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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셋째, 사업 특성에 따라서 목표치 달성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칫 제도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상

의 연구결과는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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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은 1945년 해방 이후 6･25 전란을 거치면서 최빈국의 위치에 있었으나 2012년 현재 

명목 GDP 기준 15위에 랭크될 정도로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해왔다. 특히 1960-70년대 경

제성장기, 1980년대 재정안정기를 거쳐 1990년대 민주화 과정까지 국가주도형의 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해 온 한국에서 정부의 예산 및 재정을 담당한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매우 컸다

고 볼 수 있다. 이후 1998년 기업의 부실 및 금융시장 붕괴로 IMF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재원이 투입되었다(재경회･예우회, 2011). 그 결과 국가채무

는 급속하게 증대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김대중 정부는 좀 더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단

계적으로 성과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의 성과예산제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03년부터 재정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

다. 2003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2005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200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를 연이어서 도입하였고, 이들 세 개 제도에서 산출되는 평가결과는 현재까지도 예산편

성 및 결정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시발점으로 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IMF 이후 잠

시 주춤했던 한국 정부의 국가채무 규모는 다시금 증대되었다. 특히 저출산과 맞물려 나타

나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복지재정의 투입은 더욱 더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재정지출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효율적인 정부예산의 활용을 강조하는 성과예산제도의 역할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성과예산제도의 적절한 운영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노욱 외, 2008; 

유승현, 2012). 

현재 기획재정부의 성과예산제도는 크게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등 세 가지 하위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제도는 성과예산

제도의 맥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산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성

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고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

감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된다. 이와 같은 운영방식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과측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유승현, 2010; 윤기웅･공동성, 2012). 성과측

정 결과가 당해 사업의 성과가 아닌 다른 속성의 영향을 받는다면, 성과측정 결과와 예산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예산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

다(하연섭, 2013: 62).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목표의 모호성, 업무의 비반복성 및 무형성, 외부변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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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추론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성과측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만

은 않다(Hofstede, 1981).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측정 결과를 조직 또는 개인의 보상 또는 징

벌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한다면, 피평가자는 성과측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성과점수를 올리는 데 집중할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해

외에서는 ‘속임수(cheating)’(Bohte & Meier, 2000), ‘왜곡(perversity)’(Pidd, 2005), ‘피평가자의 

전략적 행태(gaming)’(Bevan & Hood, 2006; Hood, 2006), ‘점수관리(score management)’(Kong, 

2008), 그리고 그로 인한 ‘역기능(dysfunction)’(Grizzle, 2002; Kelman & Friedman, 2009) 또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 or unintended outcome)’(Smith, 1995; Adcroft & 

Willis, 2005)를 주제로 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

에서 공공부문의 성과측정에 다양한 형태의 왜곡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최성

락･박민정, 2008; 공동성 외, 2009; 금재덕･이성도, 2009; 신민철: 2010; 남승하, 2012; 유승

현, 2013). 이러한 맥락 하에서 공공부문의 성과측정 결과에 당해 사업의 성과가 아닌 다른 

요인의 영향정도를 진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성과예산제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공동성 외(2007), 윤기웅･공동성(2008; 

2012), 김영록(2010), 하연섭(2013), 원종학(2013) 등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성과예산제도의 핵심근간으로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를 포괄하여 단일 

성과관리제도로는 가장 많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경우

에는 아직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신

뢰성 및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수

록된 성과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성과측정이 성과 이외의 다른 요

인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 신뢰성 및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저해요인

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의 효율성이 보다 강조되

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함의가 있다.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한국 중앙정부의 성과관리체계는 크게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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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제도로 구분된다. 재정성과관리제도는 다시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등 3개 하위제도로 구성된

다(<표 1> 참조). ①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각 부처가 성과목표･관리과제별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로 성과를 판단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②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계획･집행･성과달성 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평가로서, “각 부

처가 소관 사업을 매년 1/3씩 자체평가하고, 재정부가 이를 확인･점검하여 예산편성 등 재

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③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문제사업(유사･중복, 비효

율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를 정량･정성 등 심층분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기획재

정부, 2010c: 2).  

<표 1> 재정성과관리제도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도입 시기 2003년 2005년 2006년

대상 사업 전체 재정사업
전체 재정사업의 1/3 (3년 

주기 평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사업군

내용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지표 관리

성과보고서상 
달성도 측정･분석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사업 전반에 걸친 정밀분석

추진 실적 50개 부처 2,000여개 사업 매년 500여개 사업
매년 10개 내외 사업 및 

사업군

자료: 이태성(2013: 158) 수정

이상 세 개 제도 중 본 연구의 대상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전년도(t-1년도)에 해당 

연도(t년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설정한 성과계획서1)를 제출하고, 

차년도(t+1)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에 관한 성

과보고서2)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표 2> 참조). 즉 각 중앙관서에서 성과

계획서를 통해 모든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그에 따라 

1) 성과계획서란 “중앙관서의 장이 기관의 전략목표 및 당해연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

별 시행계획”이다(기획재정부, 2010a: 1). 그리고 성과계획서에는 중･장기 계획 및 당해연도의 성과목

표･성과지표 및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에 설정된 목표에 대응한 각종실적을 측정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키 위한 보

고서”를 의미한다(기획재정부, 2011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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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한 결과를 성과보고서를 통해 측정･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다음 연도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재정성과목표관리

제도는 재정성과관리체계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

보를 목표로 성과측정 결과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2003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동 제도는 당시 22개 부처만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2007년 국가재정법

의 시행으로 법제화되었다.3) 그리고 2008년에는 전 부처로 확장 시행되었고, “‘09년 성과계

획서(‘08. 10월)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10년에 ’09년 성과보고서(‘10. 5월)를 결산보고서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하기 시작하였다(기획재정부, 2010c: 2).   

<표 2>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추진 일정

회계연도 기한 주요 활동

2010년
(성과계획서 

작성 및 제출)

~ 6.30 각 중앙관서는 해당 소관의 ‘11년도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8.31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성과계획서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의 전반적인 체계 등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과의 부합성 여부 검토.

기획재정부는 성과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보완을 요청.

~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안 협의･조정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완한 성과계
획서를 2011년도 정부예산요구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 12.31
중앙관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11년도 성과계획서
를 수정 및 보완

2011년
(활동)

활동

2012년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월말 각 중앙관서는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

~ 3월말 기획재정부 검토 및 보완

~ 4.10 감사원에 제출

~ 5월말 국회에 제출

자료: 기획재정부(2010a; 2011b)

2. 목표치 달성도 방식과 성과왜곡

사업이나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목표치 달성도 방식(Target Systems), 서열

화 방식(Ranking Systems), 판단적 방식(Intelligence Systems)으로 구분될 수 있다(Hood, 2007). 

