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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성과,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성과를 

높이고 개선하여 효과성을 추구하며 한정된 자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와 조직 내부와 외

부로부터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서 창출되는 성과정보(performance information)에 대한 활용(use)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국면에 위치해 있다. 즉, 성과정보에 대한 활용은 성과관리의 중요한 과

정이면서 이에 대한 제고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정보의 활용은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기존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새로

운 정책 추진에 내재된 위협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조직관리 측면에서 성과정보의 

활용은 조직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

로 여겨진다. 이러한 배경 하에 그 동안의 연구들은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들 기관들에서 성과정보의 활용은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

에 필수적인 요인임이 확인된 바는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성과정보 활용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인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조직성과평가를 통해서 생성된 성과정보가 어떠

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지 그리고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와 관련한 학문적인 연구는 충분치 못하며, 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성과정보 활용과 

관련한 공공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의 화두는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과학기술정책 환경변화에 대한 핵심이 지식(knowledge)과 정

보에 대한 융합(convergence)과 활용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공공연구기관들은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1)들과는 달리 비영리 목

적으로 공익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의 출연금 지원과 이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연구개발(R&D)의 활동 등을 위한 조직

예산의 규모가 크며, 조직 구조는 연구직과 행정직이 공존하는 조직 내적인 특징과 연구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부의 투자 및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크게 시장 및 준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및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그리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기타공

공기관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

술기본법｣ 등에 따라서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및 기관운영 등에 대해 성과평가 등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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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R&D) 및 경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여 관리하고 이를 활용 및 확산하는 체계에 방

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연구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성원들

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직성과평가를 통해 생성된 성과정보 활용의 중요성과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한 공공연구기관 및 조직성과평가 제도 변화의 특징들에 접근과 함께 설문조사를 통

한 공공연구기관의 성과정보 활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인들의 인과성 분

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Ⅱ. 공공연구기관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성과평가제도 현황 및 특징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성과평가제도 변화 및 특징 그리고 

성과평가체계 및 그 결과 활용

1)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현황 및 체계

먼저,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비영리 목적의 공익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주로 기초과학, 공공기술 등 

시장실패 영역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조현대 외, 2007; 하민철･김

영대, 2009).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고 이는 정부가 출연

금을 지원함으로 연구기관들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져 그 연구결과를 사적인 전유가 아

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하민철･김영대, 2009). 하지만 현실

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을 엄격하게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자금 원천, 지배구조, 연

구영역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해당되는 경우 넓은 의미에서 공공연구시스템 범주에 포

함된 연구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조현대 외, 2007). 따라서 넓은 의미

에서 공공연구시스템 범주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대학, 심지

어 정부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의 연구소 역시 일시적으로 이에 속하

기도 한다(하민철･김영대, 2009).

이와 더불어 법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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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6에서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➀항에 따라 설립된 정

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

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범위는 관련 연구 및 법률 등에서 공공연구기관을 모두 포함

하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타 부처 등에 포함된 공공연구기관이 산재되어 있음으

로 이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범위

로 한정해서 보자면,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등에 따

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

전위원회) 소관 46개 연구기관임을 알 수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아래의 <표 1>과 같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 기관을 

한정해서 보고자 했으며, 이들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와의 성과평가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표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

부처･연구회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개)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원
자력의학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해양수산부(3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방위사업청(1개)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안전위원회(1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5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
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기계
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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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연구기관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평

가 기본계획(실시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고, 상위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연구기관

평가 체계와 평가결과 도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상위평가 실시 및 최종 평가등급을 확정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기관들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 및 평

가편람 마련, 소관연구기관들에 대한 연구성과계획 점검 및 이사회 승인, 기관평가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및 연구지원성과에 대한 연구기간들의 자체조직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연구기관들은 연구기관들이 달성하고자 하

는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관리, 중간컨설팅 자체실시, 연구기관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

출하여 조직성과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8).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제도의 변화 및 특징

한국의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1991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연구회 체제 출범으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오영균, 2015),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하에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설립과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들의 역할 재정

립과 연구개발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연구기관들에 대

한 심사와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홍성걸, 2004).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오영균(2015)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

가제도의 변화를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첫째는 1991년부터 1998년까

지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가 도입된 제도의 정착기로서 다양한 실험적 평가방법

들(기관목표설정 적정성, 기관목적사업 및 기관운영 성과평가 등)을 시도한 시기로 보았

고, 둘째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로 기초･산업･공공기술 연구회 등이 중심이 된 연구

회 체제기로 연구회 중심의 평가제도가 확립된 시기였다. 셋째는, 2008년 이후 성과기반 

관리체계기로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도를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로 발전하였으며, 넷째는 

2013년 이후 임무중심형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이 이루어졌

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를 살펴보면,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

에 대한 평가제도 또한 변화를 보여 기관별 임무유형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2014

년),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컨설팅 평가 및 정성평가의 도입 및 실시(2015~2016년), 기관

별 자율적 성과점검을 통한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결과의 예산연계(2017~2018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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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8년까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는 임무중심형 평가제도가 시행되

었다.

<표 2> 공공연구기관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의 변화과정

구분 시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의 특징

1
단계

1991
~

199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성과평가 제도의 
도입 및 정착기 

-각 출연(연)이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함
(기관목표설정 적정성, 기관목적사업 성과평가, 기관운영성과평가, 
발전잠재력 평가)

-기관운영 효율화와 활성화를 방향으로 설정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동시에 평가부담 최소화를 위
한 간소화(기관임무 및 발전전략,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략성과 성
과, 경영혁신성과 평가)

2 
단계

1999
~

2007

연구회체제 중심의 
평가제도 확립

-기초, 산업, 공공기술 연구회별로 각각 실시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기관평가 방향설정

3
단계

2008
~

2012

성과목표 및 달성도 
중심 평가체계 발전

-연구부문은 3년 주기, 경영성과부문은 1년 주기 평가
-연구 및 사업 단위의 단편적 성과평가 극복 위한 기관 종합성과평가 
개념 도입

-예산의 차등편성 및 사업계획 수정에 평가결과를 활용
-사회적 기여도 추가 및 연구기관 자율지표 확대

4
단계

2013
~

2018

임무중심형 평가 
전환을 통한 책임성 

강화

-신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 순차적인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도입 및 
추진

