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성과측정의 수정과 변경을 시도하게

되고 이는 평가자들이 타당한 지표로 생각했던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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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성과측정의 타당성을 저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측정 가

능한 자료(data)가 없어 성과측정에 포함되지 못한 영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줄이고, 자신들이 의도한(즉, 자신들에게 유리한) 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들임으로써 성과평가 시

스템의 비효율성을 배가시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Bevan & Hood(2006:521)는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평가에서의 전

략적 행위(gaming)를 “과녁을 뚫었으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hitting the target and missing the point) 반응적 전복행위

(reactive subversion)”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평가자들이 목표설정

과 그 변화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행태변화와 성과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목표달성방식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피평가자들

에 의해 조정된 혹은 감춰진 성과를 통해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게

되며, 이러한 전략적 행위는 구체적으로 톱니효과(ratchet effect), 문

턱효과(threshold effect), 산출왜곡(output distortion)의 형태로 나타

난다.

2) 전략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목표달성도 방식에서 발생하는 톱니현상(ratcheting)은 현재의 성

과를 기준으로 차기의 달성목표를 설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

는 것으로(최병헌·이경태, 2004:295) 성과평가과정에 발생하는 대표

적인 전략적 행위 간주된다.37) 특히 이러한 톱니현상은 크게 톱니원

칙(ratchet principle)과 톱니효과(ratchet effect)로 구분될 수 있는데,

톱니원칙은 당기의 성과를 기준으로 차기의 목표를 설정하는 원칙

(Weitzman, 1980:303)으로, 차기의 목표를 설정할 때 당기의 실적과

37) 물론 톱니현상을 예산(budget)설정과정에서 설명하자면, 전년도 예산 목표와
성과를 반영하여 차기년도 예산 목표를 수립하는 예산의 톱니현상(budget
ratcheting)으로 정의된다.(Leone and Rock, 2002:45) 또한 이러한 현상은 현행
의 성과행위가 차기의 목표출발점에서 맞물려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톱니
(ratch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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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비교하여 당기 목표에서 일정부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

는 방식을 의미한다.

사실상 성과평가과정에서 목표설정시 톱니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성과평가과정이 수반하는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비대칭적 정보

(asymmetric information)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성과평가 과정은

일종의 주인-대리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이때 평가자가 주인

(principal)에 해당한다면, 피평가자는 대리인(agent)에 해당하며, 따

라서 대리인인 피평가자(agent)는 평가자들에 비해 전기나 차기의

성과정보에 대한 정보우위를 가지게 된다.(안태식 외, 2011:187) 따

라서 주인은 이러한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감소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톱니원칙을 적용하게 되며(Chow et

al, 1991), 이를 통해 첫째, 평가자들은 피평가자(혹은 기업)의 참된

능력(true performance capability)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Berliner, 1976), 둘째는 단기성과 지향적인 피평가자 행동을 제어

(Dechow & Sloan, 1991)할 수 있다.

반면, 톱니효과(ratchet effect)는 톱니원칙 하에서 발생하는 성과

조정의 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평가자들은 당해 연도의 높은 성

과는 톱니원칙에 따라 차기년도의 목표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따라

서 차기 목표달성(율)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성과를 조절하고자 하

는 성과조정행위(performance manipulation)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러한 조정행위 일체가 톱니효과에 해당한다.(최성락,2008:141) 따라

서 반복적인 계약(Multi-period contract)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피평

가자는 차기년도에 새로운 계약(목표설정)이 형성될 것이고, 계약(목

표설정)시점에서 평가자가 당해 연도의 성과보다는 더 놓은 성과를

기대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보상극대

화(평가결과의 극대화)만을 생각하고 성과를 최대로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성과조정유인이 발생하게 된다.38)

38) 최병헌(2003:7-8)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예산의 톱니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톱니현상은 최고경영자의 자원배분과정에서 차기 수익성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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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성과평가에서 톱니효과의 발생과정

하지만 성과평가과정에서 톱니효과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톱니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황적인 요인이 필

요한데, 첫째는 평가가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

다는 것이며, 둘째는 차기년도의 해당업무에 대한 계약이 발생할 것

을 대리인(혹은 피평가자가)인 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체가 각 지점에 대해 연말에 각 지점별 성

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했을 때, 톱니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선 먼저 연말에 인센티브에 대한 성과평가가

작년과 동일한 방식(구체적으로는 지난번 평가와 동일한 방식, 동일

한 성과지표를 사용)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을 각 지점에서 알고 있어

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보수주의 속성 때문에 최고경영자
는 이익의 감소시키는 혁신보다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을 기대한다. 또한 경
영자는 인센티브 매커니즘에 연관시켜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효율
성을 높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증가시키는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
면 연구개발비용읙 감소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 단기적인 의사결
정을 할 것인지는 인센티브 매커니즘 하에서 결정된다. 이 경우 예산의 톱니현
상은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경영자의 행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경영자들이 단기적인 성과증가가 미래의 보너스를 감소시킴을 알고 있기
때문디다. 따라서 많은 기존 연구들이 이익에 근거한 보너스 계획이 경영자들의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톱
니원칙하에서는 일시적인 성과(이익)의 증가는 차기 성과가 좋아질 것인지의 여
부에 상관없이 예산목표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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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둘째는 성과평가의 결과가 인센티브에는 적용되기는 하지

만 성과평가의 결과로 해당 지점이 폐쇄되지는 않고, 영업을 계속적

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톱니효과의 발생과 관련된 상황적 요인이 공공조직

의 성과평가과정에서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다기간

의 반복적인 계약(Multi-period contract) 체결은 공공조직의 성과평

가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조직(기관)들은

대부분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서

비스를 대체할 경쟁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인인 정부(혹

은 국민)와 공공기관들은 반복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성과

수준에 상관없이(즉, 낮은 성과를 보인다로 하더라도) 공공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적 요건들은 공공조직에서의

톱니효과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예측가능케 한다.

반면 톱니원칙과 톱니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대체로

Wietzman(1980)의 이론적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Wietzman(1980)은

경영자가 만약 목표대비 성과달성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목표가 지난

해의 성과(실적)에 따라 결정된다면(즉, 톱니원칙이 적용된다면), 경

영자들은 해당 시점의 성과를 감소시킴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

대화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톱니원칙이 적용되는 성과평가

방식에서 경영자들은 당기의 성과를 조정할 유인을 갖게 되면, 이때

이러한 성과조정이 실제 발생한 성과에 대한 왜곡된 보고와 해석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안태식 외(2011:192)이 강조하는 바

와 같이 Weitzman(1980)의 모형의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기업이나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조직

내부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

다는 제약이 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직의 성과평가과

정에서 톱니현상과 톱니효과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서

을 실시한 몇몇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Le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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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2002)의 연구와 최병헌·이경태(2004)의 연구는 민간 기업에 존

재하는 톱니현상과 톱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국내외

연구다. 더 나아가 Leone & Rock(2002)은 기업의 사업부 단위

(business unit)를 대상으로 실제 톱니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지를 실

증분석하면서39), 비대칭적 톱니원칙(asymmetric ratchet priciple)를

제시하고 있다. 비대칭적 톱니원칙이란 당시의 성과가 목표를 초과

한 경우에 차기년도의 목표를 증가시키는 정도보다 당기의 성과가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 차기목표를 감소시키는 정도를 작게 하는 방

법으로, 그들에 따르면 비대칭적 톱니원칙의 적용은 경영자들로 하

여금 지속적인 이익향상을 유도하는 혁신활동을 추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유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실증분

석을 통해서도 목표대비 실적이 동일한 크기의 차이(gap)기 발생하

더라도, 양(+)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음(-)의 차이를 나타낼 때

보다 차기의 목표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최

병헌·이경태, 2004:298 재인용) 특히 Leone & Rock(2002)의 연구에

서 주목할 점은 평가자들이 목표설정과 성과평가 과정에서 경영자

(피평가자)들이 목표를 낮추어 잡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톱니원칙

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략적 대응행위(gaming)로서 성과조정

행위(performance manipulate)를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데 있

다. 다시 말해 Leone & Rock(2002)은 목표설정에서 있어서의 톱니

원칙이 적용될 때 경영자들이 당해 연도의 인센티브(보너스)를 희생

하더라도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성과의 인식을 지연시켜 당해 연도

의 성과를 축소시키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40)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병헌·이경태(2004)의 연구 역시

Leone & Rock(2002)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내 4개 대기업의 418개

사업부를 대상으로 비대칭적 톱니현상과 톱니효과의 발생여부를 실

39) Leone & Rock(2002)의 연구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소속 76개 사업부의 회계자
료 DB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분석시계는 1994년부터 1996년이다.

40) Leone & Rock(2002:45)은 이러한 현상이 Weitzman(1980)의 톱니효과와 유사
하다는 측면에서 톱니효과 가설(ratchet effect hypothesis)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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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석하고 있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Leone & Rock(2002)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사업부에서도 비대칭적 톱니원칙이 적용

되고 있었으며, 특히 성과가 보상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

고 큰 성과를 보인 사업부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을 활용하여 차기

의 목표를 낮추는 성과조정 발생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의 톱니효과에 대한 검증과 달리 공공부문에

서의 톱니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톱니현상의 적용여부만을 실

증적으로 보이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톱니효과의 발생여부를 검증

하기 위해선 민간부분에서 사용되는 재량적 발생액과 같이 성과조

정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성과평가과

정에서는 성과조정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지표들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ee & Plummer(2007)의 경우 1995

년부터 2002년까지의 미국 텍사스 지역의 교육예산을 대상으로 정

부예산 수립 시에도 비대칭적인 톱니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이

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안태식 외(2011), 최연식·황

인이(2012) 등이 공공기관(공기업)의 목표설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톱니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41) 다만 안태식 외

(2011), 최연식·황인이(2012) 등의 연구는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사용

되고 있는 4가지 성과측정 방식(추세치, 베타분포, 목표부여, 목표대

실적)에 따라 톱니현상이 달라지고 있는 지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

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41) 최성락·박민정(2008)의 연구 역시 공공부문에서의 톱니현상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방법을 살
펴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톱니현상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톱니현상
은 일반적으로 당기의 목표와 성과의 관계가 차기년도의 목표설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인데 반해, 이들의 분석대상은 공공부문의 목표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표치와 성과달성 정도에 대한 자료 없이 성과관리제도
의 도입이후 정부부처의 목표치가 낮아졌다는 사실이 톱니현상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톱니현상과 톱니효과는 동일한
현상으로 볼 수 없으며, 선행연구들 역시 이들의 관계를 선후적인 대응관계로
차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톱니효과가 발생하
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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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분석대상 주요결과 비고

국외

Weitzman(1980) 이론연구
톱니원리와 톱니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 제시

이론
연구

Leone & Rock(2002)

민간

톱니현상과 톱니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비대칭적 톱니효과 확인

실증
분석

Bouwens & Kroos (2011) 비대칭적 톱니현상 확인

Lee & Plummer (2007) 공공
정부예산 수립시 발생하는 
비대칭적 톱니현상 확인

국내

최병헌·이경태(2004) 민간
비대칭적 톱니효과 확인
성과를 조정하는 톱니효
과 확인

최성락·박민정(2008) 공공
성과관리 도입 후 목표 
성장률 하향 현상 발견

안태식 외 (2011)
최연식·황인이 (2012)

공기업 목표설정시 톱니현상 발견

[표 22] 톱니현상과 톱니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한편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행위의 두 번째 유형은

문턱효과(threshold effect)이다. 문턱효과는 성과의 분포(distribution

of performance)가 목표 주변에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목표에 대한 성과구축(crowding performance to the

target) 현상을 의미한다.(Bevan & Hood, 2006:521) 다시 말해 문턱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과평가가 비록 피평가자들로 하여금 목

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목표설

정행위가 목표달성에 대한 피평가자들의 기준을 목표달성 자체(예를

들어 목표달성률 100%)에 두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왜곡현상이다.

따라서 피평가자들은 일단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더 이상 해당 지

표(사업)에 더 이상 노력배분을 하지 않게 되며, 피평가자의 입장에

서는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피평가자들의 판단은 결국 [그림 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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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성과분포가 목표 주변에 집중하게 되는 성과구축이 발생하게

만든다.

* 출처 : Bevan & Hood (2005:522) 수정 

[그림 8] 목표에 대한 성과분포

* 출처 : Murphy (2001:251) 수정

[그림 9] 성과와 인센티브의 관계

사실상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구축현상의 원인은 두 가

지로 볼 수 있는 데, 먼저 Murphy(2002:246)는 성과구축현상을 성과

평가시스템이 갖고 있는 인센티브 구조와 연결하여 설명하면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선형적인 인센티브 구조(non-linear incentive

scheme)가 성과구축을 가져온다고 본다.([그림 9]참조) 다시 말해

전형적인 비선형적 인센티브 구조에서는 목표달성 수준 전까지는

인센티브가 성과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피평가자들이 성과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일단 목표에 도달하게 되

면 성과에 대한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

상의 성과향상에 대한 노력유인이 없고, 성과는 목표수준에서 구축

된다는 것이다.

반면 성과구축현상은 앞서 언급한 톱니효과의 파생물로 이해될 수

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평가 과정에서 피평가자들은

차기년도의 목표달성을 고려하여 당기의 성과를 낮추려는 유인을

갖는데, 이때 발생하는 성과의 조정 기준의 하향선(baseline)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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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수준(예를 들어 100%)이 된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톱니효과

가 발생정도와 양태가 커질수록 목표에 대한 성과구축 역시 강화되

게 되는 역기능적 순화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서 만약 평가자들이 성과구축 현상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실적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피평가자들은 이에 대응하여 톱

니효과를 강화하고, 이는 결국 다시 성과구축 현상으로 이어지게 됨

으로써 성과평가에서의 왜곡과 전략적 행위가 배가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그 위험성이 있다.

이처럼 성과평가에서의 문턱효과(성과구축현상)가 성과향상에 대

한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조직구성원이나 피평가자

의 노력 감소를 수반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

증분석이 많은 것은 아니다.42) 하지만 제약적인 수준에서 목표에 대

한 기업의 성과분포를 측정하고, 성과분포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

하는 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Murphy(2002)와

최연식 외(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Murphy(2002)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평가에서의 성

과구축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비선형적인 인센티브 구조에서 찾으

면서, 성과평가의 기준설정방식의 초점을 조직내부에 두는 지 아니

면, 조직외부에 두는 지에 따라 내적기반 성과기준(internally

determined performance standard)와 외적기반 성과기준(externally

determined performance standard)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전자가

성과평가의 기준이 관리적 행위나 전년도 혹은 현재의 성과에 기반

을 두고 만들어 진다며, 후자의 경우 이와 상관없이 다른 조직이나

기관의 성과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 지는 성과기준을 의미한다. 따라

서 Murphy(2002)에 따르면 내적기반 성과기준 하에서는 구성원(피

평가자들) 현재의 인센티브를 증가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유인이

42) 물론 이러한 실증분석의 제약은 앞서 언급한 톱니효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
직 내부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조직내부의 자료를 획득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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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올해의 행동이 내년도의 성과기준에 원치 않는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피하려는 인센티브도 갖기 때문에, 내적기반 성과기준하에

서 구성원들(피평가자)은 기업이 성과를 달성하도록은 노력 하지만,

목표는 초과하도록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인센티브를 극

대화 하게 된다. 반면에 외적기반 성과기준 하에서는 구성원(피평가

자)들은 보상을 완만하게 할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목표로부터 멀리

떨어진(즉, 높은 성과)를 추구하게 된다. Murphy(2002)는 이러한 가

설을 바탕으로 175개 사업체의 성과기준방식의 도입과 인센티브 구

조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직구성원(피평가

자)이 성과기준 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내적기반 성과기준 방식에서

인센티브 구조의 변동이 적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어, 피평가

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상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

를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최연식 외(2012)은 보다 직접적으로 기업의 성과목표와 목표

에 대한 성과분포를 기술적인 수준에서 비교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

구이다. 최연식 외(2012)는 성과평가를 통한 보상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목표에 대한 성과분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4개 공기

업의 9년(1999∼2007년)동안의 성과목표와 실제 성과달성정도를 통

해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목표를 기점으로 한 피평가

자의 비대칭적 노력배분으로 인해 성과분포가 목표보다 약간 큰 수

준에서 가장 높은 단절성을 띄고 있으며.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

용되어 상대평가의 가능성이 높은 공통지표의 경우 단절성이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단절적인 성과분포의 속성은

가중치로 측정한 성과보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는 무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행위의 마지막 유형은 산출왜

곡(output distortion)이다. 일반적으로 산출왜곡이란 산출된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산출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부여하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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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전략적

행위로서의 산출왜곡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인 산출왜곡보다는 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관리자 또는 조직구성원(피평가

자)들이 목표치설정에 포함되지 않는(즉,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목표를 희생하여 목표치로 설정된 성과측정 지표를 달성하는 데 노

력을 집중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유승현, 윤기웅, 2009:122)

Baker(2002:730-731)는 특히 산출왜곡에 있어서의 노력배분의 왜

곡을 강조하면서 성과측정에서의 산출왜곡이란 측정된 성과지표에

대한 구성원의 노력의 효과가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노력의 효과와 부합되지 않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Sloof & Praag(2011)는 산출왜곡이 발생하는 경로를 보다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조직(기업)에

서 성과의 하락이 발생되었다면 대리인들은 두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나는 주인(principle)이 의도한 대로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하거나, 둘째는 대리인(agent)의 입장에서 보다 손

쉽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꾀하는 방법이다.

단편적인 예로 어느 기업이 각 지점(branch)에 대한 성과지표로

고객만족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만약 이 지점의 전년도

평가결과 고객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 지점은 분명 고

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때 지점은 두 가지 선택

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손쉬운 방법은 지점에서 제공

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무료로 상품을 나눠줌으로써 고객만

족도를 제고하는 것이다.43) 문제는 후자의 경우가 지점의 입장에서

는 보다 손쉽게 고객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며, 이

43) 물론 가격을 낮추거나 무료로 상품을 나눠주는 방식은 이렇게 발생한 비용이
고객만족도를 높임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보상보다 높다는 판단이 전제된 행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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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우 “고객만족도”라는 성과지표는 원래 기대했던 성과지표로

서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왜곡된 성과지표에 기

반을 둔 보상체계에서 성과측정치와 기업의 가치, 그리고 보상체계

의 상관성은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성과평가과정에서의 산출왜곡은 <그림 6(p.74)>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주인이 자신의 목표를 알맞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

했던 측정지표(   )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의 기대와 달리 대리인들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성과를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혹은

실제로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사용하여 측정지표를 달

성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실질적인 측정지표(    )의 정확

성을 떨어뜨리게 된다.(Bevan & Hood, 2006:521)

특히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산출왜곡의 문제는 앞서 언급된 톱니

효과나 문턱효과(성과구축)에 비해 보다 심각하고 직접적인 역기능

으로 간주된다. Baker(2002:750)는 인센티브 계약을 사용하는 성과

보상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 문제는 성가측

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noisiness)가 아니라,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왜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처럼 산출왜곡행위가

다른 전략적 행위들에 비해 보다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는 것은 산

출왜곡행위가 직접적으로 조직의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Holmstrom & Milgrom, 1991), 산출왜곡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당사

자 이외에게는 잘 들어나지 않은 숨겨진 행위라는 측면에서 윤리적

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출왜곡의 심각성은 산출왜곡에 대한 실증분석의 어려움

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성과평가의 문제에서 산출왜곡에 대한

증거는 매우 간접적이거나, 단일 사례를 통해 도출되기 때문에 산출

왜곡 행태를 객관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

서 Courty & Marschke(2008)는 성과평가에서의 산출왜곡을 모형화

하고, 일반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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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 성과측정치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관관계

(correlation)의 변화에 주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성과평가에서 사용

되는 성과측정치는 조직의 가치(value, 궁극적 목표)를 반영하는 대

리지표이기 때문에 양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관성을 띌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만약 성과평가 시스템에서 새로운 지표가 도입되

거나, 아니면 지표간의 가중치(weight)가 변경될 경우에 기존에 사

용되던 성과지표와 조직가치 간의 상관성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곧

기존 성과지표에 산출왜곡이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모형을 실제 미국의 직업훈련사업(JTP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에 대한 자연실험설계(natural

experiment)에 적용함으로써 JPTA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에 (약

하지만) 일정수준의 왜곡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Sloof &

Praag(2011) 역시 Courty & Marschke(2008)의 모형을 변형하여 미

국 민간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지표가 왜곡된 지표라는 점을 DID(difference in difference)

방법을 통해 보인 바 있다.