본 연구의 대상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이들 세 가지 방식 중 목표치 달성도 방식을 취

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법적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

리주체]는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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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4) 이 방식은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성과 측정 방식으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

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출

간 이후라고 할 수 있다(Hood, 2007). 특히 1930년대 소비에트 연방의 괄목할만한 성장, 

1990년대 영국 정부의 성과향상으로 목표치 달성도 방식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

다(Hood, 2006).

목표치 달성도 방식의 성과측정은 기본적으로 ①성과지표 선정, ②목표치의 설정, ③활동, 

④측정/평가이라는 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과측정 및 평가를 강조하는 학

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성과평가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정부업무의 성과 및 책

무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목표 설정에서부터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이를 극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성과

측정 및 평가가 정부업무의 성과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이 

주로 언급하는 비판은 ①정부업무의 목표는 명확하고 확고하게 설정되기 어려움, ②간접비

용의 배분이 어려움, ③결과지표로 측정하기 힘든 업무가 다수 존재함 등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어려움 외에도 목표치 달성도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다양한 문제

들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왜곡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5) 첫째, 세 가지 

성과측정 방식 중 목표치 달성도 방식은 단기목표치와 장기목표치 그리고 하위목표치와 상

위목표치가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때 조직의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지 않을 경우 하위 목표는 달

성했지만 상위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는 부분최적화 현상(suboptimization) 또는 단기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장기적 비전은 달성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관리현상(myopia)이 나타날 수 있다

(Smith, 1995). 둘째, 톱니바퀴 효과(ratchet effects)가 나타날 수 있다. 톱니바퀴 효과란 “목표

4) “목표치 달성도 방식은 특정한 기간 내에 주어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 서열화 방식은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 [마지막으로] 
판단적 방식은 성과측정에 있어 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

가하는 방식이다”(Hood, 2007; 공동성 외, 2009: 62 번역 참조).  

5) 물론 목표치 달성도 방식도 다른 성과측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제시된 세 가지 왜곡행태 외

에 ①“여러 가지 다른 성과지표 중 측정이 용이한 지표를 선정하려는 경향”인 터널효과(tunnel vi-
sion), ②“바람직한 결과보다는 측정지표 자체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인 성과지표에 대한 집착(measure 
fixation), ③“자신들의 성과를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잘못 또는 왜곡하여 보고”하는 왜곡된 보고

(misrepresentation), ④“측정된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왜곡된 해석

(misinterpretation), ⑤“성과지표의 효용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인 

경직화(ossific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왜곡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Smith, 1995; 유승현, 2013: 143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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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월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처음에 높은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다음에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하는 부담감을 피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Hood, 2008; 공동성 외, 2009: 63).6) 셋째, 문턱 효과(threshold effects)가 나타날 수 있다. 문

턱 효과는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만 동기부여가 되어 그 이상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 목표치에 도달하기 쉬운 업무에 특히 집중하는 문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업무를 포기하는 문제를 포함한다”(Hood, 2008; 공동성 외, 2009: 63-64). 

3. 선행연구 검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국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또는 미국 PART 결과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분석의 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에서 재정사업 성과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주로 논의되었던 것들을 정리해보면 성과지표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은 다시 정치적 요인, 사업유형, 사업분야, 

사업규모, 사업 수행기간, 기관 및 기관장의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각의 요인들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지표의 특성과 관련하여 김영록(2010)은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수행하는 전 정부

기관의 평가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측정 적합도’를 산출하면서, 그 중요변수 중 하나로 

성과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적 지표보다는 객관적 지표가, 그리고 투입, 과정, 산출의 

작업량(workload) 지표보다는 결과지표가 성과측정에 적합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와 같은 

속성이 성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한편 하연섭(2013)은 2012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량 지표는 결과지표에 비해 측정하기 쉬우므로 성

과평가 결과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라는 가설과 “지표의 수가 많을수록 사업추

진 주체가 사업의 성격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평균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전자는 기각된 반면 후자는 채택되었다.

둘째, 정치적 요인과 관련하여 Gilmour & Lewis(2006a)는 민주당 친화적인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 간 PART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면서, 정치적 요인이 사업평가결과에 영향을 

6) 물론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 예로 기획재

정부(2010b: 11)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는 “①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목표치

를 설정한 경우, ②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한 

경우, ③목표치 수준의 설정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충족할 때” 합리적인 목표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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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그들(Gilmour & Lewis, 2006b; 2006c)은 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정책분야에 따라 민주당 친화적인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분류하고 이들 간의 결

과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기관 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셋째, 사업유형과 관련하여 Norcross & Adamson(2007)은 미국 PART 평가결과를 7개 유

형7)별로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R&D 사업의 평가결과가 좋음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R&D 사업의 경우, 그 성과(결과)가 산출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고 그에 따라 성과평가에 

불리하다는 것이 상식인데 반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들은 관대한 평가 잣대

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논의 연장선상에서 Gilmour(2007)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

른 사업유형의 경우 결과지표의 설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점수를 삭감하

는데 반해, R&D 사업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하고자 결과지표의 설정을 의무화하지 않은데

서 점수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직접사업에 비해 보조금 사

업의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adin, 2006; 공동성 외, 2007; 윤기웅･공동성, 2008; 

2012; 하연섭, 2013; 원종학: 2013). 그 이유에 대해서 Keevey(2008)는 “①사업구조의 복잡성, 

②일부 보조금 사업의 목적의 광범위성, ③목표와 사업목적에 대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견 불일치, ④성과지표에 대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견 불일치”로 정리하고 있다(윤

기웅･공동성, 2012: 98-99 재인용). 한편 한국의 현실에서 윤기웅･공동성(2012)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보조금사업의 추진절차의 복잡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직접사업과 달리 보조금

사업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3자(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집행

을 담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의 계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보조금사업에 불리한 질문문항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 셋째,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성과관리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

의 경우 미국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사업시행주체의 성과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해서 평가결과가 낮은 것일 수 있다(윤

기웅･공동성, 2012: 110-111).

