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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신공공관리와 관련된 대리인 이론과 거래비용

이론을 바탕으로 목표와 책임,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 성과측정

시스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PMS) 활용과 규칙과

절차의 완화와 분권화로 구성되는 내부 규제 완화(internal

deregulation)를 포함하는 관리통제(management control)가 결과지

향문화(result-oriented culture)를 매개로 개인이 인식한 조직성과

와 개인성과로 나누어 인식된 공공부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리통제가 민간부문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공공부문

에서는 사적 부문과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

한 결과지향문화를 매개로 관리통제에 의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성과주의 문화가 조성된 한국사회의 현시점에서 조직에 대한 진단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도 신공공관리의 영향을

크게 받아 관리통제시스템이 효율성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구성

되어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보인 조직관리 방향에 대한 분석이 의

미가 있을 것이다.

2020년 초부터 한국은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로

인해 달라지는 조직문화와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 2019년 8월 12일

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약 1년 동안 실시한 2019년 공직생활실

태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해당 조사는 정부 인적자원관리에 대

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1년

부터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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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모집단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

로 설정하였고, 총 4,111명의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본

추출은 다단층화확률비례(계통)추출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는 이메일 웹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목표와 책임 부문의 목표와 성과관리는 인식된 조

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

브 부문에서 보수의 적정성은 인식된 조직성과에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지만 승진의 공정성과 교육 훈련은 유의한 정(+)의 관

계를 보였다. 내부 규제 완화 부문의 규칙 완화는 인식된 조직성

과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분권화는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무원에게 금

전적 보상보다 사회적 역량과 능력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직관리에 있어

서 규칙과 절차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의도하지 않

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목표와 책임 부문의 목표와 성과관리는 개인

이 인식한 개인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센티브 부문에서 보수의 적정성과 승진의 공정성은 인식

된 개인성과에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지만 교육 훈련은 유의

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내부 규제 완화 부문의 규칙 완화는 인

식된 개인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분권화는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인식된

개인성과에 대한 승진의 효과는 공무원에게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센티브가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무원은 교육훈련과 같은 개인의 역량을 개선

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에게 규칙과 절차에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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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조직에서 정해지는 규칙

은 조직과 인사 문제와 같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나가는 것

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권화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다른 조직

구성원의 의사결정도 비중 있게 고려하기 때문에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분권화가

인식된 조직성과에 미치는 정(+)의 관계로 살펴볼 때 조직에서 이

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함께 고려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통제 방식과 인식된 공공부문 성과의 관계에서 결과지향문

화가 갖는 매개효과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수의 적정성의

경우 결과지향문화가 갖는 부(-)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다른 관

리방식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내부 규제 완화

부문에서 규칙 완화는 인식된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직접 효과와

일관된 부(-)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성과 측

면에서는 결과지향문화를 약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권화 또한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결과지향문화를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직접효과와 일관된 부(-)의 간접효과를 미치

는 결과를 보였다. 내부 규제 완화 부문에서 결과지향문화는 인식

된 성과에 공통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쳐 규칙완화와 분권화가

인식된 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크게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지향문화 또한 내부 규제 완화 부문의 변수들과 마

찬가지로 세부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OECD가 강조하는 관리통제에 대한 NPM 접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사악한 문제

(wicked problem)를 해결하거나 공공조직의 목표달성의 불확실성

을 줄이는 과정에서 NPM 접근은 다양한 공공가치 기준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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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못한다. 해당 접근에 따르면 규칙과 절차가 결과지향문화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 결

과는 이러한 예측을 벗어났다. 또한 비록 분권화가 인식된 조직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NPM의 가정을 따르

지만, 결과지향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PM의 접근에 따른 조직 운영 방식을 내부 규제 완화 측

면에서 높일 필요가 있다.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은 분권화를 통한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

조하고 성과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정과 규칙에 대한 통제에

소홀해졌다. 규칙은 경직적인 특성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신

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시장 기

제를 통한 공공 관리에도 오히려 규율에 의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

다(Vogel, 2018). 본 연구에서 규칙과 절차의 완화는 개인이 인식

한 결과지향문화와 조직성과를 약화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면서도 민주적 가치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규제

가 조직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Verbeeten &

Speklé, 2015).

또한 공공조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지향문화를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NPM의 요소를 발전시키기보다 조직의

조정 기능 및 협력 체계를 개선하여 조직관리의 경쟁적 측면과 협

력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하영 & 이수영(2020)의

연구에서 성과주의는 조직 내 협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조

직 구성원들의 직무 열의를 촉진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협력

이 경쟁을 건설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어 : 관리통제, 성과측정시스템 활용, 내부 규제 완화, 결과지향

문화, 인식된 조직성과, 인식된 개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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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를

토대로 시장효율을 극대화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행정개혁이 이루

어졌다. 신공공관리는 관리주의와 계약주의가 결합하여 관리자에게 상당

한 자유 재량권을 주고 분명한 성과계약 관계를 강조한다(Hood, 1991).

OECD는 NPM 개혁에서 공공부문의 관리자가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제

약과 통제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주장한다(OECD, 1996). 한국

사회에서도 NPM의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에 기반을 둔 성과주의 문화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공공부문 성과에서 NPM의 효과는 아직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공공관리에 보완적인 관리 방향으로서 협력적 거버넌

스(collaborative governance)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나 NPM에서 미

흡한 부분에 대한 정의와 세부적인 내용이 여전히 명료하지 못하다. 따

라서 거버넌스 관점에서도 관리방식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행의 필요성을 넘어선 논의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공공관리와 관련된 이론을 중심으로 성과측정시스

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PMS) 사용과 내부 규제 완화

(internal deregulation)을 포함하는 관리통제시스템(management control

system: MCS)이 결과지향문화를 매개로 공공부문의 성과, 특히 조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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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신공공관리에 따

른 관리통제가 현시점에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NPM을 통해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을 극복했지만, 성과주의 사회는 조

직구성원 간에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 부여 방식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렵

다.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조직 내부 과정에 참여할수

록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져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Hirschman,

1970; Whitford & Lee, 2015). 따라서 경쟁과 협력의 공존 가능성을 고

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이하영 & 이수영, 2020). 그럼에도

협력과 참여를 강조하는 성과관리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통제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유

인화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직 차원에서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한다.

3. 연구의 차별성

1) NPM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고려

본 연구는 OECD가 강조하는 관리통제에 대한 NPM 접근에 대해 의

문을 제기한다. NPM 접근에 따르면 규칙과 절차가 결과지향문화와 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는 이러

한 예측을 벗어났다. 또한, 비록 분권화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NPM의 가정을 따르지만, 결과지향문화와 개인성

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공부문 관리통제와 결과지향문화에 관한 연구 부족

관리통제가 민간부문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공공부문에서는

사적 부문과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반영하는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고 한국사회의 경쟁문화를 매개로 관리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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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성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 또한 공공부문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박경원 & 이호, 2014). NPM 관련 변수 외에도 조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공부문도 신공공관리의 영

향을 크게 받아 관리통제시스템이 효율성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구성

되어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보인 조직관리 방향에 대한 분석이 의미가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관리통제시스템의 일부로서 성과측정시스템의

이용과 내부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실적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

공공관리에 기반한 관리통제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조

직 내에서 성과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3)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서 경쟁과 협력의 공존 가능성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은 분권화를 통한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조하고

성과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정과 규칙에 대한 통제에 소홀해졌다.

규칙은 경직적인 특성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

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시장 기제를 통한 공공관리에도 오

히려 규율에 의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Vogel, 2018).

조직적인 관점에서도 규칙과 절차의 완화는 결과지향문화와 조직성과

를 약화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면서도 민주적 가치와 공정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규제가 조직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Verbeeten & Speklé, 2015). 규칙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Simon의 제한된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반을 둔다. 규칙을 설계하면

서 개인의 효용 극대화보다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최적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개인의 입장에서도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효

용극대화가 될 수 있는 유인체계로서 규칙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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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제 1 절 관리통제에 대한 논의

1. 관리통제의 개념

OECD에 따르면 신공공관리에 기반을 둔 공공부문의 개혁은 경제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규정

된 절차와 규제에 대한 준수에 초점을 둔 관료제적 시각과 대비된다. 성

과 관리에 있어서 Anthony(1965)에 의해 틀이 갖추어진 관리통제 시스

템은 조직전략과 목표달성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우선하여 조직이 바람직

한 행동 패턴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Verbeeten, 2008).

관리통제는 조직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목적이 분명한 과정이다(Speklé, 2001). 관리통제는

첫째, 조직 업무의 방향을 잡고, 운영상 전반적인 경과와 질을 감독하며,

조직의 결과와 성과를 평가하는 관리 정보 시스템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조직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시스템, 절차, 권한위임 등을 포함한다(OECD, 1997).

Hofstede(2012) 또한 관리적 동기와 행동에 중점을 둔 유사한 접근 방

법을 발전시켰다(Otley, 1999). 관리통제는 인적 자원, 자본, 그리고 다른

투입요소에 대한 사용과 통제를 피하고 성과의 측정을 중요시한다. 또한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와 자원에 대한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업무에 대한 유연성이 훨씬 늘어났지만, 그에 비례하는 성과 계약

과 보고에 대한 책무성이 요구된다(OECD, 1997).

관리통제시스템은 성과 기준과 목표에서 벗어나는 오류를 줄이고 조직

에 목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의 행동이 기회주의

적 성격에 따른다고 할 때 수단적 계산적 책임이 수반되지만,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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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구성원 동기 조직성과

결과지향문화

책무성

조직학습

원을 네트워크의 일부로 보았을 때 그들은 조직 내부의 신뢰가 형성된

분위기 속에서 관계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Visser, 2016).

하지만 공공부문의 관리통제시스템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효율적

인 관리통제와 감독 절차를 발전시키기 매우 어렵다. 성과 측정은 목표

가 명확하고, 결과가 측정 가능하며, 조직 내 활동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Hofstede, 1981; Speklé & Verbeeten, 2014).

관리통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Visser(2016)은 관리통제가 책무성과

조직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NPM의 기업가적 운영이

공공조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관리통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van der Kolk et al(2019)은 구성원 동기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고, 조직적 차원에서 결과 지향적 문화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인과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Verbeeten & Speklé, 2015; 박경원 & 이

호, 2014).

<표 1> 관리통제의 결과요인

1) 성과측정시스템(PMS) 활용

한국 사회의 공공부문에서 1990년에 성과측정시스템이 도입되었고,

1997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성과관리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난 20년간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된 ‘정부 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이후로 성과관리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왔다(Kim

& Hong, 2013).