3) 소결 : 성과평가와 전략적 행위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한 비

판적 검토

지금까지의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조직에서의 성과평가는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공부문에서의 성과평가가

공공조직의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운영을 성

과중심의 사후적 통제로 변화시킴으로서 자율적인 성과향상의 기회

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와 이

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들은 공공부문에서의 성과평가의 유용성을

더욱 강조하게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 공공부문에 도입

된 성과평가제도는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제약요건들과 한

계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으며,(Smith,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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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P. S. & K. P. Hong, 2013) 그 비판의 중심에서는 성과평가제

도가 유발하는 전략적 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왜곡 행태들이 놓여있

으며, 이러한 역효과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조직에서의 성과평

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계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재덕·이성도(2009:373)는 우리나라

의 행정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과측정에서 계량화된 수치나 점

수가 강조되는 서열화를 유도하는 평가제도가 ‘비전관리’가 아닌 ‘평

가도구’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공동성 외(2009:61) 역

시 공무원 집단 내에서 업무를 통한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보

다는 평가 자체를 위한 ‘점수관리’의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

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문헌들은 다음과 같은 몇몇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첫째,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

한 처방보다는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다. 물론 그동안의 연구들이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현 성과평가제

도이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를 통해 정책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처방을 도출하는 기

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둘째는 연구의 초점이 주로 성과평가와 관련된 제도설계에 집중되

어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성과평가와 관련된 주요 연

구들이 성공적인 성과관리(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논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성과평가와 관련된 행위자 중

심의 접근에는 다소 소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교적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내에서도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경험하고 인지하고 있는 성과평가에 대한 역기능

과 왜곡수준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인식조사들의 분석결과 성과평가

에서의 왜곡행태를 공공부문 종사자들 스스로가 다소 높다고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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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특히 이들 조

사의 대상이 공공부문 종사자들(공무원 등)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왜곡 행태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더욱이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이익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공

공기관에서도 보상극대화를 위한 (재무적) 이익조정행위가 일부 발

생하고 있다는 실증연구들(정주희 et al, 2013; 박원, 2013; 박원·김

태영, 2013)은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왜곡과 전략적 행

위가 행정현실에 실제화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 다.

셋째는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체,

민간부분에서의 성과평가와 이로 인한 전략적 행위행태에 내재된

가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

된 공공부문의 재무적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들 역시 공공기관(대체

로 공기업)을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적 특성에 대한 강조로 인해 그 분석대상도 (추정된, estimated)

재무적 이익조정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

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기능과 왜곡행태들은 근

본적으로 공공부문이 갖는 조직운영의 철학과 문화에서의 민간부문

과의 차별성(Hakvoort & Klaassen, 2007; Talbot, 2005)에 기인한다

는 점은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행위들을 이해함에 있

어서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민간부문과의 차별화된 특수성을 이해

하는 것인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하에서는 공공부문의 성과평가과

정과 민간부문의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차별성으로

목표다양성과 목표순차가설(goal cycling hypothesis)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표다양성과 목표순차가설을 고려한 공공부문의 성과

평가과정에서의 전략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예측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바꿔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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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전략적 행위로서의 목표설정과

성과조정행위의 관계

1) 성과평가에서의 목표설정과 성과조정행위의 관계

Hood(2006, 2007)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대

표적인 전략적 행위는 톱니효과(ratchet effect), 문턱효과(threshold

effect), 산출왜곡(output distort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이들

세 가지 형태의 전략적 행위는 성과평가의 방법으로서 평가대상자

에게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러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에 따라 평가결과를 결정하는 목표달성방식(target system)에서 나

타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사실상 각각의 전략적 행위가 실질적으

로 드러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톱니효과가 차기년도의 목표설정이 당해 연도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달성한 이후 평가대상자들이 당

해 연도의 성과는 낮춰보고 하려는 성과조정(performance

manipulation)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반면, 문턱효과와 산출왜곡의 경

우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된 목표를 최소

한으로 초과달성하려고 하거나, 특정 목표를 위한 성과지표가 결정

되면 기존의 성과지표에 투입되었던 노력을 새로운 성과지표에만

집중시키는 행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자는 평가대상자들의 노력배

분(effort distribution)의 왜곡이라는 행위로 나타난다. 따라서 후자

는 성과조정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략적 왜곡행위를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Heckman et al, 2011)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실제 목표달성방식을 이용하는 성과평가과

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행위는 주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를 통해 논의되거나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익조정행위(Earning Management)가 대

표적이다. Healy & Walen(1999)은 이익조정행위가 “기업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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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대하여 투자자나 채권자를 오도하거나 회계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재무정보를 변경시켜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익조정행위는

기업 혹은 기업의 관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 위해 행하는

성과조정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조정행위에는 성과

정보에 대한 왜곡된 보도나 의도적인 해석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사실상 민간부분에서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성과조정(이익조정)행

위44)는 평가를 통해 발생하는 대리인의 인센티브와 노력배분의 상

호관계의 균형을 통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Degeorge et al.(1999)는

민간부분의 관리자(executives)들이 두 시점(two-period) 성과계약에

서 (ⅰ) 관리자들의 시계가 상대적으로 주주나 투자자들에 비해 짧

다는 점, 그리고 (ⅱ) 관리자들에 대한 보상(이때 보상은 인센티브와

같은 금전적 보상 이외의 직위유지와 같은 비금전적 보상을 포함)이

기업(혹은 주주)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만약 현재의 이익이 주주나 혹은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이

익보다 낮다면(즉, 기대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관리자들

은 이익조정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이를 위해 차기 연도의 이익을

미리 당겨서 포함하는 등의 방식과45) 같은 이익조정행위를 취하게

된다. 다만 현재의 이익이 예측했던 이익보다 현저하게 낮게 된다

면, 이익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센티브의 크기가 차기년도의 이

익에 대한 부담보다 작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이익조정을 하지

않는 편이 수월할 것이므로, 너무 낮은 수준의 이익발생은 (적어도)

이익조정의 유인이 없다고 본다.

44) 민간부분에서의 성과는 기업 혹은 주주들의 이익이라는 명확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부분의 연구들은 “성과(performance)”보다 “이익(earning)”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45) Degeroge et al(1999)는 이를 미래이익을 미리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borrowing”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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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현재의 이익이 예측되었던 이익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기년도의 이익으

로 남겨둠으로써 차기년도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인 선택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잠재(예측)적 이

익과 이익조정(성과조정)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 10]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46)

※출처 : Degeorge et al.(1999) p. 12 (수정)

[그림 10] 잠재(예측) 이익과 이익조정의 관계

46) 이러한 이론적 예측은 사실상 Wietzman(1980)이 제시한 톱니효과의 연장선상
에 이해될 수 있다. 다만 톱니효과가 반복적인 두시점 성과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조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반해, Degeroge et al(1999)는 반복적인 계약
을 가정하지 않는 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Degeroge et al(1999)는 기대되는
이익의 수준으로 대한 기준으로 (1) 현재보다 높은 성과(to report positive
profits) (2) 현재의 성과를 유지하여 보고하는 방법(to sustain recent
performance), (3) 분석가들이나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을 보고하는 방법
(to meet analysts’ expectation)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한 잠재적이 이익
수준은 일반적인 성과평가에서의 목표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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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의 목표설정과 성과조정의 관계

이처럼 민간부분에서의 목표설정과 성과조정의 관계에 대한 논의

는 목표설정의 달성유무에 따라 성과조정의 양태가 다를 것을 예측

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자(평가대상자)들이 예측하는 성과평가과정

을 통해 얻게 되는 금전적 인센티브의 크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민간조직에서의 목표설정과 성과조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

에 비해 공공조직에서의 목표설정과 성과조정에 대한 논의는 상대

적으로 적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성과평가과정

에서 톱니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실제 톱니원칙이 적용된 성과평가과정에서도 목표설정

에 따른 성과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지(즉, 톱니효과가 존재하는 지)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공공조직에서는 민간부분과 달

리 조직에 주어진 목표가 모호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Chun &

Rainey, 2005), 목표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성과조정행위 자체가 편

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과조정

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를 발견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조직에서의 목표달성과 성과

조정의 관계는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Bohte & Meier (2000)는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는 내재된 성

과(outcome)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목표대치(goal displacement)

와 같은 편법적(cheating) 행위들이 발생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공

공조직에서의 성과평가에서는 성과(outcome)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

문에 산출(output)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공공조직의

종사자들은 주로 사업이나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성과평가

의 대상으로 선택된 산출(output)지표를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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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노력을 투입하게 되며, 결국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가 산출지표

로 대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과지표체계와 인센티브 구조를 이용한 공공부문의 성과

평가체계에서는 목표대치와 같은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며, Bohte &

Meier(2000)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이 주어진 성과(산출)지표를 높

이기 위해 (ⅰ) 목표달성기준을 낮추어 목표달성률을 높이거나

(cutting corners), (ⅱ)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이

용해 성과달성치를 조작하는 방법(lying), (ⅲ) 성과가 낮은 표본은

의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성과달성치를 높이는 방법(biasing

samples)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물론 Bohte

& Meier (2000)이 이러한 행위들을 명시적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행위로 전제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공공조직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전략적 행위들을 발생할 수 있음을 제

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한편 비교적 최근 공공부문에서의 성과목표의 달성정도가 조직의

관리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Meier et

al(2015)은 지금까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성과가 조직의 관리적 의

사결정에 미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

한 관리적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 하지 못하

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공부문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있

어서 해당 조직이 달성한 성과와 그 조직에 주어진 목표와 실제 달

성한 성과와의 차이(performance gap)47)가 관리적 의사결정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Meier et al(2015)이 조직에서의 관리적 의사결

정이 해당 조직이 달성한 성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성과차이

(performance gap)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47) Meier et al(2015)는 목표달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과차이
(performance ga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과차이가 반드시 해
당 조직에 부여된 목표이외에도 다른 조직이나 환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성과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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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Meier et al(2015)은 조직의 관리적 의사결

정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베이지안 의사결정이론

(Bayesian Decision Theory)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조직이

예측하는 성과의 사전적인 기대치(prior expectation)를 해당 조직이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 지가 차후의 공공 조직48)의 관리적 의사결정

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한다.

물론 Meier et al(2015)는 성과차이가 실제 성과가 사전(prior)에

기대된 성과와의 차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기대되는 성과를 정의할

때 (ⅰ) 조직의 과거(전년도) 성과(organizational history as the

prior), (ⅱ) 비슷한 조직들의 성과(효과)(considering peer effect in

prior formation), (ⅲ) 다른 외부적인 환경들(extra environment and

prior formation)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

지만, 사실상 성과차이가 어떤 형태로든 조직이 사전에 달성하고자

기대(예측)되었던 성과와 실제 성과와의 차이49)라는 점에서 성과차

이는 조직이 해당 성과에서 성취한 목표달성정도(goal achievement)

와 차이가 없다.

더욱이 Meier et al(2015)은 공공조직에서의 성과차이(즉, 목표달

성도)가 관리적 의사결정의 중요 요인이라는 점을 뛰어 넘어, 관리

적 의사결정의 양태는 성과차이(목표달성정도)의 방향(direction)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50) 예측하고 있다는 점은 특

48) Meier et al(2015)는 이러한 조직의 관리적 의사결정이 공공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NPM(New Public Management)적 행정개혁과 동조하여 공공
부문에 성과평가 시스템이 대부분이 도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 시민,
여론 모두가 공공부문의 성과와 성과의 증진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측면
에서 공공부문에서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49) Meier er al(2015)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성과차이(performance gap)를
Pt-1-Pt로 정의하고 있다.

50) Meier er al(2015)은 기대이론(prospect theory)은 관리자들은 부의 성과차이와
정의 성과차이를 다르게 취급할 것이라고 제시하는데, 이는 정의 성괓리가 부의
성과차리를 보다 심각하게 고려할 것임. 따라서 하나의 가정은 공공부문에서 부
의 성과차이를 무시하고, 부의 성과차이만을 관심을 두기도 함. 하지만 민간부문
에서는 부의 성과차이를 중요한 관리적 의사결정요인으로 고려(전략의 도구 등)
함으로 양자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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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만하다. 다시 말해 해당 조직의 관리적 의사결정은 해당 조직

이 성과목표를 초과해서 달성하였는지, 혹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데, 만약 조직의 성과가 기대

했던 성과를 초과로 달성한 경우(목표를 초과로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관리자는 초과된 성과를 통해 차기년도의 조직 관리를

위한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재량적 사용이 더 용이해 질

것이지만, 반대로 조직의 성과가 기대했던 성과에 미달한 경우(목표

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보다 위험한 혁신(risky

innovation)이나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위험한 전

략에는 편법(cheating)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주장은 비록 이론적인 가설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

의 성과평가, 특히 목표부여방식(target system)의 성과평가에서 목

표달성도는 성과조정과 같은 전략적 행위의 중요 원인임을 강조하

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예측이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성과

평가들이 대체로 목표부여방식의 평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계량지표의

평가방법으로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글로벌실적비교, 목표대실

적, 분포, 추세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데,(페이지 120, [표

25] 참고) 대부분의 지표들이 목표부여와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사

용하고 있다는 점51)은 이론적인 측면을 띄어 넘어 실증적인 측면에

서도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51)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분석대상인 2,860개 성과지표중
목표부여(편차)방식이 54.62%, 목표부여방식이 32.80%로 전체 분석대상의
8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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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조직에서의 평가활용 및 목적의 다양성과 목표관리

1) 공공조직에서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

사실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부여방식을 활용한 성과평가과

정에서의 목표달성도는 민간조직이나 공공조직 양자 모두에서 성과

조정과 같은 왜곡된 조정행위 뿐만 아니라 위험성 높은 전략적 의

사결정(예를 들어 organizational cheating)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 조직의 성과관리 과정의 양태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과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목표달성도가 갖는 중요

성과 목표달성여부가 조직의 의사결정행태에 미치는 차별성에도 불

구하고, 민간조직의 성과평가에서 목표달성여부가 가져오는 의사결

정의 차별적인 행태가 공공조직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선 몇 가지 의구심이 존재한다.

첫째는 민간조직에서처럼 목표부여방식이 사용되고, 이에 따라 목

표달성여부에 따른 성과조정행위가 차별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선 반

복적인 계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의 반복

적 계약은 민간조직에서의 반복적 계약에서와 달리 대리인의 교체

가 잦다는 차별성이 있다. 다시 말해 민간조직의 성과평가의 경우

주어진 성과에 대한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대리인의 교체가 결정되

지만, 공공조직의 경우 성과계약의 기간이 외생적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성과담당자의 교체가 잦아 성과관리와 목표달성에 대한 근

시안적(myopia) 시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52)

52)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경영자들의 경우 3년을 계약기관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종사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등
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정확한 통계를 찾을 수는 없지만, 기획재정부 공공기
관 정상화의 2015년 중점과제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수환보직의 개선을
꼽고 있으며, 2015년 실태분석을 통해 2016년 개선방안을 적용하기로 할 정도로
주요 이슈라는 점만 보아도, 순환보직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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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1995; 유승현, 2013) 결국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는 대리

인들의 성과평가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고려가 민간조직에 비해 상

대적으로 짧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조직에서 발생하는 차기년도의

성과평가에 대비한 전략적 행위들이 공공조직에서 동일한 양태로

나타날 가능성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는 무엇보다도 공공조직의 성과평가과정에서 사용되는 성과계

약의 목표체계들은 민간조직의 이윤과 같이 조직목표를 통합하는

궁극적인 상위목표(bottom line)가 부재하다는 점이다.(전영한, 2009)

따라서 공공조직의 성과계약에 사용되는 목표들은 민간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표가 다양(diversity)(Lynn, 1981)할 뿐만 아니라 때로

는 서로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목표가 동시에 포함되기도 한다.

(Wilson, 1989)

사실상 공공조직의 경우 시장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의

조직 산출물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고(Ring

& Perry, 1985), 공공서비스는 효율성과 함께 책임성, 공정성, 형평

성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충족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Meier, 2000) 민간조직에 비해 공공조직에서의 조직 목표가 보다

모호(goal ambiguity)하고 다양(goal diversity)하다는 사실은 잘 알

려져 있다.(Chun & Rainey, 2005; 전영한, 2009)

특히 공공조직의 성과평가과정에서 목표모호성(goal ambiguity)은

목표다양성(goal multiplicity or goal diversity)의 선행요인으로 간

주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조직들은 단일한 상위

목표체계를 따르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의

무가 있고, 다양한 목표 중 어떤 목표에 대한 노력배분을 강조할 지

에 대한 판단도 모호하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모호성 상황 하에서의

성과평가체계는 다양한 목표를 측정할 수는 다수의 측정지표들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조직의 성과평가의 목표체계는 다양해지고 복

잡해지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공공조직의 성과평가과정에의 목표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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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단순히 성과측정지표 수의 다양성에 국한되지 않는 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다양성는 목표모호성

에 따른 다양한 성과지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나기도 하지

만 성과평가를 활용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조직 혹은 조직의 구성

원들 마다 다양하다는 측면을 반영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민간조직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과평가에서는 보상

(incentive)과 성과(performance)를 연결함으로써 평가대상의 구성원

들은 성과를 극대화하는 행위로 집중되어 진다고 보기 때문에(Perry

et al, 2009) 피평가대상자이 성과평가과정에서의 취하는 목적을 금

전적 인센티브의 극대화로 가정한다. 하지만 공공조직의 경우 성과

평가에서 피평가자들의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유인은 금전적 인센

티브에 국한되지 않고 내재적 동기요인들에 의해 보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론 성과급과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조직 구성원의

노력동기에 역효과를 준다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다.53)(Moynihan,

2008; Perry et al, 2009) 특히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과 공직봉사동기이론(PSM, public service motivation

theory)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성과급과 같은 외재적·금

전적 수단보다는 업무에 대한 헌신, 봉사와 같은 내재적 요소를 중

시하고, 따라서 자기희생, 협동, 공익적 가치추구와 같은 내재적 요

인들에 의해 더 많은 동기부여와 성과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다.(하혜수 & 정광호, 2014)

주목할 점은 이러한 주장들이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갖는 외재적

보상동기와 내재적 보상동기의 상대적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것으로

이는 공공조직에서의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향상이라는 목적이 민간

조직에서 활용하는 금전적 보상유인에 의해서만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조직의 성과

53)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성과급 보수체계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과급보수제도는 기관성과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다만
기관장의 성과급은 조직의 부가가치와 일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혜수 & 정광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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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해 대리인이 얻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국한될 수 없으며 조직(기관장)과 조직구성원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공공조직에서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혹은 기관장)이 추

구하는 또 다른 목표의 하나가 성과평가를 대리인의 평판구축

(reputation building)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Carpenter &

Krause(2012)는 공공조직에서의 주어진 성과기준을 달성했다는 사

실은 해당 조직 관리자의 목표달성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조직과 관리자들은 성과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성과능력에 대한 평판(performative repuation)을 양성하는 데 관심

을 갖는 다고 본다. 물론 아직까지 이러한 평판구축동기가 민간조직

에 비해 공공조직에서 보다 추구되는 목표인가에 대한 이론적·실증

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해당조

직에 대한 관리기간이 짧아 근시안적 시계를 갖기 쉽고, 공공부문의

관리자들은 정부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권위자들의 의해 임명되

거나(김병섭 & 박상희, 2010) 그들과의 정치적 네트워크가 강하다는

점(Carpenter & Krause, 2012)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공공조직에서의

목표달성을 위한 관리적 행태는 금전적인 보상유인에 따른 의사결

정보다는 평판을 높게 구축할 수 있는 쪽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Meier et al, 2015)

한편 평가대상기관의 조직구성원에 따라서도 성과평가체계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상이할 수 있다. 사실상 정보비대칭적인 주

인-대리인 가정하에 공공조직에서 추구되는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

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니스카넨(Niskanen, 1971)

의 예산극대화이론이나 던리비(Dunleavy, 1991)의 관청형성모형 등

고전적인 이론들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이러한 조직과

구성원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음은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

서도 발견되는 데,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바과 같이 성과평가체계

가 성과와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는 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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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조직의 관리자들은 목표달성을 통해 본인의 조직 관리

능력과 성과평판구축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보

다 하위 조직구성원(팀 혹은 개인)의 경우에는 성과평가가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가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

이 차별적일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활용되는 외부평가지표들이 기관 구성원(팀

혹은 개인)의 승진과 같은 내부평가지표로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사

용되고 있는 데, 이때 공공부분의 종사자들이 조직이 성과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목표도 있지만, 해당 지표가 본인의 경력

관리에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

기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 구성원이 추구

하는 목표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로 이원화되게 된다.