7) 미국 PART의 경우 “연방정부 직접사업(Direct Federal Programs: DF), 경쟁적인 국고보조금 사업

(Competitive Grant Programs: CG), 공식에 의한 교부금 사업(Block/Formula Grant Programs: BF), 규제

사업(Regulatory-Based Programs: RG), 자산 및 서비스 구매 사업(Capital Assets and Services 
Acquisition Programs: CA), 융자 사업(Credit Programs: CR), 연구 및 개발사업(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R&D) 등 7가지로 사업유형을 분류하였다”(OMB, 2005; 윤기웅･공동성, 2012 
번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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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업분야와 관련하여 윤기웅･공동성(2012)은 기획재정부의 정책분야 분류를 참조하

여 중앙행정기관을 경제분야, 사회분야, 행정분야 등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평가

결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분야가 다른 두 분야에 비해서 평가결

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학(2013) 역시 복지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점수와 경제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인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복지관련 기관의 평

가점수가 경제관련 기관의 평가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윤기웅･공동성(2012)은 이러한 현

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정치적인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사회분야에 해당하는 기관들의 사업은 민

주당 친화적인 사업이 많고 따라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사업유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보건복지부와 같은 사회분야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수행하는 사업들 중 상당수가 간접수행사업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간접수행

사업이 직접사업수행에 비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사회분야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일 수 있다(윤기웅･공동성, 2012: 109).

다섯째, 사업규모에 따라서도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공동성 외(2007), 윤기웅･공동성(2008; 2012), 하연섭(2013), 원종학(2013) 

공히 사업규모가 클수록 평가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윤기웅･공동성(2012)

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정치적인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사업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관련이해관계자의 수

가 많고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미흡등급을 부여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므

로 점수를 나쁘게 주기 어렵다. 둘째,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중기사업계획서상(5년간)의 재정지출이 500억 이상인 사업을 대상

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기획재정부, 2008), 이러한 사업의 경우 이미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

을 수 있다(윤기웅･공동성, 2012: 113-114).

여섯째, 사업 수행기간과 관련하여 하연섭(2013)은 2012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활용

하여 사업 수행기간이 길수록 평가점수가 높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사업 

수행기간이 길수록 사업 수행경험이 축적되어 평가점수가 유리한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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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향상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기관 및 기관장의 특성과 관련하여 Norcross & Adamson(2007)과 Gilmour(2007)는 

기관장 및 구성원의 관심과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경험 여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즉, 기관장 및 구성원의 PART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즉, 평가결과에 대

해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평가결과가 좋게 나타나며, 기관의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점검을 강조한 GPRA를 경험한 기관일수록 평가결과가 좋다는 것이다. 

한편 원종학(2013)은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부와 청･위원회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

정사업자율평가 점수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청･위원회의 평가점수가 부의 평가점수보다 높

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그 이유로 청･위원회의 경우 직접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다는 점과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성격의 사업이 많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대상으로 정부 재정성과 측정결과의 영향요인을 규명

하기 위한 연구로서 2011 회계연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측정 결과를 대상으로 분

석을 실시하였다. 당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관은 50개 기관

이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특임장관실의 경우 성과계획서가 기획재정

부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 네 개 기관은 제외를 하였다.8) 47개 대상기관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개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사업성과라고 할 수 있는 성과목표치의 달성에 어떤 요인

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요인들

은 무수히 많지만, 현실적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한 요인들만을 분석한다. 우선 성과지표의 

특성으로 성과계획서상에는 계량화 가능여부에 따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를 크게 투입지표, 활동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하고 있다. 또

한 만족도 지표와 그 외의 지표로 구분을 할 수 있다.9) 

8) 이 기관들의 성과지표의 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제외를 하더라도 분석결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9) 신공공관리론 대두 이후 ‘고객지향적 정부’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강조되고 있고 정부업무의 속

성 상 성과측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결합되어 최근 정부 성과측정에 있어 만족도 지표의 활용이 급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도 지표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모형, 측정방법, 결과활용에 있어 

엄밀한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활용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유승현･공병천,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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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성과
목표

관리
과제

부처
성과
목표

관리
과제

부처
성과
목표

관리
과제

대통령실 2 2 농식품부 33 302 조달청 9 26

국회 15 37 지경부 29 459 통계청 10 48

대법원 4 43 보건복지부 26 334 병무청 4 8

헌법재판소 12 21 환경부 25 196 방위사업청 5 131

중앙선관위 9 29 노동부 17 224 경찰청 11 48

민주평통 1 10 여성가족부 14 95 소방방재청 9 68

감사원 11 0 국토해양부 22 501 문화재청 14 66

국무총리실 17 36 법제처 7 17 농촌진흥청 20 98

기재부 16 60 국가보훈처 19 61 산림청 11 75

교과부 52 457 인권위 5 16 중소기업청 20 149

외교부 31 114 방통위 16 104 특허청 5 54

통일부 12 46 공정위 3 15 식약청 13 52

법무부 26 58 금융위 17 54 기상청 10 68

국방부 17 94 권익위 8 20 해양경찰청 6 23

행안부 39 208 국세청 13 37 행복청 9 22

문광부 36 325 관세청 9 21 합계 710 4,838

<표 3> 각 부처별 성과지표 개수(성과목표 & 관리과제)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특성 요인들도 무수히 많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

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관유형, 사업분야, 사업유형만을 분석한다. 

첫째, 평가대상기관은 크게 행정부인 중앙행정기관과 그 외 입법부, 사법부 기관으로 분류

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다시 부･위원회와 처･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중앙행정기

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구분하고 있는 사업분야에 따라 경제분야 기관, 사회분야 기관, 행정

분야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분야에 속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경제분야에는 지식경

제부, 특허청,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환경부, 통

계청,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함된다. 

사회분야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여성가족부, 국민권익

위원회,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된다. 행

정분야에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병무청, 국가보훈처,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행복청,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이 포함된다. 셋째,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리과제

를 그 특성에 따라 크게 일반재정, R&D, 정보화로 분류하고 있다.

서 강조되었던 요인과 함께 만족도 지표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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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들 요인들에 따라 평가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후 이들 요인들

의 성과달성도(목표치 달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변수들 간 

관계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기법을 간

략히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표 4> 연구문제 및 통계기법

구분 연구문제 통계기법

개괄분석
성과지표의 특성

기술통계
목표치 달성도 추이

성과지표 특성 
분석

계량화 여부

교차분석(X2검증, Cramer’s V) 단계적 속성

만족도 지표 여부

사업특성 분석

기관유형

교차분석(X2검증, Cramer’s V) 사업분야

사업유형

종합분석 이항로짓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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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1) 성과지표의 특성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

량지표가 정성지표에 비해 많고, 결과지표, 산출지표, 과정지표, 투입지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에 재정성과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정량적인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장려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10)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와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간 특성을 비교하면, 성과목표의 경우 관리과제보다 정성지표･결과지

표･만족도지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과지표의 특성

지표의 특성 성과목표 관리과제 통계량

계량화
정성 223 (31.0%) 898 (18.2%)

X2=64.7**
정량 496 (69.0%) 4,034 (81.8%)

단계

투입 5 (0.7%) 101 (2.0%)