성과측정시스템 사용은 크게 운영상의 사용(operational use), 인센티브

지향적 사용(incentive-oriented use), 그리고 탐색적 사용(expl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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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으로 나눌 수 있다. 운영상의 사용은 운영상 계획(Hansen and Van

der Stede, 2004)과 진행 상황에 대한 감독(Franco-Santos et al., 2007)

을 포함한다. 인센티브 지향적 사용은 정보를 통해 관리자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통제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역할

(decision-influencing role)을 강조한다. 탐색적 사용은 관리적 행동을 요

구하는 정책 분야를 찾아내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택적 개입을 가능

하게 한다(Speklé & Verbeeten, 2014). 운영상 사용과 탐색적 사용은 의

사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decision-facilitating role)에 초점을 둔

다. 성과측정시스템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역할과 의사결정의 방

향을 제시하는 역할은 ‘통제의 이중 역할’을 의미한다(Tessier and

Otley, 2012).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과측정시스템 이용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PMS와 유사한 성과관리제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분석이 이루어졌다(김영록, 2011). 연구에 따르

면, 성과관리제도에는 정책 및 성과정보 특성, 조직 규모와 정책 실행조

직의 구조와 같은 조직적 특성상의 요인, 그리고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2) 내부 규제 완화

신공공관리의 영향으로 규제 완화는 한국 사회의 주요한 화두가 되었

다. 규제는 정부가 공공가치의 구현을 위해 민간 행위를 제한해 민간부

문에 강제적 개입을 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는 일종의 제도변화라고 볼

수 있다. 베버의 관점에서 규제는 합리성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쓰레기

종량제 등의 경제 유인 규제와 배출권거래제도 등의 시장기반 규제는 신

공공관리적 시각에서 정부조직이 시장을 통해 어떻게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OECD는 규제 수준이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격

차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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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평론가 칼레츠키(Kaletsky)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예측했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

했다. 정치와 경제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민

주적 가치와 공정성을 중시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제

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협력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Kaletsky, 2011).

신공공관리에 따라 공공조직은 관리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내부규제를

완화하는 운영을 한다. 관리자에게 책임성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Wilson(2019)에 따르면 각각의 정부 부처는 조직 업무에 따라 조직 고유

의 문화를 형성한다. 정부에서 내부 규제 완화는 더 책임감 있고 효율적

인 관료조직을 가능하게 한다(Wilson, 2019).

본 연구에서는 규제 완화를 크게 분권화와 규칙 완화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분권화와 규칙완화는 조직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직목표가 뚜렷할수록 높은 수준의 내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2. 이론적 논의

1) 대리인 이론

주인-대리인 접근은 계약 이론(Laffont & Martimort, 2002; Bolton &

Dewatripont, 2005) 분야의 한 부분이다. 합리적이며 이기적인 개인을 가

정하고 공공부문의 경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공선택론과 같은 맥락상

에서 해석될 수 있다. 대리인 이론에서 위임자(principal)와 대리인

(agent)은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 관계에 있다(Baiman, 1990). 위임자

(principal)는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agent)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

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바라지만 대리인은 자신의

효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두 당사자 간에 이해가 상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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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 & Holmström (1987)에 의해 발전된 주인-대리인 접근에 따르면,

모든 조직에는 두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위임자의

통제능력의 한계 때문에 위임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역선택

(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한다. 역

선택 문제는 위임자가 대리인의 업무처리능력에 대해 대리인만큼 알지

못하므로 기준미달의 대리인을 선택하거나 대리인의 능력에 맞지 않는

보수를 지급하게 될 때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의 경우 대리인의 업무수

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위임자가

원하는 만큼 과업에 몰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공조직은 위임자와 대리인 간의 신뢰 관계를 위해 목표 설정을 명료

하게 하고, 대리인을 감독 관리하기 위한 유인체제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에서 각각의 위임자는 자신의 선호 또는 이익을 추구하지만 모두 같은

목표와 방향에 따르지 않는다(Dixit, 1997). 이러한 공공부문의 특성 때문

에 유인체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성과 기준을 명

확하게 하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의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려면 보다

엄밀한 유인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임자와 대리인 간의 관

계에서 집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개인의 행동이 합리적이지만

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다.

2) 거래비용 이론

Coase(1937)로부터 시작된 거래비용 이론(transaction costs theory)는

조직경제학 창시자 Williamson(1979, 1989, 1993, 1999)에 의해 조직관리

의 관점에서 발전되었다. Speklé(2001)에 의하면 거래비용 이론에서 개인

은 합리적 존재이지만 정보의 불확실성과 제한된 합리성, 그리고 감독의

어려움 속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조직의 경우 반복적인 거

래관계 속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과 조직 간 상대적 효율성

을 고려한다(Speklé, 2001).

거래 비용 경제학에 의해 발전된 신공공관리에서도 자원의 사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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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규율(discipline)과 절약(parsimony)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공

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하는데, 공공서비스를 경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거래 비용에는 거래당사자 간의 협상 비용, 감시 비용,

정보처리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민간위탁 없이 정부조직에서 공공서비스

를 내부 생산을 할 때 드는 조정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클 때 공공서비

스를 외부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쟁은 효율적인 교환의 틀을 제공

하는 것은 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한다(Speklé, 2001).

거래 비용 경제에서 조직의 외부적, 내부적 측면을 고려할 때, 외부적

으로는 아웃소싱으로 인한 정보 비대칭성, 거래 절차의 복잡성, 감독 관

리, 성과측정의 난이도 등은 조직의 거래 비용이 된다(Alonso et al.,

2015). Speklé(2001)의 연구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관리통제시스템은 조직

과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격식 비격식 계약으로 간주한다. 관리

통제는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 거래 비용이 달라지고, 조직 내부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간 협력적 구조까지 영향을 미친다

(Speklé, 2001).

제 2 절 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논의

1. 공공부문 성과의 개념

개인의 동기와 조직의 목표는 상충관계에 있다. Hofstede(1980)는 개

인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집단주의(collectivism)는 독립성이 아닌 소

속감을 강조하며 집단의 상황에 따라 개인의 행위도 변한다고 주장한다.

조직목표는 효과성의 전제조건이 되지만 구성원이 타당한 것으로 수용해

야 개인의 자발적 협동이 이루어진다. 개인의 자발적 협동은 효과성과

능률성에 의존하므로 구성원들에 대해 경제적 비경제적 유인화가 필요하

다. 반면 집단주의 사회의 경우 조직목표와 일치되는 의사결정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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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초점을 둔다. 개인과 조직은 협동적 노력체제로서 개인의 내재적

동기와 조직의 외재적 동기가 목표달성의 방향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Barnard, 1968).

Hood(1995)에 따르면 집단주의 전통이 강한 사회일수록 신공공관리론

개혁에 대한 집권 집행부의 동기(motive)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관료

제의 내적 통합이 높을수록 개혁의 기회가 높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

우 집단주의와 내적 통합이 모두 높아 행정개혁을 위한 동기와 기회 또

한 높게 나타난다(Hood, 1995).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사적 부문과 달

리 이윤 추구를 목표로 두지 않고 공공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성과 측정

하기 어렵고 정치적 개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Arellano-Gault,

Demortain, Rouillard, & Thoenig, 2013). 따라서 공공조직의 구성원은

민간부문과 다른 차원에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Crewson, 1997).

성과관리 관행은 공공부문 성과에서 효율성에 기반한 양적 측면에 있

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관리·감독 혹은 전략적 역량 등의 질적

측면에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성과의 질적 변

화가 성과관리 시스템의 장기적 효율성에 주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기

존의 시장 기제에 따른 공공관리는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Verbeteen, 2008; Kaplan, 2001; Atkinson et al,

1997; Jenkins et al, 1998)

1) 인식된 조직성과

조직성과는 다양한 측정 요소로 구성되는 불확정 개념으로써 연구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Rainey(2009)는 조직성과와 함께 거론되는

조직효과성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성과가 상위 차원의 관점에서

효과성을 포함하거나(김인, 2006), 성과와 효과성의 개념이 동일시되거나

(김영주 & 문명재, 2015), 성과가 하위 차원의 관점에서 효과성에 포함

되는(하미승, 2014) 등 여러 차원에서 분석되었다.

신공공관리가 주장하는 민영화와 시장주의로 인해 조직의 공동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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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고객 지향성의 강조는 조직구성원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성과관

리에 있어서 목표가 모호하고 측정하기 어려울수록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또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목표의 명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Coletti et al.(2005)에 의하면 통제 시스템은 협동 환경

(coordinative setting)에서 신뢰(trust)와 협력(cooper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제재 시스템(sanctioning system)과 감독 시스템

(monitoring system) 등의 통제는 개인이 이기주의적 행동을 하게 만드

는 인센티브를 줄인다고 볼 수 있다(p. 477). 공공조직은 인센티브 제도

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분과 달리 공공부문에서는 다수의 주인

(principal)이 존재할 수 있고, 목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모니

터링이 필수적이다(Burgess and Ratto, 2003; 김상헌, 2005). 이처럼 대

리인 이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직성과는 조직구성원의 행

동적 측면에 따른 성과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협력은 “성과 위험(performance risk)”과 “관계적 위험

(relational risk)”을 수반하고 있어 오히려 개인의 이기주의적 행동을 장

려할 수 있다. 개인 구성원은 무임승차를 하거나 정보를 덮어두는 행동

을 할 여지가 있다. 한국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여러 중앙부처가

팀제를 중심으로 조직의 협동을 강화하는데, 팀제의 도입은 조직구성원

들의 본질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해칠 우려가 있다(김상헌,

2005).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측정시스템과 감시 체제는 협동 환경에 수

반되는 위험을 줄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Coletti et al., 2005; p. 480).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신황용 & 이희선(2012)은 공직 동기와 직무 만족을, Brewer &

Selden(2000)은 인적 자본과 개인성과를, 박천오 외(2001)는 조직몰입,

조직 시민 행동을, 김영주 & 문명재(2015)는 조직의 협력 수준을, 그리

고 Whitford et al.(2010)는 개인 간 협력 수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

태연(2019)의 연구에서 ‘제한적 자원 획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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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공직동기 조직문화

직무만족 조직몰입

인적자본 조직시민행동

개인성과 조직의 협력수준

개인 간 협력수준 직 간접적 목표 갈등

결과지향문화

결과통제

문화통제

활동통제

계’를 의미하는 간접적 목표 갈등과 ‘주인이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목표와

조직 내 목표 간의 상충적 관계’의 직접적 목표 갈등이 높을수록 조직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성과에 관리통제시

스템의 구성요소인 결과통제 문화통제 활동통제, 그리고 결과지향문화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Verbeeten & Speklé, 2015; 박경

원 & 이호, 2014).

<표 2> 조직성과의 영향요인

2) 인식된 개인성과

1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엄석진(2010)의 한국 행정조직 실증

연구에서 조직 문화 유형과 신공공관리론적 개혁 간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성과주의에 대해 개인주의 문화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 문화는 규칙성과 집단성이 낮은 유형이다. 규제와 규

칙으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집단적 통제보다 개인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화에 영향을 받는 성과는 조직적 차원에서보다

신공공관리의 방향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 행위를 상대적으로 더 반영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성과주의 전략은 조직 구성원 및 조직 간의 관

계가 대리인 이론에 따르는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개인성과는 업무와 관련된 측면과 조직구성원들의 능력과 효능감 등

개인의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송윤현, 2012). 개인성과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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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서 행동적 결

과(behavioural outcome)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관리통제시스템의 관행

은 개인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데, 시스템의 점검을 위해서는 개인의

내재적 동기와 심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에 의하면 개인의 내재적

동기가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의 심리적 충족을 통해 촉진된다고 주장한

다. 동기 부여 구축 이론(motivation crowding theory)은 개인이 외재적

보상이나 유인을 개인의 심리적 인식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파악한다. Chenhall(2003)에 의하면 행동적 결과가 업무 만족

감(job satisfaction)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업무에 만족하는 개인은 조

직 목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Shields et al.(2000)

에 따르면 관리통제는 업무 만족감보다 성과에 직결되는 업무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Chenhall, 2003, pp. 132-134).