이처럼 공공조직의 성과평가는 민간부분의 성과평가와 달리 다양

한 목표를 통합할 수 있는 상위목표가 없고, 조직과 구성원들이 성

과평가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는 다. 사실상

이러한 평가과정 속에서 추구되는 목표가 다양한 것은 평가(결과)의

활용이 다양하다는 측면을 반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성과

경영를 지향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의 활용이

라는 측면에서는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기관장

의 조직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내부 구성원에 대한 평

가로의 연계를 통한 조직 구성원에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등 평가

결과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체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고 복잡해 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이 추구하는 평가의 목적 역시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결국 이러한 평가활용의 목적과 이해관계자자 다양한 상황에

서 공공부문의 성과평가과정에서 조직의 성과목표가 정의되고 이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조직(관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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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성과평가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목적)의 다양성

은 성과평가체계를 이용한 또 다른 전략적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2) 공공부문에서의 목표관리 : 목표순차가설(goal-sequence hypothesis)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체계를 통해 추구되는 목표가 조직과 구성원

들에 의해 다양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체계를

통해 추구되는 목표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목표들이 상호배타적

(갈등적)으로 관리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혹은 상호중첩적(동

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목표는 목표난이도(goal difficulty),

목표구체성(goal specificity), 목표복잡성(goal complexity), 목표갈등

(goal conflict), 목표근접성(goal proximity)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데,(Chun, 2003; Jung, 2009) Wilson(1989)이 강조하

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목표는 가치갈등적인 목표들이 동시

에 포함되기 때문에 목표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조직과 달리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value)와 목표 갈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조직에서의 가치들은 상호 동일하고 일

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는 비교불가능성

(non-commensurable)을 지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가치와 목

표를 우선시 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조직이 추구하는 각 가치들과 목표들은 상호

배타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다는 Thacher & Rein(2004)의 주장은 주

목할 만하다.

특히 Thacher & Rein(2004)은 그동안의 공공정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간 갈등과 중첩이 존재할 경우 통상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사용 되어오던 “갈등하는 (정책)목표간의 균형”과 같

은 방법은 실제 정책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갈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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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제 정책현실에 사용

되고 있는 가치갈등 관리전략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유형화 하

고 있다.

Thacher & Rein(2004)이 제시한 공공부문에서의 가치 관리의 첫

번째 유형은 순환적(Cycling) 관리방식으로 이는 정책행위자들은 다

양한 가치와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가치와 목표를 순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의 관리방식에서 공공부문의 종사자

들은 하나의 목표와 가치를 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

고, 이와 다른 목표와 가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거나

혹은 하나의 목표와 가치가 달성되었을 때 또 다른 가치와 목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의 목표와 가치는 순차적

(sequentially)으로 처리된다. 두 번째 가치관리 전략의 유형은 방화

벽(firewall) 관리방식으로 정책행위자들은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이들 가치를 각각 처리하는 여러 개의 기관(조직)을

둠으로써 서로 다른 목표와 가치를 동시에 배분적(distribute)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세 번째 가치갈등관리의 유형은 결의적

(casuisty) 관리방식으로 정책행위자들은 다양한 목표와 가치 중 어

떤 것에 보다 많은 노력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

고, 유사 사례가 활용한 방식에 따라 각 사례별(case-by-case)로 상

황에 맞는 판단을 하는 관리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Thacher & Rein(2004)가 제시한 가치관리 전략

의 유형이 공공조직에서 추구되는 가치와 목표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의 목표관리방식을 이

해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체계는 평가대상

기관이 추구하기를 기대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평가(포

함)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목

표와 성과지표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때 성과지표

의 목표관리방식은 다양한 목표가 서로 동시에 병렬적(parallel)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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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된다는 점에서 방화벽(firewall) 관리방식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과지표의 다양성과 별개로 주인-대리인 상황에서

의 평가활용의 다양성으로 인한 다수의 대리인이 공공부문의 성과

평가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목적)도 다양하며, 이러한 목표들을 처

리하는 방식은 순환적(cycling) 관리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공부문의 성과평가를 통해 대리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금전

적 인센티브에 따른 보상극대화에 국한되지 않고, 공직봉사동기, 내

부평판구축 등과 같이 다양하고, 이러한 다양한 목표들이 순차적으

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이처럼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대리인들의 추구하는 목표

가 순차적으로 추구(sequential goal) 되는 것은 성과평가체계에 갖

고 있는 평가대상의 구성원들의 짧은 시계와 이로 인한 근시안적

의사결정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성과평가제도 갖고 있는 제도설계

의 특징에서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같이 목표부여방식

(target system)을 사용한 성과평가의 경우를 고려해보면 평가대상

이 달성해야 하는(혹은 평가대상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 중 무

엇보다도 “성과목표달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목표달성도는 성과평가과정에서 추구될 수 있는 다른

목표들의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도는 기관장과 구성원에 부여되는 금전적 인센티브의 크기

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과정을 통해

기관장이 자신의 평판을 구축하거나 혹은 기관의 하위 구성원들이

승진과 같은 내부 평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관에게 부여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갖춰져야 할 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성과평가제도의 과정상 특징은 평가대상인

조직(기관장)과 구성원에게 목표달성이라는 우선적인 목표를 ㅂ여하

게 되고, 일단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성과평가를 통해 추구할 수 있

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한 전략적 행위를 추구하는 목표순차(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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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ng)적 행위를 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조직의 금전

적 인센티브와 같은 상위목표를 구축할 수 없고, 평가활용의 다양성

과 이로 인한 평가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의 목적추구가 다양한 상황

에 놓인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는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는 평가체계 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갖는 평가의 활용과 의미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목표달성’이라는 선

생조건의 달성여부에 따라 다르게 귀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공공부문 성과평가에서의 목표관리전략의 예시

6. 공공조직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에 대한 가설의 도출

요약컨대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 내재된 목표체계에서의 목표의

관리 방식은 첫째, 성과목표의 모호성으로 인해 평가과정을 통해 추

구하고자 하는 성과지표의 수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과목

표(지표)들은 병렬적으로 동시에 추구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

며, 둘째 성과평가활용의 다양성을 인해 평가과정에 포함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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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평가대상 조직과 구성원에 따라서

도 다양하고, 이러한 목적들은 배타적이지 않고 순차적으로 추구되

는 목표 순차(goal sequence)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부문의 성과평가과정에서의 목표체계의 특수성

은 그동안 민간부문의 연구들을 통해 주장되어오던 다기간 성과계

약에서의 목표달성과 성과(이익)조정의 관계에 대한 예측(예를 들어

톱니효과)을 공공조직에 적용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의 성과평가과정에서 추구되는 목

표가 조직과 구성원에 따라 다양하고 이러한 다양한 목표들이 순차

적으로 추구된다는 목표순차적 상황에 기인하여 그동안 민간부분에

서 제기되어왔던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를 공

공조직에 적용함에 있어 아래의 [그림 12]과 같은 몇 가지 예측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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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목표다양성하에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에 대한 예측

먼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

도는 성과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Burgstahler & Dichev(1997)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간부

문의 관리자들은 항상 이익을 높여 보고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점

(consistent profitability)과 공공조직의 종사자들이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편법적(cheating)방법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Bohte &

Meier, 2000)등을 고려해 볼 때,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모두에서 성

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전략적 행위들은 목표부여방식을 이용한 성과평가체

계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어

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따라

서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 목표달성여부에 따른 목표달성도와 성

과조정의 관계는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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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목표달성도가 낮을수록 성과

를 높여 보고할 유인이 클 것이다.

둘째, 공공조직의 성과평가 체계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갖는 평

가의 시계(time span)가 짧고,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 조직 및 기

관장, 조직 구성원 등 평가활용의 이해당사자들에 따라 평가과정에

서 추구하는 목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은 민간부문의 다기간 성

과평가에서 주장되어 오던 목표달성 이후 성과를 낮춰 보고(report)

하려는 유인54)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다시 말해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도 목표달성도는 성과조정행위

의 중요 요인이기는 하지만, 성과조정의 행위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에만 국한되어 이루어 질 수 없고, 목표달성 이후 조직 및 구성

원들이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목표들을 통해 대리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benefit)들의 가중(trade-off)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만약, 단기적 시계를 갖는 공공

기관의 기관장들이 경영평가를 본인들의 평판구축의 도구로 사용한

다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임기 중에 최대한 높은 성과를 산출하

는 것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목표달성 이후에도 성과를 계속적으로

높여 보고하는 방향으로의 성과조정 유인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성과를 낮춰 보고함으

로써 발생할 수 있는 차기년도의 인센티브에 대한 예측과 성과를

높여 보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평판의 크기에 대한 상호비교를

통해 성과조정의 유무(혹은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 전자를 통

5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유인은 이미 목표가 달성되면 더 이상 당해연도
금전적 인센트비에 대한 유인이 없고, 성과를 낮춰 보고하는 조정행위를 통해
조정된 성과를 내년도에 활용함으로써 내년도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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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면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

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는 [그림 12]의 B(점선)와 같은 양태를 보일

것이지만, 만약 기관장들이 후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게 되면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는 [그림 12]의 A(실

선)과 같은 양태를 보일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조직의 경우 (ⅰ) 평가의 시계

(time span)가 짧을 뿐만 아니라, (ⅱ) 평가활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평가체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목표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고,

(ⅲ) 특히 민간조직과 같이 목표달성이후에 성과를 낮춰보고 하게

되는 금전적 인센티브 동기가 약할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이후에도

평가를 통한 추구되는 또 다른 목표(예를 들어 조직 내·외부적 평

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2)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목표달

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가설2-1)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목표달성도가 낮을수록 성과를 높여 보고

할 유인이 클 것이다.

(가설2-1)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성과를 높여보고할 유인이 클 것이다.

한 가지 주지할 점은 본 연구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추구되는 목표는 조직과 구성원에 따라 다양하고, 이

러한 다양한 목표들이 목표달성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추구될 수 있

다는 점에서 경제적 인센티브의 극대화를 위해 목표달성이후에도

성과를 낮춰보고할 유인이 크다는 민간조직의 주장과 목표달성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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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낮춰보고할 유인이 작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성과평가가 갖는 특수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활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목표달성이후 추구

될 수 있는 조직 및 구성원들의 또 다른 목표 역시 매우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분의

성과평가(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상황적 맥락을 고

려하여 목표달성이후 높여보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추가적으

로 고려해 보고자 한다.55) 만약 이를 통해 성과평가체계에서 목표달

성이후에도 성과를 높여보고할 수 있는 성과조정의 유인기제를 제

시할 수 있다면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단초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공

공기관 경영평가를 대상으로 실제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 이상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지, 만약 발생하고

있다면 양자는 어떤 양태를 취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예측을 지지

하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55) 이에 대한 논의는 「제3장 제3절 2.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활용의 다양성에
따른 성과조정유인에 대한 고려」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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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모형

제1절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공공조직에서의 성과평가가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성과평

가의 도입이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책임성을 증진시키고 있

는 가에 대해선 학자들 간에는 아직도 많은 논란과 이견이 제기되

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과 전략적

행위에 대한 연구들은 잘 갖추어진 성과평가시스템 하에서도 성과

의 왜곡과 전략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선순환적인 성과관리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행정현실에서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요성에

근거하여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행위의 실제적

인 왜곡현상 중 목표부여방식의 성과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표

달성과 성과조정행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우리사회의 공공조직에

서 성과조정행위와 같은 전략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지를 객관적

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공공조직에 내재된 성과평가에서의 왜곡과 관

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상당부분 왜곡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간

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공공조직 종사자들 상당수가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공통적인 인식

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 실제적으로 성과평가 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의도적인 목표설정이나 성과결과에 대한

조정(왜곡된 보고와 해석 등)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였

다.

둘째는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전략적 행위들의 유형

을 검토하고, 민간부분의 목표부여방식의 성과평가에서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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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간의 관계의 공공부문에의 적용가

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그동안 민간조직에서 제기되어왔던 다기간

*multi-period) 성과평가에서 발생 가능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

위의 관계가 (ⅰ) 대리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양하고, (ⅱ) 다양한

목표들이 순차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는 목표순차가설

(goal-sequence hypothesis)하의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는 동일한

목표부여방식의 성과평가방식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차별적인 양태

를 보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이론적 도식은 아래의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표부

여방식을 이용한 민간부분의 성과평가과정에서는 성과와 보상의 연

계를 통한 금전적 인센티브의 극대화라는 가정 하에 목표달성여부

에 따른 성과조정행위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공공조직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대리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금전적 인센티브에 국한되지 않으며, 평판구축 등과 같은 목

표달성이후에 대리인이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목표들이 존재한다.

더욱이 민간부문의 대리인에 비해 공공부문의 대리인이 근시안적

시계를 갖고 있다는 점(Smith, 1995)은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는

목표달성이후 성과를 높여보고하는 성과조정의 유인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론적 예측이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목표달성도와 성과평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예측을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조직에서 생산된 자료를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론적 예측에 대한 지지근거

를 찾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문제 대한 실증적 근거들을 제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공공조직에서의 성과평가의

도입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논의 초점을 성과평가제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피평가자들의 행태(behavior)와 반응(response)에 대한

이해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분석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연구들이

갖고 있던 사례분석 위주의 분석 동일한 성과평가방식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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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공조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편적인 행태와 문제점을 찾아

내는 것은 단일 사례분석이 갖지 못하는 또 하나의 기여일 것이다.

[그림 13] 연구의 이론적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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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대상의 선정 및 특징

1. 분석대상의 선정 : 공공기관 경영평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정부(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 중 중소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시간

적 범위는 2008년∼2012년으로 한정하였다.56) 동법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57)이란 ‘정부가 일정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 행

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

고 있는 기관’으로 정의되면서, 정부부문과 민간(시장)부분의 중간위

치에 존재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띈 조직형태로 이해된

다.([그림 14] 참조)

* 출처 : 곽채기 외(2009:60) 수정

[그림 1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제도단위

56) 본 연구에서 중소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것은 나머지 공공기관과 성과평가의
지표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며,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 이후로 한정한 것
은 2007년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평가방식과 지표
에 상당부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57)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자기관과 같이 다
양한 용어로 지칭되던 조직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 「공공기
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사용된 용어이다.(양지숙, 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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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연구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을 분석대

상으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 때문이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순수 공공부문과 민간부

분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면서도 소유와 통제의 주체가 정부에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조직운영과

관리가 상당부문 정부부문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조직의 전략적 행위를 실증 분석함

에 있어 공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타당성을 부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자료의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장점을 지닌다.

Hood(2006, 2007)(Hood, 2006)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전

략적 행위는 주로 목표설정과 연관되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실증

분석을 위해선 조직(기관)내부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평가대상 기

관들(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조직 운

영에서의 “성과목표”와 “성과달성률”율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경영실

적보고서를 제시하도록 되어있어, 이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연구들이 갖고 있던 사례분

석·인식조사 위주의 분석과 함의 도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현

상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설문조사를 이용한 인식수준을 측정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공공부문에서 생산된 자료를 통

해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사례나 인식조사 위주의 기존 연구방식을

탈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식의 성과평가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

편적인 행태와 문제점을 찾아냄으로서 단일 사례분석이 갖지 못하

는 또 하나의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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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특징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및 지표체계58)

우리나라의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는 크게 세 번의 제도변화를 겪

어 왔으며,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현재의

경영평가제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평가제도 측면에서 1983년 이후 유지되어온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제도와 2004년부터 시행된 정부산하기관 경

영평가 제도를 통합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5], [표 23]

참고) 2014년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에 의한 평가대

상 기관은 공기업 30개와 87개의 준정부기관이다.

* 출처 : 장자인 외(2013:37) 재인용

[그림 15]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과정

58) 이하의 내용은 각 연도별 경영평가 평가편람과 장지인 외(2013)을 참고하여 작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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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

시행연도 1983~2007년 2004~2007년 2007년 이후

법적기초
정부투자기관관리기
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
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평가
체계

기관평가+사장경영
계약
이행실적평가

기관평가

기관평가+기관장경영
계약 이행실적평가
기관장과 상임이사간 
성과 
계약이행실적평가

평가대상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심의의결

정부투자기관운영위
원회

정부산하기관운영위
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총괄기관 기획예산처 해당 주무기관의 장 기획재정부

경영목표
정부투자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보고

주무기관의장이 
정부산하기관의 
경영목표와 
사업계획 조정권한 
행사

공기업 : 
기획재정부장관이 
변경요청가능
준정부기관 : 
주무기관의 장이 
변경요청가능

평가기준
방법설정

경영평가제도
총괄관리기관
(기획예산처)

해당 주무기관의 장
경영평가제도
총괄관리기관
(기획재정부)

타평가의
활용

없음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에 의한 평가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활용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평가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활용

* 출처 : 장자인 외(2013:119) 재인용

[표 23]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비교

과거 평가제도에 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지표체계 측면에

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표체계를 기관의 경영과정에 따라 재구성했

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 경영평

가에서는 평가부문이 기관의 기능에 따라 종합경영,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부문으로 나뉘었던 것에 비해, 2008년 시행된 공공기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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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가제도에서는 기관의 경영과정에 따라 평가지표체계를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리더십·

전략부문은 경영계획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고, 경영시스템 부분은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며, 경영성과는 경영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실상 Plan-Do-See의 경영과정을 평가하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8:15)

평가부문 주요평가내용 평가지표

리더십·전략
(Driver)

비전, 목표, 전략, 리더십 
등 조직을 이끄는 동인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실행되
는 지 여부

경영층리더십
이사회, 감사 기능
CS경영, 투명·윤리경영
비전 및 전략
주요 사업추진전략

경영시스템
(Infra & Activity)

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 및 
조직자원의 효율적 활용체
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주요사업활동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보수관리, 재무관리, 노사관관계
성과관리체계 등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Output)

주요사업성과, 생산성, 고객
만족도 증 경영활동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 지 
여부

주요사업성과
고객만족도 개선도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계량인건비, 인거비 인상율
재무예산성과, 계량관리업무비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08:15) 재인용

[표 24]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표체계(2008년 도입시점)

이렇게 Plan-Do-See의 경영과정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경영평가의

구체적인 지표체계는 [표 26]의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6]는 20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기업 유형(Ⅰ)에 포함된 한

국가스공사의 경영평가 지표체계로, 기본적으로 경영평가는 리더십·

책임경영, 경영효율, 주요사업의 범주로 나누어 평가하되, 평가지표

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비계량지표의 경우 경영평가단의 평가점수를 A+∼E0 까지 총 9개

단계로 평가되고, 각 단계에 100점부터 20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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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계량지표의 경우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지표별로 목

표부여(편차), 목표부여, 글로벌실적비교, 목표대실적, β분포, 추세치

등의 방법(2012년 평가편람기준) 중 하나의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평

가한다.([표 25]참조)

하지만 실제 평가과정에서 글로벌 실적 비교, 목표대 실적, β분포,

추세치의 방법은 그 사용빈도가 매우 낮다. 예를 들어 2012년의 공

기업유형(Ⅰ)에 포함된 10개의 공기업의 계량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총 166개 계량지표 중에서 글로벌 실적비교지표는 14개(8.43%) 목표

대 실적지표는 1개(0.6%)에 불가했으며 β분포, 추세치는 전혀 사용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목표부여(편차)지표(93

개, 56.02%), 목표부여(58개, 34.94%)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Hood(2006,2007)가 제시한 전략적 행위행태가 주로

