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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부부문에서 성과주의의 확산은 민간부문 못지않게 저성과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나 실무적인 논의들에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측정의 문제점들로 인해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의 저성과자 관리방안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

공부문의 저성과자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를 통해 교육훈련과 퇴출이라고 하는 기존의 획일적이

고 소극적인 방식을 넘어 차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어떠한 공무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 저성과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저성과자가 미치는 파급효과와 이들의 발생원인, 그

리고 저성과자에 대한 현재 관리실태와 대안으로서 퇴출관리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주제어: 저성과자, 퇴출관리, 인사관리】

Ⅰ. 서론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조직 내 성과주의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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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성과자(poor performer)에 대한 관리이다(박천오, 2007; 이선우, 

2009, OPM, 1998; GAO, 2005). 조직이나 사업 단위의 성과관리 뿐만 아니라 개별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와 이를 반영한 보상체계의 도입은 최근 우리 정부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있

어 심각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보상수준의 격차를 넘어 성과수준이 낮은 공무원의 

퇴출 필요성의 제기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요구와 충돌하면서 우리 정부조직의 저성

과자 관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박천오, 2007; 김광수,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내 저성과자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높은 관심 수준에 

비해 아직 충분한 연구성과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

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성과자라고 하는 개념의 정치적 민감성에 대한 부분과 저

성과자를 구분해 내기 위한 성과측정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부분으로 여겨

진다. 특히 민간과 달리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곤란한 정부조직에

서의 저성과자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 외에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기에 많은 제약점이 존

재한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저성과자에 대한 높은 관심과 관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의 

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한 충분한 분석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중요한 한계점

으로 여겨진다. 즉, 우리 공직사회에서 저성과자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고 이들의 분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강조

는 사전적이고 지속적인 저성과자 관리방안 보다는 퇴출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안에 의존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박진영, 2009). 실제로 최근 상당수의 공공기관이나 정부조직

에서 저성과자 관리와 관련해 제안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저성

과자를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적 교육훈련과 함께 성과가 향상되지 않는 구성원에 대

한 퇴출을 공식화하고 있다(권영규, 2007; 서울특별시, 2007; 이선우, 2009). 그러나 이러한 

저성과자들을 어떻게 정의하였고, 이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이

며, 이들의 관리를 위해 어떠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어떠한 수준에서 제공하고, 어떠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저성과자의 현황 파악 및 관리제도의 실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저성과자 관리에 있어 우리보다 앞선 미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부터 

저성과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저성과자의 규모 및 발생원인 등에 대한 자료

를 축적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연방정부의 저성과자 실태현황 분석을 통해 관리자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저성과자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있다(OPM, 1998; OPM, 1999; MSP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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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의 현황 파악에 있어 가장 우선은 저성과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며, 저성과자로 분류된 구성원이 갖고 있는 특징과 저성과자의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그

리고 이러한 저성과자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민간부문에서의 저

성과자에 대한 이해와 차별되는 정부부문의 저성과자의 특징,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저성과자에 대한 이해의 차별성 등을 분석하여 향후 공직사회 저

성과자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자 한다. 이는 저성과자라는 개념이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특정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공직사회에서의 개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통해 주관적으로 

정의되어진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

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정부조직 내 저성과자의 현황 파악은 물론 더 나아가 관리제도 개

선 등 정책적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의의 순서를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 제2장에서는 이론적 접근으로서 저성과자의 개념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선행연구와 함께 제도적 접근으로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저성과자 관리

제도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다음의 제3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성과자의 개념 및 규모, 발생원인, 문제점, 관리방안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다. 제4장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께 향후 우리 정부조

직의 저성과자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한다. 

Ⅱ. 이론적 접근

저성과자와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저성과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적 연구와 함께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접근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기존 선행연구를 정

리하며, 이와 함께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규정되고 있는 저성과자의 개념과 관리에 대한 부

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저성과자에 대한 개념적 연구

저성과자와 관련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공무원의 자질(qualification)에 대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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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공무원의 자질은 특정업무에 관련된 지식, 기술, 적성, 가

치관, 태도 등의 특성으로 이해되었으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가치관, 태도, 

인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박동서, 1982: 286-8, 

유종해, 1989: 284-5).1) 그러나 이러한 자질론은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특성이 요구된다는 규

범적 측면에서는 강점을 갖지만 실질적인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은 다소 한계를 

갖는다. 특히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의 자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

떤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

유에서 특정 공무원에 내재하고 있는 자질보다는 해당 공무원이 외재적으로 표출하는 성과

수준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이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저성과자에 대한 본

격적인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먼저 저성과자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저성과자를 정의하는 직접적 개념으로서 저성과

(poor performance)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 연방법 제5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성과(unacceptable performance)”라는 개념을 통해 “고용인이 자신의 위치

에서 하나 이상의 중요한 성과 기준 요소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때”를 저성과의 발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저성과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부정

행위(misconduct)에 대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저성과와 부정행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는 경우가 많으며, 부정행위가 저성과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저성과는 고용인의 업무가 허용된 수준

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부정행위는 지각과 결근과 같이 작업장의 규칙을 따

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GAO, 2005: 6).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업무환경의 규칙의 수용 불가능한 실패를 의미하는데 비해, 저성과는 업무 달성과정에서 발

생하는 수용 가능한 실패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품질이나 수량, 시간 

등과 같이 문서화된 성과 기준에 근거한다는 점이 차이로 지적될 수 있다(OPM, 1998: 7). 

이와 같은 저성과의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저성과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

서는 관리자가 저성과자의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

다. 관리자들은 저성과의 문제를 행위(conduct) 상의 문제로 볼 것이냐, 역량(competence) 상

의 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한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성과자의 개념 정의와 함

께 저성과자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이 달라지게 된다(A&C Black Publishers Ltd, 2006). 예컨

대, Mercer(1995)의 정의에서는 개인 성과가 자신에게 주어진 요구 수준보다 미흡하고, 미래

1) 이러한 공무원의 자질론은 1940년대 Waldo가 제시한 현대국가공무원의 자질론에 큰 뿌리를 두고 있

으며, 최근의 공공봉사동기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태도나 인성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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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을 위한 보유 잠재력도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직 내 하위 10% 정도

에 속하는 조직 구성원들을 저성과자로 정의하면서 행위적 측면과 역량적 측면을 함께 언

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Smart(2010)는 행위 및 역량 측면의 각 항목들을 대상으로 저성과

자와 중간성과자, 고성과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저성과자에 대한 개념적 차별성을 정

의하고 있다. 