-기관장 리더십 및 책임경영의 평가비중 상향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
표 및 지표설정 가이드 라인’을 준용해 각 지표별 평가 실시

-기관장 성과연봉과 직원 능률성과급에 반영
-기관별 임무유형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
-중간컨설팅 평가 및 정성평가 도입 및 실시

5
단계

2019
~

중장기 연구활성화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

-기존의 기관장 임기와 연계한 임무중심형 연구기관 평가에서 연구
사업 및 기관운영 평가를 분리 실시하는 개편안 제시

-연구사업평가 5년 주기로 확대 및 기관운영평가는 3년 주기 실시
-(신규 평가제도 적용시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경
우에 최초 기관운영평가는 2021년, 최초 연구사업평가는 2023년 
실시 예정

 출처: 오영균(2015),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2013~2019)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8)를 참조하여 재
정리

한편,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제도가 개편되는 큰 특징을 보였는데 기존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평가를 기관장평가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임기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중장기 원천 연구 등이 저해된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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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연구기관 평가제도 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18).

첫째는 중장기 연구활성화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장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

록 연구사업평가와 기관운영평가를 분리하고 연구사업평가 주기의 확대(5년) 변화와 둘

째는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목표달성에 대한 부담 없이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량평가를 폐지하고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를 추진하는 것과 셋째는 연구

성과의 수준과 효과 제고를 위해 연구사업평가 시 연구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정성평가

를 신설하는 것이며, 넷째는 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구부문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 중 대과제와 예산심의 단위로 성과목표 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나타냈

다. 그리고 개편되는 평가제도의 적용 시점은 기관별로 상이하겠지만 최초 기관운영평

가는 2021년이며, 최초 연구사업평가는 2023년에 실시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

부, 2018). 즉, 새롭게 개편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는 기존의 기

관장 임기와 연계한 임무중심형 평가에서 공동으로 실시되었던 연구사업 및 기관운영 

평가를 분리하여 연구사업평가(5년 주기)와 기관운영평가(3년 주기)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2019년 현재는 기존의 평가제도의 명칭인 기관장 임기와 연계한 ‘임무중심형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그림 1> 참조),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째는 연구성과계

획서 수립으로 이는 신임 기관장 취임 후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연구목표 및 연구지원 

방향을 포함한 연구성과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둘째는 중간컨설팅 단계를 거치는데 이

는 기관장 임기 중반에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당초 수립한 연구성과계획에 대한 

추진방향 자문 및 조정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율로 실시하게 된다. 셋째는 종합평가 실

시로 기관장 임기 말에 ‘연구성과계획’을 중심으로 연구성과 및 연구지원 실적에 대한 

달성 정도와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8).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에 대한 최종적인 단계인 종합평가 방법은 

크게는 연구(80%) 및 연구지원(20%) 부문 성과목표별 달성도 평가와 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최종 종합점수에 따라 5단계 종합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을 부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2018).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의 활용은 연구

사업 및 기관운영의 문제점 개선과 보완, 기관 고유임무 조정, 기관장 및 직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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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반영 및 기관들에 대한 주요사업의 예산 배분 및 조정 등과 연계에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그림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평가 체계 및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기관

①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확정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연구성과 
계획서 
수립

② 연구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③ 기관평가 편람 마련 ④ 기관장 취임

⑦ 연구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준수 검토

⑥ 연구성과계획서 점검 
(점검단)

⑤ 연구성과계획서 초안 
마련

⑧ 연구성과계획서 수정

⑩ 연구성과계획서 최종본 
접수 ⑨ 연구성과계획서 확정

중간
컨설팅

② 중간컨설팅 지침마련 ③ 기관평가 편람 마련 ④ 컨설팅 실시 결정

⑥ 컨설팅 성립요건 준수여부 확인 ⑤ 중간컨설팅 실시계획서 
작성

⑦ 중간컨설팅 실시
(외부 전문가)

⑧ 중간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종합평가

② 종합평가 지침 마련 ③ 기관평가 편람 마련

⑥ 상위평가 실시
(상위평가위원회) 

⑤ 기관평가 실시
(기관평가단) ④ 실적보고서 작성

⑥-1 부적절시 재평가

⑦ 결과 확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8). 2019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편람



공공연구기관의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 177

Ⅲ. 성과정보의 활용과 관련 영향 요인들에 관한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한 이론 및 연구는 조직성과평가의 성과정

보와 그 활용에 관한 연구와 성과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소들에 관한 

연구들로 분류될 수 있다.

1. 조직성과평가의 성과정보와 그 활용에 관한 연구

조직성과평가를 통해 생성되는 성과정보(performance information)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과 관련 법제

에서 직･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원종학･금재덕(2012)은 성과정보를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투입 및 과정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업무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물과 효과

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았고, 박해육･장혜윤･최정우(2013)는 성과관리의 과정

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성과측정의 결과 그리고 성과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책 또는 사업, 

조직 운영의 문제점, 우수사례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결과 등을 성과정보로 정의했

다. 또한, Van Dooren, Bouckaert & Haligan(2010)는 이러한 성과정보들이 조직 학습

(learning), 조직 운영이나 정책 추진의 방향 설정(steering), 조직의 통제(control), 책무

성(accountability) 확보 등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강조되어 왔다. 즉, 공

공조직의 정책 및 사업 운영과 추진에 있어서 유용성 등을 가지고 있는 성과정보가 주로 

조직성과평가를 통해 창출된다고 보았다.