성과측정에서 목표달성방식(target system)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도 전략적

행위의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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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평가방법 개요 비고(적용대상 등)

목표부여
(편차)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 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표는 5년간 표준
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
년이상 축적되고 신뢰
할 만한 경우

목표부여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 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저목표와 최고목표는 기준
치에 일정비율을 감안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
년 미만인 경우 또는 
10년 이하 실적치가 
있으나 신뢰하기 곤란
한 경우

글로벌
실적비교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표는 글로벌 우수
기업의 실적치, 글로벌 평가결과 등을 
활용하여 설정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
적과 직접 비교하는 
지표, 국제적으로 공
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인증되는 국제기
준의 성과지표 또는 
이를 활용하여 개발된 
지표등의 경우

목표대 실적 편람에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여
부를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
년 미만인 경우

β분포

최상·최하·직전년도 실적치를 감안, 표
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
준치로부터 어떤 확률 범위내에 있는 지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
년~10년이하로 축적
되고 신뢰할 만한 경
우

추세치
회귀분석을 활용,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확
률범위내에 있는 지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10
년이상 축적되고 신뢰
할 수 있는 경우

* 출처 : 기획재정부(2012:28) 재인용

[표 25]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 평가방법(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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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평가
영역

지표
유형 비계량 지표 (예시) 계량지표

평가지표
계량지표
평가방법

계량지표 성과
가중치 지표

대상 득점 합계
목표치 실적치 평점

리
더
십·

책
임
경
영

리더십 비계량 핵심가치내재화 등 　 　 　 　 　 5 고유 B+ 4

책임경영 비계량 이사회참석률 등 　 　 　 　 　 3 고유 B+ 2.4

국민평가 계량 　
고객만족도 목표부여 100 98 99.354

5
4.5 공통

4.845 4.845
국민체감도 목표부여 100 56.3 74.912 0.5 공통

사회적
기여

사회공헌 비계량 민간부분 일자리장출 등 　 　 　 　 　 2 고유 B+ 1.6

정부권장정책 계량 　 국가정책사항 이행 목표부여

　

5 공통 3.364 3.364

경
영
효
율

업무효율 계량 　
노동생사성 목표부여(편차)

8
4

공통 6.786 6.786
자본생산성 목표부여(편차)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비계량 인사만족도 등 　 　 　 　 　 4 고유 B+ 3.2

재무예
산관리

 및 
성과

재무예산관리 비계량 예산절감액 등 　 　 　 　 　 4 고유 C 2.4

재무예산성과 계량 　
부채비율 목표부여(편차)

　

3 공통
4.882 4.882

영업이익률 목표부여(편차) 3 공통

계량관리업무비 계량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편차) 2 공통 1.145 1.145

보수 및 
성과관

리

보수 및 성과관리 계량 성과급차등폭 등 　 　 　 　 　 4 고유 B+ 3.2

총인건비 인상률 비계량 　 총인건비인상율 목표부여(편차) 　 4 공통 4 4

노사관리 계량 노사관리선진화 등 　 　 　 　 　 3 고유 B0 2.1

주
요
사
업
 (

경
영
성
과)

천연가스 도입 및 판매 비계량 TDR개선 등 　 　 　 　 　 5 고유 B0 3.5

쳔연가스 생산 및 공급 비계량 원가절감운영원가 　 　 　 　 　 5 고유 B+ 4

해외사업 비계량 프로젝트수주 등 　 　 　 　 　 5 고유 B+ 4

천연가스 도입 및 판매

계량 LNG 도입단가개선 목표부여(편차)

　

4 고유

10.487 10.487
계량 도입단가글로벌경쟁력 목표부여 2 고유

계량 수요격차해소노력 목표부여(편차) 3 고유

계량 안전재고 확보실적 목표부여(편차) 3 고유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
계량 천연가스 저장비율 목표부여(편차) 5 고유

5.615 5.615
계량 설비고장 감소율 목표부여(편차) 3 고유

해외사업
계량 해외자원조사사업 효율성 목표부여(편차) 5 고유

9.801 9.801
계량 자자개발물량확대 목표부여(편차) 5 고유

* 출처 : 2012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기획재정부) 참고

* 지표대상 : 고유(영역은 같은 나 평가지표가 기관마다 다른 경우) / 공통(모든 기관이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 비계량지표 (예시) : 해당 기관이 실적보고서에 제시한 비계량평가 부분의 성과지표

[표 26] 공공부문 경영평가 지표 체계 예시 (2012년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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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경영평가 절차의 특성과 성과왜곡 가능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크게 ‘자료제출→평

가→심의·의결’의 평가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기획재정부, 2013:5)

먼저 자료제출단계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때 각 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 관련 실

적에 대해서는 동 법률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 또는 감사

(위원회)로 하여금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제

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 평가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

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평가

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경영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

가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임

직원 인터뷰 등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심의·의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공

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한다. 이때 평

가결과는 인센티브와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되며, 부진기관에는 경영

경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점검, 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후속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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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공공기관 경영평가 절차

이러한 경영평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과정은 실제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의 성과를 판단하고 확인하는 두 번째 단계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이러한 평가과정에 주목하는 이유

는 각 평가기관의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성과조정의 발생여

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량지표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각 평가대상 기관들이 제출한 경

영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에 대한 자료 입수를 위한 사

전단계와 평가대상 기관들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의 평가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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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영평가 편람에 의거하여 작성 되었는지, 지표 구성항목의 실적

에 대하여 결산서 및 기타 관련 증빙 등의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는

실사 및 조정단계, 그리고 최종적이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단계로 이

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평가대상 기관들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상의 각 지표별 실적이 경영평가단의 검토과

정에서 측정·확인한 경영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

단은 기관이 제출한 평가 자료의 이상이 발견될 경우 그 원인을 규

명하기 위하여 각 평가대상 기관에게 성과차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소명 절차를 통해 각 평가기관이 제시

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여부와 수용여부는 경영평가단의 쟁점해소회

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단의 성과차

이,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조정과정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표 27]에서도 제시된 성과조정의 예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과조정의 이유가 단순한 계산상 착오

혹은 표기상의 오류에서만 기인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래에 제시된 예시에서처럼 계량인건비에 정부출연금을 매출액으

로 가산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평가대상기관이 매출액의 개

념을 자의적인 해석함으로서 자신의 성과점수를 높게 산출하고 있

는 것과 같이 성과조정의 발생은 평가대상 기관들이 성과평가에서

자신들의 평가결과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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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기관제시

점수

평가단

평가점수
차이 결론

주요사업성과 15.000 15.000 0

고객만족도 4.410 4.412 +0.002
소수점 오류 수정한 기관제시 

의견 수용

자본생산성 3.442 3.439 -0.003

부가가치계산에 있어 

인센티브 미반영에 다른 오류 

수정한 기관제시 의견 수용

계량인건비 2.238 2.183 -0.055 정부출연금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가산한 평가팀 

의견 수용
계량관리업무비 2.964 2.875 -0.089

재무예산성과 1.299 1.292 -0.007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1.458 1.433 -0.025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평점 

산정오류

수정한 기관제시 의견 수용

계 -0.177

※ 출처 : 2009년 계량평가 결과 중간보고서

[표 27] 계량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조정 예시 요약

사실상 이러한 성과조정에서의 의도성은 감사원과 여러 언론보도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성과조정 행위는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에 포함된 구성요소들과 산식을 의도

적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산식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를 해당 기관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도 감사원

의 공공기관 감사연보(감사원, 2008, p.262)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평가에 활용되는 지표의

구성요소를 해당 기관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관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영효율

화지표의 하나인 “노동생산성”지표에 대한 산정방식을 매년 변경하

여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2004년도에는 산출(output)량 산정기준

으로 순사업비를 적용하였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부가가치를, 그리고 또 다음 연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순사업비를

사용하는 등 매년 산정방식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감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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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공단은 이러한 구성요소의 조정을 통해 2006년도의 노동

생산성 항목에서 최고 득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군(산업진흥유형 16개 기관) 내의 평가순위가 2위에서 1위로, 성과

상여금 지급율이 175.4%에서 183.6%로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이러한 경영성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경영성과의

점수를 높이거나 줄이려는 성과조정의 의도성은 「경영평가단 계량

평가 가이드북」(2009)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표 28] 참고)

경영평가단 계량평가 가이드북에서는 계량평가와 관련된 공통절

차59) 중 기관제시실적의 실사방향과 편람 상 명시된 조정사항 이외

의 경영외적 요인 등 기관제시자료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경우에 대

비한 공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절차에 따르면 (ⅰ) 기

관의 제시설적은 기관에 가장 유리하게 보고되었다고 전제하고 실

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ⅱ) 지표에 대한 조정 역시 기관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표 28] 참조)

59) 경영평가단 계량평가 가이드북에 따르면 계량평가 관련 공통절차는 (1) 평가관
련자료 입수 및 숙독, (2) 기관현황의 파악, (3) 변경된 경영목표지표의 평가,
(4) 자료의 일관성, (5) 전기오류수정, (6) 기관 제시실적의 실사방향, (7) 평람상
명시된 조정사항 이외의 경영외적 요인들 기관 제시자료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경우, (8) 쟁점사항 및 공통사항에 대한 총괄반 협의, (9) 독립성 확보, (10) 보
조자의 역할 한정, (11) 기관의 설명기회 부여, (12) 기타 주의 사항 등 12가지
공통절차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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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관련 자료 입수 및 숙독

… (중략)

6. 기관 제시실적의 실사방향

기관 제시실적은 기관에 가장 유리하게 보고되었다고 전제하고 

실적 구성내용을 심도 있게 검증하여야 하며, 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의 불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지표 설정

의 근본취지나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되는 다른 지표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7. 편람상 명시된 조정사항 이외에 경영외적 요인 등 기관 제시자료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경우

기관의 노력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와 경영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

생한 결과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관

이 단순히 경영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평가에서 조정하여서는 안됨. 만일 평가에서 반드시 조정하

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를 조서 및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또한 

팀원은 쟁점 사항으로 팀장에게 제출하여 총괄반 차원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후략) …

[표 28] 경영평가단 계량평가 공통절차 (2009)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평가대상 기관들이 경영평가과정에서의 자

신 기관들의 입장에서 성과평가의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해

평가지표를 해석하고 판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성과조정이 발생

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단은 이러한 자의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조

정된 성과지표를 감시하고 통제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경영평가과정에서 발생한 평가대상기관과

경영평가단의 평가결과의 차이를 의도성있는 자의적인 성과조정의

행위로 측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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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변수의 측정 및 분석자료

1. 공공기관 경영평가과정에서의 성과조정과 목표달성의 측정

앞선 [그림 16]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과

정에서 평가대상기관이 제시한 경영실적과 경영평가단이 파악한 경

영실적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쟁점해소회

의를 통해 조율된다. 쟁점해소회의에서 평가대상기관은 경영실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기회가 주어지고, 경영평가단은

소명된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기관이 제시한 경

영실적과 경영평가단이 파악한 경영실적 중 무엇은 최종적인 경영

실적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결과 만약 (ⅰ) 평가대상기관이 제시한 경영실

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최초 평가대상기관이 작성한 경영실적보

고서 상의 경영실적과 경영평가단이 작성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가 심의·의결한 경영평가보고서 상의 경영실적은 일치하게 되는 된

다. 그러나 만약 (ⅱ) 평가대상기관이 제시한 경영실적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최종적인 경영평가보고서상의 경영실적은 경영

평가단이 확인한 경영실적이 반영되고, 결과적으로 최초 평가대상기

관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 상의 경영실적과 최종적인 경영평가보

고서 상의 경영실적의 차이가 발생하기 된다.([그림 1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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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공공기관 경영평가 절차에 따른 성과조정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상

의 경영실적과 경영평가단이 작성한 경영평가보고서 상의 경영실적

의 차이를 성과조정의 크기로 측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평가(특히 계량평가) 과정에서 1차적인 성

과차이에 대해 평가대상기관에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소명이 최종적인 경영평가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평가대상의 소명자료의 타당성이 낮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평가대상기관들이 성과평가 결과가 해당 조직에 보다 유리하게60)

작용하도록 성과조정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측정에 있어서는 각 지표별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경

영실적보고서와 경영평가보고서의 실적차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평가대상기관들이 보고한 실적대비 실적의 차이를 이용한 성과조정

률(%)을 사용하였으면, 상향지표와 하향지표를 구분하여61) 측정하

였다. 따라서 상향지표의 경우 성과조정률(%)이 (+)인 경우는 각 평

60) 이때 성과조정의 행위는 반드시 성과를 높여서 보고하는 것만은 아니며, 톱니
효과와 같이 차기의 성과평가를 위해 당해연도 성과를 낮추어 보고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성과조정의 방향은 해당조직이 성과평가에유리할 수 있
도록 성과지표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61) 성과지표들은 실적이 높아져야 긍정적인 상향지표와 실적이 낮아져야 긍정적인
하향지표로 구분된다. 따라서 하향지표의 경우 상향지표와 성과조정률의 부호를
반대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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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상기관이 제출한 평가지표의 실적이 경영평가단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경영평가 보다 높게 보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과조정

률이(%)이 (-)인 경우는 평가대상기관들이 제출한 평가지표의 실적

이 경영평가단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경영평가보다 지표의 실적을

낮게 보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과조정률(%)이 0인 경우

는 예초에 각 평가대상기관들이 제시한 지표별 실적이 경영평가단

이 확인한 실적과 동일하였거나 혹은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경영

평가단이 평가대상기관이 제시한 경영실적에 대한 소명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기관이 제시한 경영실적을 최종적인 경영평가보고서에 반

영하였음을 의미한다.

성과조정률 
 경영실적보고서상 실적
경영실적보고서상 실적경영평가보고서상 실적 ×

[식 1] 성과조정률의 측정

구분 의미

1 성과조정률(%)>0
평가대상기관들이 경영평가단이 확인한 성과보다 높게 
보고한 경우

2 성과조정률(%)=0
평가대상기관들의 실적과 경영평가단의 실적이 일치하
거나,경영평가단이 평가대상기관들이 제시한 경영실적
을 인정한 경우

3 성과조정률(%)<0
평가대상기관들이 경영평가단이 확인한 성과보가 낮게 
보고한 경우

[표 29] 성과조정률의 의미

한편 공공기관 성과평가에서의 각 기관의 지표별 목표달성정도는

각 평가대상기관이 경영평가실적 보고서 상에 명시한 각 지표별 성

과목표 대비 실제 성과달성률(%)로 측정하였다. 특히 이 목표달성률

의 측정은 모두 경영실절보고서상의 목표치와 성과치를 사용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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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기관의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조정행위 여부는 각 기관이

갖는 사전적 예측치(prior expectation)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

다.

목표달성률   경영실적보고서 상 최고 실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상 경영실적 ×

[식 2] 목표달성률(%)의 측정

실례로 [표 31]은 2008년도 한 공기업의 계량지표 경영평가에서의

성과조정률과 목표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본생산선

의 경우를 살펴보면 평가기관의 자본생산성에 부여된 목표치는

14.626인 상황에서, 평가기관이 제시한 경영실적은 11.781, 평가단이

확인한 경영실적은 10.367로 1.414만큼의 실적차이가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본생산성 지표의 성과조정률은

(+)12.00%, 목표달성률은 80.55%로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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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주
평가영역 계량지표 평가산식

계량지표

평가방법
지표구분 가중치

실적

목표치

기관 경영

 실적 (보고)

경영평가단 

평가결과

실적 

차이

성과조정률

(%)

목표달성률

(%)

리
더
십

책
임
경
영

고객만족도개선도 정부지침 목표부여 상향지표 5 100 98.63 98.63 0 0.00% 98.63%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정부지침 목표부여 상향지표 2 100 75.9 74.4 1.5 1.98% 75.90%

경
영
효
율

노동생산성 부가가치/평균인원 목표부여(편차) 상향지표 5 581.956 574.286 579.129 -4.843 -0.84% 98.68%

자본생산성 부가가치/총자산 목표부여(편차) 상향지표 5 14.626 11.781 10.367 1.414 12.00% 80.55%

계량인건비 인건비/매출액 목표부여(편차) 하향지표 3 1.152 0.9 0.917 -0.017 1.89% 128.00%

계량관리업무비 관리업무비/매출액 목표부여(편차) 하향지표 4 1.904 1.716 1.716 0 0.00% 110.96%

총인건비인상율 정부지침 목표부여 하향지표 3 3 2.11 2.413 -0.303 14.36% 142.18%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 목표부여(편차) 상향지표 2 1.377 1.646 1.436 0.21 12.76% 119.54%

주
요
사
업

　

추세치 하향지표 3 　 722.996 737.932 -14.936 2.07% 　

추세치 상향지표 5 　 29240 40886 -11646 -39.83% 　

목표(편차) 상향지표 3 9.697 9.75 9.75 0 0.00% 100.55%

추세치 상향지표 4 　 13 13 0 0.00% 　

[표 30] 공공부문 경영평가 성과조정 및 목표 달성률 예시 (2008년 A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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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경영평가의평가활용의다양성에따른성과조정유인에대한고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주지한 바와 같이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ⅰ) 평가체계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갖는 평가의 시계(time span)

가 짧고, (ⅱ) 평가과정에 포함된 평가 이해관계자의 다양성과 이해

관계자들이 추구하는 평가목표 활용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민간조직

에서의 예측과 달리 목표달성 이후에 성과를 낮춰서 보고하는 성과

조정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

한 상황적인 맥락을 실증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가활용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이들이 실제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

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

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실제 공공기관들이 성과평가과정에서

추구할 수 있는 목적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고자 한

다. 특히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리인들이 공

공부문의 성과평가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상호배타적이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추구되고 있다는 예측 하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추구되는 성과평가의 목표를 우선목표로서 성과목표의 달

성과 차후목표로서 내·외부적 평판구축요소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 추구되는 우선적인 목표는 무엇보

다도 주어진 성과지표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복수성과

지표를 사용하는 성과평가체계에서는 가능한 많은 지표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복수성과지표를 통합한

결과를 통해 기관의 최종적인 성과평가등급이 부여되고, 이를 통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성과목표를 달성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이 목표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이 우선적인 목표로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평가대상자인 대리인들은 성과평가를 통해 얻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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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표를 순차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인데, 이때 추구되는 목표는

평가대상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달성이후 평가대상 집단이 경영평가과정을 통해 추

구할 수 있는 목표 중 하나로 성과평판구축(performance refutation

building)을 상정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을 기관(장)수준과 구성원수

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상 조직에서의 평판은 관련 네트워크 안에 포함된 특정한 조

직의 능력, 지향, 역사 그리고 목표 등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되는

데(Carpenter, 2010:33), 특히 공공조직의 경우 모든 조직계층에서

조직(업무)의 자율성과 조직재편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누적적인 평판구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urke,

1984; Carpenter, 2001) 특히 주목할 점은 Carpenter &

Krause(2012)이 조직의 평판이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

면서, 조직평판의 하위차원을 성과 평판(performative reputation),

도덕적 평판(moral reputation), 절차적 평판(procedual reputation),

기술적 평판(technical reputation)으로 구분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평판구축은 평가대상조직과 구성원들이

들이 업무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중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조직(기관장)수준에서는 경영평가결과를 통해 자신의

조직 관리능력과 성과달성능력에 대한 평판을 높이거나 적어도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각 공공기관장들은 평판구축을 위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기관의 경영평가결과가 전년도 보다는 높아지거나

적어도 전년도의 경영평가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각 공공기관(장)들이 추구

하는 성과평판구축의 대리지표로서 조직이 획득한 전년도와 당해

연도의 성과평가의 점수 차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조직구성원 수준에서 목표달성이후 추구될 수 있는 내부평판

의 대리지표로는 개별 지표들에 대한 전년도와 당해 연도의 목표달

성도의 차이를 사용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고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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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먼저 기관 전체 수준에서의 조직이 획득한 성과평가 점수의