고성과자
(high performer)

중간성과자
(adequate)

저성과자
(low performer)

전반적인 
능력 수준

- 연봉 수준에서 상위 10%에 
  드는 자들

- 연봉 수준에서 65%~89% 
백분위 수준에 해당

- 연봉 수준에서 65%이하에 
해당

문제 해결
- ‘quick study’
- 복잡한 문제를 신속 해결

- 영리함(smart)
- 평균적인 통찰력 

- 복잡한 상황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음

리더십
- 필요한 변화 실행
- 적응력이 뛰어나고 조직을 
  고무시킬 능력 있음

- 중도적인 변화 선호
- 부하들의 미온적 태도

- 현상유지
- 진실성 부족으로 사람들이 

따르지 않음

열정
- 매우 높은 열정 수준
-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
- 성공에 사로잡힘

- 동기 부여
- 때때로 에너지가 넘침
- 주당 50-54시간 근무

- 헌신적
- 모순되는 pace 보임
- 주당 40-49시간 근무

자원의 풍부함
- 장애물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찾는데서 뛰어난 능력을 지님
- can-do의 태도

- 때때로 해결방법 구함
- 다른 이들이 해결할 때까

지 기다림

- 방해에 부딪힘
- boss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떠넘김

Topgrading

- 고성과자와 잠재력 있는 직원
을 선택함

- 만성적인 저성과자들을 재배
치함

- 몇몇의 고성과자를 선택함
- 대부분 저성과자를 선택함
- 평범한 사람을 묵인함

코칭
- 각각의 팀 구성원이 뛰어난 

성과를 내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상담해줌

- 해마다 성과 검토를 
  수행함
- 부분적으로 코칭이 
  이루어짐

- 접근하기 어렵고, 
  혹평하고, 칭찬에 인색함
- 피드백이 늦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팀 구성
- 목표에 집중하고, 협동적이고, 

결과지향적인 팀을 구성함
- 팀워크를 원할지 모르나, 
  조성하지는 않음

- 타인의 에너지를 고갈시킴
- 시너지를 막는 행동들

진로 기록 - 꾸준히 뛰어난 성과를 냄
- 일부 핵심 지지자층의 기

대를 만족시킴
- 우발적으로 기대를 
  충족시킴

성실성 - 빈틈없이 완벽함 - 대개 정직함 - 규칙을 어김

의사소통
- 말하고 쓰는 기술이 매우 뛰

어남
- 말하고 쓰는 기술이 보통 - 평범함

<표 1> 성과자 유형별 분석을 통한 저성과자의 특성

출처: Smart(2010)

저성과자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행태와 역량의 측면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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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그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일정 기준 미만이고,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사용자의 

거듭되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거나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을 

통해 노무 제공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저성과를 정의하고 있다(이병태, 2007; 김형배, 

2006).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우 앞서 설명한 부정행위(misconduct)에 대한 부분이 저성과를 

정의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큰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은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또는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

극히 불성실한 경우”라는 관련 판례(대법원82누504, 1983.1.26/대법원86누317, 1986.12.23)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박진영, 2009: 5). 

저성과자에 대한 개념적 연구에서 저성과자를 정의하는 것과 함께 큰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바로 저성과자의 발생원인에 대한 부분이다. 저성과자의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는 저

성과자의 개념을 파악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후에 저성과자의 관리방안

에 대한 연구를 전개시키기 위한 연결고리로 파악된다. 예컨대, 위법행위나 고의적인 태만

으로부터 비롯되는 무능력과 관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환경으로 인해 야기되는 능력을 구

분해야 하며, 전자는 규정 위반자로 간주되지만, 후자는 별도의 동정적인 처우를 요구하는 

저성과자로 이해될 수 있다(The Public Service Commission, 2007: 9).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저성과의 발생원인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인 차원, 조직 차원, 인적자원관리

와 관련한 제도적 차원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첫째, 개인 차원의 원인으로는 개인적인 상황들(personal circumstances)이나 업무를 수행하

는 동기(motivation)의 부족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University of Brighton, 2003: 11-12; 

NSW Ombudsman, 2008: 16-7; NHS Devon, 2010). 건강문제나 가족문제, 약물남용과 음주 

등 조직 외적인 상황요인과 함께 안전기준에 미흡한 작업환경, 조직 내 극심한 경쟁이나 차

별 수준 등 조직 내적인 상황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능력이

나 적성, 동기, 기술, 경험 등의 부재도 개인 차원에서 저성과자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

된다. 

둘째, 조직 차원의 원인으로는 잘못된 조직목표의 적용과 함께 기술 격차(skill gaps), 미

흡한 감독 및 피드백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University of Brighton, 2003; 11-12; 

Tonkin, 2008; NSW Ombudsman, 2008: 16-7; Tamworth Regional Development Corporation, 

2009; NHS Devon, 2010). 명확하지 못한 조직목표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맡은 

역할이나 담당 업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업무 수행에 따른 낮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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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조직목표의 문제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구조 및 인력

배치의 부적절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 기술격차의 부분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특정 기술의 부재에 따른 업무 수행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전의 지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

이던 직원이 새로운 관리자로 승진하면서 리더십 기술의 부재로 인해 충분한 성과를 달성

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직 관리자의 감독과 피드백의 부족으로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 정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저성과자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며, 불명확한 책임라인 및 의사소통 경로의 존재도 이와 같은 감독 및 피드

백의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셋째,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한 제도적 차원의 원인으로는 주로 부적절한 직원의 선발과 채

용, 교육훈련,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 등이 제시되고 있다(NHS Devon, 2010; NSW 

Ombudsman, 2008; Teague, 2010). 제대로 된 임용과 교육훈련, 성과평가는 직원과 관리자들

이 작업장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조성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실패는 결국 저성과자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부진한 성

과는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였더라도 적재적소에 

배정하지 못한다면 저성과자로 분류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선발과 배치 과정

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채용된 직원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며, 어떠한 성

과평가의 기준과 방식의 적용을 적용하는 부분도 직원들로 하여금 잘못된 유인구조를 형성

하게 함으로써 저성과자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하고 있다. 