한편,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성과정보는 성과관리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정

보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성과관리라 함은 정

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

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

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성과정보는 이러한 성과관리의 일련의 활동들 속에서 

창출되는 정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성과정보는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에 접근한 개념들로 

공공연구기관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과정보에 대한 개념적 논의

는 사실상 시도된 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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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한 논의로는 활용의 대상 범위에 대한 것과 그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 먼저, 안국찬(2016)은 활용(use)이라는 개념이 평가활용

(evaluation utilization)과 평가사용(evaluation use)이 본질상 구별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고 주장되었으며, 이윤식(2010)

은 평가활용은 평가 준비 단계에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 조치 단계까지의 평가 과정 

전체를 통해 얻은 정보 등을 공공부문의 정부 및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적용하거나 사용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런데 이러한 활용과 유사한 용어로 환류(feedback)라는 개념이 

있으며 활용과 환류는 때때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엄격히 구분될 필요

가 있다고 주장되었는데, 이광희･이석민･이보배(2013)는 환류는 계획-집행-평가-환류

라는 정책순환의 한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의 계획

이나 집행 등에 반영되거나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는 반면에 활용은 이러한 환류 개념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책이나 사업에 평가결과를 직접 반영하는 환류 의미의 

활용을 포함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는 학습과 정보에 대한 

상호 교류, 기관들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거나 비판하는데 사용

되는 경우 등 평가결과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논의했다.

또한, 이러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성과정보의 활용(performance information use)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한 Van Dooren, Bouckaert & Haligan(2015)은 성과정보 활용의 목

적을 학습(to learn), 조정 및 통제(to steer & control), 책무성(to give account)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첫째로 학습은 성과정보의 활용을 통해서 조직 운영에 

무엇이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되고 있지 않은 지 그리고 왜 그러한 지를 파악하기 위

해 활용되고 이를 통해서 정책 및 관리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직 내부적

으로 학습의 기반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둘째는 조정 및 통제로 이는 

조직 업무에 대한 조정 및 통제를 통해 문제점들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즉, 조정 및 통제에 목적을 두고 성과정보의 활용을 정책의 정당성 확보, 예

산 및 인력 자원 등의 배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최형준･이정욱, 2016). 셋째로는 

성과정보 활용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활용되는 것인데 성과정보가 대내외적으로 정당화

되는 데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활용되는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이처

럼 성과정보 활용의 목적이 학습, 조정 및 통제, 책무성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의 

대내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성과정보 및 그 활용에 대한 연구들은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공공연구기관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에서 논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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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은 아니다, 하지만 성과평가를 통해서 생성되는 조직의 성과정보인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조치 등의 환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학습, 아이디어 창출, 상호 정보

공유 및 교류 등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면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에 연계될 의미는 충

분하다고 보인다.

2. 성과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소에 관한 연구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성과정보 활

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조직 내적 

요인들로는 기관장의 리더십, 조직 자원의 충분성, 조직문화, 조직구성원의 관여･참여 

및 지지, 재량 및 자율성, 조직평가 대상기관의 신뢰 등이 있다.

1) 기관장의 리더십(leadership)

먼저, 공공부문의 기관장이 조직의 성과평가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지원

에 기울이는 정도가 강할수록 성과정보의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

과들이 있다. Dull(2008)은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관장의 리더십이 성과

평가 결과인 성과정보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섭(2006)은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리더십에 대해서 조직 혁신을 위한 최고관리자의 적

극성, 최고관리자의 의사결정 시 성과정보의 중시, 최고관리층의 지지와 노력 등을 측정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성과정보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냈다. 또한, 강영

철(2008), 박해육･장혜윤･최정우(2013), 이광희･이석민(2014), 최형준･이정욱(2016)의 

연구들에서도 기관장의 리더십에 관한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 

성과정보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2) 조직 자원의 충분성(sufficiency of organizational resources)

조직 자원의 충분성에 따라서도 성과정보 활용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이 분석된 바 

있다. 이는 성과관리 활동을 통해 투입되는 자원의 충분성과 관련이 있으며, 시간·예산· 

인력 등에 대한 자원과 관련된다. 한인섭(2006)은 자원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성과측정 

활동에 필요한 지식 및 분석능력, 교육 및 훈련, 비용 및 시간의 소요 등을 측정하였으

며, 성과측정 활용에 필요한 지식 및 분석능력을 보유한 인적자원의 충분성이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냈다. Johnson & Talbot(2008)은 성과정보를 활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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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으로 전문가 집단의 지원 역량의 문제를 설명하였으며, 이는 성과

정보를 활용하는데 자원의 충분성의 정도에 따라서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했다. 또한, 박해육･장혜윤･최정우(2013)는 성과관리에 필요한 조직의 자원이 

충분할수록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이 많아진다고 나타냈다. 그리고 최형준･이정욱(2016)

은 성과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이 구축되어있는 조직일수록 적극적으로 성과정보를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조직문화는 성과관리 또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으로 검증된 바 있다. 이는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며, 조직문화의 유형 및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Quinn 

& Kimberly(1984)의 경쟁가치 모형을 통해서 합리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 발전문화 

등의 유형으로 조직문화를 구분해왔다. Moynihan & Pandey(2010)는 조직 요인으로서 

발전문화가 성과정보 활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으며, 분석결과 또

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강영철(2008) 및 박해육･장혜윤･최정우(2013) 등

의 연구들에서는 네 가지의 조직문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집단문화는 응집성, 인간관계

의 강조, 몰입, 통합을 강조하는 가치를 지닌 문화로 보았고, 계층문화는 내적유지, 규칙, 

안정성, 통제를 강조하는 문화로, 합리문화는 경쟁, 차별, 생산성, 목표지향성을 중시하

는 가치를 지닌 문화로, 발전문화는 성장, 모험적, 신축성을 강조하는 문화로 보았으며, 

성과관리를 통한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로는 합리･발전적 문화를 측정하

였으며, 분석결과는 합리･발전적 문화가 성과정보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냈다.

4) 조직구성원의 관여, 참여 및 지지(involvement, participation & advocacy)

조직의 성과평가를 통해 생성된 성과정보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

의 관여, 참여 및 지지가 필요하다는 연구들도 다양하다. Rossi & Freemen(1985)는 성과

정보인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참여 또는 지지(user involvement or 

advocacy)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Alkin(1985)은 성과평가 결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설명하였고, 이는 다시 말해서 조직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

가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인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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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직구성원의 관심 및 참여와 관련하여 성과관리체계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직원 및 

노조의 지지와 노력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성과정보 활용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나타냈으며, 최형준･이정욱(2016)은 성과관리 과정에 대한 구성원의 관

심이 높고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목표에 대한 주인의식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서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게 되어 성과정보의 활용이 활발해진다고 주장되었

고, 분석결과 또한 성과정보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냈다. 