전년도와의 차이가 기관장의 조직성과 및 관리능력에 대한 평판으

로 작용할 수 있는 점과 달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내부평가결과의

극대화를 통해 조직내부에서의 구성원 스스로에 대한 평판을 극대

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Lawler(1971)는 조직에서 구성원에게 부여

하는 보상의 유형을 외적보상과 내적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 전

자가 타인에 의해 외재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으로서 신분보장, 보수,

승진, 성과급, 복지후생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자신의 성

취한 직무성과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여 내재적으로 주어지는 보상

이라는 측면에서, 재미, 기회, 자아실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이근주 & 이혜윤, 2007) 따라서 공공조직의 종사자들이 경험

하고 있는 내부평가는 조직내부의 구성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과 같

은 외적보상을 판단하는 근거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

소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성과평가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 수준의 목표

는 성과평가의 결과가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과정에서의 조직수준의

평가지표들이 조직 구성원의 내부평가요소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

어 있다는 제도적 특수성은 개별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가 조직구

성원들의 평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추측 가능케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특기할 점

은 내부평가의 평가요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요소들과 직접

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표 31] 참고) 물론 공공기관 경

영평가에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차별적으로 구성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내부평가요소와 외

부평가요소를 연계함으로써 구성원 개인(혹은 팀)들이 내부평가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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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지표

▶

▶

▶

내부평가지표 책임부서

공항운송증대 및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

공항활성화 노력

마케팅팀
공항계획팀
사업개발팀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노력

공항계획의 효율적 추진노력
개발사업 추진노력의 적정성

공항보안 및 안전관리 추진 
노력

보안관리체계의 적정성
공항안전확보노력

공항보안관리 추진노력

비항공 사업 효율화
항행안전분야 연구개발
공항시설분야 연구개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조직관리 합리화

인적자원관리
조직법무팀
인적자원팀
노무복지팀보수관리 보수관리의 합리화

…… …… ……

[표 31]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연계구조 예시 (한국공항공사, 2010)

따라서 공공기관의 내부평가가 조직구성원의 외적보상의 중요 판

단기준이고, 보수, 승진과 같은 조직내 경력관리를 위한 중요수단이

라는 점에서 내부평가 요소는 기관장과는 차별화된 하위 구성원의

내부평판구축의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조직 구성원

들 역시 개별 구성원과 팀에게 부여된 성과목표들을 유지하거나 향

상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더욱이 본 연구의 분석

시계 내(2008년∼2010년)에서 분석대상기관들의 내부평가와 외부평

가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표 32]참고), 조직구

성원들이 추구할 수 있는 평가활용의 또 하나의 목표가 내부평가의

극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성과평가의 제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부평

가와 외부평가의 연계여부와 개별 지표들에 대한 전년도와 당해 연

도의 목표달성도의 차이를 조직구성원수준의 평판구축요소로 간주

하여 추가적인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62)

62) 조직구성원의 성과평판구축에 대한 대리지표로서 성과평가에서 획득한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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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지표연계

(100%미만)
30 18 2 0 0 50

지표연계

(100%연계)
14 27 46 50 48 185

(연계율,%) 31.8% 60.0% 95.8% 100.0% 100.0% 78.7%

계 44 45 48 50 48 235

[표 32] 경영평가에서 외부평가지표와 내부평가지표의 연계 기관 현황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적인 맥락요인들을 고려할 경우 공공조직

의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는 민간조직에서

의 양자의 관계에 대한 예측에 비해 보다 차별적일 수 있음을 예측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민간조직에서의 목표달성도와 성

과조정의 관계가 목표달성이후에 성과를 낮춰보고하려는 유인을 강

조하고 있는 반면, 공공조직의 경우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기관장)과 구성원의 평판구축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면 목표달성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높여보고하는 것이 가

장 유리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연구

의 분석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조

직구성원들이 잦은 순환보직에 높여있다는 점63)을 고려해 보았을

때 (ⅰ) 조직수준에서의 전년대비 성과평가결과의 차이, (ⅱ) 조직

구성원수준에서의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연계, (ⅲ) 개별지표의 전

년대비 성과평가결과의 차이 등이 목표달성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

과를 높여보고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목표달성방식을 사용하는
성과평가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모두 만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력배분
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점수가 부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평가에
서 획득한 점수 대신 각 성과지표가 달성한 목표달성도의 차이를 사용하였다.

63)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policy/policy34/sub_new_2_1_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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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

행하고자 한다.

3. 분석자료 및 기타 변수측정

1) 자료 수집 및 기술통계

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각 공공기관의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단에 제

출한 각 연도별 「경영실적보고서(본보고서)」와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결과를 공표하는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51개 공공기관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영실적 보고서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

가보고서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이 공공

조직의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의 실체적인 모습으로서 목표달

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있으므로, 경영실적의

성과목표가 사전에 결정되는 계량지표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공기업1 8 8 9 10 10 45

공기업2 11 11 10 11 10 53

기금관리 9 10 11 12 12 54

위탁집행 16 16 18 17 16 83

계 44 45 48 50 48 235

※ 분석에 포함된 총 기관수는 51개 기관임.

[표 33] 분석대상 기관수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성과조정(차이)정도와 목표달성도가

평가대상 기관과 경영평가단이 제출한 보고 자료를 대상으로 수집

되었기 때문에 성과나 목표치에 대한 보고방식이 기관마다 상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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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단이 사용한 단위나 기재방식 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과정에서 평가

단위나 평가 산식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경영평가단이 제시한 경영

실적 보고서와 평가단의 최종 보고서에서 동일한 지표명 임에도 불

구하고 전혀 다른 경영실적이 보고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으로 수집된 자료를

정제화(filtering)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① 소수점이나 반올림의 차이로 발생한 성과차이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② 성과조정률과 목표달성률에서의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

하 각각 2%의 표본은 절삭하여 사용하였다.

③ 지표 중 리더십·책임경영의 지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고객만족도 

지표는 지표가 하위지표를 포함하고 있고, 하위지표에 대한 보고방식이 기관

마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정부정책이행실적의 경우 실적보고서제출시점

에 평가결과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④ 경영효율화지표 중 총인건비인상률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총인건비

인상률의 측정방식이 정부권장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경우 만점을, 지키기 못

하였을 경우 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목표달성률과 성과

조정률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4] 자료의 정제화

따라서 위의 정제화 과정을 걸쳐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은 총 51개 기관의 2008년부터 2012년도 경영성과평가 계량지

표 중 1,914개의 평가지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표본의 수

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석대상기관의 총 계량지표 2,51864)개

중 76.0%에 해당하는 수이다. ([표 35] 참고)

64) 실제 분석기관 동안의 총 계량지표의 수는 2,860개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일부 지표(리더십 및 책임경영, 경영효율화의 총인건비 인상률 등)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대상의 수는 2,518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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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구분

목표달성률 

이상치 

및 결측치

목표달성률

정상치
계

성과차이 이상치 및 결측치 118 34 152

2,518성과차이 

정상치

성과차이 없음 311 1,305 소계 1,616

성과차이 발생 141 609 1.914 750

[표 35] 분석대상 성과지표 선정

주지하건데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914개 지표 중 1,305개의 지표

에서는 평가기관의 제시한 경영실적 보고서의 경영실적과 경영평가

단이 확인한 경영평가보고서의 경영실적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609개 지표(총 분석대상의 31.81%)는 양자에 있어서 성

과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타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목적인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 그리고 양

자의 관계에 있어서 순차적 목표관리의 가능성을 분석함에 있어 다

음과 같이 성과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성과평가 지표수준과 기관수준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특

히 여타 통제요인들은 민간 부분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성과조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참고하여 고려하였다. 이는 물론 공

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성과평가의 내재된 목표체계가 상이하기는 하

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

직이라는 측면에서 민간부문에서의 성과조정행위와 유사한 양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지표수준에서는 각 지표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표의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범주, 상하지표여부, 지표의

득점, 지표의 가중치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다.(안태식 외, 2011;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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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외, 2013) 사실상 성과평가에서의 평가지표들이 성과조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복수성과지표(multiple performance

measure)를 사용하는 성과평가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대리인의 노력

배분의 차별성에 기인한다.(Bushman & Indjejikian, 1993: Feltham

and Wu 2000; Datar et al. 2001) 다시 말해 복수의 성과지표가 동

시에 사용되는 성과평가시스템에서 대리인들은 성과지표들의 특성

과 중요성에 따라 노력배분의 차등을 두게 되며, 이러한 노력배분의

차이는 성과지표들이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의 기대 이익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Watts(2003)가 (민간조직) 경영자들은 성과지

표가 회계이익에 연계되어 있을 때 경영자들은 회계이익을 증가시

키는 방향으로 성과를 조작하려는 유인을 갖을 수 있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는 것처럼, 성과지표가 갖는 특성들은 성과조정유인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가과정

에서 부여된 득점과 가중치가 높은 지표들에 대한 평가대상 기관들

의 노력배분과 성과조정의 유인이 보다 높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의 특성들을 고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지표특성 중 평가범주의 경우 평가대상인

기관과 평가주체인 경영평가단(혹은 기획재정부)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성과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대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지표들은 기관마다 다

르게 사용되는 지표(특히 주요사업지표)와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

용되는 공통지표(특히 경영효율화)로 구분되는 데, 이때 전자의 경

우 기관이 평가단에 비해 정보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대체로 기관의 재무제표와 같은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다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정보비대칭이 작다고 할 수 있다.(최연식 외, 2012) 따라

서 각 기관들은 정보비대칭적인 상황하에서의 상대적으로 정보우위

에 있는 기관별 지표에서 성과조정의 행위를 유발한 가능성이 높

다.65)

65) 다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의 계량지표의 경우 그 측정산식과 자료들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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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성과조정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수준의 요인으로

는 먼저 경영평가를 통해 얻은 기관장과 직원들의 성과 인센티브로

서 성과급을 고려하였다. 사실상 민간조직에서의 금전적 인센티브는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Degeorge

et al., 1999) 공공조직 역시 일부 사례들을 통해 금전적 인센티브가

성과왜곡과 전략적 행위의 주요 요인임이 밝혀지고 있다(Bohte,

2000; Lee & Plummer, 2007)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기관의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요인으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성과급 제도가 내외부적

으로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경영평

가에서도 금전적 인센티브를 위한 성과조정행위의 발생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수준 요인으로서 기관장의 특성으로는 기관장의 출신,

기관장의 임기, 그리고 기관장의 임기교체 등을 고려하였다. 이는

기관장이 내부출신인지 아니면 외부(민간부문 혹은 정치부문)인지

여부와 기관장이 해당 기관에서의 근무한 임기연수는 기관장의 경

영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정도와 기관의 경영수준에 대한 정보수준

등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내부승진자 인지 외부출신인지

에 따라 경영평가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기관수준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한

변수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평가과정에서 성과조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였다. 이는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조정행위가 각 기관이

갖는 조직의 평가과정에서의 관행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조직 문화

적인 학습 요인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각 기관들이 전년도에

밀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평가단과 평가대상기관이 정보비대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에서의
성과조정행위가 주어진 측정지표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왜곡된 보고 등의 방
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일한 평가지표에 대한 해석의 가
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지표(특히 주요
사업부분)에 대한 유리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사전정보는 평가대상기관들이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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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은 평가지표 중 전년도에 성과조정행위가 발생한 지표의 비

율(%)을 계산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한편 기관장의 임기교체 여부는 통제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는 데, 이는 해당변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반복적인 계

약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성과계

약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차기년도의 평가결과를 고려해

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대리인들은 당해 연도 보상 극대화에만 노력을 배분할

것이다. 따라서 “기관장 임기교체”변수를 통해서 반복계약이 일어나

지 않는 상황에서의 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톱니효과의 차별적 모습

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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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변수 측정

지표
수준

평가방법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편람상의 평가방법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추세치 등의 방법에 대
한 가변수

평가영역 고유지표 혹은 공통지표 여부에 대한 가변수

평가범주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편람에서 제시한 지표의 
범주
-리더십, 경영효율, 주요사업에 대한 가변수

상하지표 지표의 목표설정기준이 상향인지 하향인지 여부

득점 지표가 경영평가 과정을 통해 얻은 획득한 점수

가중치 해당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

기관
수준

기관유형
공공기관의 유형
-시장형공기업,준시장형공기업,기금관리형,위탁집
행형 가변수

기관규모 기관의 임직원수

인센티브
(성과급)

(t-1)

기관장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받은 기관장의 성과인
센티브

직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받은 직원의 성과인센
티브

기관장

출신
기관장 출신
-내부, 민간, 공공, 정치부문으로 구분한 가변수

임기 현재 기관장이 해당조직에 근무한 연수

교체여부
기관장 교체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 변경 전년도에 
대한 가변수

성과조정 경험
전년도 평가 중 성과조정이 일어나 지표의 비율
(%)

기타

평가연도 평가연도에 대한 가변수

기관 기관별 가변수

[표 36] 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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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모형의 선정

본 연구의 관심사인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의 전략적 행위의 실체적

모습으로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로지스틱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등의 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기본적인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는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목

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측정치들의 이상치(outlier)를 제거했음

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포함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측정치

들 중 상대적으로 값이 매우 크거나 작은 관측치 들의 영향력을 고

려하기 위해 성과조정률과 성과조정여부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특히 분석과정에서 주어진 성과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목표달성

도와 성과조정 행위는 차별적일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하여 목표달

성률과 성과조정률의 관계가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지를 식별하기 위한 교차항(interaction)을 분석에 포함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본적은 모형은 다음과 같다.66)

성과조정률   목표달성도 
  목표달성여부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여부 
통제변수  

[식 3] 

따라서 만약 해당 평가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즉, 목

표달성률이 100% 미만인 경우)의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의 관계

66) 분석에 있어서는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다만 패널 분석 역시
동일지표의 목표달성 여부를 식별한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 기본적인 모형은
[식4]의 연장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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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추정치는 “ 목표달성도 ”에 따라 결정되지만, 목표를

달성한 경우(즉, 목표달성률이 100%이상인 경우)에 있어서의 목표달

성률과 성과조정률의 관계는 “     × 목표달성도 ”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위의 [식 3]의 추정결과는 목표달성률 100%

에서 단절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가설적인 상황으로 만

약 모든 추정계수가 유의미한 정(+)의 방향을 갖는 다면 이에 대한

추정은 아래의 [그림 18]의 A(점선)과 같은 양태를 보일 것이지만,

만약 추정계수가 과 방향이 다르고 그 효과의 크기(절대값)이

보다 크다면 [그림 18]의 B(실선)와 같이 목표달성도 100%를 중

심으로 양자는 서로 다른 양태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추정계수의

부호와 크기를 통해 목표달성도에 따른 성과조정의 양태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8] 분석의 추정결과와 의미

다만, 본 연구가 5년간, 51개 기관에 종속된 성과지표를 분석대상

으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 또는 H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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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earachical linear model)을 분석에 활요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HLM과 같은 다층모형은 관심변수의 변량이 고차원수

준(예를 들어 조직수준)에서 식별가능한 수준으로 차별적일때 그 필

요성이 인정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기관들 사이의 성

과조정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다층모형을 분석에 활용하

지 않았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들에서 기관수준의 영

향력을 고려하기 위하여, 모든 분석 모형에 연도와 기관에 대한 가

변수(dummy)를 포함한 고정모형(fixed model)를 구성하여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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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분포

1. 목표달성도의 분포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개연도 동안의 시장형, 준시장형, 기

금관리형, 위탁집행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계량부분 경영평가 지표

중 이상치67)를 제외한 총 1,914개의 평가지표들의 지표별 목표달성

률은 평균적으로 10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표를 달성한

경우와 달성하지 못한 지표를 구분한 결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들의 평균 목표달성률은 87.47%, 목표를 초과달성한 지표들의

목표달성률은 평균 116.89%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의 정제화 과정을 통해 목표달성도 상하 2%의 표
본은 절삭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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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수

(개)

목표달성 지표수 (N) 목표달성률 (%)

100% 
미만

10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연도

2008 252 91 161 63.89 88.5 121.9

2009 336 130 206 61.31 85.6 119.3

2010 418 180 238 56.94 86.9 113.5

2011 461 181 280 60.74 88.1 116.6

2012 447 170 277 61.97 88.3 115.4

기관

유형

시장형 500 254 246 49.20 86.9 117.1

준시장형 426 180 246 57.75 85.8 117.6

기금관리 302 75 227 75.17 87.3 117.7

위탁집행 499 243 256 51.30 89.4 115.9

평가

유형

B분포 31 1 30 96.77 89.3 123.4

목표대실적 82 43 39 47.56 95.5 108.5

글로벌 19 4 15 78.95 91.4 142.6

목표부여 421 88 333 79.10 88.1 125.7

목표부여(편차) 1360 616 744 54.71 86.8 112.6

평가

범주

주요사업 1136 288 848 74.65 90.2 119.1

경영효율 778 464 314 40.36 85.7 110.9

상하

구분

상향지표 1388 507 881 63.47 89.0 118.1

하향지표 526 245 281 53.42 84.2 113.3

계 1,914 752 1162 60.71 87.5 116.9

[표 37] 평가지표별 목표달성여부 및 목표 달성률

특히 이러한 지표별 목표달성여부와 목표달성률은 연도, 기관유형,

상하구분 등 여러 구성요소에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9]는 여러 구성요소에 따른 지표별

목표달성여부와 목표달성률을 나타낸 [표 37]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9]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평가지표별 목표달성여

부(그림A)는 연도, 기관유형, 평가유형, 상하지표여부에 따라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여부에 따른

목표달성률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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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가지표별 목표달성도 100% 이상 지표비율(%)

B. 평가지표별 목표달성여부에 따른 목표달성률(%)

※ 지표수가 적은 B분포, 글로벌 등은 도식에서 제외함. 

[그림 19] 평가지표별 목표달성여부 및 목표달성도

다만, (유일하기는 하지만) 최연식 외(2012)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의 목표달성도에 대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목표달성도는 평가지표의 평가범주, 즉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적용

받는 공통지표와 각 기관마다 다르게 사용되는 주요사업 지표에 따

라서 그 목표달성도의 분포에 차이가 있으나, 각 평가지표들의 가중

치(weight)크기에 따라서는 목표달성도 분포의 차이가 없음이 알려

져 있다. 하지만 최연식 외(2012)의 연구결과가 그 분석대상이 14개

시장형 공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는 제약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대상이 1997년부터 2007



- 151 -

년까지로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에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을 모두 포괄함과 동시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서 비교적 최근의 자료

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분석결

과를 재검토 하였다.

먼저 [그림 20]는 평가연도별, 기관유형별, 평가범주별, 그리고 지

표의 가중치 크기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 2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도, 기관유형, 지표의 가중치 크기

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평가범주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분포에는 식별 가능할 만한 수

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평가범주에 따른 목표

달성도의 경우 각 기관별로 다르게 사용되는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

들이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공통지표들에 비해 목표달성

도 100% 수준에서의 단절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도 역시

다소 높은 수준에서 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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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누적분포

연

도

별

기

관

유

형

평

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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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

중

치

[그림 20] 목표달성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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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림 20]에 제시된 평가범주별 혹은 평가지표 가중치의 크

기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분포는 기관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데, 실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는 기관유형에 따라 사용되는 공

통지표가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관의 유형에 따라 구분

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표 38]과 [표 39]에 기관유형에

다른 평가범주와 가중치의 크기에 따른 분포의 동질성 여부에 대한

Kolmogorov-Smirnov(K-S test) 검증결과68)를 제시하였다.

먼저 기관유형에 따른 평가범주별 목표달성도의 동질성 여부는

[표 38]에 제시하였데, 분석결과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기관유

형에서 각 평가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기관별 주요사업지표는

정규분포(Noraml Distribution)와 차이가 없었으나, 모든 기관에 동

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지표의 경우 정규분포보다 보다 왼쪽에 위치

하고 있었으며, 정규분포와의 차이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따라서 이를 통해 기관별 주요사업지표와 공통지표의 목표달성

도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통지표의 목표달성수준의 분포가 기관별 주요사업지표

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분포되어 있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관

유형에 따른 지표가중치의 크기에69) 따른 목표달성도의 동질성 여

부는 [표 39]에 제시하였는데, [표 3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이 기관유형별 지표별 가중치의 크기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연구의 결과

를 보다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8) Kolmogorov-Smirnov(K-S test)가 고안한 분포동질성 검증(Equality of
distribution)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K-S 검증은 두 개의 표본이 동질적인 분포
를 띄고 있는 지 여부를 누적확률분포를 이용한 검증한 비모수통계치이다.