2.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

조직에서 저성과자가 발견되면 관리자는 저성과자를 확인하고, 저성과에 대해 구성원에게 

이를 통보하며, 공식적인 성과개선계획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며,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징계 행동에 착수하는 등 일련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Public Service Commission, 

2007: 10). 

저성과자의 관리방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은 “어떤 관리 원칙을 가지고 저성과자

를 관리할 것인가?”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선발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인원을 저성과

자로 분류할 것인가?” 등의 저성과자 관리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조

직이 처한 조직 내외의 환경, 조직 미션과 비전, 조직구조 및 인적자원 구성, 조직 문화와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원칙은 퇴출 접근법

(outplacement method)과 역량개발 접근법(competency development method)으로 구분된다. 퇴

출 접근법을 취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인력의 활력곡선(vital curve) 개념을 활용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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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일정비율(하위 10%)의 저성과자를 상시적으로 퇴출시키는 GE를 들 수 있다. 반면 역량

개발 접근법은 가능한 한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

공하여 환경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거나 직무에 대한 적합도(job fitness)가 맞지 않는 곳에 

근무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성과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구성

원들의 성과를 개선시키는데 주력하는 방법이다(박진영, 2009: 6). 

이러한 퇴출 접근법과 역량개발 접근법을 중심으로 투자 수준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리 방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1995). 

유형 Lay Off 방식 Career Transition 경력개선 프로그램 고용조건 변화 방식

목적 비효율성을 즉시 제거
퇴직자의 실업요인을 
최소화

저성과자 역량개발 
기회제공

자발적 퇴직 유도

방식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Career Transition 
Program 등을 활용, 
창업 및 재취업에 대해 
정보제공

내부 경력개선 프로그
램 
활용

- 새로운 직급부여
- 계약직으로의 직간 
  전환 등

대상 평가결과 저성과자
전사원
(저성과자 중심관리)

평가결과 경성과자 평가결과 경성과자

충격
조직내: 강
조직외: 강

조직내: 저
조직외: 저

조직내: 저
조직외: 중

조직내: 중
조직외: 중

특징
시급성이 필요한 
상황에 효과적

재정적 부담이 많으나 
잔류직원의 충격최소 및 
실업자 없는 구조조정 
가능

성과관리 정착단계에서 
상시 운영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직원 육성책

저성과자를 위한 새로운 
직급의 설정 및 인사제
도 설정 운영

<표 2> 저성과자 관리 방식 유형별 특징 

해고(Lay off) 방식과 경력전환지원(Career Transition Program) 방식은 퇴출접근법에 해당

한다. 반면 역량개발 접근법의 경우 경력개선 프로그램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관리방안이며, 

이는 저성과자 여러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해당 저성과자에게 적합한 육성 방법

을 제공하는 접근법으로서 저성과자 관리 방안 중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많

은 민간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및 코칭 제도 등도 이러한 

유형에 포함된다. 또 다른 역량개발 접근법은 고용조건 변화와 관련한 부분이며, 저성과자

를 대상으로 한 직급 및 보상체계를 별도로 구성하여 관리하고 자신의 역량개발을 통해 높

은 성과를 달성했을 때 다시 고용조건을 재조정해 주는 방식의 저성과자 관리제도가 이에 

해당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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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과거 퇴출 접근법 위주에서 역량개발 접

근법으로의 강조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성과자 관리의 핵심 목적이 단순

히 성과가 낮은 사람을 찾아내어 그들을 퇴출시키는 수준을 넘어 모든 조직구성원들을 조

직이 추구하는 한 방향의 전략적 목표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저성과자 관리방안의 기본기조는 역량개발 접근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박진영, 2009: 6). 역량개발 접근법은 사전적 경고 및 예고, 유예기간

의 부여와 함께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과 상담, 교육훈련, 대안적 방식의 제

공 등을 광범위하게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국내 민간기업들에서도 이러한 역량

개발 접근법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성과자를 단순히 배제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신 상담과 인력개발, 교육훈련 등을 통해 그들의 잠재능력을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를 통해 퇴출을 시도할 경우 야기되는 고용불안감, 조직전체의 사기저하, 조직에 대한 

신뢰상실, 쟁송부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삼성전자의 경력개발센터 운영이나 

SK의 경력개발센터 하모니아 운영, 포스코의 경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와 같은 사례

로 볼 수 있다(박진영, 2009: 8). 

반면 기존의 우리 정부조직에서의 저성과자 관리방안은 퇴출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

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우리 정부조직의 성과관리에

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가 퇴출관리로 등치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대표적으

로 서울시는 지난 2007년 4월, 대다수의 성실한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복지부

동, 무사안일 공무원이 오명과 불명예를 유발한다고 판단하고 ‘현장시정추진단’이라는 저성

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제도는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

도가 불량한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족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이선우, 2007). 그러나 재교육을 

통한 역량개발 접근법에 대한 관심보다 제재적 인사수단을 통한 퇴출 접근법에 대한 부분

이 오히려 강조되었다고 평가된다(박진영, 2009: 9).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저성과자 관리에 있어 역량개발 접근법과 퇴출 접근법은 사

실 별개의 접근방식이라기 보다는 단계적 접근방식으로서 이해되며, 단지 어떠한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 자원을 투입하느냐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는 확인된다. 민간 부문의 경우 

과거 GE로 대표되는 퇴출 접근법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함께 강조되었으나 오히려 최근에는 

지속가능경영이라는 개념과 함께 역량개발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2) 저성과에 대한 벌칙(penalty)으로서 해임이나 강등의 의미가 아닌 업무역량에 따른 직위배정으로서 