동기부여는 내재적(intrinsic), 외재적(extrinsic)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

는데 이 둘의 관계도 복잡성을 띠고 있어서 외부적 보상 또는 통제가 내

재적 동기부여를 저해할 수도 있다(Deci et al., 1999). 따라서 개인의 동

기부여를 다각도로 고려하지 않은 유인체계의 설계는 오히려 개인성과를

낮출 위험이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내부적 동기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에 해당하는 능력(competence), 자율성

(autonomy), 그리고 관계성(relatedness)이라고 볼 수 있다(Ryan &

Deci, 2000). 능력 관점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자율성을 통해 독립

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관계성의 측면에서 조직 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구성원 개개인은 업무만족감을 느끼게 된다(Gagné &

Deci, 2005, p. 337; van der Kolk, 2019).

제 3 절 결과지향문화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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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지향문화의 개념

조직문화는 조직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다양한 가치관 행동

양식, 관습 규범, 지식 기술, 제도, 전략, 구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Hofstede, 1980; Peters & Waterman, 1982; Kimberly & Quinn. 1984;

Cameron & Quinn, 2011; Pettigrew, 1979; Duncan, 1989; Schein, 1985;

김근세 & 이경호, 2005; 신황용 & 이희선, 2013). 조직문화는 구성원들

의 행동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고 있다(Hofstede,

1980).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따라 조직의 목표와 행

태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케인주의

시각에서 복지국가, 규제, 국유화를 강조하는 체제에서 민영화, 규제 완

화를 내세우는 ‘작지만 강한 정부’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였다(Hood,

1994). 당시 이 패러다임에 기반한 관리주의(managerialism)와 경제적 합

리주의가 결합한 공공 관리가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 또한 신공공

관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한국사회의 공공조직은 NPM에 따라

Weber(2015)의 관료제적 시각에서 실질적 합리성에서 형식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성과주의 조직 문화로 변화하였다. 결과지향문화는 관료주의적

인 절차와 통제를 강조하는 격식 문화에서 벗어나 목표 지향성과 효율성

을 중시한다(Nitzl, Sicilia, & Steccolini, 2019).

조직문화 유형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Cameron과

Quinn(2011)이 제시한 경쟁 가치 모형(Competing Value Model: CVM)

이 있다. 경쟁가치 틀을 바탕으로 한 해당 모형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네 가지 다른 조직문화로 구분된다. 이 모형에서는 ‘유연성 대

통제’와 ‘조직 내부 지향 대 외부 지향’의 차원에서 가치 간의 경합 결과

에 따라 조직문화가 정의된다. 먼저 조직구조의 유연성과 조직 내부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두는 관계지향 문화(clan culture)는 구성원에게 참

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에 몰입하게 한다. 조직 내부에 초점을 맞추

지만 통제 위주의 조직구조를 형성하는 위계 지향 문화(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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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향 문화(협력적)

강조되는 특성:

인력개발과 참여, 팀워크, 협력,

의사소통

혁신지향 문화(창조적)

강조되는 특성:

비전, 자율성, 진취적 사고

위계지향 문화(통제적)

강조되는 특성:

공식화된 규칙, 권위, 일관성,

통일성, 안정성, 업무 체계성

시장지향 문화(경쟁적)

강조되는 특성:

목표달성, 효율성,

고객 지향성, 결과 지향성

culture)는 관료제와 같이 공식적 규칙에 따라 성과를 내는 데 가치를 둔

다. 조직 외부의 환경에 관심을 두는 혁신지향 문화(adhocracy culture)

와 과업지향 문화(market culture)는 자율성이 강조될 때 혁신과 창의성

을 바탕으로 변화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성장하게 되고, 안정성을

강조하면 조직 구성원들 간의 경쟁을 독려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우선시

하게 된다.

<그림 1> Cameron과 Quinn(2011)의 경쟁가치모형

결과지향문화는 규칙 지향적 문화와 대조적이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

는 명백한 기준과 결과통제에 초점을 둔다(Hood, 1995). 결과 통제

(result control)는 개인을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

는데, 결과지향문화에서 관리자는 내부 과정에서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과 비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목표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Verbeeten & Speklé, 2015). 사적 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에서 흔히 보이

는 목표의 복잡성과 모호성 때문에 결과 통제만으로 개인에게 동기를 부

유연성 강조

외부 초점

강조되는

특성:

내부 초점

통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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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성과에 이르기 어렵다(Frey et al., 2013). van der Kolk(2019)에

따르면 문화적 통제(cultural control)와 구성원 통제(personnel control)

모두 내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성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행동에 대한 통제(action control)도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van der Kolk, 2019). 구성원 개개인의 내적 동기가 높아지는 작업 환

경은 조직의 제도적 요인을 변화 시켜 조직 성과에도 밀접한 연관을 가

지게 된다.

성과 향상이 조직문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문화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제한적이다(Wilderom, Glunk &

Malowski, 2000). 또한 조직문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형

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조직에

서 조직과 구성원은 관리적(교육훈련, 보수의 적정성, 승진의 공정성), 직

무적 관계적(규칙완화, 분권화), 조직적(결과 지향적 문화) 차원에서 서

로 영향을 주고받아 개인성과 또는 조직성과의 수준이 결정된다.

하지만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구성원의 가치가 일치되는 과정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을 추구하는 문화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계층적 생산체제에서 계약적 경쟁체제로의 변화

가 관리자가 단순한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목표에 대한 정

의를 내리고 세부적 기획에 따른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지만, 성

과주의는 단순히 조직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발전할 수 없다. 조직은 개인의 에너지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조

직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 몰입하고 헌신하게 된

다. 성과주의는 조직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이 뒷받침되는 경우에 오

히려 공무원들의 직무 열의를 촉진하였다(이하영 & 이수영, 2020). 따라

서 이 연구에서 결과지향문화가 관리통제시스템의 관리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에서 어떤 매개 효과를 보이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제 4 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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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지향문화와 인식된 조직성과

Verbeeten & Speklé(2015)은 OECD의 아이디어에 따라 성과향상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결과지향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결과지향문화와 인식된 조직성과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내었다. 결과지향문화는 관리자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성을 가지고

효율적 조직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조직문화의 변수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났으나 공통

으로 결과 지향성을 지니는 독립변수 혹은 매개 조절 변수는 조직성과

또는 유사한 종속변수에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부문에서 통제 지향적인 조직보다 유연성 지향적인 조직이 조직성

과를 구성하는 재무성과, 조직몰입, 그리고 직무만족도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김순기 외, 2012). 박경원 & 이호(2014) 또한

전국 세무서의 95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결과지향문화가

조직성과의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환성 & 진재완(2014)은 진취적, 역동적, 결과 지향적인 외부 지향적

조직문화가 나타날수록 네트워크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조직성과

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조직 특성은 진취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조직문화에 영향을 받지만, 회귀분석에서 결과지향문화는

네트워크 조직 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유

연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진취적인 조직문화가 결과 지향적 조직문화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환성 & 진재완, 2014).

김태한 & 정홍상(2011)의 연구에서도 경쟁 가치 모형을 활용하여 조

직 문화 유형 중 관계 문화와 시장 문화가 조직성과와 유사한 조직 효과

성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직무 몰입의 향상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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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대상 독립변수
매개/조절

변수

종속변

수

분석기법/

모형

Verbeeten

& Speklé

(2015)

네덜란드

시당국

고위 재무

관리자

관리통제
결과지향

문화

조직

성과
PLS-SEM

Tran &

Nguyen &

Nguyen

(2020)

베트남

공공조직

회계사들과

관리자

결과지향

문화

재정

책임성

조직

성과
PLS-SEM

이환성 &

진재완

(2014)

춘천시

지방

공무원

외부

지향적

조직문화

네트워크

조직

조직

성과

이단계

회귀분석

김순기 &

이상완 &

윤재희

(2011)

공공기관
조직

문화

PMS,

조직학습

조직

성과
PLS-SEM

박경원 &

이호

(2014)

전국

세무서

관리자

관리통제

시스템

결과지향

문화

조직

성과
PLS-SEM

김태한 &

정홍상

(2011)

대구광역시

소방

공무원

조직

문화

조직

효과성

T-검증,

회귀분석

<표 3> 결과지향문화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분석 연구

2. 성과측정시스템 활용과 결과지향문화

한국의 공공조직은 2004년부터 대표적인 성과관리기법으로

BSC(Balanced Scorecard)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는 광범위하게 활용되

고 있다. 현재 성과측정시스템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어서 BSC와 성과의 관계 분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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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과주의 문화의 확

산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의 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BSC의 효과

성 연구에서 성과주의 문화는 BSC에 의한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 향상도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하미승, 2007). 따라서 PMS 사용이 결과지향문화에

도 영향을 미치지만, 역으로 결과지향문화 또한 PMS 활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금재덕 & 이성도(2009)는 특정 조직이 관여하는 분야에 따라 성과관

리체계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 분석 결과, 사회문

화 또는 일반 행정 분야에 속한 기관의 경우 정책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 혹은 형평성 또한 매우 중요하게 인

식되기 때문에 계량적 성과측정만으로 현 정책에 대한 실효성 판단이 어

렵다.

성과측정시스템은 계량적 성과측정을 중심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

려고 하지만 다양한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없어서 환경변화에 따

라 조직 목표를 쉽게 변경하지 못해 오히려 조직이 경직화될 위험이 있

다(금재덕 & 이성도, 2009). 결국 성과 목표치의 달성만을 강조하게 되

어 조직 전체의 목표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성과측정시스템에 의한

결과지향문화의 긍정적 영향은 이러한 성과관리체계의 부정적 효과를 줄

여나가는 방향에서 드러날 것이다.

3. 내부 규제 완화와 결과지향문화

조직 구조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Schein, 1985).

신공공관리의 영향으로 형성된 공공조직 구조의 대표적인 특성은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조직 관리의 자율성

에 제약이 크다. 따라서 조직 차원에서 관리 권한과 통제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성문의 규율과 공식적 절차로 운영된다(이경호, 2014). 하지만 규

제 완화를 통해 조직이 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구성원들은 업무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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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이 높아지고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게 된

다.

내부 규제 완화는 조직의 규칙과 절차를 줄이는 조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요인으로

공식화와 분권화를 들 수 있다. 공식화는 조직의 업무절차가 특정 규칙

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분권화는 조직 구조상 의사결정의 권

한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산하는 정도로 측정된다(Rainey, 2009). 조직

은 규칙과 절차를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한다.

공식화의 정도가 강할수록 관리자가 직무와 성과관리에 관여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절차적 규제를 줄이는 현시점에서 조직 목표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의 관료주의 문화가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분권화를 강조한 조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전영한,

2004). 내부 규제 완화는 절차적 제약, 목표의 모호성 등 여러 요인이 복

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과지향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통제방식

을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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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문제 및 분석의 틀

1. 연구가설

문화는 개인과 조직 행동을 반영한 가치에 따라 변화한다. NPM의 경

쟁 원리가 반영된 결과지향문화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한다. 한국 공

무원들은 관료문화로서 결과지향문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적

과 경쟁을 중시하는 문화는 성과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Hood,

1991).