X2=36.3**
과정 29 (4.0%) 375 (7.6%)

산출 227 (31.6%) 1,843 (37.4%)

결과 458 (63.7%) 2,613 (53.0%)

만족도 
지표여부

만족도 151 (21.0%) 798 (16.2%)
X2=10.4**

기타 568 (79.0%) 4,134 (83.8%)

**p<0.01, *p<0.05  

2) 목표달성도 현황 및 추이

국회에 성과보고서가 제출된 2009 회계연도부터 2011 회계연도까지 3년 간 설정된 성과

지표의 개수와 목표달성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성과지표의 개수는 성과

목표와 관리과제 모두 2009 회계연도에 비해 2011 회계연도에 그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목표치 달성도는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모두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10) 이와 같은 현상은 가급적 결과지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정

량지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지표에 대한 

공무원들의 해석상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국회예산정책처(2010: 25)에 따르면, “동일한 

지표의 경우에도 해석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으로 산출 및 결과지표를 정의한 

기관이 산출 및 결과지표의 비중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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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목표치를 130% 이상 달성한, 즉 과도하게 초과달성한 지표의 수도 성과목표의 경우 91

개(12.7%), 관리과제의 경우 784개(15.9%)로 상당수 존재한다.11) 따라서 정부 업무의 성과가 

우려할 정도로 나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목표치 

달성도가 높은 이유가 물론 정부가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

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성과왜곡 현상의 결과 일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즉,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서 목표치를 미달성하는 것보다는 달성하기 용이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대신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것이 평가에 보다 유리함을 알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12) 

<표 6>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년도 목표치 달성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2009

미달성 179 (17.4%) 662 (12.0%)

달성 848 (82.6%) 4,852 (88.0%)

전체지표 1,027 (100.0%) 5,514 (100.0%)

2010

미달성 185 (16.1%) 740 (17.5%)

달성 965 (83.9%) 3,481 (82.5%)

전체지표 1,150 (100.0%) 4,221 (100.0%)

2011

미달성
과도한 미달성 33 (4.6%) 205 (4.2%)

미달성 100 (14.1%) 565 (11.7%)

달성
달성 486 (68.5%) 3,307 (68.4%)

과도한 초과달성 91 (12.8%) 761 (15.7%)

전체지표 710 (100.0%) 4,838 (100.0%)

자료: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유승현 외(2012: 28) 참조.
주: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미달성’은 목표치를 100% 미만 달성한 경우를 ‘달성’은 100%이상 달성한 경우

를 의미한다. 그리고 2011년의 경우 ‘과도한 미달성’은 목표치를 70%미만 달성한 경우, ‘미달성’은 목표
치를 70%이상 100%미만 달성한 경우, ‘달성’은 목표치를 100%이상 130%미만 달성한 경우, ‘과도한 초
과달성’은 목표치를 130%이상 달성한 경우를 의미한다.  

유승현 외(2012)는 목표치를 과도하게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였

고,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성과목표의 경우,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

은 외부 환경요인(61.5%), 투입(충분한 자원 및 지원) 부족(23.1%), 부적절한 성과지표 또는 

11) 기획재정부는 130%를 초과해서 달성하는 것을 목표치를 과도하게 달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유승현 

외(2012)는 이와 유사하게 70% 미만 달성한 것을 목표치를 과도하게 미달성한 지표로 규정하였다. 

12) 실제 성과측정의 왜곡현상을 분석한 다수의 한국학자들(공동성 외, 2009; 금재덕･이성도, 2009; 신민

철, 2010; 유승현, 2013)도 공무원들이 성과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

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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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7.7%), 조직의 역량 부족(7.7%), 조직의 노력 부족(0.0%) 순으로 그 원인을 제시하

였다. 또한 관리과제의 경우, 그 원인은 외부 환경요인(44.0%), 부적절한 성과지표 또는 측

정방법(8.4%), 투입(충분한 자원 및 지원) 부족(3.0%), 조직의 역량 부족(1.8%), 조직의 노력 

부족(0.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은 미달성 원인으로 기관 자체의 

투입, 역량, 노력을 고려하기 보다는 외부 환경요인 또는 부적절한 성과지표 또는 측정방법

(성과목표 69.2%, 관리과제 52.4%)을 주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

답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하기 위해 외부요인을 성과미달성 사유로 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결과지표에 대

한 과도한 강조로, 자신들의 노력의 범위를 벗어난 결과에 대한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목표

치가 달성되면 자신들이 잘해서 달성한 것으로, 그리고 목표치가 달성되지 못하면 외부환경

요인을 탓하는 방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지표가 많을 경

우 결과지표 설정에 대한 강조는 도리어 관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정부성과

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Boyne, 2010).

<표 7> 목표치 과도한 미달성(70% 미만) 사유

미달성 사유 성과목표 관리과제

투입(충분한 자원 및 지원) 부족 3 (23.1%) 5 (3.0%)

조직의 역량부족 1 (7.7%) 3 (1.8%)

조직의 노력부족 0 (0%) 1 (0.6%)

외부환경요인 8 (61.5%) 73 (44.0%)

부적절한 성과지표 측정방법 1 (7.7%) 14 (8.4%)

기타 0 (0.0%) 62 (37.3%)

미기재 0 (0.0%) 8 (4.8%)

자료: 유승현 외(2012: 58) 수정
주: 성과지표별 복수응답은 허용하였으며, 기관에서 응답하지 않은 내용은 제외  

목표치 달성률이 매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지

표의 목표치 달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13) 이를 위해 2010 회계연

도와 2011 회계연도에 동일한 성과지표를 활용한 케이스만 추출하여 목표치 달성도를 비교

한 결과,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치 달성률이 증가한 경우보다 감소한 경우가 

다소 많은 것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목표치 달성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

13) 매년 관리과제의 일부가 수정되고 동일한 관리과제여도 그 지표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유승현 

외(2012)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성과지표 중 성과목표는 43.9%, 관리과제는 51.2%만이 전년도와 

동일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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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여지가 있다.14)

<표 8> 목표치 달성률의 변화(2010 회계연도～2011 회계연도)

증가
(5% 초과 증가)

변화 없음
(-5%~+5%)

감소
(5% 초과 감소)

전체

성과목표 102 (26.4%) 166 (43.0%) 118 (30.6%) 386 (100.0%)

관리과제 671 (25.0%) 1,251 (46.6%) 762 (28.4%) 2,684 (100.0%)

2. 성과지표의 특성에 따른 목표치 달성도 차이 분석

1) 계량화 여부

성과지표의 계량화 여부에 따라 목표치 달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량화 여부에 따른 목표치 달성정