이해되나, 직위분류제가 아닌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의 경우에는 오히려 퇴출접근법

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16 ｢행정논총｣ 제50권 제3호

있다. 반면 정부 부문에서는 신분보장 등의 이유로 역량개발 접근법이 기본적으로 채택되었

으나, 최근에 저성과자에 대한 공격적 접근과 함께 퇴출 접근법이 급격히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3. 정부조직에서의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

미국의 경우, 미 연방법 제5장의 43조와 75조에 근거한 저성과자 관리의 법제화가 구체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적보호위원회(MSPB)는 관련 근거법에 따른 저성과자 관리의 

운영실태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MSPB, 2009). 43조와 75조 모두 

실적주의 인사제도 하에서 구성원의 성과를 제고하고 저성과자의 발생에 대해 강등이나 퇴

출과 같은 제재수단을 동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43조가 전문직

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비해, 75조는 일반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직

원들에 주로 적용되는 등 대상범위의 차이나 부족한 성과수준에 대한 증명의 부담(burden of 

proof)이나 절차상의 복잡성 등에 있어 각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규정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

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저

성과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동일 규정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아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도 직위해제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3항에서는 직위해

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게 하고 있으며, 제70조(직권면직)의 5항에서는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

된 때”에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

로는 우리의 공무원법에서도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고위공

무원단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들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저성과자 관

리의 방안이 제도적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

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조건, 그리고 관련 절차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미흡하며, 형식적인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현행 법제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 성과평가로서 근무성정

평정의 부분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성적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정을 통해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

해, 현행 제도에서는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해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을 통한 이원적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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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성과계약 등 평가는 개인업무 실적평가, 부서단위 실적평가,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항목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

표 및 지표에 합의하고 이후 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평가결과의 활용과 관련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연속하여 2년 이상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근무성적평가는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대상자

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개인 성과평가제

도이다.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단

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하

고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의 성과평가에 대한 평가대

상과 평가항목,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결과의 활용과 

관련해 저성과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승진요건으로서 근무성정평정

의 활용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1조 역시 근무성적의 평정과 관련해 평가 

우수자에 대한 상여금 및 특별승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저성과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Ⅲ. 실증분석

1. 연구 설계 및 표본 선정

앞서 이론적 연구를 통해 저성과자의 개념 및 관리방안, 현행 공무원법 등에서 규정되고 

있는 저성과자의 개념과 관리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정리된 쟁점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공직사회에서 저성과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

에 대한 어떠한 관리방안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같

은 정부조직 내의 조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의 저성과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의 저성과자는 정부조직의 최고의사결정권자나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저성과자는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조

직적 관점에서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저성과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개별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조직의 저성과자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미 미국의 실적보호위원회에서는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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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저성과자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를 수차례에 걸쳐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MSPB, 1989, 1992, 1996). 

실증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저성과자의 개념과 저성과자의 현황, 그

리고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살펴본다. 저성과자의 개념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저성과자에 대한 판정기준과 발생원인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저성과자의 판정 과

정에서 역량 및 행태에 대한 강조점과 발생원인에 대한 개인차원, 조직차원, 제도차원에서

의 인식정도를 살펴본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저성과자의 규모와 피해수준에 대

한 저성과자 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저성과자 관리실태에 대한 부

분을 확인하고 향후 관리제도개선에 대한 타당성과 수용성 정도를 역량개발접근법과 퇴출

접근법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에서 본 연구는 정부조직유형에 따른 특성 

차이를 고려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적 특성에 따른 저성과자의 이해와 관리실태

의 차이를 분석한다. 기존 조사연구에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에 비해 높은 전문

성과 업무역량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무원 유형에 따

른 차이는 저성과자의 인식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서성아, 2011). 

인식조사의 대상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근무성적평가의 적용을 받는 5급 이하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제도적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에 따

라 고위 공무원단을 포함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 따른 별

도의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근무성적평가의 적용을 받는 5급 이하의 공무원들

에 대해서는 저성과자의 개념 정의 및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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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기 때문이다. 

표본추출과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비비례 할당추출을 

실시하였으며, 총 300명의 대상표본 가운데 각 150명을 할당하여 표본추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 다양한 특성변수 가운데서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유

형별 차이의 중요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표본추출 과정에서 조사대

상을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동일 비율을 할당하였다. 전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규모를 감안할 때 300명의 표본

수는 충분한 규모가 되지 않으며, 비확률추출 방식인 할당추출을 선택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통계적인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 

공무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모집단의 특성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본 조사의 목적에 

비추어 적정 수준의 표본이 추출되고 있음을 통해 이러한 일반화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다.3)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17일 간에 걸쳐 우

편 및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2. 저성과자 개념의 이해 

1) 저성과자 판정기준 

먼저 저성과(poor performance)라는 기본적 개념에서 우리 공직사회의 저성과자 판정기준

을 살펴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저성과자

의 “낮은” 성과에 대해 어떠한 판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업무성과 수준에 

따라 평균이하, 미흡, 매우 미흡의 기준을 제시하여 어디까지를 저성과자로 구분할 수 있는

지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업무성과 수준이 미흡 이하인 경우에 저성과

자로 볼 수 있다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평균 이하의 

업무성과 수준을 보이는 경우에도 저성과자로 볼 수 있다는 응답도 34.9%에 달하고 있다. 