5) 재량 및 자율성(discretion or autonomy)

조직의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는 논거를 검증한 분석들이 있다. Moynihan & Lavertu(2012)는 성과정보 활용 요인으로 

의사결정의 재량(discretion)의 정도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성과정보 활

용 요인에 조직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량의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

타냈다. 그리고 김민정･최상옥(2016)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주요 인적자원인 연구

직 구성원들은 다른 조직의 구성원들보다 그들의 연구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매우 중요

하게 생각하며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원하지 않으며, 연구 과제의 선택이나 수행 그리고 

연구결과의 발표에 있어서 자율성을 원한다고 보았고, 동료나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 집

단으로부터 평가 및 의견을 받기를 원하며,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가에 큰 관심을 가지

는 속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자율성을 연구직 근로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계획의 수립 및 방법, 절차와 같은 연구 전반적인 면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재량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6) 조직평가 대상기관의 신뢰(trust of evaluand)

조직평가의 성과정보 활용은 평가대상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논의들도 

존재한다. De Kool(2012)은 네덜란드의 성과평가 결과인 성과정보 활용 유형 및 영향요

인을 분석하였고, 성과정보의 정치적 활용(political use)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가 영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광희･이석민(2014)은 평가주관기관의 관심 정도에 따

라서 성과정보 활용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평가주관기관은 성과정보로 도출된 평가결과 활용에 대

한 공감대 형성 및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내부지침을 수정하

여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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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내부지침 개선방안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함을 주장했다.

Ⅳ. 연구설계

1. 연구모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정보 활용과 그에 대한 영향요인들 

간 관계의 틀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성과정보2)의 활용도

(performance information use)”를 “조직에 대한 성과측정 및 결과의 과정인 성과평가

를 통해서 생성된 성과정보가 기관의 정책결정 등에 활용되는 측면에서 연구기관에 대

한 사업 및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예산･인력 조정 등의 자원배분 결정 및 조직의 기능개

편과 조직성과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조직의 문제점 확인 및 개선을 위한 개인･업무･부

서 간의 상호 정보공유와 학습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로 활용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림 2> 연구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기관장의 리더십

⇨ 성과정보의 활용도

조직 자원의 충분성
합리･발전적 문화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조직성과평가의 신뢰
통제변수
성별, 연령대, 직종, 직급, 사회적 바람직성

그리고 종속변수인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요인으로 ① 기관장의 리더

십, ② 조직 자원의 충분성, ③ 합리･발전적 문화, ④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⑤ 

2)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점에서 성과정보를 성과관리를 

통해 생성된 연구개발 및 경영성과로서 이들에 대한 정보는 조직에 대한 성과측정 및 결과의 과정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연구기관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우수성, 목표달성 과정의 적절성, 도

전성 및 혁신성 수준 등과 경영성과인 효율적인 기관운영 및 연구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연구기관의 

적정성 수준 등에 대해 생성된 성과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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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⑥ 조직성과평가의 신뢰를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

령대, 직종, 직급,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3)으로 설정하여 통제변수들의 통

제를 통한 독립변수들인 공공연구기관 조직 내적 요인들이 종속변수인 성과정보의 활용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은 <표 3>과 같다.

<표 3>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명 조작적 정의 측정방법

종속
변수

성과정보의 
활용도

조직에 대한 성과측정 및 결과의 과정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생성된 
정보가 연구기관의 정책결정(즉, 사업 및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예산･인력 조정 등의 자원배분 결정, 조직의 기능개편)에의 활용과 
조직성과 개선(즉, 조직의 문제점 확인, 정보의 개인･업무･부서 간의 
상호공유, 학습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에 활용되는 정도

리커트 
5점 척도 
인식조사

독립
변수

기관장의 
리더십

기관장의 성과목표 달성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와 성과정보 활용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성과정보 활용에 대한 지원 정도

조직 자원의 
충분성

성과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인력, 예산, 시간, 정보기술과 체계의 충분한 
정도

합리･발전적 
문화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운영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조직 분위기의 
정도와 장기적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 전체의 관심 정도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성과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성과관리 계획 및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직무 및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의 전반적인 
자율성에 대한 정도

조직성과평가의 
신뢰

평가대상기관이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인 성과정보를 신뢰하는 정도와 
평가대상기관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정도

통제
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대 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대 이상=5
직종 연구직=1, 행정직=2
직급 원급=1, 선임급=2, 책임급=3

사회적 
바람직성

레이놀즈(Reynolds, 1982)의 Form C 13문항 합계
문항 1,2,3,4,6,8,11,12번 (예=0, 아니오=1)
문항 5,7,9,10,13번 (예=1, 아니오=0)

독립변수로 설정된 기관장의 리더십이란 기관장의 성과목표 달성 노력을 기울이는 정

도와 성과정보 활용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성과정보 활용에 대한 지원 정도 의미한다. 

3)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이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데로 응답하

는 대신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성에 따라서 응답하는 성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제했을 때 설문

조사에서 자기편향성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Reynolds, 1982). 

본 연구에서는 Reynolds가 개발한 Form C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13개의 문항을 측정하는 것으

로 예,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13개 문항에 대한 총점 13점을 기준으로 13점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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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자원의 충분성이란 성과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인력, 예산, 시간, 정보기술과 체계

의 충분성 정도이다. 그리고 합리･발전적 문화란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 운영을 중점적으

로 하고자 하는 조직 분위기의 정도와 장기적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 전체의 관심 

정도를 의미한다.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란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성과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성과관리 계획 및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이란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직무 및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의 전반적인 자율성에 

대한 정도이다. 또한, 조직성과평가의 신뢰란 평가대상기관이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인 

성과정보를 신뢰하는 정도와 평가대상기관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정도를 의미한다.