지난 수십 년간 신공공관리의 영향으로 행정과 공공 관리 분야에서 공

공부문의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실제 성과에

강한 예측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인지된 조직성과(predict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POP)인데, 인지된 조직성과는 조직 구성원

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결국 이직 의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인지된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결과

지향문화, 조직 절차 공정성, 리더십 신뢰도, 구성원 임파워먼트 등 여러

변수 중 결과지향문화가 중요도 점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Kang et al, 2021). 따라서 공공조직 내 결과지향문화를 형성하는 단계

가 성과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지향문

화가 기존의 관료제적 모델과 차별성을 두는 가치는 규율과 규제에서 벗

어나지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지향문화를 중심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측

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반영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H1. 결과지향문화는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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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공공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립하는 규범과 이익에 직면할

때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 통제는 목적이 뚜렷하고 결과가 측정

가능할 때, 그리고 관리적 개입의 효과를 알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Hofstede, 1981). Locke와 Latham(1990, 2002)은 성과에 있어서 계획과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하였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업무가 도전적

일수록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가 높아진다. 조직 차원에서는 성과 책임

성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공공부문에서 목표관리의 목적으로 성과와 보상을 연계

시키려는 관리기법으로써 목표관리제(Management by Objectives:

MBO),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ZBB), 총체적 품질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 TQM)를 시행해왔다(정광호 & 조경호,

2003). 공공관료제가 내포하고 있는 대리인 문제, 동기부여의 문제, 그리

고 성과관리의 문제를 고려하면 참여적인 목표설정은 성과지향문화에 전

략적으로 활용된다(Poister and Streib, 1995; 정광호 & 조경호, 2003).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조직목표를 뚜렷하게 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관리통제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 조직목표에 대한 명시

가 필요하다. 조직목표의 모호성은 효과성과 성과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

한다(Bevan & Hood, 2006; Newberry & Pallot, 2004; Spekle &

Verbeeten, 2014; 김서용 & 김선희, 2015). 목표에 대한 책무는 공공부문

의 조직구성원에게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Verbeeten, 2008, p. 432).

관리자는 성과목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감독을 통해 내부 시스템

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H2. 목표와 책임에 대한 강조는 결과지향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과에 대한 내부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아실현을 돕는 인센티브 체계

도 중요하다. Verbeeten & Speklé(2015)은 보수를 인센티브의 한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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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분석했을 때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한국의 문화 특성상 보수 또는 성과급은 명예를 중시하는 공무원에

게 결과지향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하

혜수, & 정광호, 2014). 하지만 승진의 공정성의 경우 공무원의 업무수행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위치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과지향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 훈련 또한 개인의

능력발전을 계속 도모하고 미래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인센티브를 구성하는 보수의 적정성, 승진의 공정성, 교육훈련 중

보수의 적정성은 결과지향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승진의 공정성과 교

육훈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OECD에 의하면 규율 또는 규제가 심한 부서는 결과에 있어서 큰 기

대를 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관리도 제도적 기반이 되는 규칙과 절차가 요구된다. 업무에 도움

이 될 수 있고 협동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규칙과 절차를 적절

히 활용하는 것이 결과지향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Verbeeten & Speklé, 2015)

H4. 규칙과 절차에 대한 완화는 결과지향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권화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조직과 개인 간의 권위 관계에

서 벗어나 의사결정 과정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관리자에게 책임, 자원,

그리고 권한을 부여한다(Aubert & Bourdeau, 2012). 공공부문의 관리자

들은 자신만의 전문적이고 고유한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

조직은 구조적으로 나누어져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Wynen

& Verhoe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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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권화 아래 의사결정은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리되어 조직의

조정기능이 약화하고(Talbot, 2004), 개인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따른 추

가적인 조정 비용이 든다(Verbeeten & Speklé, 2015). 영국이나 뉴질랜

드와 같이 극단적인 NPM 개혁을 채택한 국가들은 분권화로 인해 기대

하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얻지 못했다.

H5. 의사결정에 대한 분권화는 결과지향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 공공부문의 관리통제시스템을 독립변수로, 결과지향문화

를 매개변수로, 인식된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인식된 성

과는 인식된 개인성과와 조직성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고, 성과측정시스

템(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PMS)과 내부 규제 완화(internal

deregulation)를 구성하는 관리통제시스템을 독립변수로 반영하였으며,

인식된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연령, 학력, 직급과 재직기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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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020년 초부터 한국은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로 인해 달라지

는 조직문화와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한국

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 2019년 8월 12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

지 약 1년 동안 실시한 2019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해

당 조사는 정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변화를 체계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통제

규제 완화

PMS 사용

목표와 책임

인센티브

규칙과 절차의 완화

분권화

결과 지향

문화

인식된

개인성과

성별 직급 재직기간

인식된

조직성과

연령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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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명)

비율

(%)
변수 구분

빈도

(명)

비

율(

%)

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모집단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설정하였고, 표본 추출은 다단층화확률비례(계통)추출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이메일 웹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2019년 공직생활실태조사는 총 4,111명의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아래 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성별,

연령, 혼인 상태 등 다양한 변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여성보다 24% 정도로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34%

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50대와 20대가 각각 17.4%, 14.7% 순이었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2,693명(6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

를 미혼이 1,340명(32.6), 사별이 16명(0.4), 이혼이 62명(1.5) 순으로 따랐

다. 학력 수준은 입직 당시와 현재 모두 대학 졸업이 각각 3,059명

(74.4%), 2,985명(72.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입직 당시에

비해 현재는 대학원 석사 졸업 비중이 약 8% 늘어났다. 재직기간은 5년

이하가 1,196명으로 29.1% 차지했고, 그다음 11-15년(17.1%), 26년 이상

(15.6%), 6-10년(15.2%), 21-25년(11.5%), 16-20년(11.4%) 순이었다. 입직

시 채용방식은 공개경쟁 채용이 2,531명(8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했고, 부처 주관 경력 채용이 284명(6.9%),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이

107명(2.6%), 그리고 개방형 및 공모 직위가 37명(0.9%) 순으로 차지했

다. 직급분포를 살펴보면 입직당시에 8-9급이 2,902명(70.6%)으로 가장

많고 현재의 경우 6-7급에 2,236명(54.4%)이 가장 큰 비중으로 해당하였

다. 총 근무시간은 1주일 평균 기준으로 50시간 이상이 1,583명(38.5%),

그다음 40-45시간 미만이 1,361명(33.1%)으로 나타났다. 시간 외 근무시

간은 10-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이 각각 1,242명(30.2%), 1,007명

(24.5%)으로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표 4>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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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2549 62.0

입직

시

채용

방식

공개경쟁채

용
3531 85.9

여성 1562 38.0

연령

19-29세 604 14.7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107 2.630-39세 1398 34.0

40-49세 1398 34.0

50-59세 714 17.4
부처 주관

경력채용
284 6.9

혼인

상태

미혼 1340 32.6

배우자 있음 2693 65.5

사별 16 0.4 개방형 및

공모 직위
37 0.9이혼 62 1.5

자녀

의 수

1명 1135 27.6
기타 152 3.72명 2573 62.6

3명 이상 403 9.8

직급

(입직

당시)

1-4급 16 0.4

학력

(입직

당시)

고졸 이하 118 9.3

전문대학

졸업
354 8.6

5급 337 8.2

6-7급 855 20.8

대학(4년제)

졸업
3059 74.4

8-9급 2902 70.6

직급

(현재)

1-4급 226 5.5

대학원 석사

졸업
238 5.8

5급 658 16.0

6-7급 2236 54.4
대학원 박사

졸업
82 2.0

8-9급 995 24.2

학력

(현재)

고졸 이하 206 5.0

총

근무

시간

(1주일

평균)

35시간 미만 16 0.4

전문대학

졸업
255 6.2 35-40시간

미만
58 1.4

대학(4년제)

졸업
2985 72.6

40-45시간

미만
1361 33.1

45-50시간

미만
1098 26.7

대학원 석사

졸업
555 13.5

50시간 이상 1583 38.5대학원 박사

졸업
115 2.8

시간

외

근무

정시퇴근

(없음)
345 8.4

재직

기간

5년 이하 1196 29.1

5시간 미만 687 16.76-10년 625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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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년 703 17.1

시간

(1주일

평균)

5-10시간

미만
826 20.1

16-20년 469 11.4

10-15시간

미만
1242 30.221-25년 473 11.5

15시간 이상 1007 24.526년 이상 641 15.6

본 연구에서는 관리통제시스템이 결과지향문화를 매개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통해 자료가 적합한지 점검하였고,

측정 모형 및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구조모형을 추정하여

잠재변수 간 직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분석에는 STATA

16.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제 3 절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인식된 공공부문 성과

공공부문 성과에서 개인과 조직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인식된 개인

성과를 살펴보면 개인과 조직 관점에서 개인의 업무성과 달성 정도와 성

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을 묻는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개인이 인식한 조직성과를 나타내는 3개의 문항

은 비용 절감, 전반적인 성과향상, 질적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

다.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 독립변수: 관리통제

관리통제시스템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였는데, 크게 성과측정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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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사용과 내부 규제 완화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과측정시스템 안에서

는 인센티브의 사용과 조직몰입이 주요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내부규제

완화에서는 업무와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규칙 완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문항이 사용되었다. 모든 문항의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

다.

1) 성과측정시스템 활용

성과측정시스템 사용은 크게 목표와 책임,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조직

몰입으로 이루어진다. 목표와 책임 부문은 목표(4개 문항)와 성과관리(5

개 문항)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부문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강조된 가치는 목표설정의 명확성과 목표 측정의 가능성, 목표에 따른

성과관리와 지속적인 피드백 등이다. 인센티브 체계를 구성하는 요인으

로는 보수의 적정성(4개 문항), 승진의 공정성(3개 문항), 교육훈련(3개

문항)이 설정되었다. 보수의 적정성은 성과, 책임성, 그리고 공정성을 바

탕으로 유인체계가 마련되었는지를 묻고 있고, 승진은 절차와 결과의 공

정성 측면에서 반영되었는지를 보고, 교육훈련은 기회가 충분하고, 업무

수행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측정한다. 조직몰입은 앞서 설명된 관

리적(교육훈련, 보수의 적정성, 승진의 공정성) 측면에 더하여 조직에 대

한 소속감과 충성심(loyalty)에 초점을 둔다.

2) 내부 규제 완화

내부 규제 완화는 크게 규칙 완화와 분권화로 이루어진다. 규칙 완화

를 나타내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방식/절차, 속도/마감

시간, 평가지표/기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업무 자율성이 강조된다.