공무원 유형별로 살펴볼 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모두 미흡 이하의 성과 수준에 

3) 연령별로 30-40대의 비중이 75%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2008년 기준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가운데 30-40대의 비중이 65% 정도로 파악된다.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전체 공무원의 성비가 

2.5 : 1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여성 비율이 높게 응답되었지만, 심각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

려울 것이다. 응답자의 다른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 총 재직한 근무경력과 해당 조직 근

무경력에 대해 평균 9.78년(표준오차 7.43)과 평균 4.06년(표준오차 2.57)을 응답하고 있으며, 전반적으

로 본인이 현재 소속된 조직이나 전체 정부 조직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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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저성과자 판정기준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국가공무원의 경우에 매우 미

흡한 성과 수준에 대해 저성과자로 판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2.7%인데 비해,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오히려 평균 이하의 성과 수준에 대해서도 저성과자로 판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9%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공무원들에 있어 저성과자의 판정기준에 대한 범위가 상대적으

로 넓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앙행정부처

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과 그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한 수용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중앙행정부처와 같이 정책입안을 주로 하는 

경우 비정형적이며 주관성이 높은 업무 특성으로 인해 개별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의 수

용성이 낮게 되며, 이로 인해 성과가 매우 미흡하지 않은 이상 저성과자로 보기에 많은 오

류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중앙행정

부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저성과자 판정에 대

한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평균 이하 미흡 이하 매우 미흡 기타

전체
102

(34.9%)
119

(40.8%)
68

(23.3%)
3

(1.0%)

국가***
47

(32.0%)
52

(35.4%)
48

(32.7%)
0

(0.0%)

지방***
55

(37.9%)
67

(46.2%)
20

(13.8%)
3

(2.1%)

<표 3> 낮은 성과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 
(단위: 명)

주) *** p<0.01, ** p<0.05, * p<0.1

저성과의 수준에 대한 판정기준과 함께 저성과자의 판정기준으로서 정성적인 측면에서 

역량과 행태의 문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저성과자의 개념정의가 성과라고 하는 단

일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요인을 통한 다중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실제로 많은 경우에 특정 조직 구성원을 저성과자로 판정하는 과정에서 업무성과

의 수준 외에 해당 조직 구성원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표 4>에서와 같

이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 응답자들의 동의정도를 통해 현재 우리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

이 생각하는 저성과자의 특성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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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체

(5점기준)
공무원 유형

국가 지방

역량
적측
면

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직원 3.47 3.51 3.43

업무 수행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태만한 직원*** 3.77 3.91 3.64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직원*** 3.69 3.93 3.45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르는 직원** 3.53 3.68 3.38

행태
적

측면

잦은 지각과 외출로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직원** 3.47 3.61 3.33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에 충실히 임하지 못하는 직원 2.82 2.90 2.75

동료와의 업무 협력 과정에 문제를 보이는 직원 3.36 3.45 3.28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는 직원** 3.23 3.36 3.11

상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물을 제출하는 직원*** 3.19 3.32 3.06

업무처리로 인해 민원 및 고객 불만을 야기하는 직원* 3.27 3.36 3.18

<표 4> 저성과자 판정기준의 각 항목별 동의정도 
(단위: 점)

주) *** p<0.01, ** p<0.05, * p<0.1

전반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한 행태적 측면보다는 개인적인 품성이나 자질과 관련한 역

량적 측면에 대해 저성과자의 판정기준으로서의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다.4) 여러 항목 가운데 “업무 수행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태만한 직원”을 저성과자에 대한 

판정기준으로서 가장 높게 동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직원”,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비도적적 행위를 저지르는 직원”의 순으로 저성과

자의 판정기준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통적으로 개인의 역량이나 품성과 

관계된 특성을 중요한 저성과자의 판정기준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위법행

위나 비도적적 행위를 연관시켜 저성과자를 판단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는 직원”이나 

“상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물을 제출하는 직원” 등 실제 업무수행과 관련한 행태적 측

면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 대해 저성과자로 판정하는데 동의하는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나

고 있다. 단순히 낮은 성과수준이 아니라 낮은 성과수준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저성과자의 판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

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성

과자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공무원 유형별 분석결과

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항목별 차

4) 위법행위나 비윤리적행위에 대해 개별적인 행위적 측면보다는 행위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윤리적 태

도, 준법의식에 대한 품성이나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행태적 측면이 아닌 역량적 측

면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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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개인의 역량적 측면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성과자에 대한 엄격한 판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공무원들의 경우 저성과자를 이해할 때 근본적인 개인의 품성이나 자질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파악된다. 

2) 저성과자 발생원인

다음의 <표 5>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의되었던 저성과자의 발생원인들을 제시하

고 우리 공직사회의 주요한 저성과자 발생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동의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저성과자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개인 업무 역량의 한계 및 업무 태도의 문

제”에 대한 부분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저성과자에 대한 판정기준과 관

련해 개인적 역량이나 성품에 대한 문제를 강조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

규정 등을 통한 적절한 관리 방안의 부재”나 “근무평정 등 성과평가 지표 및 측정방식의 부

적절성”과 같은 제도적 측면의 원인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정도를 확인할 수 있

으며, 우리 공직사회에서 저성과자의 발생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조직 내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나 “책임 있는 관리자의 

역할 미흡”에 대해서도 주된 저성과자의 발생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신규 임

용자나 보직변경에 따른 업무 경험 미숙”이나 “업무 특성에 따른 높은 난이도나 자원동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성과자의 발생원인으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건

강상의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업무 불성실”이나 “성과지향적이지 못한 조직 문화”의 부분은 

저성과자의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공무원 유형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나 “상급자 등 책임 있는 관리자의 역할 미흡”과 

같은 조직 차원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업무 

불성실”에 대한 동의정도를 상당히 낮게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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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체

(5점기준)
공무원 유형

국가 지방

개인
차원

신규 임용자로서 업무 및 조직 전반에 대한 경험 미숙 3.01 3.01 3.01

보직변경이나 배치전환으로 인한 경험 미숙 3.07 3.04 3.10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업무 불성실** 2.73 2.63 2.83

근본적인 개인 업무 역량의 한계 및 업무 태도의 문제 3.51 3.56 3.46

조직
차원

성과지향적이지 못한 조직 문화 2.96 2.92 3.00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3.17 3.24 3.09

업무 특성으로 인해 높은 난이도 및 자원 동원의 한계 3.04 3.04 3.05

상급자 등 책임 있는 관리자의 역할 미흡** 3.13 3.23 3.02

제도
차원

근무평정 등 성과평가 지표 및 측정방식의 부적절성 3.24 3.25 3.23

인사관리 규정을 통한 적절한 관리 방안의 부재 3.32 3.31 3.33

<표 5> 저성과자의 발생 원인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점)