2. 연구가설

이러한 변수 설정을 바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 내적 요소들과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가설들을 도출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지원 및 행태가 강할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성과정

보 활용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조직 자원인 인력, 예산, 시간, 정보기술과 체계가 충분

할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성과정보 활용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합리･발전적 문화에 대한 성향이 강할수록 성과정보 활용이 높

아질 것이다.

<가설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구성원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을수록 성과정보 

활용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관리 및 업무의 자율성이 클수록 성과정보 활

용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6> 평가주관기관의 조직성과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대상기관 조직구성원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그들의 

성과정보 활용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조직 자원의 충분성과 성과정보 활용도와

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합리･발전적 문화와 성과정보 활용도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의 성과관리 관여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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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공공연구기관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 기관 중 10개 

기관으로부터 연구직 100명과 행정직 100명을 대상으로 총 200명4)으로 하였으며, 138

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69%를 나타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부를 제외한 최종 

137부(회수율 68.5%)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18일에서 11월 8일까지의 기간과 2018년 3월 7일에서 

27일까지 기간에 진행하여 총 10개 기관으로부터 회수를 받았고, 9개 기관은 우편으로 

180부를 배포하여 125부를 회수하였고, 1개 기관은 전자우편으로 20부를 요청하여 13

부를 회수를 받아 41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 4> 연구대상

구 분 내 용

조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

조사대상(표본) NST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개 기관 우편배포 180부, 1개 기관 전자우편 배포 20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무기명 선택 및 본인 기입식)

조사기간
2017년 10월 18일~11월 8일(21일)
2018년 3월 7일~27일(20일)

회수개수 (회수율)
우편 180부 배포 125부 회수
전자우편 20부 배포 13부 회수
총 200부 배포 138부 회수(회수율 69%)

분석대상 (최종 응답률) 137부(68.5%)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분석에 활용할 수 없는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최종 137

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하여 변수들의 요인분석과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선형 회귀분석(multi-ordinary linear square) 및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5개 연구기관 인력 수(2017년 12월 기준)는 약 15,856명(모집단)으

로 본 연구의 최종 표본은 137임으로 이는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8.34%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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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과정보 활용과 영향요인들 간 관계의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결과

<표 5>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공공연구기관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성별은 남성이 99명(72.3%), 

여성이 38명(27.7%)로 남성이 약 7대 3정도의 비중으로 차이 나타냈으며, 연령대의 경우, 

20대는 20명(14.6%), 30대는 70명(51.1%), 40대는 35명(25.5%), 50대는 12명(8.8%)로 30

대, 40대,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종별 구분은 연구직은 42명(30.7%), 행

정직은 95명(69.3%)로 행정직이 약 7대 3정도로 비중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직급

별로 살펴보면, 우선 연구직의 경우에 원급은 8명(19%), 선임급 19명(45.2%), 책임급 15

명(35.7%)으로 선임급, 책임급, 원급 순을 나타냈고, 행정직의 경우에 원급은 49명

(51.6%), 선임급은 41명(43.2%), 책임급 5명(5.3%)로 원급, 선임급, 책임급 순을 나타냈다.

<표 5> 기초통계분석결과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99 72.3%
여성 38 27.7%

연령대

20대 20 14.6%
30대 70 51.1%
40대 35 25.5%
50대 12 8.8%

직종
연구직 42 30.7%
행정직 95 69.3%

직급

연구직
원급 8 19%

선임급 19 45.2%
책임급 15 35.7%

행정직
원급 49 51.6%

선임급 41 43.2%
책임급 5 5.3%

2. 회귀분석 결과

1)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먼저, 변수들에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

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각각의 변수들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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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서 문항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

한 방식은 베리멕스(varimax) 회전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회전 후의 요인 적재치가 0.4 

이상이면 유의미한 변수로 보기에 0.4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문항들을 분석에 활용하

였다.

또한,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복해서 측정하였을 때, 응답자로부터 얼마

나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설문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요인분석을 한 후에 하위 변인으로 추출된 변수들이 일관된 변

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신뢰도 검증을 하였으며, Cronbach α의 값의 0.6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표 6>에서 종속변수인 성과정보 활용도의 요인분석 결과 9개의 문항 중 6개의 문항

을 분석에 이용 하였으며, KMO는 0.844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는 유의수준 

0.000에서 334.468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냈다. 고유값(eigenvalue)이 3.539를 나

타내었으며, 문항들에 대한 공통성은 0.544, 0.678, 0.627, 0.563, 0.598, 0.529을 나타내

어 0.5이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Cronbach α값은 0.860을 나타내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요인들에 대한 변수 계산을 통해서 종속변수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들인 기관장의 리더십, 조직자원의 충분성, 합리·발전적 문화,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조직성과평가의 신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총 

30개 문항 중 8개의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2개

의 문항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6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에 대한 KMO는 

0.869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는 유의수준 0.000에서 1333.724로 모두 고유값

(eigenvalue)이 1이상으로 나타나 타당한 것을 분석되었다. 그리고 각 요인들에 대한 

Conbach α 값은 0.755, 0.768, 0.658, 0.733, 0.875, 0.684로 나타났으며, 모두 0.6 이상

으로 이들 요인들에 대한 변수 계산을 통해서 독립변수를 활용하였다. <표 6>은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의 측정 문항에 대한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 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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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요인분석 결과

변수 개념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 )

종
속
변
수

성과정보의 
활용도(Y)

: Cronbach’ 
α(0.860)

기관에 대한 사업 및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 0.737(0.544)

3.539
(58.983)

예산 및 인력 조정 등에 대한 자원배분 결정에 활용 0.823(0.678)
조직의 기능 개편에 활용 0.792(0.627)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 확인 및 개선 등의 학습에 활용 0.751(0.563)
경영 및 연구성과 등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에 활용 0.773(0.598)
개인간, 부서별, 업무간 상호 정보공유 등에 활용 0.727(0.529)

독
립
변
수

기관장의 
리더십(X1)

: Cronbach’ 
α(0.755)

기관장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 0.718(0.788)
2.407

(19.752)
기관장이 의사결정시 성과정보 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

0.678(0.663)