분권화의 경우 공정성과 민주적 가치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구

성원 개개인의 의견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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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문항
척

도

종

속

인식된

개인성과

q26_1
나는 담당업무에 기대되는 성과를 달

성하고 있다

5

점

q26_2
나는 담당업무 성과를 위해 책임을

충실히 완수한다

q26_3

나는 담당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조직

및 타 기관, 이해관계자로부터 요구되

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인식된

조직성과

q24_1 우리 기관은 비용절감을 하고 있다

q24_2
우리 기관의 성과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q24_3
우리 기관 성과의 질은 개선되고 있

다

독

립

목

표

와

책

임

목표

q18_1
나는 우리 기관의 조직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다

q18_2
우리 기관에서는 조직목표 간 우선순

위가 분명하다

q18_3
조직목표는 담당 업무수행을 위한 명

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q18_4
지난 1년간 우리 기관의 목표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성과

관리

q25_1
상관은 내가 조직목표에 어떻게 기여

하는가를 이해하도록 잘 도와준다

q25_2
상관은 내가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

하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3. 매개변수: 결과지향문화

결과지향문화는 신공공관리에서 비롯된 경쟁문화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명확성이 필요하다. 모든 문항의 응답은 5

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5> 변수의 측정: 종속·독립·매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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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_3
나는 상관에게 나의 성과에 대해 규

칙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다

q25_4
상관으로부터 받는 피드백은 나의 성

과 제고에 도움이 된다

q25_5
우리 기관은 업무성과가 낮은 직원들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

센

티

브

보수의

적정성

q9_1
내가 받는 보수는 내 업무성과에 비

추어 적정하다

q9_2

내가 받는 보수는 유사 업무를 수행

하는 민간기업 직원(대기업체 수준)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다

q9_3
나는 담당업무의 난이도를 감안할 때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q9_4
나는 담당업무의 책임성 정도를 고려

할 때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승진의

공정성

q6_1 우리 기관의 승진절차는 공정하다

q6_2

우리 기관에서 승진에 반영되는 근무

성적평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q6_3
우리 기관에서 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

교육

훈련

q13_1
나는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

q13_2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훈련/능력발전 기회를 충분히 가

질 수 있다

q13_3
최근에 이수한 교육훈련/능력발전 활

동은 나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내

부

규

제

규칙

완화

q4_1
나는 업무수행 방식/절차에 대한 선택

권을 가지고 있다

q4_2
나는 업무수행 속도/마감시간을 조절

할 수 있다

q4_3
나는 업무수행 평가지표/기준을 수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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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화 분권화

q21_1
우리 기관에서는 공정한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q21_2

우리 기관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고려

한다

q21_3

우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q21_4

우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에 대해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매

개

결과지향

문화

q20_1
우리 기관은 계획수립/목표설정/목표

달성을 강조한다

q20_2
우리 기관은 경쟁력/성과/실적을 중시

한다

변수 측정문항 척도

통 성별 dq1 성별 남 (1)

4. 통제변수

인식된 공공부문 성과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성별, 연령, 학력, 재직기간과 직급이 통제 변수

로 분석되었다. 성별(남성=1, 여성=0)은 더미 변수로 측정하였고, 연령은

20대(1), 30대(2), 40대(3), 50대(4)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현재 시점에서

고졸 이하(1), 전문대학 졸업(2), 대학(4년제) 졸업(3), 대학원 석사 졸업

(4), 대학원 박사 졸업(5)으로 나누었고 재직기간은 5년 이하(1), 6-10년

(2), 11-15년(3), 16-20년(4), 21-25년(5), 26년 이상(6)으로 구분되어 측

정하였다. 직급 또한 현재 시점에서 1급에서 9급으로 구분되어 측정되었

다.

<표 6> 변수의 측정: 통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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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 (0)

연령 dq2 연령

20대 (1)

30대 (2)

40대 (3)

50대 이상 (4)

학력 dq5_2 학력_현재

고졸 이하 (1)

전문대학 졸업 (2)

대학(4년제) 졸업 (3)

대학원 석사 졸업 (4)

대학원 박사 졸업 (5)

재직기간 dq6

공무원

입직년도

(재직기간)

5년 이하 (1)

6~10년 (2)

11~15년 (3)

16~20년 (4)

21~25년 (5)

26년 이상 (6)

직급 dq8_2 직급_현재

1급 (고위공무원 가급)

2급 (고위공무원 나급)

3급 (3)

4급 (4)

5급 (5)

6급 (6)

7급 (7)

8급 (8)

9급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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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최

소

최

대
왜도 첨도 평균

표준

편차
VIF

종

속

인식된

개인성과

q26_1 -.233 3.451 3.606 .680

q26_2 -.403 3.823 3.788 .674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주요 변수의 특성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가 공공부문의 관리통제, 결과지향문화, 그리고

성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표 7>에 정리된 기술 통계는 분포의 정규성을

검증하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결과와 주요 변수들의 평

균 및 표준편차로 구성된다.

종속변수인 인식된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의 경우 각 측정항목의 평균이

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성과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Kline(2015)에 따르면, 완전한 정규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왜도

와 첨도 값이 0이 되어야 하지만, 절댓값 기준으로 왜도가 3 미만이고

첨도는 10 이하일 때 분포의 정규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해

당 기준에서 각 측정변수를 살펴볼 때 왜도는 .009에서 .547 사이의 절댓

값 범위에 분포하고 있고 첨도는 1.299에서 3.788 사이의 절댓값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Kline(2015)이 제시한 기준에서 벗어나

지 않는다.

<표 7>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n=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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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_3

1 5

-.306 3.577 3.645 .686

인식된

조직성과

q24_1 -.221 3.564 3.346 .750

-.440 3.665 3.454 .724q24_2

q24_3 -.415 3.565 3.399 .768

독

립

목표

와

책임

목표

q18_1 -.378 3.564 3.604 .718 2.05

-.293 3.372 3.388 .748 2.75q18_2
-.227 3.307 3.275 .764 3.21q18_3

-.247 3.287 3.184 .780 2.33q18_4

성과

관리

q25_1 -.357 3.407 3.284 .801 3.51

q25_2 -.520 3.602 3.436 .782 3.16

-.312 3.099 3.27 .835 3.62q25_3
-.427 3.362 3.379 .830 3.35q25_4

q25_5 -.136 2.910 2.890 .907 1.91

인센

티브

보수의

적정성

q9_1 -.252 2.919 2.836 .832 2.99

.190 2.608 2.407 .879 2.49q9_2
-.150 2.798 2.704 .838 6.85q9_3

-.144 2.805 2.710 .850 5.97q9_4

승진의

공정성

q6_1 -.250 3.128 3.003 .854 3.98

-.224 3.039 2.972 .862 4.67q6_2

-.226 3.042 2.948 .861 3.82q6_3

교육

훈련

q13_1 -.212 3.145 3.172 .831 1.61

q13_2 -.145 2.764 2.950 .861 2.17

-.377 3.264 3.170 .828 1.89q13_3

내부

규제

완화

규칙

완화

q4_1 -.344 2.839 3.150 .820 1.90
q4_2 -.357 2.527 3.096 .899 1.90
q4_3 -.035 2.565 2.805 .873 1.83

분권화

q21_1 -.248 3.129 3.193 .801 2.91

.009 2.672 2.884 .890 3.02q21_2
-.206 2.956 3.097 .849 3.04q21_3

q21_4 -.180 2.88 3.016 .857 2.57

매

개
결과지향문화

q20_1 -.431 3.661 3.622 .730 1.99

q20_2 -.415 3.480 3.605 .729 1.68

통

제

성별 dq1 0 1 -.547 1.299 1.368 .482

연령 dq2 1 4 -.163 2.201 2.691 .911

학력 dq5_2 1 5 -.287 5.351 3.086 .719

재직기간 dq6 1 6 .112 1.680 3.407 1.787

직급 dq8_2 1 9 -.547 3.249 2.724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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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적절성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 크기와 다변량 정

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만족하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

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활용해

측정되었다. 최대우도법은 충분한 표본 크기가 충족될 경우 다변량 정규

성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에서 다변량 정규성은 연구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

을 의미한다.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을 통해 일변량 정규성을 검증하여 해당 관측변수

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다변량 정규성 또한 따른다고 본다(Kline,

2015). 위에 분석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자료는 다변량 정규성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표본의 크기의 경우 150개에서 200개 이상의 사례가 있을 때 적절하

다고 볼 수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Holbert & Stephenson,

2002; Chou & Bentler, 1995). Kline(2011)에 따르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최대우도 추정을 위한 종속변수의 다변량 정규성은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3 이상이거나 10 이상일 때 정규분포의 가정을 크

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자료는 충분한 표본 크기

(n=4,111)를 확보하고 있고,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은 각각 .009-.547과

1.299-3.823의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최대우도 추정을 위한 다변량 정규

성을 충족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에 있어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결

측치가 처리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 측정변수 간에 정확한

선형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때 다중공선성의 문

제가 발생한다. 측정변수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는 1.61-6.85의 분포를 보이므로 다중공선성 진단 기준인 ‘VIF 10 이하’

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본 연구의 데이터는 종속변수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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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치가 존재하지 않아 결측치를 처리하지 않고 연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공공부문의 관리통제가 결과지향문화를 매개로 하여 인식된 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을 추정하기 전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을 진행하였다. <표 8>에 나타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변수별로 세

부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하여 평균을 낸 값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통제변수 중 성별은 더미 변수로 사용되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잠재 변수 간에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상관계수는 .061에서 .677 내외의 범위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에 있어서 측정변수간

의 높은 상관계수를 의미하는 .9 이상의 기준보다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독립변수로서 공공부문의 관리통제가 매개

변수인 결과지향문화를 통해 나타나는 성과 분석을 진행해도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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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인식된

개인성과
1

2 인식된

조직성과

.477
*** 1

3 목표
.478
***

.596
*** 1

4 성과

관리

.432
***

.653
***

.569
*** 1

5 보수의

적정성

.061
***

.250
***

.256
***

.297
*** 1

6 승진의

공정성

.254
***

.526
***

.496
***

.543
***

.378
*** 1

7 교육

훈련

.379
***

.425
***

.474
***

.441
***

.309
***

.415
*** 1

8 규칙

완화

.269
***

.333
***

.388
***

.421
***

.347
***

.399
***

.421
*** 1

9 분권화
.329
***

.625
***

.557
***

.677
***

.352
***

.591
***

.449
***

.452
*** 1

10 결과

지향문화

.437
***

.481
***

.510
***

.410
***

.154
***

.345
***

.296
***

.222
***

.353
*** 1

11 성별
.079
***

.106
***

.115
***

.128
*** .020

.161
***

.125
***

.106
***

.128
*** .012 1

<표 8>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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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령
.226
***

.155
***

.203
***

.090
***

.183
***

.048
***

.172
***

.131
***

.095
***

.137
***

.168
*** 1

13 학력
.114
***

.019
.080
***

.010
-.079

***

.029
*

.071
***

-.002 -.006
.053
***

.099
***

.087
***

1

14 재직

기간

.192
***

.138
***

.187
***

.085
***

.201
***

.018
.154
***

.129
***

.093
***

.134
***

.018
.800
***

-.053
***

1

15 직급
-.161

***

-.056
***

-.119
***

-.040
***

-.078
***

-.076
***

-.046
***

-.061
***

-.023
-.085

***

-.188
***

-.483
***

-.310
***

-.444
***

1

주) *: p<.10, **: p<.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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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FA)은 잠재변수와 관

측변수 간의 관계 및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활용된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 간 독립성을 전제하여 이루어지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은

요인의 수와 요인에 해당하는 관측변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 이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아래 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수인 인식된 개인성과(3문항), 인

식된 조직성과(3문항), 목표(4문항), 성과관리(5문항), 보수의 적정성(4문

항), 승진의 공정성(3문항), 교육훈련(3문항), 규칙완화(3문항), 분권화(3

문항), 결과지향문화(2문항)에 대하여 STATA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

을 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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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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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검정 절대 적합지수 증분 적합지수

CMIN

x^2(df, p)

RMSEA

(90%

CI)

SRMR

(표준화

RMR)

CFI TLI

측정모형
4225.617

(482, .000)
.043 .037 .964 .958

수용기준 p < .05 .06 이하 .09 이하 .9 이상 .9 이상

1. 측정모형의 적합도

구조방정식의 측정모형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구성개념의

모형적합도(model fit)를 검증한다. 검증을 위해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합도 검정, 절대 적합지수, 증분 적합지수를 통해 적합도를 확인

하였다.