69) 가중치의 크기는 가중치 3점이하와 4점 이상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가중치 3
점 이하의 지표수(전체의 47%)와 4점이상의 지표수(전체의 53%)가 거의 유사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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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별 공통 Combined K-S

차이 P-value 차이 P-value 차이 P-value

시장형 0.0378 0.705 -0.1790*** 0.001 -0.1790*** 0.0001

준시장형 0.0092 0.983 -0.3432*** 0.000 -0.3432*** 0.000

기금관리형 0.0014 0.998 -0.4196*** 0.000 -0.4196*** 0.000

위탁집행형 0.0001 0.999 -0.5446*** 0.000 -0.5446*** 0.000

*** p<0.01, ** p<0.05, * p<0.1

[표 38] 기관유형별 평가범주에 따른 분포 동질성 검증 (K-S test)

구분
가중치<=3 가중치>=4 Combined K-S

차이 P-value 차이 P-value 차이 P-value

시장형 0.108 0.042 -0.0314 0.766 0.108 0.085

준시장형 0.0919 0.145 -0.0389 0.707 0.0919 0.289

기금관리형 0.0748 0.327 -0.046 0.655 0.0748 0.631

위탁집행형 0.0641 0.196 -0.0454 0.441 0.0641 0.389

*** p<0.01, ** p<0.05, * p<0.1

[표 39] 기관유형별 가중치 크기에 따른 분포 동질성 검증 (K-S test)

2. 성과조정도의 분포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개연도 동안의 시장형, 준시장형, 기

금관리형, 위탁집행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계량부분 경영평가 지표

중 이상치를 제외한 총 1,914개의 평가지표들의 지표별 성과조정률

(%)을 분석한 결과 전체 1,914개 평가지표중 기관이 제출한 경영실

적보고서와 경영평가단의 평가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

표는 총 609개 지표로 전체 분석대상 지표의 31.82%에 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표들의 평균적인 성과조정률은 (+) 3.73%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연도, 기관유형, 평가유형, 평가

범주, 상하지표 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구성요소에 따른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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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과조정률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각 기관이 제

출한 경영실적보고서의 실적이 경영평가단이 최종적으로 확인 경영

실적보다 높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 기관

들이 실제 본인들의 경영실적보다 높은 수준은 경영실적을 보고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지표수
성과조정된

지표 (개)

성과조정된

지표 (%)

성과조정률

평균(%)

연도

2008 252 79 31.35 5.70

2009 336 115 34.23 3.52

2010 418 126 30.14 2.42

2011 461 163 35.36 1.41

2012 447 126 28.19 2.52

기관

유형

시장형 500 196 39.20 2.23

준시장형 407 108 26.54 1.84

기금관리 331 119 35.95 4.18

위탁집행 676 186 27.51 2.67

평가

유형

B분포 31 4 12.90 5.39

목표대실적 82 16 19.51 1.56

글로벌 19 5 26.32 1.55

목표부여 421 117 27.79 3.52

목표부여(편차) 1360 467 34.34 3.20

평가

범주

주요사업 1133 253 22.33 2.02

경영효율 773 348 45.02 3.84

상하

구분

상향지표 1384 455 32.88 3.29

하향지표 522 146 27.97 4.18

계 1914 609 31.82 3.73

[표 40] 평가지표 유형별 성과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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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평가지표들 중 성과조정이 발생한 평가지

표의 비율이 평가지표의 유형에 상관없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2008년부

터 2012년까지의 성과조정이 발생한 지표의 비율이 28.19%∼35.36%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기관유형에 따라서도 비슷한 수준에서의

성과조정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이들 지표의 성과조정률(%)에는 차이가 있을

지라도, 매년,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과조정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 절차과정에서 이

러한 성과조정을 위한 각 기관과 경영평가단의 평가실적의 합의를

위한 협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의 시간적 범위 내에서는

2008년도 성과조정 된 지표의 비율은 30%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성과조정률은 5.70%에서 최저 2011년 1.41%까지 다소 감소하고 있

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성과조정률의 하락이

2011년 경영평가단의 교체가 있은 후(경영평가단 4기)에 주로 나타

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지표별 성과조정률을 제시한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평가범주에서의 각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주

요사업지표에 비해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영효율화지

표에서의 성과조정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연식

외(20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주요사업

지표와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영효율화지표는 평가대

상기관과 평가자들간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ic)의 차이

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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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가지표별 성과조정된 지표비율 (%)

B. 평가지표별 성과조정된 지표의 성과조정률(%)

[그림 21] 평가지표별 성과조정률

다시 말해 주요사업지표들의 경우 모든 평가대상기관들이 각 기관

의 주요사업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선 각 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한 많은 정보가

요구되지만 사실상 경영평가단이 각 기업별 사업성과에 대한 정보

를 모두 확보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영효율화지표의 경우 정부의 지침뿐만 아니

라 평가템플릿(template)등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다는 측면에

서 평가단의 입장에서는 주요 사업지표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갖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각 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한

지표에 비해 경영효율화 지표에서 보다 높은 성과조정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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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평가과정에서 평가단이 갖고 있는 평가지표에 대한 정보우

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요사업지표들에 비해 성과조정행위가 보다

많이 발견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성과조정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성과조정이

발생하지 않은 지표를 제외하고, 성과조정이 (+)방향으로 발생한 지

표(즉, 각 기관이 보고한 경영실적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경영평가단

의 경영실적보다 높게 작성된 경우)와 성과조정이 (-)방향으로 발생

한 지표(즉, 각 기관이 보고한 경영실적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경영

평가단의 경영실적보다 낮게 작성된 경우)를 구분하여 연도별, 기관

유형별 성과조정률을 [그림 22]에 제시하였다. [그림 22]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과조정이 발생하지 않은 지표를 제외한 경

우의 성과조정률을 매우 높게 나타나고 확인할 수 있는 데, 연도별

로 보면 성과조정이 (+) 방향으로 발생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3.43%

∼11.03% 수준에서 각 기관들이 경영실적을 높여 보고하고 있었으

며, 성과조정이 (-) 방향으로 발생한 경우 평균적으로 –1.88%∼

-4.85% 수준에서 각 기관들이 경영실적을 낮춰 보고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70) 또한 기관별로 성과조정의 방향에 따른 성과조정률

을 확인한 결과 준시장형 기관들에서의 평균적인 성과조정률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도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성과를 낮춰 보고하

는 경우보다는 성과를 높여 보고하는 지표들에서의 성과조정률 보

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0) 다만 앞선 평균적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과조정수준은 분석대상연도 안
에서 그 정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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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도별 B. 기관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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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성과조정 방향에 따른 성과조정률(%)

제2절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1.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민간조직이든 공공조직이든 성과평가과정에

서의 목표달성과 성과조정의 행위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이 예측

되고 있다. 예를 들어 Degeorge et al.,(1999)는 민간조직에서 인센티

브에 따른 보상기제를 사용하는 성과평가의 경우 (ⅰ) 관리자들의

시계가 상대적으로 주주나 투자자에 비해 짧고, (ⅱ) 성과평가에의

목표달성도가 관리자들의 보상과 인센티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성과를

조정할 유인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비슷한 측면에서 공공조직 특

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직

들은 조직의 관리자로서의 기관장등의 임기가 3년 내외로 상대적으

로 짧을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 결과가 직접적으로 기관장과 직원들

의 인센티브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

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경영평가지표들의 목표달성도에 따

른 성과조정의 크기는 양향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선행연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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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는 다소 차별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목표달성여부와

성과조정의 방향에 따른 성과조정률은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

는데, [그림 23]은 전체 분석대상 중 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와 평가

단의 최종 확인 실적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609개의 지표를 목표

달성률 100%이상과 100%미만 (즉, 목표달성유무)으로 구분하고, 성

과조정의 방향이 (+)인 경우와 (-)인 경우를 구분하여, 평균적인 성

과조정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23]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 방향에 따른 성과조정률(%)

분석결과 평균적인 수준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들의 경우

(+)방향의 성과조정이 일어난 지표의 평균 성과조정률을 8.619%였

던 반면, (-)방향의 성과조정이 일어난 지표의 평균 성과조정률은

–3.68%인 것으로 나타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구간에서는 기관들

이 자신의 경영실적을 평가단이 확인한 실적에 비해 올려보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과평가에서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할 경우 성과에 대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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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의 예측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한 지표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양상이 변하지

않아 목표달성 이후의 성과조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예측과는 상

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목표를 100%이상으로 달성했음에

도 불구하고 성과를 높여서 보고하는 경우의 평균 성과조정률은

7.764%인 반면, 성과를 낮춰 보고하는 경우의 성과조정률도 –

3.46%에 해당에 목표달성 이후의 성과조정의 방향은 양향적인 양태

를 보일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는 성과를 높여보고하는 성과조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양태는 목표달성정도를 보다 세밀화하여 분석한 결과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24]는 분석대상 지표들의 목표달

성률을 5% 단위로 구간화한 후, 각 구간별 성과조정이 (+)방향으로

발생한 경우와 성과조정이 (-)방향으로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여 도

식화 것이다. [그림 24.A]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분석대

상 전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들의

경우 성과조정의 방향에 상관없이 목표달성률이 100%에 접근할 수

록 성과조정률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목

표달성률이 100%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한 지표들의 경우에서는 성

과조정의 방향에 상관없이 목표달성률이 높아질 수록 성과조정률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목표달성도의 160% 구간에

서의 이상적으로 높은 성과조정률(10.82%)를 제외하면 대체로 비슷

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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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목표달성도에 따른 성과조정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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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결과는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의 방향에 따른 4개

집단에서의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의 상관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표달성여부와 성

과조정방향에 따른 4개 집단 내에서의 각각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

률의 관계는 [그림 24]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를 4개 집

단으로 구분한 경우 성과조정률이 (-)방향, 즉 평가대상기관이 성과

를 보다 낮춰 보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목표달성여부에 상관없이

양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성과조정률이

(+) 방향, 즉, 평가대상기관들이 성과를 높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목

표달성률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표 41]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과를 높여보고한 지표

들의 경우 목표달성정도에 따라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

가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앞선 [그림24]의 결과와 유사

한 것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수록 성과조정률은 커지는 반면,

목표달성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목표달성률이 높아질 후록 성과조정

률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정된 상관계수의 강도

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보다 크게 나타났다.

구분 목표달성률(100미만) 목표달성률(100초과)

성과조정률(+) -0.286*** 0.149***

성과조정률(-) 0.027 0.066

*** p<0.01, ** p<0.05, * p<0.1

[표 41]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률 간의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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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

앞선 [그림 23]과 [그림 24]를 통해 (ⅰ)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주어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각 기관들은 최종적으로 경

영평가단이 확인한 경영실적에 비해 높은 경영실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태는 목표달성도가 100% 접근할

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ⅱ) 또한 이미 목표를 달성

하여 성과평가과정에서 지표별 만점을 획득한 경우에서도 각 기관

들은 최종적으로 경영평가단이 확인한 경영실적에 비해 높은 경영

실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목표

달성도가 높아질수록 다소 강해지는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

기 위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42] ∼ [표 47]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다.

먼저 [표 42]은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과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로, 모형(1)과 모형(2)는 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분

석결과이며, 모형(3)과 모형(4)는 성과차이가 발생한 지표들만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모형(1)과 모형(3)는 평가기관, 평가

연도, 평가방법, 기관유형과 같은 기본적은 통제변수들만을 포함한

모형인 반면 모형(2)와 모형(4)는 모든 평가범주와 여타 중요 통제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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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먼저 목표달성률은 모

종속변수

(성과조정률,%)

전체데이터 성과차이존재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목표달성률
-0.0619** -0.0795*** -0.177** -0.223***

(0.0241) (0.0235) (0.0699) (0.0716)

목표달성여부
-10.73*** -12.16*** -26.28*** -27.29***

(2.339) (2.293) (6.662) (6.838)

목표달성률

×목표달성여부

0.106*** 0.127*** 0.262*** 0.302***

(0.0253) (0.0248) (0.0724) (0.0742)

평가범주

(경영효율화)

0.500 0.439 -0.180 0.669

(0.484) (0.473) (1.522) (1.527)

지표

특성

상하향여부
0.752 3.856**

(0.495) (1.617)

지표가중치
0.195 0.789

(0.149) (0.494)

기

관

장

민간
-0.132 1.328

(2.046) (7.530)

공공
2.486 8.308

(2.088) (7.642)

정치
2.098 10.08

(2.311) (8.861)

임기(t)
0.268 0.257

(0.328) (1.066)

퇴임

전년도

-0.775 -1.521

(0.672) (2.125)

인센

티브

기관장
-0.0425 -0.153

(0.0330) (0.106)

직원
-0.124 -0.278

(0.0838) (0.306)

기관

직원수
-0.00766 -0.00505

(0.00498) (0.0140)

전년도

지표조정도

-0.0132 -0.0295

(0.0128) (0.0431)

Control YES YES YES YES

Constant
8.000** 10.52** 32.60*** 19.87

(3.110) (4.839) (11.32) (22.46)

Observations 1,914 1,662 609 530

ADJ R-squared 0.167 0.178 0.163 0.177

***  p<0.01, ** p<0.05, * p<0.1

괄호(Standard Error), Control : 평가방법, 기관유형, 평가기관, 평가연도

[표 42]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 :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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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모형에서 성과조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시 말해 이는 목표달성률이 낮을수록 성과조정률이 높아진다

는 것으로 목표달성도과 성과조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지할 점은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의 관계가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상의

모형에 포함된 목표달성률과 목표달성여부, 그리고 목표달성률과

목표달성여부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목표달성이후의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의 관

계는 오리혀 목표달성이후에는 목표달성률이 높아질수록 성과조정

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목표달성에 미달한(즉, 목

표달성률이 100% 미만) 지표들에서는 목표달성률이 높아질수록(즉,

목표달성률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성과조정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목표달성률이 100% 이상이 지표들에 있어서는 목표달성률이

증가할수록 성과조정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념, 이러한

결과는 성과조정이 발생한 표본(모형(3), 모형(4))만을 대상을 하였

을 경우에도 동일한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2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는 위의 모형(2)를 통해

추정한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목표

달성도 100%(즉,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률

의 관계가 서로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그림 25]에서도 확

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표달성이전의 성과조정률의 크기에 비해

목표달성이후의 성과조정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

면, 이는 목표달성이후의 목표달성률이 성과조정행위에 미치는 유인

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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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에 대한 추정치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주목할 점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성과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조정의 행위에 대한 민간부분의 양태와

는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성과평가과정에서의 주어진 평가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조직 역시 민간조직의 예측과 유사하게 목표

달성률이 낮을수록 성과조정행위의 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생산된 자료를 통해 분

석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공조직의 경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차기년도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이

기 위해 실제 성과보다 낮은 성과를 보고할 것이라는 민간조직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에 대한 예측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

다는 점을 확인케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림 2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표달성이후의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그 실질적인

(substantial)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성과조정률의 작다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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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더라도 추정된 양자의 관계가 부(-)의 관계를 보일 것이라

는 민간조직의 예측과는 차별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선 [표 42]의 분석결과는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

계가 목표달성여부, 즉 목표달성률이 100%를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성과평가과정에서 받게 되는 평가 점수와 보상이 차별적이기 때문

에 양자의 관계 역시 목표달성률을 기준으로 다른 행태를 보일 것

이라는 예측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

기관의 경영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대상기관

과 평가단의 지표와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평가

결과의 불확실성 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은 실제 정책현실에서 평

가대상기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달성률의 목표달성여부(100%)

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가능성을 염두하여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의 행위의 구조적인

변화(structural change)가 목표달성도에 따라 발생하는 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3]은 목표달성도를 97%부터

1%씩 변화시키면서 목표달성도와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변수들의 구

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한 Chow 분석결과를 보여주

고 있는데, [표 43]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표달성도

100%∼102%에서 목표달성여부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목표달성도의 기준이 목표달성률 100%을 크

게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자의 관계에 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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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

도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F-value 2.94 2.82 3.01 3.04 3.12 2.84 2.9 2.85

Pr(>F) 0.0531 0.0601
0.0478

**

0.0466

**

0.0402

**
0.0591 0.0551 0.0579

[표 43] 목표달성도에 따른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에 대한 구조적 

변화(Chow-test)

한편 앞선 [그림 21]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평균적인 수준에서

의 성과조정률은 평가범주(주요사업과 경영효율화)71)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주요사업

과 경영효율화 지표에 따른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를 확인

한기 위한 분석결과는 [표 44]와 [그림 26]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44]의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모형1)과 성과차이가 존재하는 자료만을 이

용한 분석결과(모형2)에 상관없이 앞선 [표 42]와 마찬가지로 목표

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의 관계는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관계

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 44]의 결과는 평가범주에 따른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

은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4]의 분석결과에

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과 같이 평가범주(경영효율화)는 주요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조정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양태는 평가범조, 목표달성률, 목표달성여부 등의 교차항

(interaction)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목표달성여부

에 따라서도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관계들은 [그림 26]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 [그

71) 분석 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과 책임경영에 사용된
고객만족도와 정부권장이행실적 지표는 측정의 문제로 인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따라서 분석에 활용된 평가범주는 주요사업과 경영효율화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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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ⅰ)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

률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앞선 [그림 25]와 유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

으며, (ⅱ) 목표달성여부에 상관없이 주요사업에 비해 경영효율화

지표에서 보다 높은 성과조정률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기할 만한 점은 (ⅲ) 목표달성이후에 발생하는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의 관계가 경영효율화의 경우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경

우에 비해 다소 강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 44]와 [그림 26]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

안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성과조정행위가 주로 경영효율화 지표를 통

해 나타나고 있으며,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의 관계 역시 주로 경영

효율화 지표를 통해 유인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표 44]와 [그림 26]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소 유

의할 점은 주요사업과 경영효율화라는 평가범주는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평가과정에서 있어서의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ic)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점이

다. 따라서 주요사업의 경우 경영평가단이 갖는 지표와 사업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경영효율화 지표의 경우 평가지침과

평가 지표의 산식 등이 명확해 평가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를

갖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경우

결과적으로 드러난 성과조정 행위 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

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정보우위가 있는 경영효율화

지표들에서 성과조정행위가 많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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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성과조정률,%)

모형(1) : 

전체데이터

모형(2) : 

성과차이존재

Coef. (S.E) Coef. (S.E)

목표달성률 -0.0637*** (0.0242) -0.474*** (0.111)

목표달성여부 -10.84*** (2.345) -72.52*** (14.49)

목표달성률×목표달성여부 0.109*** (0.0254) 0.756*** (0.172)

평가범주(경영효율화) 7.615* (4.540) 10.13** (3.00)

평가범주×목표달성률 -0.0852* (0.0505) -0.133** (0.671)

평가범주×목표달성여부 -14.23** (5.574) -21.89** (6.52)

평가범주×목표달성여부×목표달성률 0.154*** (0.0581) 0.261** (0.131)

지표

특성

상하향여부 1.213** (0.495) 5.298*** (1.562)

지표가중치 0.222 (0.151) 1.260** (0.620)

기

관

장

민간 -0.650 (1.968) -2.975 (7.091)

공공 7.071* (3.911) 4.862 (7.023)

정치 7.108* (4.239) 4.974 (8.004)

임기(t) 0.312 (0.307) 0.901 (0.973)

퇴임전년도 -0.754 (0.649) -1.406 (1.983)

인센

티브

기관장 -0.0375 (0.0355) -0.159 (0.111)

직원 -0.170** (0.0818) -0.298 (0.292)

기관 직원수 -0.00652 (0.00534) -0.00633 (0.0146)

Control YES YES

Constant 8.268 (5.228) 36.99* (19.81)

Observations 1,914 609

ADJ R-squared 0.183 0.196

***  p<0.01, ** p<0.05, * p<0.1

* Control : 평가방법, 기관유형, 평가기관, 평가연도

[표 44] 평가범주에 따른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 :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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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평가범주에 따른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

한편 지금까지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지표를 이용한 패

널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앞선 분석결과들이 기관,

연도, 평가방법 등의 다양한 통제변수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표들이 갖고 있는 기관과 지표의 특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성과조정행위의 측정