기관장이 성과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정도 0.816(0.795)
조직 자원의 
충분성(X2)

: Cronbach’ 
α(0.768)

기관이 성과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인력 정도 0.724(0.726)
2.310

(18.956)
성과정보를 성과관리 과정 중 생성하기 위한 예산 정도 0.706(0.734)
성과정보를 성과관리 과정 중 생성하기 위한 시간 정도 0.805(0.773)
성과정보 창출을 위한 현재의 정보기술과 체계 정도 0.584(0.701)

합리·발전적 
문화(X3)

: Cronbach’ 
α(0.658)

기관의 조직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정도 0.790(0.795)
1.486

(12.194)
기관의 장기적 조직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 정도 0.484(0.852)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X4)

: Cronbach’ 
α(0.733)

조직구성원들의 성과관리과정을 통해 창출된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 정도

0.685(0.796)
1.539

(12.629)
조직구성원들이 성과관리계획 및 수립과정에 참여 정도 0.815(0.606)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X5)

: Cronbach’ 
α(0.875)

조직구성원의 전반적인 자율성 정도 0.799(0.779)
2.821

(23.150)
직무에 있어서 연구 및 행정 업무에 대한 자율성 정도 0.880(0.846)
연구･행정 업무 수행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재량권 
정도

0.767(0.826)

조직성과
평가의 

신뢰(X6)
: Cronbach’ 

α(0.684)

평가기관에 의해 도출된 평가결과인 성과정보의 신뢰 
정도

0.854(0.817)
1.623

(13.319)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대상기관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는 정도

0.740(0.770)

2)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분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종속변수인 성과정보의 활용도

와 독립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0.4이상으로 다소 높은 상

관관계와 정방향(+)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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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관관계분석

변수
구성개념간 상관관계(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6 7

성과정보의 활용도 1.000

기관장의 리더십 0.485** 1.000

조직자원의 충분성 0.481** 0.243** 1.000

합리･발전적 문화 0.429** 0.548** 0.325** 1.000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0.621** 0.497** 0.461** 0.523** 1.000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0.496** 0.255** 0.454** 0.483** 0.474** 1.000

조직성과평가의 신뢰 0.503** 0.400** 0.363** 0.351** 0.318** 0.337** 1.000

 [***p<0.001, **p<0.01, *p<0.05]

<표 8>의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성과정보의 활용도는 5점 척도에

서 평균 3.2372로 보통 이상을 나타내었고, 기관장의 리더십과 합리발전적 문화의 평균

은 각각 3.5255, 3.6715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조직 자원의 충

분성,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조직성과평가의 신뢰는 각각 

3.0000, 3.1642, 3.0803, 3.3285를 나타내어 보통 이상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편향성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평균은 5.4672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게 나타난 편

은 아니었기에 위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를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8> 기술통계 결과

변수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과정보의 활용도(Y) 137 1.17 4.50 3.2372 0.64319

기관장의 리더십(X1) 137 1.00 5.00 3.5255 0.67848

조직 자원의 충분성(X2) 137 1.00 4.25 3.0000 0.62353

합리･발전적 문화(X3) 137 2.00 5.00 3.6715 0.66265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X4) 137 1.00 5.00 3.1642 0.76723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X5) 137 1.00 4.67 3.0803 0.80595

조직성과평가의 신뢰(X6) 137 1.00 5.00 3.3285 0.67366

성별(C1) 137 0.00 1.00 0.7226 0.44934

연령대(C2) 137 1.00 4.00 2.2847 0.82202

직종(C3) 137 1.00 2.00 1.6934 0.46276

직급(C4) 137 1.00 3.00 1.7299 0.70193

사회적 바람직성(C5) 137 0.00 13.00 5.4672 2.3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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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검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상관관계분석 및 기술통계 결과를 통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9>의 회귀계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T검정 통계량을 통해 각각의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과 가

설검증을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종속변수의 변동량 중에서 독립변수의 예측값에 의해 

설명되는 백분율인 R제곱(R-square)값이 0.558로 종속변수인 성과정보 활용에 대한 6개 

독립변수들과 5개의 통제변수들에 대한 종합적 설명능력은 55.8%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F-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01보다 작기 때문에 본 모델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분석 실시에 있어서 다중공선성 검증을 확인하였

으며, 이는 투입되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이들이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제대로 분석되지 않는 현상으로, 공차한계(tolerance) 값과 VIF(분산팽창지

수) 값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공차 한계값은 기준치인 0.10을 크게 상회하고, 다중공선성

(VIF)값 역시 기준치인 10보다 훨씬 낮은 값을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변수

들 간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value와 유의수준 p<0.05를 기준으로 볼 

때 조직구성원의 관심과 참여(0.000), 조직평가 대상기관의 신뢰도(0.001), 기관장의 리

더십(0.019), 자율성(0.046) 등의 영향력 크기순으로 4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성과

정보 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첫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구성원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

가 높을수록 성과정보 활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4>은 유의수준 p<0.001수준에서 채

택되었다. 둘째, 평가주관기관의 조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대상기관 조직구성원들

의 신뢰가 높을수록 그들의 성과정보 활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6>은 유의수준 

p<0.01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셋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지

원 및 행태가 강할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성과정보 활용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관리 및 업무의 자율성이 클수록 

성과정보 활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5>는 유의수준 p<0.05수준에서 채택되었다. 넷

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조직 자원인 인력, 예산, 시간, 정보기술

과 체계가 충분할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성과정보 활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2>와 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합리･발전적 문화의 성향이 강할수록 성과정보 활용

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3>은 유의수준 p<0.05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

에 기각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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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회귀계수표 (n=137)

종속변수: 성과정보의 활용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β)
공차
한계

다중
공선성
(VIF)

(상수) 0.191 0.384 - 0.498 0.619 - -

기관장의 리더십 0.179 0.076 0.189* 2.368 0.019 0.556 1.798

조직 자원의 충분성 0.135 0.075 0.130 1.793 0.075 0.668 1.497

합리･발전적 문화 -0.062 0.078 -0.064 -0.789 0.431 0.544 1.837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0.287 0.067 0.342*** 4.277 0.000 0.552 1.811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0.123 0.061 0.154* 2.014 0.046 0.601 1.663