<표 9> 측정모형의 적합도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카이자승 값은 4225.617(자유도=482,

p=.00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카이제곱값은 표본 수가 늘어날수

록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카이제곱값에 따른 유의성으로 적합도를

알 수 없다(Kline, 2015). 따라서 절대 적합지수에 해당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와

SRMR(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l) 값을 통해 수용 기준

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RMSEA는 .06 이하일 때, SRMR는 .09

이하일 경우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Hu & Bentler,

1999). 본 측정모형에서는 각각 .043와 .037의 값을 보여 기준을 충족하

였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각각

.964와 .958의 값을 나타냈다. 증분 적합지수 역시 CFI와 TLI 모두 .9 이

상의 값이 확인되어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Bentl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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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요인

적재치

표준오

차
AVE

Cronb

ach's

α

CR

종

속

인식된

개인성과

q26_1 .857 .006
***

.743 .896 .998q26_2 .861 .005
***

q26_3 .867 .005
***

인식된

조직성과

q24_1 .731 .008
***

.715 .874 .997
q24_2 .903 .004

***

2. 측정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모형의 타당도는 이론적 구성개념인 잠재변수의 개념이 각각의 측

정변수를 통해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나타낸다. 구성개념과 측정변

수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라 하는데

구성개념 타당도는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수렴 타당도는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의미한

다. 수렴 타당도가 만족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요인 적재치(standardized

factor loading)가 .5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야 하고(Bagozzi et al., 1991),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도 .5보다 커야 한다

(Fornell & Larcker, 1981). 또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가 .7

을 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는 α가 .718에서 .933의 값을 보인다는 점에서 연구의 측정모형의 구성

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Nunnally, 1978). <표 10>는

수렴 타당성 검증의 결과를 나타낸다. 모든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관계

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는 .5를 넘었다. 각 개념의 AVE와

크론바흐 알파 계수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렴 타당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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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3 .892 .005
***

독

립

목표

와

책임

목표

q18_1 .711 .009
***

.648 .877 .997
q18_2 .832 .006***

q18_3 .881 .005***

q18_4 .786 .007
***

성과

관리

q25_1 .875 .004
***

.686 .925 .998

q25_2 .853 .005***

q25_3 .878 .004***

q25_4 .862 .005
***

q25_5 .648 .010
***

인센

티브

보수의

적정성

q9_1 .822 .005***

.771 .929 .999
q9_2 .773 .006***

q9_3 .964 .002
***

q9_4 .938 .003
***

승진의

공정성

q6_1 .901 .004***

.824 .933 .999q6_2 .931 .003***

q6_3 .891 .004
***

교육

훈련

q13_1 .665 .011
***

.567 .794 .995q13_2 .821 .008***

q13_3 .765 .009
***

내부

규제

완화

규칙

완화

q4_1 .738 .010
***

.573 .718 .994q4_2 .774 .009
***

q4_3 .758 .010***

분권화

q21_1 .837 .006
***

.704 .904 .998
q21_2 .849 .005

***

q21_3 .859 .005
***

q21_4 .810 .006***

매

개
결과지향문화

q20_1 .884 .010
***

.640 .769 .992
q20_2 .706 .011

***

주) *: p<.10, **: p<.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판별 타당도는 각 잠재변수가 서로 구별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잠재변

수 간 낮은 상관을 보일수록 판별 타당성이 높아지고, 높은 상관을 보일

수록 두 구성 개념 간의 차별성이 떨어져 판별 타당성이 없게 된다. 각

변수 간 상관계수는 .9를 넘지 않아야 하며,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

곱 값보다 각 잠재변수의 AVE 값이 높을 경우 판별 타당성을 충족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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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11>에서 각 잠재변수의 상관계수 제곱 값은 AVE의 값보다 작

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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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0

1 인식된 개인성과 .743

2 인식된 조직성과 .275 .715

3 목표 .262 .432 .648

4 성과관리 .239 .493 .387 .686

5 보수의 적정성 .005 .081 .086 .099 .771

6 승진의 공정성 .077 .321 .297 .324 .167 .824

7 교육훈련 .177 .247 .307 .361 .141 .238 .567

8 규칙완화 .100 .154 .398 .514 .149 .408 .294 .573

9 분권화 .134 .472 .360 .248 .034 .159 .151 .182 .704

10 결과지향문화 .275 .319 .211 .233 .160 .209 .287 .277 .081 .640

<표 11>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증

주) 대각선에 굵게 표시된 값은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을, 대각선 아래의 값은 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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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양호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통해

각 잠재변수의 인과관계 및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4>는 각 구성개념 간 인과관계 및 매개 역할에 대한 구조모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목표, 성과관리모형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D)을 사용하였다.

<그림 4> 구조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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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검정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CMIN

x^2(df, p)

RMSEA

(90% CI)

SRMR

(표준화

RMR)

CFI TLI

측정모형
5631.059

(638, .000)
.044 .055 .952 .945

수용기준 p < .05 .06 이하 .08 이하 .9 이상 .9 이상

가설 경로 표준화 표준 p값 채택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판단기준은 절대 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와 증분 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로 구성된다(우종필,

2012). 절대 적합지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모델이 표본 공분

산 행렬을 어느 정도나 예측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CMIN,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와

SRMR(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l)로 나타낸다. 증분 적

합지수는 제안모델이 가장 제약된 기초모델(baseline model)에 비해 어

느 정도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고,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를 통해 나타낸다.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 또한

기준값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구조모형의 적합도

2. 직접효과의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치는 <표 13>에 나타냈다. 공공부문의 관리통

제가 결과지향문화를 매개로 인식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

인식된 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3>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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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계수
오차 여부

H2

목표

→ 결과지향문화 .451 .023 .000*** 채택

→ 인식된 조직성과 .159 .020 .000
***

→ 인식된 개인성과 .153 .025 .000
***

H2 성과

관리

→ 결과지향문화 .225 .025 .000*** 채택

→ 인식된 조직성과 .293 .019 .000
***

→ 인식된 개인성과 .274 .023 .000
***

H3 보수의

적정성

→ 결과지향문화 -.042 .018 .019
**

채택

→ 인식된 조직성과 -.026 .013 .056*

→ 인식된 개인성과 -.158 .016 .000
***

H3 승진의

공정성

→ 결과지향문화 .088 .022 .000
***

채택

→ 인식된 조직성과 .099 .017 .000
***

→ 인식된 개인성과 -.094 .021 .000***

H3 교육

훈련

→ 결과지향문화 .050 .024 .038
**

채택

→ 인식된 조직성과 .046 .018 .011
**

→ 인식된 개인성과 .171 .022 .000
***

H4 규칙

완화

→ 결과지향문화 -.055 .023 .015** 채택

→ 인식된 조직성과 -.073 .017 .000
***

→ 인식된 개인성과 .055 .021 .009
***

H5

분권화

→ 결과지향문화 -.052 .028 .065* 채택

→ 인식된 조직성과 .252 .021 .000***

→ 인식된 개인성과 -.057 .026 .028
**

H1 결과지향

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189 .016 .000
***

채택

→ 인식된 개인성과 .295 .021 .000
***

통제

성별

→ 결과지향문화 -.083 .012 .000***

→ 인식된 조직성과 -.003 .012 .789

→ 인식된 개인성과 -.008 .014 .571

연령

→ 결과지향문화 .053 .026 .039
**

→ 인식된 조직성과 .061 .020 .002***

→ 인식된 개인성과 .109 .024 .000
***

학력

→ 결과지향문화 .022 .016 .161

→ 인식된 조직성과 -.013 .012 .295

→ 인식된 개인성과 .045 .015 .002**

재직

기간

→ 결과지향문화 .024 .026 .345

→ 인식된 조직성과 .005 .020 .806

→ 인식된 개인성과 .007 .024 .783

직급 → 결과지향문화 -.008 .018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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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된 조직성과 .027 .014 .052*

→ 인식된 개인성과 -.057 .017 .001***

주) *: p<.10, **: p<.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1) 결과지향문화와 인식된 성과

결과지향문화는 인식된 조직성과와 인식된 개인성과로 구성되는 주관

적으로 평가된 공공부문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H1과 일관되는 결과가 나왔다.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비교해보면 조직보다 개인이 결과지향문화에 .106의 차이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 내의 분위기가 개인이 성과를 내도록 유

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과지향문화는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2) 목표와 책임 부문과 결과지향문화

목표와 책임 부문을 구성하는 목표와 성과관리 또한 결과지향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목표의 경우 결과지향문화에 .451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H2가 채택되었다. 이는 조직 내의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될

수록 성과주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표

가 개인이 인식한 조직성과와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큰 차이가 없

었으나 개인에게 목표 설정의 중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관리도 H2가 예상한 바와 같이 결과지향문화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성과 변수에 대해서도 성과관리는 인식된 조직성과와 개

인성과에 각각 .293과 .274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개인과 조직 관점에서 모두 성과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인센티브 부문과 결과지향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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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능력발전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과 사회적 지위를 제공하는 승진

의 공정성의 경우 인식된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금전

적 이익을 강조하는 보수의 적정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

였다. 이는 공무원이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

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것보다 공무원의 능력이 조직에서 충분

히 활용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4) 내부 규제 완화 부문과 결과지향문화

규칙과 절차의 완화는 결과지향문화에 직접적인 부(-)의 효과를 보였

다. 성과 측면에서는 인식된 조직성과에도 부(-)의 효과를 나타냈는데

인식된 개인성과의 경우 규칙 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규칙과

절차를 최소화하는 관리방식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

도록 돕기 때문에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분권화의 경우 결과지향문화에 직접적인 부(-)의 효과를 보였다. 인식

된 개인성과에는 부(-)의 효과를 나타냈고 인식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분권화는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귀 기울이고 종합적으로 판

단하려고 하므로 개인성과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과를 향상하는데 기여하지

는 못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조직이 분권화를 통해 전략적인 의사결

정을 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 및 조직 간의 관계에서 효율성을 높일 가능

성이 있다.

3. 매개효과의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부분 매개모형은 공공부문의 관리통제가 인식된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와 결과지향문화를 통해 개인이 인

식한 성과에 간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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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해당 모형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로 구분된다. <표 14>는 공공부문의 관리통제가 인식된 성과에

미치는 전체효과를 직접효과와 결과지향문화를 통한 간접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나타낸다.

목표와 책임 부문의 목표와 성과관리의 경우 인식된 성과에 미치는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전체효과 모두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인

센티브 부문의 교육훈련 또한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전체효과에서 정(+)

의 방향을 보였다.

인센티브 부문에서 보수의 적정성의 경우 인식된 성과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전체효과 모두 부(-)의 효과를 나타냈다. 보수

의 적정성이 인식된 조직성과와 개인성과에 각각 미치는 -.027와 -.143

의 전체효과는 조직성과와 개인성과에 각각 -.020과 -.133의 직접효과와

-.006과 -.010의 간접효과로 분해되었다.

인센티브 부문에서 승진의 공정성의 경우 인식된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전체효과 모두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인식된 개인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부(-)의 직접효과와 결과지향문화를

통한 정(+)의 간접효과가 상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된 개인성과에

미치는 -.070의 직접효과는 .019의 간접효과보다 크게 발생하여 전체효

과가 부(-)의 방향으로 -.051을 나타냈다.