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조정행위에 대한 실증분

석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생산된 평가 자료를 분석에 활용

하였으며, 이때 성과조정행위 여부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보

고서와 경영평가단이 확정한 평가보고서의 차이를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성과조정행위에 있어서의 단순한 오류

(correction)의 가능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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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기 위하여 동일기관의 동일지표들이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목표

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에 체계적인 변화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표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야 하지만 각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들은 지표의 연속성을 답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영효율화 지표 중 전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

받는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계량관리업무비, 계량인건비 만을 분

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앞선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가 주로 경영효율화 지표를

통해 유인되고 있다는 점은 일부 지표에 대한 분석의 실효성을 높

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5]는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계량관리업무비, 계량인건비에

대한 패널분석결과를 보여주는데,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표달성률은 모든 모형에서 성과조정률과 부(-)의 관계

를 보이고 있었으며(다만, 통계적 유의미성은 노동생산성과 자본생

산성에서만 나타남), 계량인건비를 제외한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계량관리업무비 등 세 개의 지표에 있어서는 동일기관에서의 해당

지표의 목표달성여부, 그리고 목표달성여부와 목표달성률의 교차항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목표달성률에 따른 성과조정행위의 양태가 차별적으로 나타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앞선 [표 42]와 [표 44]의 분석결과와 동

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174 -

종속변수

(성과조정률(%))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계량관리업무비 계량인건비

목표달성률
-0.145* -0.439*** -0.0445 -0.199

(0.0829) (0.0936) (0.110) (0.211)

목표달성여부
-10.96* -42.17*** -41.10*** -38.51

(6.641) (13.70) (14.50) (23.85)

목표달성률

×목표달성여부

0.141** 0.503*** 0.357** 0.352

(0.071) (0.136) (0.150) (0.251)

기

관

장

민간
-2.121 -0.486 -2.566 -8.418

(3.190) (4.482) (4.622) (6.583)

공공
0.191 5.312 -5.126 -11.00*

(3.113) (4.586) (4.447) (6.464)

정치
0.200 -1.084 -0.348 -8.769

(3.338) (4.899) (4.842) (6.664)

임기(t)
-0.379 0.0431 -1.609 -2.002

(0.834) (1.207) (1.258) (2.292)

퇴임

전년도

-1.309 -5.695* 3.417 1.783

(1.768) (2.968) (2.683) (3.836)

인센

티브

기관장
0.128** 0.198* -0.117 -0.162

(0.0631) (0.107) (0.0948) (0.153)

직원
-0.273* -0.222 -0.228 -0.0466

(0.142) (0.216) (0.212) (0.322)

기관

직원수
0.0807 0.113 -0.0940 -0.0746

(0.0510) (0.0719) (0.0762) (0.112)

전년도

조정여부

-2.173 2.833 -2.043 5.973*

(1.705) (2.367) (2.258) (3.355)

Constant
13.12 26.17** 15.40 41.47**

(8.720) (10.34) (10.66) (20.38)

Observations 191 78 193 104

ADJ R2 0.186 0.340 0.164 0.150

***  p<0.01, ** p<0.05, * p<0.1

괄호(Standard Error)

[표 45]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 : 지표별 패널 분석

특히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림 27]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 [그림 27]은 위의 [표 45]의 분석결과중 노동생산성 지

표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추정된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의 관

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7]에서도 보다 명확히 확인할 tn 잇

는 바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구간에서는 목표달성률이 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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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성과조정행위가 강해지는 양태를 보이는 반면, 목표달성이후에

는 목표달성률이 증가할수록 미세하게 성과조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선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목표달성이후의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실제적인 성과조정률의 크기가 작다는 점은 목표달성이후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의 관계는 큰 영향력이 없다는 해석도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지할 점은 이러한 개별지표들에 대한

패널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 목표

를 달성하지 못한 구간에서는 민간부분과 동일하게 작용하지만, 목

표달성이후에 있어서는 성과를 낮춰보고하는 성과조정행위의 가능

성이 나타나지 않는 다는 점에서는 민간부분과 차별화된 점이라는

사실이다.

[그림 27] 노동생산성지표의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

반면 [표 45]는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

중회귀분석결과가 성과조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관측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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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대추정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방향으로

의 성과조정유무(즉, 각 평가대상기관들이 경영평가단이 확인한 경

영실적보다 높게 제시한 경우)에 대한 로짓(logit)분석결과이다.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표달성이 이루지 못한 지표

들의 경우 전체 표본과 성과조정이 발생한 지표만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 모두에서 목표달성도는 (+)방향의 성과조정의 발생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미 목표를 100% 이상으로 달성한 지표들의 경우에서도 목표달성

도와 (+)방향의 성과조정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

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목표를 이미 달성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3)과 모형(4)의 경우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

계에 대한 추정된 계수(coefficient)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자

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1)과 모형(2)의 분석결과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매우 작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영향력은 다소 차이

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47]은 성과조정이 발생한 분석대상들을 목표달성

여부와 성과조정의 방향으로 4개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 내에서

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결과에서

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과조정이 (+) 방향으로 일어난 경

우, 즉 성과를 높여 보고한 지표들의 경우에서는 목표달성률과 성과

조정률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성과조정이 (-) 방향으로 일어난 경주, 즉 성과를 낮춰 보고한 지표

들의 경우에서는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성과조정이 (+) 방향으로 일

어난 경우에 있어서는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

률의 관계가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나, 앞선 분석결과들과 유사한 양

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의 평가지표들의 목표달성률

과 성과조정률(행위)의 관계에 대한 [표 42]부터 [표 47]까지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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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의 관계는 부(-)의 상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목표달성률이 낮을수록 성과조정률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둘째 이러한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의 부(-)의

관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나타났으며, 목표달성이후에

는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만 정(+)의 관계

를 보이고 있어 민간부분에서의 예측과는 차별화된 결과를 보였다.

다만, 셋째 목표달성이후에 발생하는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의 관

계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의

추정계수가 매우 작아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양자의 관계는 매우 약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석결과의 실질

적 의미가 미약한 것으로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이후 양자

의 관계가 민간부분의 예측과 경험적인 연구들과 달리 부(-)의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점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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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성과조정여부(+))

목표미달 목표초과

전체
성과차이존

재
전체

성과차이존

재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목표달성률
-0.0387*** -0.0962*** 0.00846*** 0.00766***

(0.00862) (0.0127) (0.00222) (0.00340)

평가범주

(경영효율화)

0.880*** 0.982*** 1.245*** 0.734*

(0.273) (0.389) (0.233) (0.380)

지표

특성

상하향여부
-0.166 0.631* -1.010*** -0.209

(0.250) (0.347) (0.265) (0.436)

지표가중치
0.353*** 0.368*** 0.0277 -0.161

(0.0878) (0.131) (0.0729) (0.125)

기

관

장

민간
1.128 -15.29 -0.265 -1.116

(1.323) (1,648) (0.887) (1.972)

공공
1.282 -14.42 0.0929 -0.0285

(1.323) (1,648) (0.887) (1.928)

정치
0.885 -15.31 -0.732 -0.399

(1.474) (1,648) (1.044) (2.375)

임기(t)
0.00719 0.242 0.0970 0.343

(0.182) (0.261) (0.140) (0.230)

퇴임

전년도

-0.238 -0.539 -0.0407 -0.536

(0.358) (0.487) (0.318) (0.501)

인센

티브

기관장
-0.0268 -0.0450* -0.0163 -0.0160

(0.0201) (0.0257) (0.0164) (0.0302)

직원
-0.127** -0.0600 0.00503 0.0407

(0.0543) (0.0808) (0.0438) (0.0736)

기관 직원수
0.00510** 0.00860 -0.00433 -0.00169

(0.00235) (0.0106) (0.0108) (0.0123)

Control YES YES YES YES

Constant
-0.436 19.64 -1.671 3.098

(1.889) (1,648) (1.832) (3.310)

Observations 719 286 1,033 265

Pseudo  R2 0.122 0.137 0.192 0.164

***  p<0.01, ** p<0.05, * p<0.1
괄호(Standard Error), Control : 평가방법, 기관유형, 평가기관, 평가연도

[표 46]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 : 로짓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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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성과조정률(%))

성과조정(+) 성과조정(-)

목표미달 목표초과 목표미달 목표초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목표달성률
-0.423** 0.123*** 0.0354 0.0114

(0.164) (0.0307) (0.0691) (0.0197)

평가범주

(경영효율화)

-7.501*** 4.878** -0.240 -2.316

(2.274) (2.683) (1.885) (1.792)

지

표

특

성

상하향여

부

6.891 14.72*** -0.519 -6.391***

(4.318) (4.329) (1.817) (1.943)

지표가중

치

1.039 1.109 -0.361 0.420

(1.727) (1.195) (0.622) (0.550)

기

관

장

민간
13.83 8.003 -6.605 2.067

(25.51) (15.17) (4.630) (7.003)

공공
31.81 1.403 -1.519 5.610

(25.05) (17.18) (4.939) (6.916)

정치
11.80 4.185

(27.28) (18.99)

임기(t)
8.013** -1.132 -2.353* 0.956

(3.861) (2.451) (1.414) (0.985)

퇴임

전년도

-6.301 2.300 1.765 -0.527

(7.371) (4.887) (2.831) (2.610)

인

센

티

브

기관장
-0.536 -0.0108 0.0751 -0.0331

(0.440) (0.346) (0.139) (0.130)

직원
-1.977* -0.360 -0.129 0.413

(1.146) (0.771) (0.447) (0.332)

기

관
직원수

0.000767 0.657 0.0870 -0.00582

(0.0327) (0.698) (0.449) (0.0124)

Control YES YES YES YES

Constant
86.73** 4.740 7.104 -13.14

(34.10) (29.38) (15.23) (13.34)

Observations 149 166 157 137

Pseudo  R2 0.150 0.146 0.132 0.083

***  p<0.01, ** p<0.05, * p<0.1

괄호(Standard Error), Control : 평가방법, 기관유형, 평가기관, 평가연도

[표 47]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 : 집단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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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평가활용의 목적 다양성하에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1. 평가활용의 목적 다양성이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 (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평가 이해관계자들이 평가결과를 통해 추

구할 수 있는 목표가 다양하고, 이러한 다양한 목표의 예로서 조직

수준(혹은 기관장)에서의 조직평판관리가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

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성과평가체계에 조직(기관장)수준에서 목표달성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목표로서 평판을 고려할 수 있고, 이러

한 요소가 성과평가과정에서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에 영향

을 미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 수준에서 전년대비 계

량지표의 경영평가 총점이 전년도 보다 하락했는지 여부, 목표달성

률과 목표달성여부와의 교호항(interaction)을 포함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는 [표 48]과 [그림 28]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4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기관의 전년대비 경영평가의 계량

평가 총점이 하락했는지 여부는 모든 교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당해연도의 경영평

가의 계량평가 총점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는 사실은 목표달성

이후의 성과조정행위에는 영향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성과조정행위를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경영평가

총점이 하락한 경우에 있어서의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의 추정계수가 목표들 달성하지 못했지만 전년대비 경

영평가 총점을 높게 받은 경우의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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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는 의 추정계수와 그 방향성이 같다는 점을 통해 전자

의 경우에 있어서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의 관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목표달성이후의 전년대비 경

영평가 총점의 하락여부에 따른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의 관계는

전년대비 경영평가 총점이 증가한 경우에 비해(+)정도의 효과를

더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표 48]의 추정결과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양자의 합이 0.042에 그치고 있어, 목

표달성이후에 있어서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는 전년에

비해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했는지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그림 28]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 [그림 2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관의 전년대

비 경영평가 총점이 하락했다는 사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

들에 있어서의 성과조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목

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양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은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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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성과조정률(%))
Coefficient (S.E)

목표달성률 ( ) -0.222*** (0.0453)

목표달셩여부 ( ) -27.95*** (4.282)

목표달성률×달성여부 ( ) 0.286*** (0.0463)

전년대비 총점하락 ( ) 20.11*** (4.708)

전년대비 총점하락×목표달성률 ( ) -0.207*** (0.0525)

전년대비 총점하락×목표달성여부 ( ) -24.38*** (5.029)

전년대비 총점하락×목표달성여부×목표달성여부 ( ) 0.249*** (0.0544)

기관장 YES

인센티브 YES

기관 YES

Control YES

N 1,614

ADJ R2 0.193

***  p<0.01, ** p<0.05, * p<0.1

괄호(Standard Error), Control : 평가방법, 기관유형, 평가기관, 평가연도

[표 48] 평가활용의 다양성을 고려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 전년대비 기관성적

[그림 28] 전년대비 경영평가 총점 하락에 따른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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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활용의 목적 다양성이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 (2)

다음으로 조직구성원 수준에서 성과평가체계를 통해 추구할 수 있

는 또 다른 목표로서 내부평가의 극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두 가

지 요인을 추가적인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결과가 조직 내부평가와의 연계가 목표달성률과 성과조정률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9]와 [그림 29]에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외부평가(즉, 경영

평가의 결과)를 내부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가 심해질수록 내부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한 성과조정의 유인이 지속적으로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이후에도 성과조정의 유인의 가능성

이 존재한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용되는 지표가 내부평

가와 연계되어 사용되기는 하지만 연계의 방식과 활용정도는 기관

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조직내부의 활용 정도와 영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연계

가 심화될수록 성과조정에서의 가급적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자 하

는 유인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목표달성도 이후에도 성

과를 높여보고하는 성과조정의 유인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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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성과조정률(%))
Coefficient (S.E)

목표달성률 ( ) 0.0285 (0.0502)

목표달셩여부 ( ) -0.268 (4.758)

목표달성률×달성여부 ( ) 0.00885 (0.0523)

내외평연계(100%) ( ) 13.01*** (4.998)

내외평연계×목표달성률 ( ) -0.123** (0.0564)

내외평연계×목표달성여부 ( ) -13.93*** (5.357)

내외평연계×목표달성여부×목표달성여부 ( ) 0.134** (0.0586)

기관장 YES

인센티브 YES

기관 YES

Control YES

N 1,914

ADJ R2 0.183

***  p<0.01, ** p<0.05, * p<0.1

괄호(Standard Error), Control : 평가방법, 기관유형, 평가기관, 평가연도

[표 49] 평가활용의 다양성을 고려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 내외평 

연계(100%) 여부

하지만 이러한 예측과 가능성과는 달리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외

부 평가지표의 연계율이 100%인지 여부에 따른 목표달성률과 성과

조정률의 관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을 뿐 목표달성이후에는 양자의 관계에 차별적인 효과

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표를 달성률이 100%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외평 평가지표의 연계율이 100%인 경우

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성과를 높여서 보고하는 성과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전년대비 경영평가 계량지표

의 총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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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평가지표의 내·외평 연계에 따른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

한편 조직구성원 수준에서 성과평가체계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목표로서 내부평가의 극대화가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평가지표의 목

표달성정도가 전년보다 높아졌는지 여부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지표연계가

강화됨으로 외부평가결과가 내부평가로의 활용 정도가 강화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의 기관 내부에서의 평가가중에 대한 차

이나 산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에서

평가지표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하여 차기년

도의 성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기적 시계를 갖기 쉽다는 상화적인

측면에서 해당분야에서 당해연도의 목표달성률이 100%를 달성했음

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성적보다 낮다는 사실이 성과조정의 유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검토해보기 위해서이다. 다만 지표의 목표달

성도가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는지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선 평가지표의 연속성이 답보되어야 하는 만큼 평가범주 중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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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표의 연속성이 있는 경영효율화 지표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0]과 [그림 3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동

일지표가 전년대비 목표달성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은 목표달성이후

에도 성과조정률을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지할 만한 사실은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낮아짐과

동시 해당연도의 목표달성률을 달성하지 못한 지표들에게서는 성과

조정률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반면 목표달성이 이미 100%를

넘긴 지표들임이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성과의 목표달성률이 낮다는

사실은 성과를 보다 높여서 보고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차

별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에 활용된 지표가 경영효율화 범

주의 지표로 한정되어 있어 분석결과는 다른 주요사업과 같은 다른

특성의 지표들의 평가과정에 적용하여 해석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

으로 나마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는 민간부분과 달리 목표를 달

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높여서 보고할 유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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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성과조정률(%))
Coefficient (S.E)

목표달성률 ( ) -0.186 (0.135)

목표달셩여부 ( ) -23.06* (13.75)

목표달성률×달성여부 ( ) 0.244* (0.146)

전년대비 목표달성하락 ( ) -6.789*** (2.60)

전년대비 목표달성하락×목표달성률 ( ) 0.0728* (0.039)

전년대비 목표달성하락×목표달성여부 ( ) -21.4*** (5.90)

전년대비 목표달성하락×목표달성여부

×목표달성여부
( ) 0.186*** (0.064)

기관장 YES

인센티브 YES

기관 YES

Control YES

N 778

ADJ R2 0.139

***  p<0.01, ** p<0.05, * p<0.1

괄호(Standard Error), Control : 평가방법, 기관유형, 평가기관, 평가연도

[표 50] 평가활용의 다양성을 고려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 지표의 

목표달성 증감

[그림 30] 전년대비 지표 목표달성률의 감소에 따른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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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평가활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평가체계내

의 이해관계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양할 수 있고, 이러한 목표가

목표달성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공

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의 상황적 맥락을 반영한 추가적인 분석

결과 일부 한정적인 부분에서 이론적인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앞선 분석결과들은 조직과 구성원 수준

에서 추구될 수 있는 다양한 목표중의 하나로 내·외부적 평판관리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이들 변수들이 실제 목

표달성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

수준에서의 전년대비 경영평가 계량점수 총점의 하락과 내·외부평가

의 지표연계여부는 목표들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서 성과를 높여 보

고하는 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쳤으나, 목표달성이후의 성과조정행위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러한 분석결과가 목표달성이후에도 성과를 높이는 유인으

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낮아진다는 사실과

내·외부 평가지표가 연계가 강화된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경영평가

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 지

표들이 경제적 인센티브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추

측케 한다.