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달성된 지표의 수는 정성지표와 정량

지표의 경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과도하게 미달성되거나 과도하게 초과달성된 지표의 수

는 정량지표가 정성지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목표의 경우 정성

지표 중 0.9%인 2개 지표와 2.2%인 5개 지표가 과도하게 미달성되거나 과도하게 초과달성

된 반면, 정량지표 중 6.4%인 31개 지표와 17.7%인 86개 지표가 과도하게 미달성되거나 과

도하게 초과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과제의 경우에도 정성지표 중 1.3%인 12개 지표와 

3.8%인 34개 지표가 과도하게 미달성되거나 과도하게 초과달성된 반면, 정량지표 중 4.9%

인 193개 지표와 18.4%인 727개 지표가 과도하게 미달성되거나 과도하게 초과달성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성지표에 비해 정량지표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성지표와 정량지표의 속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정성지표의 경우 정량지표에 비해 보편적으로 동일한 척도에 의

해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점수에 편차를 많이 

두는 것 자체가 평가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유승현, 2010: 185). 이러한 상황

에서 평가자의 주관성 개입여지가 많은 정성지표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성 개입여지가 상대

적으로 적어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점수가 거의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정량지표에 비해 그 

14) 이와 관련하여 유승현 외(2012)에 따르면, 전년도와 동일한 지표의 목표치 달성률이 성과목표와 관

리과제 각각 78.0%, 79.4%로 낮게 나타난 반면, 신규지표와 변경지표의 목표치 달성률은 성과목표

의 경우 81.2%와 85.3%, 그리고 관리과제의 경우 86.9%와 84.4%로 높게 나타나, 성과지표의 변동을 

통한 성과왜곡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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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치 달성도
계량화 여부

전체
정성 정량

성과
목표

과도한 미달성
2 31 33

(0.9%) (6.4%) (4.2%)

미달성
35 65 100

(15.7%) (13.3%) (11.7%)

달성
181 305 486

(81.2%) (62.6%) (68.4%)

과도한 초과달성
5 86 91

(2.2%) (17.7%) (15.7%)

전체
223 487 710

(100.0%) (100.0%) (100.0%)

통계량 X2=46.5**, Cramer’s V=0.256

관리
과제

과도한 미달성
12 193 205

(1.3%) (4.9%) (4.2%)

미달성
131 434 565

(14.7%) (11.0%) (11.7%)

달성
712 2,595 3,307

(80.1%) (65.7%) (68.4%)

과도한 초과달성
34 727 761

(3.8%) (18.4%) (15.7%)

전체
889 3,949 4,838

(100.0%) (100.0%) (100.0%)

통계량 X2=150.2**, Cramer’s V=0.176

편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15) 이론적으로 톱니바퀴 현상의 관점에서도 

평가점수를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측정 메커니즘 상 다음연도 

목표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성과점수를 무리하게 높게 산정하는 것은 평가자의 입장에서 

크게 유리할 것이 없다.

<표 9> 계량화 여부에 따른 목표치 달성도 차이

**p<0.01, *p<0.05  

15) 이와 관련하여 이창길･최성락(2010)도 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정성지표

의 상대평가 시 나타날 수 있는 평가자의 오류가능성을 분석하여 평가점수가 평균점수 이상에 위치

할 때 그 점수는 평가점수로 수렴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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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치 달성도
단계적 속성

전체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성과
목표

과도한 미달성
0 5 14 14 33

(0.0%) (17.2%) (6.4%) (3.1%) (4.2%)

미달성
1 7 25 67 100

(20.0%) (24.1%) (11.4%) (14.7%) (11.7%)

달성
3 17 148 318 486

(60.0%) (58.6%) (67.3%) (69.7%) (68.4%)

과도한 초과달성
1 0 33 57 91

(20.0%) (0.0%) (15.0%) (12.5%) (15.7%)

전체
5 29 220 456 71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량 X2=22.8**, Cramer’s V=0.104

관리
과제

과도한 미달성
8 36 74 87 205

(8.2%) (9.7%) (4.1%) (3.4%) (4.2%)

미달성
24 57 167 317 565

(24.5%) (15.4%) (9.3%) (12.4%) (11.7%)

달성
57 260 1,202 1,788 3,307

(58.2%) (70.3%) (66.6%) (69.7%) (68.4%)

과도한 초과달성
9 17 361 374 761

(9.2%) (4.6%) (20.0%) (14.6%) (15.7%)

전체
98 370 1,804 2,566 4,838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량 X2=120.7**, Cramer’s V=0.091

2) 단계적 속성

성과지표의 단계적 속성에 따라 목표치 달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

석을 실시한 결과, 단계적 속성에 따른 목표치 달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성과목표의 경우 과정지표에서 미달성된 지표의 

수(7개 24.1%)와 과도하게 미달성된 지표의 수(5개 17.2%)가 많았으며, 산출지표와 결과지표

에서 과도하게 초과달성된 지표의 수(산출지표 33개 15.0%, 결과지표 57개 12.5%)가 상대적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과제의 경우에는 투입지표와 과정지표에서 미달성된 지표

의 수(투입지표 24개 24.5%, 과정지표 57개 15.4%)와 과도하게 미달성된 지표의 수(투입지

표 8개 8.2%, 과정지표 36개 9.7%)가 많았으며, 산출지표와 결과지표에서 과도하게 초과달

성된 지표의 수(산출지표 361개 20.0%, 결과지표 374개 14.6%)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표 10> 성과지표의 단계적 속성에 따른 목표치 달성도 차이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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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성과지표의 단계적 속성과 계량화 여부의 교차표

구분 계량화 여부
단계적 속성

전체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성과
목표

정성지표
0 8 13 57 78

(0.0%) (27.6%) (5.9%) (18.2%) (13.7%)

정량지표
5 21 208 256 490

(100.0%) (72.4%) (94.1%) (81.8%) (86.3%)

전체
5 29 221 313 568

(0.9%) (5.1%) (38.9%) (55.1%) (100.0%)
통계량 X2=22.3**, Cramer’s V=0.198

관리
과제

정성지표
0 29 27 128 184

(0.0%) (10.8%) (1.8%) (8.1%) (5.4%)

정량지표
67 239 1,469 1,453 3,228

(100.0%) (89.2%) (98.2%) (91.9%) (94.6%)

전체
67 268 1496 1581 3412

2.0% 7.9% 43.8% 46.3% 100.0%
통계량 X2=79.7**, Cramer’s V=0.153

**p<0.01, *p<0.05
주: 구체적인 결과물을 측정하기 공공부문의 속성 상 결과지표의 많은 부분을 정성지표인 만족도 지표가 차

지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결과지표에 있어 정성지표의 비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이에  만
족도 지표를 제외하고 교차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투입 또는 과정지표가 산출 또는 결과지표에 비해 목표치 달성율이 낮은 이유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