내부 규제 완화 부문에서 규칙 완화의 경우 인식된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전체효과 모두 부(-)의 효과를 나타냈다.

인식된 개인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정(+)의 직접효과와 결과지향문화를

통한 부(-)의 간접효과가 상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된 개인성과에

미치는 .052의 직접효과는 -.016의 간접효과보다 크게 발생하여 전체효

과가 정(+)의 방향으로 .036을 나타냈다.

내부 규제 완화 부문에서 분권화의 경우 인식된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

과는 정(+)의 직접효과와 결과지향문화를 통한 부(-)의 간접효과가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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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비표준화 계수(p)

목표

→

결과

지향

문화

→인식된

조직성과
.170(.000)

***
.091(.000)

***
.261(.000)

***

→인식된

개인성과
.173(.000)*** .150(.000)*** .323(.000)***

성과

관리

→

결과

지향

문화

→인식된

조직성과
.228(.000)

***
.033(.000)

***
.261(.000)

***

→인식된

개인성과
.225(.000)

***
.055(.000)

***
.279(.000)

***

보수의

적정성

→

결과

지향

문화

→인식된

조직성과
-.020(.056)* -.006(.022)** -.027(.014)**

→인식된

개인성과
-.133(.000)*** -.010(.020)** -.143(.000)***

승진의

공정성

→

결과

지향

문화

→인식된

조직성과
.070(.000)

***
.012(.000)

***
.082(.000)

***

→인식된

개인성과
-.070(.000)

***
.019(.000)

***
-.051(.001)

***

교육

훈련

→

결과

지향

인식된

조직성과
.046(.011)** .009(.041)** .055(.003)***

→인식된

개인성과
.178(.000)

***
.015(.039)

**
.193(.000)

***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된 조직성과에 미치는 .205의 직접효과는

-.008의 간접효과보다 크게 발생하여 전체효과가 정(+)의 방향으로 .197

을 나타냈다. 인식된 개인성과에 미치는 효과의 경우 직접효과와 간접효

과, 그리고 전체효과 모두 부(-)의 효과를 나타냈다.

목표와 책임 부분의 독립변수는 다른 부문의 독립변수에 비해 종속변

수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경우

인식된 조직성과와 개인성과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각각 .261과 .323이었

고, 성과관리는 각각 .261과 .279로 확인되었다.

<표 14> 효과분해: 직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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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규칙

완화

→

결과

지향

문화

→인식된

조직성과
-.066(.000)*** -.010(.017)** -.075(.000)***

→인식된

개인성과
.052(.009)*** -.016(.017)** .036(.075)*

분권화

→

결과

지향

문화

→인식된

조직성과
.205(.000)

***
-.008(.070)

*
.197(.000)

***

→인식된

개인성과
-.049(.029)

**
-.013(.067)

*
-.062(.007)

***

주) *: p<.10, **: p<.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1) 목표와 책임 부문과 결과지향문화

(1) 인식된 조직성과와 개인성과

목표는 인식된 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결과지향문화를 매개로 하여

인식된 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격차는 인식된 조직성과에서 더 크게 벌어졌는데, 결과지향

문화가 강조될수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뚜렷한 조직 목표가 인식

된 조직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이는 경쟁과 실적을 위주로

한 조직 분위기가 목표에 따른 조직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추측된다.

개인의 경우 결과지향문화를 매개로 한 성과가 그렇지 않을 때 비해 더

작았지만 두 효과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전체효과를 살펴볼 때도 목

표는 개인이 평가한 조직성과보다 개인성과에 더 큰 정(+)의 효과를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관리의 경우에서도 인식된 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결과지향문

화를 매개로 인식된 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된 조직성과와 개인성과 모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차이가 각각

.195과 .17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성과관리가 결과지향문화를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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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목표와 성과관리는 인식된 성과에 대한 정(+)의 간접효과가 정(+)의

직접효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경우 결과지향문화를 통한

정(+)의 간접효과를 더욱 강화하여 결과지향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

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의 목표를 더 명확히 하고 목표에 따

라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화하며, 이러한 과정이 결과지향문화로부터 생

산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또한 결과지향문화를 통한 정(+)의 간접효과를 더욱 강화하

여 결과지향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목표에 부합하는 기여를 하고, 성과에 따

라 업무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러한 과정이 경쟁 중심의 결과지향문화를 통해 성과 위주로 관리하다 보

니 조직 구성원들 간에 협동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적절한 성과관리의 기

준이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 인센티브 부문과 결과지향문화

(1) 인식된 조직성과와 인식된 개인성과

결과지향문화는 매개 역할로서 인센티브 체계 중 보수의 적정성에 따

른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보수의 적정성이 인식된 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결과지향문화를 통한 간접효과는 모두 부(-)의 효과

를 나타내어 보수는 공무원에게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보수의 적정성은 인식된 조직성과보다 개인성과에

더 큰 부(-)의 효과를 미쳤다. 하지만 보수의 적정성은 결과지향문화를

매개로 인식된 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직접효과에 비해 부(-)의 효과가

덜했다. 성과나 실적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보수에 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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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승진의 공정성은 결과지향문화를 매개로 하여 인식된 조직성과에 영향

을 미칠 때 정(+)의 효과를 보였으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조직과 개인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인식된 개인성과에서는 승진이

부(-)의 효과를 보였다. 공무원은 승진으로 인해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

지만, 개인의 성과를 높이는데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한다. 오히려 결과

지향문화의 매개 효과를 통해 승진의 공정성이 인식된 성과에 도움이 되

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성과주의 조직 분위기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승진이 개인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하지만 조직의 관점에서는 승진 시스템이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승진으로 조직 내부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체계화

될 수 있어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훈련의 경우 인식된 개인성과와 조직성과 모두 정(+)의 효과를 나

타냈다. 결과지향문화는 교육훈련이 개인이 인식한 성과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비교할 때 간접 효과가 더 작다는 점에서 중요한 매

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교육훈련은 인식된 조직성과보다 개인성과에

큰 직접효과를 보였고, 결과지향문화를 매개로 인식된 개인성과가 크게

떨어졌다. 비록 교육훈련이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인식된 조직성과에 긍

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조직문화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2)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보수의 적정성은 인식된 성과에 대한 부(-)의 간접효과가 부(-)의 직

접효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지향문화를 통해 보수의 적정성

은 오히려 인식된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보수는 결과적으로 인식된 성과에 대해 효과적인 인센티브

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

승진의 공정성의 경우 인식된 조직성과에 대한 정(+)의 간접효과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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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효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된 개인성과에 대

한 부(-)의 직접효과가 정(+)의 간접효과보다 크다. 조직의 관점에서 결

과지향문화를 통해 성과 기준이 높아지면서 승진 기회가 부족할 수 있

다. 개인은 결과지향문화를 통해 승진으로 인한 사회적 위치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성과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승진이

공무원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성과 기준을 재

정립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은 인식된 성과에 대한 정(+)의 간접효과가 정(+)의 직접효과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은 오히려 결과지향문화를 매개로

인식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

련이 인식된 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인식된 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경쟁과 실적 위주의 교육이 오히려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3) 내부 규제 완화 부문과 결과지향문화

(1) 인식된 조직성과와 인식된 개인성과

규칙 완화의 경우 직・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인식된 조직성과에 미치는

부(-)의 효과를 줄였으나 인식된 개인성과에는 정(+)의 효과에서 부(-)

의 효과로 바뀌었다. 규칙이 완화될수록 인식된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인식된 개인성과에서는 규칙과 절차

가 완화되고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이 인식된 조직성과와 다르게 긍정적

인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개인에게는 규칙에 제약을 덜

받는 것이 오히려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규칙과

절차는 개인의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했을 때 오히려 인식된 조직성과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된 개인성과가 결과지향문화를 매개

로 부(-)의 간접효과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규칙과 절차는 조직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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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자율성을 부여하

는 것이 개인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조직의 효

율성을 높이는데 적정한 수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과지향문화는 분권화 또한 인식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긍정적

인 매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조직

내부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결과지향문화를 통해 오히려

약화한다. 인식된 개인성과에서도 간접효과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지만 결과지향문화를 매개로 직접효과보다 더 약한 부(-)의 효과

를 나타냈다. 개인의 경우 분권화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높이지 못하지만,

경쟁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성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2)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규칙완화는 인식된 조직성과에 대한 부(-)의 간접효과가 부(-)의 직접

효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지향문화를 통해 규칙완화는 오히

려 인식된 조직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다.

규칙과 절차가 완화되면 조직성과가 약화하지만 결과지향문화로 인해 조

직성과를 내려는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에 규칙완화의 부정적인 효과가

덜할 수 있다. 인식된 개인성과 측면에서는 정(+)의 간접효과가 부(-)의

직접효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규칙완화는 결과지향

문화를 강화해 개인성과를 향상하는데 개인 또한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분권화는 인식된 조직성과에 대한 부(-)의 간접효과가 정(+)의 직접효

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화는 인식된 조직성과에 대해서는 긍

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각각 .205와 -.009로서 직

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결과지향문화를 매개로

업무수행에 대한 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조직과 인사 문제에 대한 분권화

가 약화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조직의 성과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정치화가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분권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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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간접효과

비표준화

계수
p-value

목표 → 결과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091 .000***

→ 인식된 개인성과 .150 .000***

성과

관리
→ 결과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033 .000***

→ 인식된 개인성과 .055 .000***

보수의

공정성
→ 결과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006 .022
**

→ 인식된 개인성과 -.010 .020
**

승진의

공정성
→ 결과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012 .000
***

→ 인식된 개인성과 .019 .000
***

교육

훈련
→ 결과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010 .041
**

→ 인식된 개인성과 .015 .039
**

규칙

완화
→ 결과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010 .017
**

→ 인식된 개인성과 -.016 .017
**

분권화 → 결과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009 .070
*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Verbeeten & Speklé, 2015).

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효과분해를 통해 나타낸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s test를 진행하였다. 검증 결과, 목표와 책임, 인센티브, 내부 규제

완화 부문에 해당하는 변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의 적정성을 제외한 목표와 책임, 인센티브 부문에서 유의한 정(+)

의 상관이 나타났고, 내부 규제 완화 부문의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관리통제가 결과지향문화를 매개로 인식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Sobel'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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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된 개인성과 -.013 .067
*

주) *: p<.10, **: p<.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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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 경로
결

과

채택

여부

직접

효과

H1 : + 결과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 채택

→ 인식된 개인성과 +

H2 : +

목표

→ 결과지향문화 + 채택

→ 인식된 조직성과 +

→ 인식된 개인성과 +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관리통제가 대리인 이론과 거래비용 이론을 토

대로 목표와 책임, 인센티브, 규제 완화로 등의 관리통제시스템이 결과지

향문화를 매개로 하여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표 16>은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먼저 결과지향문화는 H1에서 예

측한 바와 같이 인식된 조직성과와 개인성과에 정(+)의 효과를 보였다.

목표의 경우 H2가 채택되어 결과지향문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관리 또한 결과지향문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인센티브 부문에서 H3에 예상한 대로 보수의 적정성

은 결과지향문화에 유의한 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승진

의 공정성과 교육훈련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내부 규제 완화의 경우 H4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규칙과 절차의 완화

는 결과지향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분권화 역시 H5처럼 부(-)

의 효과를 보였다.