반면 지표가 목표를 100%이상 달성한 이후에도 해당 지표가 전년

에 비해 목표달성률이 하락했다는 사실은 목표달성이후에도 성과를

높여보고할 유인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

를 통해 다기간 성과평가에서 목표달성이후 차기년도의 목표달성률

을 높이기 위해 당해연도의 성과를 낮춰보고한다는 민간부분의 예

측과는 달리,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서 지표의 목표달성도라는 것이

조직내적으로 구성원의 능력 뿐만 아니라 내부평가의 요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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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에서 이미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높여보

고하는 유인이 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190 -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성과평가시스템은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높은 공공부문의 업무환경

에서 사전적으로 성과목표를 제시(계약)하고, 사후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평가 대상자에게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동기유발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시스템이 갖고 있는 유용성 못지않게 공공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모호성과 목표다양성 및 동기유발기제의 다양성과

같은 본질적인 제약과 한계로 인하여 공공조직에 적용된 성과평가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본질적으로 주

인-대리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성과평가시스템에서 성과평가의

대상자(기관 혹은 기관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이익을 극대화(혹은 자

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하기 위해 성과측정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그 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전략적 대응

행위(strategic bahavior)의 존재는 성과평가시스템의 본래 의도된

목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측정결과에 대한 불신(신

민철, 2009)과 편법적인 업무처리과정을 공공부분에 만연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양태가

평가대상자들의 전략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주체의 노력(예를

들어 성과평가제도개선 등)에 평가대상자들의 다시 역대응적 전략행

위로 반응하는 순환적 게임 상황(gaming)에 놓인 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성과왜곡과 조

정과 같은 전략적 대응행위의 문제점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성과

왜곡과 조정이 편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전략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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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실제 행정현상에서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와 왜곡현상들에 관한 기존의 연구

들은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해 제도설계나 왜곡현상을 유형화하거나,

공공조직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성과평

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략적 행위여부를 간접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의 연구들이 갖고 있던 제도설

계 및 인식조사 위주의 연구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조직에서 생산된 성과평가자료(공공기관 경영평가자

료)를 바탕으로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행위의 실체적인

을 양태를 객관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

다. 특히 성과평가과정에서의 전략적 행위가 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전략적 행위의 실제로서의 성과조정행위로 발생한(발견된)다는 점에

기인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조직에서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

양자의 매커니즘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

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의 성과지표들의 목표달성도는 평균

적으로 100%를 상회하는 수준(평균 105.33%)에서 분포되어 있으며,

목표달성도는 연도, 기관유형, 지표평가방식 등과 같은 지표들의 특

성에 따라서는 분포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든 기관이 동

일하게 적용받는 공통지표와 각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받는 개별지

표의 구분에 따라서는 식별가능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지표들의 성과조

정행위는 전체 분석대상 성과지표 중 31.82%에 해당하는 지표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성과조정행위가 발생한 성과지표의 평균적인 성

과조정률은 (+) 3.73%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적인 수

준에서 연도, 기관유형, 평가유형 등의 요소에서 대체로 (+)방향 성

과조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대상기관들이 자신들의 성과

실적을 경영평가단이 확인한 실적보다 높게 보고라는 경향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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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특기할 만 한 점은 목표달성도와 마찬가지로 성과조

정률 역시 평가지표가 공통지표인지 개별지표인지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기관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공통지

표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조정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공통지표와 개별지표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과조정

정도의 차이는 공통지표와 개별지표가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안태식 외, 2012, 최연식 외, 2012) 다시 말해 공통지표의

경우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기준과 산출방

식에 대한 공통되고 일관된 지침이 존재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상대

적으로 개별지표에 비해 경영평가단(rater)과 평가기관(ratee)가 갖는

정보비대칭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통지표의 경우 개별지표

에 비해 성과조정여부를 평가단이 발견하는데 보다 용이하고 이로

인한 성과조정행위가 많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72)

둘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전략적 행위의 실체적인 모습

으로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들 사이에서는 목표달성도가 낮을수록 성과조정행위가 많

이 나타날 것이라는 민간조직의 다기간 성과계약에서의 이론적 예

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발견하여 본 연구의 “(가설1) 공공조직의 성

과평가에서 목표달성도가 낮을수록 성과를 높여 보고할 유인이 클

것이다.”는 채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는 목표달성여

부에 따라 매우 차별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목표달성률이 낮

을수록 성과조정의 강하게 발생하고 있었는 데 반해, 목표를 달성한

72) 이러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각 기관별 개별지표의 성과조정이 드러나지 않
는 문제점도 있다. 다시 말해 실제 개별지표에 대한 성과조정이 이루어 졌다 하
더라도, 양자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개별지표의 성과조정행위를 경영평가단
이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오히려 성과조정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성과조정행위를 찾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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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들 사이에서는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는 목표

달성도가 높을수록 성과를 낮추는 성과조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민간부문의 예측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가설2)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목

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과

“(가설2-1)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목표달성도가 낮을수록 성과를 높여 보고할 유인이 클 것이다.”라는

가설 채택할 수 있었다.

특히 성과목표를 달성한 지표들의 경우 민간부분의 예측과 달리

성과를 높여 보고하는 행위와 성과를 낮춰 보고하는 행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목표달성이후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는

양향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목표달

성이후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미

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에 비해 그 강도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 목표달성이후에도 평균적으로 목표를 높여 보고하는 성과조

정의 유인이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 정도의 폭은 매우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

는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가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차별

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로서 성과평가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조직

과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평가활용의 다양성 상황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표가 순차적으로 추구될 수 있어, 평가활용의 목적

에 따라 성과조정의 유인의 방향과 크기는 차별적일 수 있음 제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실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을 활용해 그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목표달성이후에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및 구성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의 하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평가 이해자들의 내외부

적인 성과평판의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ⅰ) 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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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경영평가를 통해 획득한 점수의 차이, 그리

고 (ⅱ) 경영평가에서의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내부평가는 조직 구성원의 외적보상 뿐만 아니라 내

부평판유지의 도구라는 점에 기인하여 내외평 연계정도와 각 성과

지표가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경영평가를 통해 달성한 목표달성도의

차이를 대리지표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

년대비 경영평가 총점이 하락했다는 사실과 내·외부 지표연계율이

강화된다는 사실은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지표들에 있어서 성과를

높여 보고할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평가지표의 목표달성률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는 사실은 목표달성이후에도 성과를 높여보

고할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평가활용의 다양성으

로 인한 목표순차가설을 지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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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1.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행위로서의 성과조정과 왜곡행태가 성과평가시스템의 본래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들이 이

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공공부문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를 통해 전

략적 행위의 실체적 모습으로서의 성과조정행위를 객관화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는 데에서 그 첫 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그 동안의 민간조직에서 제기되어왔던 다기간 성

과평가에서 발생 가능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에 대한 이

론적 예측이 공공조직이 갖고 있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계와

성과평가체계를 통해 추구되는 목표의 다양성과 순차적 목표추구

등과 같은 내재적 특징으로 인하여 민간조직의 예측과는 차별적일

수 있음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본 연구가 전체 공공기관이 아닌 51개 기관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성과평가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어 분석기간과 대

상이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제약된 자료 안에서도 성과평가 과정에

서 발생하는 성과조정행위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기관들에 한정하더라도 성과지표

2,256개 중 824개(약 36.52%)에서 식별가능한 수준의 성과조정을 발

견할 수 있었다. 또한 성과조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조정행위가 연도, 기관유형 등에 상관없이 발생

하고 있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의 성과조정 행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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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러한 반복적인 성과조정행위가 발견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영평가의 계량평가가 갖고 있는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계량평가의 경우 평가의 방식과 산

식 등의 평가지침이 평가대상기관과 기획재정부의 사전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되어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에 있어서 평가대상기

관들의 평가 산식이나 구성요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원

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도 앞선 감사원

(2008)이 지적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 지표의

산식과 구성요소에 있어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부여될 경우 피평

가자의 입장에서는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평가체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평가에서의 이런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 등의 문제는

설령 해석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성과조정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

황 하에서도 성과조정행위는 평가대상자인 기관과 평가주체인 경영

평가단의 협상과 조정비용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성과평가

의 비용과 비효율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이에 대

한 개선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

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경영평가에서의 계량지표의 경

우 각 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의도적으로 유리한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각 기관이나 평가군에 따라

계량지표의 평가방식과 산식에 대한 표준화하는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정부가 이

러한 성과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경영정보공시제도의 공시오류

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공시 벌점부과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상시·심

층 점검체계 구축 및 공시정보에 대한 일제점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 등(파이낸셜 뉴스, 2015. 08. 15일자)은 향후 이런 성과조

정 과정에서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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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공조직의 성과평가를 구축함에

있어 공공조직의 내재된 특징을 반영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

서의 성과조정행위는 목표달성도에 따른 차기년도 인센티브와 같은

단기적인 금전적 인센티브에 기인하지 않고 있으며, 목표달성여부에

상관없이(목표달성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조정과 지표에 대

한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차

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공공기관 조직 관리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장

의 짧은 임기와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잦은 순환보직의 문제에 대한

처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도 밝힌 바와 같

이 민간조직과 달리 공공조직은 성과평가 대상자인 대리인(평가기관

혹은 구성원)에 대한 교체주기가 짧고 이로 인해 대리인들의 조직

관리에 있어서 근시안적 시계를 갖게 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

다.(Smith, 1995)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자

들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의

잦은 순환보직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중점과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기획재정

부 홈페이지)73) 따라서 짧은 임기와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근시안

적 성과관리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나 혁신적인

조직개편과 같은 방향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과조정을 통한 평판구

축과 같은 전략적 행위에 대한 보다 많은 노력배분이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의 행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과평가시

스템이 갖는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통한 동기유발이라는 매커니즘

을 구축함에 있어서 공공조직 종사자들의 반응행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민간부분의 다기간 성과평가에서의 전략

73)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policy/policy34/sub_new_2_1_3.html)

http://www.mosf.go.kr/policy/policy34/sub_new_2_1_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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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이론이 공공조직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공공부

문 종사자들이 갖는 금전적 보상동기 이외의 동기부여 매커니즘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금전적 보상체계가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는 다는 단순한 가정이 공공부문 종사자들

의 근무 동기를 모두 설명할 수 없으며 그들이 갖는 금전적 보상동

기 이외의 승진과 평판 같은 다양한 보상동기와 내재적 보상동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직 구성원의 성과향상에 대한

노력이 조직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부평가

지표와 외부평가지표의 지속적인 연계강화는 역대응적으로 내부평

가를 위한 성과조정행위가 조직의 성과조정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는 점에서 오히려 성과평가체계에서의 조직구성원의 갖는 지향점과

동기부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와 분석이 바탕이 된 제도 설

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가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과조정행위

를 실제 공공부문에서 생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화하고 실제 공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성과조정행위의 양태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

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먼저 무엇보다도 자료수집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

서 각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와 경

영평가단이 평가 종료 후 출간한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활용했다

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두 종류의 자료에만

의존하여 성과조정발생의 의도성(on purpose)을 명백하게 식별할 수

없었다. 다만 간접적인 수준에 경영평가단 내부적으로 성과보고 과

정에서 각 평가대상들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 하는 보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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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경험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 인식조사들에서도 일부 공공부

분에서 의도적인 성과조정행위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통해 성과조정

의 의도성을 예측할 뿐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는 성과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통제요인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실상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성과조정과 같은 전

략적 행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

공조직에서 성과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지, 발생하고 있다면 어떤 요

인이 성과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이론과 실증분석들

이 거의 부재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경우 성

과조정에 대한 정보나 조직의 내적 관리요소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

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외적, 내적 환

경들의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란요인들을 명백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대상이 다소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51개 공공기관의 성과자료를 사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연구에 비해 광범위 하지만, 분석의 시계

가 2008년부터 2012년으로 다소 짧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구체적

인 분석의 대상도 계량지표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전략

적인 성과조정행위가 목표부여방식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계량지

표들은 이러한 사전적인 목표나 성과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타

당한 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평가 결과가 비계량지

표와 계량지표를 분리해서 평가하기는 하지만 기관의 등급과 인센

티브를 결정짓는 최종 평가점수는 양자가 통합된다는 점에서 성과

평가과정에의 전략적 행위와 노력배분에서 양자는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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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문항 공동성 (2009) 금재덕(2009 신민철(2010) 남승하(2012) 유승현(2013)

부분최적화
　
　
　

기관의 성과목표는 기관의 주요업무를 잘 반영하고 있다 　 　 　 　 68.497
(4.79/1.37)

기관의 성과목표는 국민의 관심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다 　 　 　 　 63.921
(4.47/1.46)

기관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69.212

(4.84/1.39)

기관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는 잘 연계되어 있다 　 　 　 　
68.64

(4.8/1.39)

터널현상
　
　

달성하기 쉬운 지표를 선정하는 경향 　 　 64.8
(3.24/1.033)

84
(4.2/)

　

측정하기 용이한 지표를 선정하는 경향 　 　 66.4
(3.32/0.975)

86
(4.3/)

70.785
(4.95/1.28)

조직전체의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지엽적인 목표를 추구하거나 최선의 목표 

보다는 차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61
(6.1/2.3) 　 　 　

근시안적
목표및관리

　
　

장기적이기 보다 단기적인 성과달성에 유리한 지표를 선정하는 경향 　 　 66.8
(3.34/1.012)

82.4
(4.12/)

70.07
(4.9/1.32)

해당부서의 장기적인 전략이나 정책방향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업무보다 

단기적인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더욱 중시한다.
　

64
(6.4/2.3)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거나 앞으로 몇 년 후에 성과가 나타나는 정책의 

경우에도 성과측정 시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66

(6.6/2.4) 　 　 　

톱니바퀴현
상
　
　
　

목표치(Target)를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 65.8
(3.29/0.843)

　 59.2
(2.96/0.966)

71.8
(3.59/)

62.062
(4.34/1.31)

금년도 목표설정시 내년도의 목표달성도를 고려하여 다소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61
(6.1/2.3)

　 　 　

성과관리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목표치 수준을 도적전･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57

(5.7/2.4) 　 　 　

설정된 목표치를 목표달성에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경향이 있다 　 　 　 　 60.918
(4.26/1.34)

문턱효과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업무(지표)를 소홀히 하는 경향
62.6

(3.13/0.885) 　
57

(2.85/0.973) 　
59.202

(4.14/1.41)

달성하기 쉬운 업무(지표)에 집중하는 경향
69

(3.45/0.934) 　
58.6

(2.93/1.011) 　
63.349

(4.43/1.35)

달성하기 어려운 업무(지표)는 포기(소홀히)하는 경향 59.4
(2.97/0.921)

　 54.2
(2.71/0.949)

　 　

비변별성 현재 성과평가 등급은 변별력이 약함 69.4
(3.47/1.025)

　 　 　 　

변동성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약간만 바꿔도 등급이 변함 71.6
(3.58/0.811) 　 　 　 　

[부록 1] 성과왜곡행태에 대한 공공부분 종사자 인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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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구분 설문문항 공동성 (2009) 금재덕(2009 신민철(2010) 남승하(2012) 유승현(2013)

계량지표강조
·

노력치환
　
　
　
　
　
　

평가되는 업무(지표)에만 집중하는 경향 70.8
(3.54/0.92) 　 68.2

(3.41/1.005) 　 　

성과측정이 이루어지는 업무(지표)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66.638
(4.66/1.28)

중요하지만 평가되지 않는 업무(지표)를 소홀히 하는 경향
64.4

(3.22/0.961) 　
60.12

(3.006/1.008) 　 　

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한 성과만을 중심으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진다. 　
54

(5.4/2.5) 　 　 　

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한 부분만을 측정하는 경향에 동의한다. 　 51
(5.1/2.6)

　 　 　

성과지표로 측정되어 보고되는 목표치의 달성만을 강조한다. 　 67
(6.7/2.3)

　 　 　

특정 성과지표의 달성에만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성과지표 수의 증가，결과지표 또는 고객만족도의 강조 등)은 하지 
않는다.

　
50

(5/2.4) 　 　 　

결과왜곡
·

왜곡해석
　
　
　
　
　
　
　
　
　

성과평가에 불리한 자료를 누락하는 경향이 있다 　 　 55.4
(2.77/0.975) 　 58.916

(4.12/1.42)

성과평가를평가에유리하도록변경하는경향이있다. 　 　
56

(2.8/1.005) 　
60.346

(4.22/1.4)

성과자료를 목표달성에 유리하게 가공하려는 경향이 있다 　 　 　 　
62.92

(4.4/1.37)

성과지표를 목표달성에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경향이 있다 　 　 　 　 66.924
(4.68/1.36)

측정방법을 가급적 추상적으로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55.484
(3.88/1.44)

성과자료를 목표달성에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62.92
(4.4/1.38)

평가자의 정보부족으로 실제 추진한 성과보다 과소평가되거나，추진 
당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등 평가결과가 왜곡되거나 성과측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60

(6/2.3) 　 　 　

평가 또는 성과측정시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국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평가자의 오류가 발생한다.

　 53
(5.3/2.2)

　 　 　

업무추진실적，성과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변형하여 공개･보고한다. 　 34
(3.4/2.3) 　 　 　

성과측정에 유리한 자료만을 제공하여 성과측정 결과가 해당기관의 실제 
성과(국민들의 체감도，정책영향 등)와 괴리된다.

　
49

(4.9/2.4) 　 　 　



[부록 1] 계속

구분 설문문항 공동성 (2009) 금재덕(2009 신민철(2010) 남승하(2012) 유승현(2013)

조직

경직화

　

　

　

　

기관의 미션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검토 및 수정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64.064

(4.48/1.41)

성과지표의 검토 및 수정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63.492

(4.44/1.39)

성과목표치의 검토 및 수정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63.206
(4.42/1.4)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정책추진의 탄력성이 과거보다 경직되었다. 　
59

(5.9/2.4) 　 　 　

공정한 평가체계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 또는 

추진계획을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못한다.
　 61

(6.1/2.5)
　 　 　

개선
　

전년도 성과보고서의 실적치가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에 적절하게 

반영된다
　 　 　 　 67.496

(4.72/1.33)

감사원의 성과보고서 검사내용이 성과계획서 작성에 적절하게 반영된다 　 　 　 　 67.21
(4.7/1.39)

보상체계

조직의 성과는 개인보다는 과･팀 단위 조직원의 협업으로 달성되는 

경우가 많지만，과･팀 단위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보상을 구성원 

개인의 노력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지는 않다.

　
61

(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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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achievement and performance manipulation as 
a strategic behavior and to analyze their relationship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Korean public organization 
empirically. In fac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organization, in a variety of method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public sector to provide better administrative services. 

However, unlike the optimistic expectation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will bring to 
improve organization’s performance and innovation, there is 
a lot of criticism tha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the 
public sector has no effect in policy reality, beca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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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inherent constraints in that.  
 One of these criticisms is a strategic action(or gaming) 

that occurs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and 
performance distortion due to this behavior. Until now, 
various literature about strategic behavior and performance 
distortion occurred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ave been reported, for example, from the tendency to 
concentrate only on evaluation outputs(indicators) to the 
tendency to report the outcome of this year at the next year 
to maximize employee’s next year’s incentive. 

Despite studies to date reported some strategic behavior or  
outcomes distortion cases had been arising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most studies 
rely on just single case study or surveys from public sector 
employees, but any systematic research for this has not 
found, especially focused on Korea public sector. In this 
regard, this study has a few of specific purposes, such as 
following. 

First, this study explored whether strategic actions, 
actually it means performance manipulation, occurs in the 
public organization of Korea using performance evaluation 
data produced in Korea public enterprise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achievement and 
performance manipulation in the public sector based on the 
theoretical argument  that strategic behavior may be affected 
on whether organization achieve their goal previously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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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arget system. 
Second, this study tried to explore whether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achievement and 
performance manipulation in the private organization can be 
applied to the public sector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Particularly,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achievement and performance manipulation in public sector 
may be different from the prediction of the private sector by 
three differences in the following ; (1) the agent’s 
time-horizon in repeated multi-period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sector is relatively shorter than agent of the 
private sector, (2) public organization’s goal is ambiguous 
and diverse, so they have no bottom line such as “benefit 
or profit” in private sector, (3) the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used by diverse purpose could be managed 
sequentially in public sector.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used data produced from 
「Public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in 
Korea during 2008~2012, and analyzed 51 enterprises' 2,518 
performance indicators.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goal achievement of organizations, included in the 
analysis, is distributed at a level above 100% on the average 
(mean 105.3%). Meanwhile, the manipulation of the 
performance had occurred in 31.82% of indicators and their 
level of manipulation is (+) 3.73% at average.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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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vel of performance manipulation are shown positive 
quantity  regardless of year, organization type and evaluation 
method at average, this means that target organizations 
(ratee) have the tendency to report higher performance than 
the actual one.  

Second, performance manipulation increased as the level 
of goal achievement decreased in the public organization, 
and this is same as the predic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in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shows a very different mechanism depending 
on whether the performance indicator in the organization 
achieves the goal in the public sector. Namely, it was 
predicted that organizations in private sector reported their 
performance lower than actual one after achieving a goal, 
but in the public sector, the organization reported their 
performance higher than actual one as the level of goal 
achievement increased or did not manipulate their 
performance even after they had achieved given goal 
already. 

Based on these analyzes, in this study, we were able to 
find some policy implication. First, although time period and 
a number of organizations is limited, the performance 
manipulation acting has been found very many. In fact, 
performance manipulation, even as its legitimacy is accepted, 
is the direct component which increases the cost and 
inefficiency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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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the performance indicators be standardized 
and designed to be able to prevent organizations interpret 
indicators meaning arbitrary or intentionally. 

Second, when build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the public organization, it needs to design the system that 
could reflect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public 
organization strategically. As we can see from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performance manipulation behavior is 
not due to the short-term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following year’s incentives, but continuous manipulation 
about performance indicators occurs whether or not to 
achieve a performance goal. In this regard, we emphasize 
the two part in reforming present evaluation system in 
Korean public sector. First, it needs to improve head of 
public enterprise or organization’s short-term and employee’s 
frequent role circulation for preventing short time-horizon in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And more importantly,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design i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based on employee’s reaction or strategic response 
against evaluation system. 

[Keywords] : Performance evaluation, Strategic behavior,
Public organization, Performance manipulation,
Public enterprise

[Student Number] : 2009-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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