다. 첫째, 성과지표의 내용적 속성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투입 또는 과정지표는 주로 ‘항

운노조원 상용화 예산지원률(%)’, ‘EDCF 대개도국 차관 지원액 규모(조원)’, ‘관광레저도시 

협력지원 진척도(%)’, ‘신약개발지원센터장비 발주율(%)’, ‘등기소 확충 목표달성률(%)’, ‘청

사신축 공정도(%)’, ‘6개교 개교지원 진척률(%)’ 등 외부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해당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되기는 어려운 지표가 많아 미달성되거나 과도하게 미달성된 지

표의 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16) 둘째, 정성지표의 비중에 의해서도 일

정 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도하게 초과달성된 지표의 

수가 가장 많았던 산출지표에서 정량지표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과도하게 초과달성된 

지표의 수가 가장 적었던 과정지표에서는 정성지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하에서 결과지표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지표 또는 과정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산출지표 또는 결과지표의 활용이 부적절하거나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17) 산출지표 또는 결과지표의 대리지표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선

16) 이러한 맥락에서 성과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승현 외(2012)의 조사에서도 과도한 목표치 

미달성 사유로 외부환경 요인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성과목표 61.5%, 관리과제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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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량지표보다는 정성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18)  

3) 만족도 지표 여부

만족도 지표 여부에 따라 목표치 달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족도 지표 여부에 따른 목표치 달성정도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미달성된 지표수

의 비중은 만족도 지표와 기타지표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만족도 지표에서 이외의 지표

에 비해 과도하게 미달성된 지표(만족도 지표: 성과목표 0.7%, 관리과제 1.3%; 기타 지표: 

성과목표 5.7%, 관리과제 4.8%)와 과도하게 초과달성된 지표의 비중(만족도 지표: 성과목표 

2.6%, 관리과제: 3.7%; 기타 지표: 성과목표 15.6%, 관리과제 18.1%)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만족도 지표가 기타 지표에 비해 편차가 작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조사 방식의 기본속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만족도 조사는 설문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설문조사의 속성 

상 대부분의 응답자가 응답척도 중 양 극단값보다는 중앙값으로 수렴하여 응답한다는 것은 

일반화된 현상이다. 이에 만족도 지표의 성과측정치 역시 이외의 다른 지표에 비해 그 편차

가 크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다.19)

17) 이와 관련하여 하연섭(2012)은 2012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투입지표 또는 과정지표와 

같은 작업량 지표는 “사업의 최종생산물이나 결과물을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객관적인 데이

터 산출이 불가능한” 무형적인 사업과 “단기적으로 결과를 창출할 수 없는” 장기적인 사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18) 일반적인 지표의 속성 상 투입지표는 정량지표가, 공공부문의 업무 속성 상 결과지표는 산출지표에 

비해 정성지표의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표 11>의 교차표에서 투입지표의 경우 정성지표

가 존재하지 않고 결과지표의 경우 산출지표에 비해 정성지표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19) 이상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만족도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목표치 달성률에서 크게 유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확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모형, 측정방법, 결과

활용에 있어 엄밀한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이루

어지지 않은 채 그 활용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통한 다양한 성과왜곡 가능성이 존재한

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승현･공병천(2013)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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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지표 속성에 따른 목표치 달성도 차이

구분 목표치 달성도 만족도 기타 전체

성과
목표

과도한 미달성
1 32 33

(0.7%) (5.7%) (4.2%)

미달성
28 72 100

(18.5%) (12.9%) (11.7%)

달성
118 368 486

(78.1%) (65.8%) (68.4%)

과도한 초과달성
4 87 91

(2.6%) (15.6%) (15.7%)

전체
151 559 710

(100.0%) (100.0%) (100.0%)
통계량 X2=27.4**, Cramer’s V=0.196

관리
과제

과도한 미달성
10 195 205

(1.3%) (4.8%) (4.2%)

미달성
120 445 565

(15.2%) (11.0%) (11.7%)

달성
632 2675 3,307

(79.9%) (66.1%) (68.4%)

과도한 초과달성
29 732 761

(3.7%) (18.1%) (15.7%)

전체
791 4,047 4,838

(100.0%) (100.0%) (100.0%)
통계량 X2=135.5**, Cramer’s V=0.167

**p<0.01, *p<0.05  

3. 사업특성에 따른 목표치 달성도 차이 분석

1) 기관유형

기관을 행정부인 중앙행정기관과 그 외 입법부･사법부 기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을 다시 

부･위원회와 처･청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 기관유형별 목표치 달성도는 다음 <표 13>과 같

다. 분석 결과, 행정부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서 그 외 입법부･사법부 기관에서 미달성된 

지표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행정기관 내 부･위원회와 처･청의 경우 그 차이

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성과목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관리과제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행정부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서 입법부･사법부 기관에서 미달성된 지표의 수

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

하여 성과관리의 경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행정부인 중앙행정기관은 재정성과목표관

리제도 외에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성과관리 

및 성과측정 경험이 축적된 반면, 그 외 입법부･사법부 기관은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노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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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적어 성과관리 및 성과측정에 대한 이해 또는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해 평가점수가 낮

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0)

<표 13> 기관유형에 따른 목표치 달성도 차이 분석

구분 목표치 달성도 기타 기관
중앙행정기관

전체
부･위원회 처･청

성과
목표

과도한 미달성
5 21 7 33

(9.3%) (4.6%) (3.4%) (4.6%)

미달성
11 55 34 100

(20.4%) (12.2%) (16.7%) (14.1%)

달성
32 322 132 486

(59.3%) (71.2%) (64.7%) (68.5%)

과도한 초과달성
6 54 31 91

(11.1%) (11.9%) (15.2%) (12.8%)

전체
54 452 204 710

(100.0%) (100.0%) (100.0%) (100.0%)
통계량 X2=9.7, Cramer’s V=0.083

관리
과제

과도한 미달성
17 149 39 205

(12.0%) (4.1%) (3.7%) (4.2%)

미달성
19 402 144 565

(13.4%) (11.1%) (13.5%) (11.7%)

달성
89 2,480 738 3,307

(62.7%) (68.3%) (69.2%) (68.4%)

과도한 초과달성
17 598 146 761

(12.0%) (16.5%) (13.7%) (15.7%)

전체
142 3,629 1,067 4,838

(100.0%) (100.0%) (100.0%) (100.0%)
통계량 X2=31.7**, Cramer’s V=0.057

**p<0.01, *p<0.05  

2) 사업분야

현재 기획재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을 주로 담당하는 사업분야에 따라 경제, 사회, 행정 등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있고, 각 분야별 목표치 달성도는 다음 <표 14>와 같다. 사업 분