<표 16> 연구가설 검증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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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 +

성과관리

→ 결과지향문화 + 채택

→ 인식된 조직성과 +

→ 인식된 개인성과 +

H3 : -

보수의 적정성

→ 결과지향문화 - 채택

→ 인식된 조직성과 -

→ 인식된 개인성과 -

H3 : +

승진의 공정성

→ 결과지향문화 + 채택

→ 인식된 조직성과 +

→ 인식된 개인성과 -

H3 : +

교육훈련

→ 결과지향문화 + 채택

→ 인식된 조직성과 +

→ 인식된 개인성과 +

H4 : -

규칙완화

→ 결과지향문화 - 채택

→ 인식된 조직성과 -

→ 인식된 개인성과 +

H5 : -

분권화

→ 결과지향문화 - 채택

→ 인식된 조직성과 +

→ 인식된 개인성과 -

간접

효과

목표
→ 결과

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

→ 인식된 개인성과

성과관리
→ 결과

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

→ 인식된 개인성과

보수의

공정성

→ 결과

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

→ 인식된 개인성과

승진의

공정성

→ 결과

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

→ 인식된 개인성과

교육훈련
→ 결과

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

→ 인식된 개인성과

규칙완화
→ 결과

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

→ 인식된 개인성과

분권화
→ 결과

지향문화

→ 인식된 조직성과
-

→ 인식된 개인성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가설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모

두 채택되었고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결과지향문화도 인식된 조직성과

에 대해서 효과적인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통제시스템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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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조직문화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리통제의 목

표와 책임, 인센티브 등 여러 부문에서 성과에 도움이 되는 측면의 비중

과 방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최근 공공부문에서 여러 방면의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가 떠오

르면서 성과 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신공공관리의

영향으로 공공조직은 효율적이고 유연한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관료의 재

량을 확대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현시점에서 보완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 성과측정시스템은 대체로 인식된 공공부문의 성과에 긍정

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수의 적정성은 개인과 조

직 모두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했고 승진의 공정성 또한 인식된 조직성

과에서만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분석

한 바와 같이 보수 혹은 성과급이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인센티브보다 개

인 혹은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

다. 승진의 공정성은 조직의 관점에서 보수의 적정성과 반대로 정(+)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조직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H3에서 예측한 방향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승진이 체계화된 조직 구조 혹은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공무원에게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교육훈련의 경우 개인의 역량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따

라서 조직 내부의 성과측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수와 승진과 같

이 공무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 교육훈련

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지식 또는 기술을 배양시키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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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요구된다.

신공공관리가 규제 완화를 주요 변화로 제시하면서 사회와 조직에서

규정을 통한 제약을 줄이고자 하고 조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과 향상

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목표의 달성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NPM 개혁에서 크게 강조하

는 규제 완화의 효과가 오히려 다른 부문에 비해서 인식된 성과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완화의 경우 인식된 개인성과

에 대한 직접 효과를 제외하고 모든 직접 및 간접 효과에서 부(-)의 효

과를 나타냈다. 이는 규칙과 절차가 결과지향문화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

식한 공공부문의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직 내부의 규칙은 조직의 목표를 반영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대한

지침은 조직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은 목

표 설정과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구성원과 조직에 대한 관

리통제가 요구된다. 신공공관리는 기존 관료제에서 통제를 위해 강조한

규칙의 활용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으나 경제적 효율성과 성과관리 등

NPM적인 규칙의 비중이 점차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분권화 또한 인식된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정(+)의 효과를 나타냈지만

다른 효과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분권화는 여러 측면을 세부

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성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방향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분권화에도 업무의 의사결정 등에 관한 운영상의 측면과 인

사 문제와 조직의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두 측면에서 분권화는 성과에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Verbeeten & Speklé, 2015).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성과주의 사회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쟁 네트워크에 치우친

조직의 관리방식으로는 성과를 향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

구가 밝혀왔듯이 조직 내에서 그리고 조직 간의 협력체계를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협력적인 접근이 효율성을 추구할 방법이기도 하다(이하영

& 이수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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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업 또는 과제를 다른 누군가와 함

께했을 때 목표를 공유했을 때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지면서 조직 내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효율성을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 업

무성과를 위해서 NPM이 강조하는 목표의 명확성, 인센티브, 내부 규제

를 적절히 활용해 조직의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경쟁과 협력이 조

화롭게 이루어질 때 조직 간 또는 조직 내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협력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직 내의 조정(coordination)

이 필요한데 행위자들이 서로의 선호와 가치를 조절하고 타협하는 과정

으로 볼 수 있다(박치성 외, 2015). 조정을 통해 조직이 규칙을 활용해

행위자의 행동 및 조직행태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Simon, 1997). 박치

성(2015)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 중앙정부의 86개 부처

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조정(사이중심성)이 조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적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 간 관리의

출발점이 조정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쟁적인 네트워크에서 어

떤 전략이 필요하고, 업무협조 네트워크에서는 조직 간 조정 기능이 어

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 관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정치적, 이념적으로도 조직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규

칙과 절차의 완화가 결과지향문화를 약화하고 나아가 조직성과를 약화한

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면서도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을 위한 내부 규제가 필요하다(Verbeeten & Speklé, 2015).

제 3 절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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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OVID-19 위기의 예외적 상황으로 2019년 공직생활실

태조사 자료가 사용되었으나 현재 시기적으로 ‘위드 코로나’ 패러다임이

새롭게 자리 잡고 있어 2020년 이후의 자료가 오히려 현시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 19 범유행이 2년 넘게 지속하면서 급변

하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정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설명변수의 내생성 문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NPM의 구

성요소를 여러 잠재변수로 나타내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나타내었으나

모형 특성상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할 수 있고 역관계가 존재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공 관리의 다양한 측면이 서로 연관되어 있

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복합성을 고려하는 것은 연구의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는 횡단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나타난

여러 요인의 상호관련성을 찾아낼 때 활용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분석

하는 데 있어서 시계열 자료, 패널 자료 등의 종단적 자료로 보완이 필

요하다.

조직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가치관, 동기, 행동 양식을 보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관리통제가 미치는 영향도 이론적 예측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설문 조사 특성상 관리통제에 대한 인식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므로 실제 영향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이 평가하는 주관적 조

직성과는 객관적인 조직성과와 큰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성과를 대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의 성과를 측정하고 실증 분석하는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의 주

관적 인식 변수를 활용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설문조사

특성상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견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박정호 &

이도석(2015)은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주관적 성과 인식과 객관

적 지표 간의 상호관련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의 연

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더

명확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성과주의 사회에서 결과지향문화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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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지만,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사회 전체

의 조직 문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결과 지향적 문

화와 관계 지향적 문화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직생활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설문 조사에서 협력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새

롭게 구성하는 것이 현시점의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공공관리에 따른 조직 진단에 있어서 내부

규제 완화 부문의 분권화의 운영상 측면과 전략적 측면을 구분하여 설문

문항을 세분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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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mpirically tests the effect of management control

consisting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PMS) use and internal

deregulation on perceived public sector performance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result-oriented culture is analyzed. PMS us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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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ed on targets and accountability and incentives, and internal

deregulation includes the reduction of reliance on rules and procedures

and decentralization. Public sector performance is divided into

perceived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performance.

Although numerous studies on management control have been

conducted in the private sector, the results from the studies are not

consistent with those in the public sector. In addition, analyzing the

performance by management control mediated by result-oriented

culture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diagnose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at this point when result-oriented culture has been

established. The public sector has been greatly affected by the New

Public　 Management(NPM), which led management control to be

structured around efficiency and deregulation.

Since the beginning of 2020, South Korea, along with other

countries worldwide, has faced a severe economic recession and job

shock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refore, it was assum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properly measure the effects on perceived

public sector performance changed by performance management, so

data from the 2019 Public Service Life Survey that has been carried

out approximately a year from August 12th, 2019 to September 30th,

2019 were used. Public Service Life Survey has been conducted on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since 2011 to systematically identify

changes in public officials' subjective perceptions of governmental

human resource management. This data is based on 4,111 surveys,

collected through a multi-stratified probability proportional-to-size

(systematic) sampling method. The survey was conducted via an

e-mail web survey.

In this study, targets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targets

and accountability sector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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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performance. Remuneration adequacy in the incentive

sector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percei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ile fairness in promotion and education

and training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In the sector

of internal deregulation, reduction of reliance on rule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ercei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ile decentralization reveal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ublic officials value the opportunities to develop

social competence and individual capability more than monetary

compensation. Moreover, expanding autonomy in rules and procedures

may cause unintended effects.

At the individual level, targets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targets and accountability sector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individual performance. Remuneration adequacy and

fairness in promotion in the incentive sector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perceived individual performance, whereas

education and training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Reduction of the reliance on rules and procedures in the internal

deregulation sector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individual performance, while decentraliza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effect of fairness in

promotion on perceived individual performance revealed that incentives

for the social position do not play a pivotal role in motivation for

civil servants. Therefore, public officials would most likely respond

positively to human resource management that focuses on individual

competency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The result also indicates

the need for individuals to have some degree of autonomy in rules

and procedures. It may be important to make rules for the

organization at a macro level, regarding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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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Decentralization may discourage individuals to increase

performance because it takes into account the decisions of other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rom an individual point of view.

However, considering the positive effect of decentralization on

percei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diverse opinions of members

should sti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direc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result-oriented culture on

perceived public sector performance differed according to the

management control method. In the case of remuneration adequacy,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hrough other management

methods in consideration of the negative mediating effect of a

result-oriented culture. In the area of internal deregulation, it was

found that relaxation of rules had a negative indirect effect,

consistent with the direct effect on percei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erms of perceived individual performance, the

relaxation of rules was found to weaken result-oriented culture.

Decentralization was also found to weaken result-oriented culture. At

the individual level, the result showed a negative indirect effect

consistent with the direct effect. In the field of internal deregulation,

result-oriented culture had a negative effect on performance in

common, which means performance cannot be significantly improved

when compared with the direct effect of the relaxation of rules and

decentralization. Results-oriented culture needs to be analyzed at a

detailed level to figure out factors that can positively affect

performance, just as variables in the internal deregulation sector.

This study calls into question OECD's emphasis on the NPM

approach to management control.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wicked

problems in the public sector or reducing the uncertainty of achieving

targets in public organizations, the NPM approach does not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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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public value standards. This approach assumes that a

decreased reliance on rules and procedures positively contributes to

result-oriented culture, but the results of this study deviated from

such theoretical prediction. In addition, although decentraliz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llowing the assumption of NPM, it negatively affected

results-oriented cul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aspects of decentralization of decision rights in terms of operational

and strategic autonomy.

The New Public Management administrative reform emphasized

autonomy and flexibility through decentralization and neglected the

control of processes and rules to achieve organizational goals

according to performance. Rules, due to their rigid nature, were

considered to be incapable of responding quickly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However, public management through a market

mechanism still requires control by discipline through rules(Vogel,

2018). In the sense that relaxation of rules and procedures weakens

results-oriented culture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ternal regulation that can secure democratic values and fairness

while considering the diverse opinions is expected to have a major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Verbeeten & Speklé, 2015).

Furthermore, to develop a result-oriented culture that currently

occupies a significant portion of public organizations, the competitive

and cooperative aspect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re both

essential, which can be developed by coordination function and

cooperation system of the organization rather than simply developing

the NPM elements. In the study of Lee & Lee(2020), a

performance-based system was found to promote the work

enthusiasm of organization members when the level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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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organization increased, indicating that cooperation develops

competition constru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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