조직성과평가의 신뢰 0.221 0.068 0.231** 3.267 0.001 0.705 1.418

성별 -0.154 0.094 -0.108 -1.644 0.103 0.824 1.214

연령대 0.024 0.076 0.031 0.319 0.750 0.370 2.703

직종 0.051 0.093 0.037 0.554 0.580 0.794 1.259

직급 0.069 0.091 0.075 0.754 0.452 0.356 2.812

사회적 바람직성 0.012 0.017 0.043 0.699 0.486 0.914 1.094

R=0.747, R²=0.558, Durbin-Watson=1.838, F=14.369, p=0.000

 [***p<0.001, **p<0.01, *p<0.05]

4) 매개효과 분석

다중회귀 분석결과 <가설 2>와 <가설 3>이 종속변수인 성과정보 활용도와 관계에 있어

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조직 자원의 충분성과 성

과정보 활용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바 있고(한인섭, 

2006; Johnson & Talbot, 2008: 박해육･장혜윤･최정우, 2013; 최형준･이정욱, 2016), 또

한, 합리･발전적 문화와 성과정보 활용도와의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바 있

어(강영철, 2008; Moynihan & Pandey, 2010; 박해육･장혜윤･최정우, 2013) 본 연구에서

는 매개변수로서 첫째로 조직 자원의 충분성과 성과정보 활용도의 관계에 있어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그리고 둘째로 합리･발전적 문화와 성과정보 활용도와의 관계에 있어 조

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를 도출하여 이들 변수들에 대한 <가설 7>과 <가설 8>의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5)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로 독립변수인 조직 자원의 

5)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986)이 제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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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성이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을 통해 성과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에 대한 매개

효과 검증 결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조직 자원의 

충분성과 성과정보 활용도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 7>은 1단계(조직 자원의 충분성→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회귀계수

(표준화된 β값)는 0.419로 정(+)의 영향을 미치며, 2단계(조직 자원의 충분성→성과정보 

활용도)의 회귀계수는 0.454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3단계는 독립변수인 조

직 자원의 충분성의 회귀계수는 0.316, 매개변수인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의 회귀계수는 

0.329의 값과 이들에 대한 t값과 p값(유의확률)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

를 나타내었고, 2단계에서의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0.454가 3단계에서 도출된 독

립변수의 회귀계수 0.316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어 <가설 7>은 채택되었다.

<표 10> 매개효과 검증 결과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증단계 표준화된 β 값 t-value 유의확률 R²

조직 자원의 충분성/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성과정보 활용도

단계 1 0.419 5.366 0.000 0.248

단계 2 0.454 5.909 0.000 0.272

단계 3(독립변수) 0.316 3.937 0.000
0.354

단계 3(매개변수) 0.329 4.025 0.000

합리･발전적 문화/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성과정보 활용도

단계 1 0.505 6.682 0.000 0.283

단계 2 0.395 5.037 0.000 0.228

단계 3(독립변수) 0.127 1.624 0.107
0.429

단계 3(매개변수) 0.530 6.746 0.000

둘째로는 독립변수인 합리･발전적 문화가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를 통해 성과정

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합리･발전적 문화와 성과정보 활용도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관리 관여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8>은 1단계(합리･발전적 

문화→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회귀계수(표준화된 β값)는 0.505로 정(+)의 영향을 미

실시하였다. 이는 변수의 수가 많을 때 즉, 측정변수가 많은 경우에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김정숙･정

다정, 2019), 본 연구에서 또한 통제변수들(성별, 연령대, 직종, 직급, 사회적 바람직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3단계 매개회귀분석 실시 및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네 가지 가정들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의 회귀 

계수값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

계수값 보다 커야한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Baron & Kenn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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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2단계(합리･발전적 문화→성과정보 활용도)는의 회귀계수는 0.395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3단계는 독립변수인 합리･발전적 문화의 회귀계수는 0.127, 매개변수인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의 회귀계수는 0.530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3단계에서의 독립

변수의 t값은 1.624, p값은 0.107을 나타내어 <가설 8>은 기각되었다.

<표 11>은 독립변수인 조직 자원의 충분성이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을 통해 성과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에 대한 매개효과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값을 나타내는데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조직 자원의 충분성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그리고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이 조직 자원의 충분성에 대한 매개효과

를 정리하였고, 구체적으로 직접효과는 0.454와 간접효과 0.132를 종합한 결과 총효과 

0.586을 갖기 때문에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이 조직 자원의 충분성에 대해 갖는 매개효과

는 0.225로 나타났다.

<표 11> 매개효과 값

독립변수

성과정보 활용도

직접효과
(2단계 β값)

간접효과
(1단계 β값*3단계 β값)

총효과
(직접효과+간접효과)

매개효과
(간접효과/총효과)

종류

조직 자원의 
충분성

0.454 0.132 0.586 0.225 부분매개

3. 분석결과의 논의

위와 같은 회귀분석 결과는 공공연구기관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성

과정보 활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직 내적 특성들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 기관장의 리더십과 성과정보 활용도와의 관계

공공연구기관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장이 조직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수록,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경영성과를 위한 의사결정 시에 

성과정보 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할수록 그리고 성과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이 높을

수록 등에 대한 연구기관의 기관장이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해 준다면, 성과정보 활용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이에 조직의 관련 시책 및 운영에 있어서 성과정보의 활용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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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자원의 충분성과 성과정보 활용도와의 간접적 인과관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조직 자원인 인력, 예산, 시간, 정보기술

과 체계가 충분할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성과정보 활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조직 자원의 

충분성과 성과정보 활용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중회귀 분석결과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직 자원의 충분성이 성과정보 활용도에 간접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자원의 충분성이 ‘관리와 업

무의 자율성’을 거쳐 간접적으로 성과정보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

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자원요소들인 인력･예산･시간･정보기술 및 체계가 

충분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성과정보의 활용을 이끌 수 없으며, 충분한 조직 자원을 자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만 성과평가의 결과정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합리･발전적 문화와 성과정보 활용도와의 관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합리･발전적 문화에 대한 성향이 강할수록 성과