야 간 목표치 달성도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분야에 속한 기관의 경우 과도한 초과달성을 한 

성과지표의 비율(성과목표: 45개, 17.8%; 관리과제: 393개, 17.1%)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행정분야에 속한 기관의 경우 그 비율(성과목표: 16개, 7.9%; 관리과제: 95개, 10.5%)이 현저

20) 이와 관련하여 Norcross & Adamson(2007)과 Gilmour(2007)는 PART제도에 대한 경험은 동일하다 할

지라도 기관의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점검을 강조한 GPRA를 경험한 기

관일수록 평가결과가 좋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하연섭(2013) 역시 2012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기간이 길수록 평가점수가 높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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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사업분야에 따른 목표치 달성도 차이 분석

구분 목표치 달성도 경제 사회 행정 전체

성과
목표

과도한 미달성
10 10 8 28

(4.0%) (5.0%) (3.9%) (4.3%)

미달성
38 25 26 89

(15.0%) (12.5%) (12.8%) (13.6%)

달성
160 141 153 454

(63.2%) (70.5%) (75.4%) (69.2%)

과도한 초과달성
45 24 16 85

(17.8%) (12.0%) (7.9%) (13.0%)

전체
253 200 203 656

(100.0%) (100.0%) (100.0%) (100.0%)
통계량 X2=12.2*, Cramer’s V=0.096

관리
과제

과도한 미달성
90 59 39 188

(3.9%) (3.9%) (4.3%) (4.0%)

미달성
283 148 115 546

(12.3%) (9.9%) (12.7%) (11.6%)

달성
1,531 1,033 654 3,218

(66.7%) (69.1%) (72.4%) (68.5%)

과도한 초과달성
393 256 95 744

(17.1%) (17.1%) (10.5%) (15.8%)

전체
2,297 1,496 903 4,696

(100.0%) (100.0%) (100.0%) (100.0%)
통계량 X2=29.3**, Cramer’s V=0.056

**p<0.01, *p<0.05 

이와 같이 행정분야에 속한 기관이 경제분야에 속한 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초과달성한 

지표수의 비중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분야에 속한 기관은 주로 경제분야에 속한 

기관에 비해 결과에 대한 성과측정이 어려운 일반행정 업무와 외교･안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결과지표의 대리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성지표의 비중이 높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15> 참조). 둘째,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불확실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

우가 많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21)

21)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대상으로 한 윤기웅･공동성(2012)과 원종학(2013)에서는 사회분야에 속한 기관

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나타났고, 윤기웅･공동성(2012)은 그 중요한 이유로 민주당 친화적인 사

회분야의 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았을 수 있다는 정치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 그
러나 사업수행 기관에서 산정한 평가점수에 대해 기획재정부와의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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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사업분야와 계량화 여부의 교차표

구분 계량화 여부
사업분야

전체
경제 사회 행정

성과
목표

정성지표
62 56 83 201

(23.9%) (27.9%) (40.5%) (30.2%)

정량지표
197 145 122 464

(76.1%) (72.1%) (59.5%) (69.8%)

전체
259 201 205 665

(100.0%) (100.0%) (100.0%) (100.0%)
통계량 X2=15.6**, Cramer’s V=0.153

관리
과제

정성지표
325 305 230 860

(14.0%) (19.6%) (25.1%) (18.0%)

정량지표
1,994 1,249 687 3,930

(86.0%) (80.4%) (74.9%) (82.0%)

전체
2,319 1,554 917 4,790

(100.0%) (100.0%) (100.0%) (100.0%)
통계량 X2=59.0**, Cramer’s V=0.111

**p<0.01, *p<0.05  

3) 사업유형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 평가의 기본단위인 관리과제는 현재 일반재정, R&D, 정보화 

등 3개 부문으로 크게 분류된다. 각 부문별 목표치 달성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정보화 

부문(11.6%)에서 미달성되거나 과도하게 미달성된 지표수의 비중이 일반재정 부문(16.7%)과 

R&D 부문(1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R&D 부문(19.5%)에서 과도하게 초

과달성된 지표수의 비중이 일반재정 부문(15.0%)과 정보화 부문(14.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

여 정보화 분야와 R&D분야 성과지표의 내용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화 분

야의 지표 중 많은 부분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률 지표로 활용되어 상대적으

로 미달성되거나 과도하게 미달성된 지표수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22) 둘째, 

확정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달리, 감사원의 성과보고서 검사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사업수행 기관

에서 산정한 평가점수가 거의 최종 평가점수화되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메커니즘 상 정치적 요

인이 개입할 여지가 작고, 오히려 업무의 속성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2)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이유로 만족도 지표의 경우 평가점수의 편차가 작게 나타난다. 또한 정보시

스템의 활용률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타 기관이 아닌 자신들의 기관의 활용

률을 높이고자 하는 행태가 감사원의 성과보고서 검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행태가 위

와 같은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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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분야의 경우 그 궁극적인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설사 측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R&D분야의 성과지표로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관련 논문게재 건수나 특허출원 건수를 

활용하고 있어, 과도하게 초과달성된 지표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3)

<표 16> 사업유형에 따른 목표치 달성도 차이 분석

구분 목표치 달성도 일반재정 R&D 정보화 전체

관리
과제

과도한 미달성
139 49 17 205

(4.0%) (6.3%) (3.1%) (4.2%)

미달성
445 73 47 565

(12.7%) (9.4%) (8.5%) (11.7%)

달성
2,401 501 405 3,307

(68.3%) (64.7%) (73.5%) (68.4%)

과도한 초과달성
528 151 82 761

(15.0%) (19.5%) (14.9%) (15.7%)

전체
3,513 774 551 4,838

(100.0%) (100.0%) (100.0%) (100.0%)

통계량 X2=33.3**, Cramer’s V=0.059

 

**p<0.01, *p<0.05  

4. 종합분석

이상에서는 목표치 달성률의 편차에 대한 성과지표 특성과 사업특성 요인의 영향을 분석

하였다. 이하에서는 목표치 달성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요인들의 종합적인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17>과 같다.