주) *** p<0.01, ** p<0.05, * p<0.1

3. 저성과자 현황

1) 저성과자 규모

우리 공직사회의 저성과자 현황 파악에 있어 가장 큰 관심은 무엇보다 얼마나 많은 저성

과자들이 존재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미국 인사관리처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정성과자 규모는 대략 2.8%에서 4.6%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OPM, 1999: 9).5) 본 연구에

서는 앞서 살펴본 저성과자의 판정 기준을 근거로 저성과자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설

문조사에서는 업무성과의 수준을 기준으로 구성원의 비율을 응답케 하고 있으며, 다음의 

<표 6>은 현재 본인이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매우 탁월 평균 이상 평균 수준 평균 이하
미흡
(A)

매우 미흡
(B)

(A)+(B)

전체 11.35 28.28 36.75 10.07 4.43 2.02 6.45

국가 12.43 27.30 38.63 11.47 4.68 2.06 6.74

지방 10.27 29.26 34.86 8.68 4.19 1.99 6.18

<표 6> 업무성과 수준에 따른 조직 내 구성원 비율 
(단위: %) 

5) 이러한 추정결과는 연방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들의 성과수준을 평가하여 각 평가등급별로 

할당하게끔 하여 조사된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공직사회의 

저성과자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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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자신의 조직에서 매우 탁월한 성과수준을 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구성원의 비율을 평균 11.35%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우 미흡한 성과수준을 

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구성원의 비율을 2.02% 정도로 응답하고 있다. 업무수준이 미흡하거

나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구성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평균 6.45%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저성과자의 판정 기준을 따를 

때 이를 현재 우리 정부 조직의 저성과자 규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응답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업무성과에 따른 기준으로 저성

과자 비율을 파악할 때 국가공무원의 경우 6.74% 정도로 파악되는 것에 비해, 지방공무원의 

경우 6.18% 정도로 낮게 나타난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저성과

자의 판정기준을 국가공무원에 비해 넓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저성과자로 분류

될 수 있는 규모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에 비해 적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저성과자로 인한 피해수준

다음으로 저성과자의 발생에 따른 피해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전

반적인 피해수준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피해수준과 조직성과 차원에 미치는 피해수

준에 대해 질문하였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피해수준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저성과자와의 업

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문항을 질문한 결과이다. <표 7>에 나타난 결

과를 살펴보면, 심각한 수준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응답이 전체의 17.5%와 16.1%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무원 유형별 특성에 따른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거의 
영향없음

약한 영향 다소 영향
심각한
영향

매우
심각한 영향

개인적
피해수준

전체
24

(9.1%)
45

(17.1%)
148

(56.3%)
39

(14.8%)
7

(2.7%)

국가
13

(9.5%)
24

(17.5%)
74

(54.0%)
19

(13.9%)
7

(5.1%)

지방
11

(8.7%)
21

(16.7%)
74

(58.7%)
20

(15.9%)
0

(0.0%)

조직성과
피해수준

전체
22

(7.4%)
68

(22.9%)
159

(53.5%)
39

(13.1%)
9

(3.0%)

국가
13

(8.7%)
31

(20.7%)
84

(56.0%)
16

(10.7%)
6

(4.0%)

지방
9

(6.1%)
37

(25.2%)
75

(51.0%)
23

(15.7%)
3

(2.0%)

<표 7> 저성과자로 인한 개인 및 조직 차원의 피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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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저성과자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무엇보다

도 “인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상적인 업무처리보다 과도한 수준의 업무 부담”, “업무

처리의 지연 등에 따른 업무계획의 차질”, “근로의욕 및 사기저하” 등의 순으로 그 피해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저조한 업무성과로 인해 부족한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는 그 

동의정도가 훨씬 낮은 편이며, “승진 및 인사개편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동의

정도가 낮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저성과자와의 관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나 

승진과 같은 직접적 피해의 발생에 대해서는 동의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

로 개인적인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와 같이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형태의 피해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내용
전체

(5점기준)
공무원 유형

국가 지방

저조한 업무성과로 인한 부족한 금전적 보상 2.46 2.51 2.41

승진 및 인사개편 과정에서의 불이익 2.73 2.78 2.67

상급자로부터의 질책 및 비난** 3.13 3.24 3.00

통상적인 업무처리보다 과도한 수준의 업무 부담 3.47 3.50 3.43

인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스트레스 3.53 3.54 3.52

업무처리의 지연 등에 따른 업무계획의 차질 3.43 3.46 3.40

근로 의욕 및 사기 저하 3.42 3.40 3.44

<표 8> 저성과자로 인한 피해경험의 주요 내용 
(단위: 점)

3. 저성과자 관리방안

1) 저성과자 관리실태

다음은 현재 우리 공직사회에서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성과자 관리라는 측면에서 책임 있는 상급자로서 

저성과자인 하급자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77명을 대상으로 실제 저성과자 관리활동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6) 

6) 질문문항에 있어 이중질문의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질문문항과 비교해 볼 때 이중질문에 따른 응답

의 오류나 결과 해석의 오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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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체

(N=77)

공무원 유형

국가
(N=38)

지방
(N=39)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1

(14.3)
6

(15.8)
5

(12.8)

근무평정 등 인사평가 과정에서 저성과자에게 해당하는 낮은 평
점을 주었다. 

25
(32.5)

14
(36.8)

11
(28.2)

역량
개발
접근

해당 직원과의 비공식적인 상담을 통해 개선조치를 모색하였다.
30

(39.0)
14

(36.8)
16

(41.0)

공식적인 상담프로그램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개선
조치를 모색하였다. 

4
(5.2)

3
(7.9)

1
(2.6)

조직 내에서 보직변경 등을 통해 개선조치를 모색하였다.
22

(28.6)
10

(26.3)
12

(30.8)

퇴출
접근

저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징계조치를 건의하거나 처분하
였다. 

2
(2.6)

2
(5.3)

0
(0.0)

다른 조직으로의 전출이나 배치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8
(23.4)

4
(10.5)

14
(35.9)

해임처분 및 퇴직을 건의하거나 처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였다. 