정보 활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합리･발전적 문화와 성과정보 활용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중회귀 분석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기에 합리･발전적 문화와 성과정보 

활용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의 성과관리 관여를 통해 성과정보 활용도를 높

일 수 있는 지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시도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주지 못하였

는데 이는 합리･발전적 문화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결과인 

성과정보라는 것이 특히 장기적 실현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보의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장기적인 성격이 강한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적 관리 및 장기적 조직발전에 대한 조직 

전체의 관심이라는 문화는 그러한 연구기관의 성과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분위기는 분

명히 지지해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공연구기관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의 성과정보 활용이 관료제적 조직의 틀 내에서 단기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조직구성원들은 그러한 문화적 속성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와 성과정보 활용도와의 관계

공공연구기관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정보 활용을 위한 조직구성원

들의 성과관리 관여는 성과관리과정을 통해 창출된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해 조직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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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심이 높을수록 그리고 그들이 성과관리계획 및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

을수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정보 활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해석되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성과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

구성원들이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5)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과 성과정보 활용도와의 관계

공공연구기관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정보 활용을 위한 관리와 업

무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조직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자율성 정도가 클수록, 직무에 있어

서 연구 및 행정 업무에 대한 자율성 정도가 높을수록, 연구 및 행정에 대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재량권 정도가 클수록 성과정보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해석되

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다른 공공기관들과는 달리 연구기관으로서 연

구개발 및 경영관리 활동 과정에서의 조직구성원들의 관리 및 업무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장 중요시하기에 중요한 조직 내적 요인으로 고려된다.

6) 조직성과평가의 신뢰와 성과정보 활용도와의 관계

공공연구기관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정보 활용을 위한 조직성과평

가의 신뢰는 평가주관기관에 의해 도출된 조직평가 결과인 성과정보에 대해 조직평가 

대상기관 조직구성원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평가기관이 대상기관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높을수록 성과정보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해석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연구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인식

을 중심으로 성과정보 활용에 대해 접근을 시도한 처음의 연구로 조직의 성과평가를 통

해 생성된 성과정보의 활용은 조직 내적 요인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충분치 못한 현실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문헌

분석을 통해 파악된 공공연구기관 및 조직성과평가의 특징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도움을 받아 공공연구기관의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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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섯 가지 조직 내적 요인들로 기관장의 리더십, 조직 자원의 충분성, 합리･발전적 

문화, 조직구성원들의 성과관리 관여,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조직성과평가 신뢰로 규명

하여 공공연구기관 성과정보 활용과의 인과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연구기관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인들

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관장의 리더십,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관리 및 업무의 자

율성, 조직성과평가의 신뢰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공

공연구기관들의 성과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강할수록, 조직구성원들

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수록, 조직구성원의 관리 및 업무의 자율성 클수록, 조직성과평가

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성과정보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조직 자원의 충분성과 합리･발전적 문화는 회귀분석 결과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들 변수들에 대한 평면적인 영향이 아닌 간접효과를 분석

하는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자원의 충분성이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을 통해 

성과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연구기관의 인력･예산･시간･정

보기술 및 체계가 충분하더라도 성과정보의 활용을 직접적으로 제고시키지는 못하고, 

그러한 충분한 자원이 관리와 업무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높이게 되고 그 결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구성원들이 성과평가의 정보 활용을 이끌게 되는 간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합리･발전적 문화는 다른 요인들에 매개하여 성과정보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

치는 간접적 인과성도 검증되지는 못했다. 이는 합리･발전적 문화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결과인 성과정보라는 것이 특히 장기적 실현을 위한 연구

에 대한 정보의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장기적인 성격이 강한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적 

관리 및 장기적 조직발전에 대한 조직 전체의 관심이라는 문화는 그러한 연구기관의 성

과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코 지지해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공연구

기관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정보의 활용이 관료제적 조직의 틀내에

서 단기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조직구성원들은 그

러한 문화적 속성이 조성된다하더라도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함께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공공연구기관의 관점에서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인들을 규명하여 공공연구기관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통한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는 점에서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의의가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 19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법론

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횡단면적인 연구로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인과관

계 논의 정립에 있어서 시간적 그리고 범위에 한계를 가진다. 이는 시간적인 제한으로 

좀 더 폭넓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며 범위 또한 한정해서 분석하

였기에 표본의 크기 및 대표성에 있어서는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즉, 추후 연구에서 표

본의 크기 및 대표성 등에서 좀 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성과정보 

활용에 조직 내적 영향요인들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외적 요인 등을 다루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 또한 필요함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성과관리 과정 중의 하나인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

공연구기관의 조직 내적 요인들에 관심을 두었으며 이러한 논의와 실증분석은 조직의 

성과계획 수립과 성과평가 그리고 성과활용의 선순환 과정에서 조직 내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의 제도적 재정립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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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f Organizational 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Information Use Based on the Perception of Employees in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Seong-Deok Oh & Kwang-Ho Sim

Recognizing that the use of performance evaluation information by South Korea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may be strongly affected by internal factors of the 

organizations, little is known about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ive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even the institutional factors that may hav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utilization of performance information within such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Accordingly, inferences were made from studies on similar subjects in other public 

agencies and evaluation practices in order to analyze the causality between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related internal institutional factors to identify six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leadership of top managers, sufficiency of 

organizational resources, rational-developmental culture, involvement and advocacy of staff 

in the performance process, autonomy in work and management, and trust in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The major findings from an empirical test based on survey data from such 

research institutes include that a high level of support by top managers, high involvement of 

organizational members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high staff autonomy in 

work and management, and a distinct trust in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results show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upon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In addition, some indirect 

causality between sufficiency of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was detected.

【Keywords: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Performance Information Use, Leadership of Top Managers, Sufficiency of 

Organizational Resources, Involvement and Advocacy of Staff in Performance 

Planning and Management, Autonomy in Work and Management, Trust in 

Performance Eval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