23)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Norcross & Adamson(2007)과 Gilmour(2007) 역시 미국 PART에서 R&D 
사업의 평가점수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이유로 R&D 사업의 경우 그 결과의 측정이 매우 

어려워 다른 사업유형에 비해 평가기준을 관대하고 적용함과 동시에, 결과지표의 활용을 의무화하

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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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성과지표 특성 및 사업 특성이 목표치 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

변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B SE Exp(B) B SE Exp(B)
절편 1.08* 0.47 2.94 1.77 0.23 5.87

계량화
정성 0.57 0.36 1.77 0.10 0.16 1.10
(정량) 　 　 　

단계적 
속성

투입 -0.06 1.13 .95 -0.88** 0.23 0.41
과정 -1.43** 0.44 .24 -0.55** 0.14 0.58
산출 0.08 0.24 1.09 0.21* 0.10 1.24
(결과)

만족도 여부
기타 0.51 0.39 1.67 0.16 0.17 1.17

(만족도지표)

기관유형
기타기관 -0.78* 0.40 0.46 -0.63** 0.22 0.53
부위원회 0.16 0.22 1.18 0.08 0.10 1.09
(처청)

사업분야
경제 -0.28 0.27 0.75 0.03 0.11 1.03
사회 -0.22 0.29 0.81 0.15 0.12 1.16
(행정)

사업유형
일반재정 -0.38** 0.14 0.68

R&D -0.44** 0.17 0.64
(정보화)

N 710 4,838
-2log-likelihood 669.25 4171.07
Nagelkerke R2 0.04 0.02

주: 종속변수: 목표치 달성 여부
**p<0.01, *p<0.05

성과목표의 경우, 성과지표의 단계별 속성의 과정지표와 기관유형의 기타기관(행정부 이

외 입법부･사법부 기관)의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지표의 단계적 속성 차

원에서 과정지표가 결과지표에 비해서 목표치를 미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이유는 성과지표의 내용적 속성과 정성지표의 비중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과정지표의 경우 외부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해당 기관의 노력만으로

는 달성되기는 어려운 지표가 많고, 산출지표 또는 결과지표의 대리지표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량지표보다는 정성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관유형 차원에서 기타기

관의 성과지표가 처･청 기관(예: 특허청)의 성과지표에 비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확률이 유

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이유는 성과관리의 경험 측면에서 설

명이 가능하다. 즉 처･청 기관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외에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정부

업무평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성과관리 및 성과측정 경험이 축적된 반면, 기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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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노출기회가 적어 성과관리 및 성과측정에 대한 이해 또는 노하우

가 축적되지 못해 평가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리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적 속성의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기관유형의 기타기관, 

사업유형의 일반재정, R&D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과지표의 단계적 속성 차원에서 투입지표와 과정지표는 모두 결

과지표에 비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반면, 산출지

표는 결과지표에 비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 이유는 정성지표와 정량지표의 속성에 기초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기관유형 차원에서 기타기관의 성과지표가 처･청 기관의 성과지표에 비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성과관리의 경험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셋째, 사업유형 차원에서 일반재정 과제와 R&D 과제의 성과지표가 정보화 과제

의 성과지표에 비해 목표치를 달성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성과지표의 내용적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는 재정성

과목표관리제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

과를 살펴보면, 첫째, 목표치를 미달성한 성과지표는 전체 지표의 약 15% 정도에 불과해 대

다수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는 의도한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었으나, 전년도와 동일한 지표

의 목표치 달성률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목표치 달성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과도한 목표치 미달성 사유로는 외부환경 요인과 부적절한 성과지표 및 측정방

법이 지적되었다. 둘째, 성과지표의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계량화 여부 차원에서 정성지표

에 비해 정량지표의 평가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의 경우 정성지

표가 정량지표에 비해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과지표의 단계적 

속성 차원에서 투입지표 또는 과정지표가 산출지표 또는 결과지표에 비해 목표치 달성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성과목표의 경우 과정지표가, 그리고 관리과제의 경우 투입지표와 과

정지표가 결과지표에 비해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관리과제의 경우 산

출지표가 결과지표에 비해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족도 지

표 여부 차원에서도 만족도 지표가 다른 지표에 비해 평가점수의 편차가 작게 나타났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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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사업 특성별 목표치 달성도 차이의 분석 결과 기관유형 차원에서 행정부인 중앙행정기

관에 비해 기타기관에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목표치를 미달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분야 차원에서 경제분야에 속한 기관에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목표

치를 과도하게 초과달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분야에 속한 부처의 경우 

과도하게 초과달성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유형 차

원에서 정보화 부문에 속한 관리과제에서 일반재정 및 R&D에 속한 관리과제에 비해 미달

성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반면, R&D 부문에 속한 관리과제에서 다른 부문에 

비해서 과도하게 초과 달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 부문에 속한 관

리과제가 일반재정 및 R&D에 속한 관리과제에 비해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중앙정부의 업무 관리는 성실히 수행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지표의 목표치 달성률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목표치 달성률이 떨어지고 있고, 성과지표의 변동을 통한 성과왜곡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성과보고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작성된 성과지표

의 측정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지적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성과지표의 속성에 따라서 목표치의 달성

도가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정성지표, 궁극적인 결과측정이 아닌 투입지표 및 과정지표, 만족도 지표의 경우에는 성과

관리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계량적인 결과지표가 아닌 대리지표인 바, 이에 대한 지표를 제

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사업수행 기관의 노력이 아닌 사업 

특성에 의해서도 목표치의 달성도가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

다. 즉 성과관리의 경험이 적은 입법부･사법부 기관, 정량적인 결과 측정이 어려운 행정분

야의 사업,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이 다소 부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화 부문 및 

R&D 부문에 속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한국 중앙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다수의 과제들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초과달성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러한 목표치의 달

성이 실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초기부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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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낮게 잡고 있기 때문에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 성과계

획서 및 성과보고서에서 제시된 요인들만을 검토하였기에 보다 풍부한 요인들의 영향정도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에 기재된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

성한 담당자에 의한 분류로 그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윤기웅･공동성(2012)에서 지적하였듯이 사업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분류기준에 따

라 경제분야, 사회분야, 행정분야로 기관을 분류하고 있으나 경제분야에 속한 기관의 경우

에도 사회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상당수 수행하고 있고, 국회예산정책처(2010: 25)에서 지적

하였듯이 성과지표의 단계적 속성에 따른 분류 역시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 특성 및 사

업 특성 요인들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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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ssing the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PGMS): Fiscal Year 2011

Kiwoong Yoon and Seung-Hyun Yoo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since 2003, in order to build high-performance government. This 
study assesses the validity of the PGMS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data of 47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 FY 2011. It finds that: (1) most of the performance 
targe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et were met or exceeded, although it is 
premature to conclude from this that the central agencies achieve high performance 
because of numerous rival factors, such as learning effects, gaming know-how, etc.; (2) 
performance measurement attributes influence whether or not the performance target 
is met; (3) some control variables, such as agency type, business area, and program 
type,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 although the degree of influence is 
minimal. 

【Keywords: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PGMS), performance target,

performance measur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