1
(1.3)

0
(0.0)

1
(2.6)

기타
4

(5.2)
4

(10.5)
0

(0.0)

<표 9> 저성과자인 하급자에 대한 조치 방식(중복응답) 
(단위: 명, %)

전반적으로 비공식적인 상담이나 조직내 보직변경을 통한 역량개발접근방식에 대한 활용

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편으로 파악되며, 다른 조직으로 전출이나 배치전환을 통한 퇴출접

근방식에 대한 활용부분도 상당수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저성과자 관리방식에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차이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응답 비율이 전체 

응답자 77명 중 14.3%에 달하고 있다. “근무평정 등 인사평가 과정에서 저성과자에게 해당

하는 낮은 평점을 주었다”와 “해당 직원과의 비공식적인 상담을 통해 개선조치를 모색하였

다”, “조직 내에서 보직변경 등을 통해 개선조치를 모색하였다”라는 응답이 각각 39.0%, 

32.5%, 28.6% 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해임처분이

나 퇴직을 건의한 경우나 징계조치의 건의 및 처분 등의 경우는 전체 응답 중 3.9%에 불과

하고 있어 일상적인 조치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 유형별로 살펴

볼 때, 국가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무평정 등 인사평가 과정에서 저성과자에게 해당

하는 낮은 평점을 주었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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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대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조직으로의 전출이나 배치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

어 조치 방식에 있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직원과의 비공식적인 상담을 통해 

개선조치를 모색하였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공무원에 비해 비공식적인 상담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주로 사용하며, 이후에 조직 내 

보직변경이나 다른 조직으로의 전출이나 배치전환 등에 대한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된다. 반면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상담이나 교육, 인사평가, 징계 등 보다 공식적

인 방식의 조치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저성과자에 대한 조치의 시행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관리조치 시행 이후 “만족스러운 역량개선”이 이루어졌다

는 응답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어 현행 저성과자 관리방식이 충분한 역량개선을 이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신 “부족한 수준에서의 역량개선”이 이루어졌

다는 응답이 전체의 48.0%로 확인되며, 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거나 “문제가 악화”된 경

우도 각각 24.0%와 8.00%로 나타나고 있어 현행 저성과자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부족한 수준이지만 역량개선을 

응답한 경우가 56.8%로 과반수를 넘고 있어 39.5%에 불과한 지방공무원의 응답에 비해 높

은 성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도 13.5%로 높게 나타나

고 있어 긍정적인 조치 수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

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출 또는 

퇴직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도 21.1%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확인되어 차이를 보인다.   

2) 저성과자 관리제도개선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현행 저성과자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수준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저성과자 역

량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설문조사에서 제시하였으며, <표 10>은 이러한 대안의 적절

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여섯 가지 개선방안 가운데 “업무 분석과 역량 분석을 통한 업무 

재배분 및 조정”과 “개인 역량 분석을 통한 조직 간 배치전환”, “조직 내부에서 수시 교육

훈련을 통한 업무역량 제고”의 순으로 적절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훈

련이나 보상 및 처벌, 상담 및 컨설팅에 대한 부분보다 현재 개별 공무원에게 주어진 업무 

내용과 역할 수준을 적정화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반면 “조직 외부에서 단기간 집중된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제고”와 “성과평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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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른 보상 및 처벌 수준의 강화”에 대해서는 역량 개선 방안으로서의 적절성이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외부에서 단기간에 집중된 교육훈련과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

해 후속조치로서 저성과자의 퇴출관리 등과 연계하는 현재 방식의 저성과자 관리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한편 공무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볼 때, 국가공무원의 

경우 “업무 분석과 역량 분석을 업무 재배분 및 조정”과 “역량 분석을 통한 조직 간 배치전

환”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공무원의 경우

에는 “조직 내부에서 수시 교육훈련을 통한 업무역량 제고”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주로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국가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특수

성이나 난이도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적합성에 대한 개선이 중

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업무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할 때 업무의 재배분이나 조정보다는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

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현업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단기간의 

집중형 교육훈련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전체

(5점기준)
공무원 유형

국가 지방

조직 내 멘토링 제도를 통한 비공식적 상담 및 조언 3.39 3.43 3.34

업무 분석과 역량 분석을 통한 업무의 재배분 및 조정* 3.52 3.61 3.43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및 처벌 수준의 강화 3.29 3.29 3.29

조직 내부에서 수시 교육훈련을 통한 업무역량 제고* 3.44 3.35 3.52

외부에서 단기간 집중된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제고 3.24 3.25 3.23

개인 역량 분석을 통한 조직 간 배치전환 3.47 3.52 3.41

<표 10> 저성과자 역량 개선방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단위: 점)

주) *** p<0.01, ** p<0.05, * p<0.1

마지막으로 저성과자의 역량 개선방안과 함께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관리 방안의 적용 가

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관리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성과관리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

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해 직위해제 및 3개월 이내의 대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대

기명령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저성과자 퇴출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7.8%에 해당하고 있으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5.4%로 나

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해당 제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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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어 저성과자의 퇴출관리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교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제도 인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큰 차이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직급별로는 

6급-7급의 중간관리자들의 퇴출관리제도 인지여부가 다른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고 있어 저성과자 관리와 관련해 가장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1>은 저성과자에 대한 앞선 역량개선 방안의 활용을 전제로 하여,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는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관리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9.5%가 역량개선 방안의 활용을 전제로 개선되지 못한 저성과자에 대

해 퇴출관리를 적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응답하고 있으며, 반대로 여전히 퇴출관리의 필요성

을 부정하고 있는 응답은 전체의 27.3%로 나타나고 있다. 퇴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퇴출관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공무원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교결과에서는 국가공무원 가운데 퇴출관리의 필요성을 공

감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응답비율도 높은 편이라는 점

에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직급별, 연령별 응답결과에서는 퇴출관리 적용에 

대한 차별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직급별로는 5급과 6급의 상위직 공무원에 비해 7급-9

급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응답결과에서는 오히려 퇴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비율이 상

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연령별 비교분석에

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20대 이하 및 30대 연령에서는 퇴출관리에 대한 필요

성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40-50대 이상의 공무원들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급과 연령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퇴출관리의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퇴출 이후에 재취업 등과 관련해 대안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위직의 고령 공무원이 퇴

출관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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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불필요 불필요 보통/모름 필요 매우 필요

전체
14

(4.8)
66

(22.5)
98

(33.3)
96

(32.7)
20

(6.8)

국가
11

(7.4)
34

(23.0)
44

(29.7)
50

(33.8)
9

(6.1)

지방
3

(2.1)
32

(21.9)
54

(37.0)
46

(31.5)
11

(7.5)

5급
8

(8.5)
33

(35.1)
41

(43.6)
12

(12.8)
0

(0.0)

6급
6

(8.8)
26

(38.2)
24

(35.3)
8

(11.8)
4

(5.9)

7급
0

(0.0)
4

(6.2)
11

(16.9)
42

(64.6)
8

(12.3)

8급
0

(0.0)
1

(2.9)
12

(35.3)
14

(41.2)
7

(20.6)

9급
0

(0.0)
2

(6.1)
10

(30.3)
20

(60.6)
1

(3.0)

20대 이하
3

(7.9)
3

(7.9)
10

(26.3)
20

(52.6)
2

(5.3)

30대
0

(0.0)
8

(6.4)
36

(28.6)
65

(51.6)
17

(13.5)

40대
8

(8.6)
33

(35.5)
43

(46.2)
8

(8.6)
1

(1.1)

50대 이상
3

(8.1)
22

(59.5)
9

(24.3)
3

(8.1)
0

(0.0)

<표 11>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관리 적용의 필요성 
(단위: 명, %)

저성과자 퇴출관리의 불필요성에 대한 주된 이유의 응답 결과로서 “퇴출관리 제도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을 응답하고 있으며, “퇴출관리 운영 과정에서의 갈등 및 

막대한 행정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 제도운영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제도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부정적 

인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미국 등 퇴출관리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주된 장애요인으로 고려되는 운영과정에서의 갈등 및 행정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우

리의 경우 아직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식 차이

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제도 운영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

적인 이유나 다른 목적으로 왜곡되어 사용될 가능성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

공무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역량강화 노력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이나 신분상 안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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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위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특히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퇴출관리의 불필요성과 함께 퇴출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

으며, 이들의 응답결정에 대한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34.6%가 “직접

적인 업무 수행과정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에 대한 기대를 퇴출관리 필요성의 주된 이유

로 들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성이나 성과 제고, 기존 저성과자 관리제

도의 한계 극복 등에 대한 상대적 응답비율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외부의 신뢰도 제고나 공무원들의 참여확

대 등을 중요한 이유로 응답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이 저성과자 퇴출관리를 행정효율성 제고

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공무원은 저성과자 퇴출관리를 행정의 민

주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무한경쟁의 시대. 이제 정부부문에서도 성과관리라는 표현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으며, 

TopGrading이라는 용어에서처럼 조직 내 구성원을 모두 고성과자들로 충원하는 것은 조직 

성공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요지는 관리자들이 

고성과자들에 대해 집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조직 내의 저성과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조직 내에서

는 저성과자를 명확히 분류해서 고성과자로 대체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고 있

어, Jack Welch가 얘기하듯이 저성과자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부문에서의 저성과자 관리는 민간부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저

성과자 관리기법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식과 정책방향의 설정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저성과자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인식

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단편적이며 즉흥적인 교육훈련이나 퇴출관리 등을 통

한 대응방식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 내 저성과자 관리를 위해 먼저 정부조직 내 

저성과자 실태를 파악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우리 정부

의 저성과자 현황 및 발생원인, 저성과자 관리방안 실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저성과자는 업무 수행 과정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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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의 미흡보다는 개인의 품성이나 자질,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저성과자의 발생원인으로 

개인의 역량이나 태도의 문제와 함께 저성과자를 정의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다. 저성과자의 규모에 대한 인식은 미국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편이나 피해경험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불이익보다는 인간관계나 업무부담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소 영향이 있으나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예상보다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다. 저성과자의 관리실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역량개발접근 방식에 대한 선호를 

보이고 있으나 비공식적인 측면이 높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출 및 배치전환을 통

한 퇴출접근법의 활용도 높게 확인되고 있다. 저성과자 관리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현재 이

루어지고 있는 조직 외부에서의 단기 집중교육 방식이나 비공식적인 상담,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및 처벌의 강화 등이 그리 큰 수용성이 없으며, 실제 현재 저성과자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동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개인의 

직급이나 연령 등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퇴출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기반 없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관리를 적용하는 것에 따른 조직 내 갈등과 

막대한 행정비용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성과자를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며, 우리 정부의 저성과자 규모는 어

느 정도로 파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현재 저성과자에 대한 어떠한 관리방안이 주

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저성과자에 대한 문제

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본격적인 우리 정부

부문의 저성과자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부문의 저성과자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의 목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우리 정부조직 전반에 걸친 저성과자의 현황 및 관리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표본선정의 대표성 문제로 인해 다양한 공무원 유형에 대한 

고려 및 업무 환경에 대한 차별적 고려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며,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깊은 저성과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 및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제안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부문에서 저성과자 관리라는 것이 아직 낯선 상황에서 저성과자에 대

한 충분한 이해를 위한 노력이 가장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며, 다양한 원인과 양상으로 진행

되는 저성과자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향후 실질적인 정책노력으로 구체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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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Poor Performers in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Min-ho Lee and Yun-kwon Kim

The recently increasing emphasis of performance-based management demands 
stronger management of poor performers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earlier 
academic and practical discussions did not pay enough attention and understanding 
to poor performers, which resulted in dependence on fragmentary and temporary 
management solutions.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points out the need for 
making differentiated and proactive management strategies to replace the earlier 
uniform and passive ways of responding such as group training and lay-offs.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poor performer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central and local officials, which includes means of identification, ratio 
of occurrence, reason for occurrence, the spillover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he management method considering poor performers in the Korean public sector. 

【Keywords: poor performer, lay-off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