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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성과급 운용을 둘러싸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까지도 공

공부문 성과급의 효과에 대한 국내외 논쟁이 여전하며, 이에 따른 학술적 논쟁도 상당하다. 하

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급의 실제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를 찾기 어

렵고,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성과급 효과 연구에 있어서 주로 주관적 인식자료를 사용했다

는한계가있었다. 이에 본연구는 11개국내 (준)시장형공기업을대상으로 2005~2010년 동안

성과보수제(연봉제 직원비중, 기본연봉 격차, 성과연봉격차, 기관장 성과급 비중)와 기관 성과(일

인당 매출액, 일인당 부가가치, 경영평가점수) 사이의 연관성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경영평가점수와 각종 성과보수제도 사이에는 통계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면, 기본연봉 격차나 연봉제 시행 직원 비중은 부가가치액과 같은 성과지표와는

관련이 없다. 다만 기관장 성과급 비중의 경우 일인당 부가가치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성과연봉격차가 확대될수록 일인당 매출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성과급 본래의 취지에 반하

는 결과도 나왔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

과보수제와 기관성과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향후 연구과제로 국내 공공

기관 전체로 그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성과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성과급 효과가 성과급의 설계와 운용방식 그리고 적용 분야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광범위한 조직을 대상으로 성과급에 관한 (준)실험자료를 확보하여 성과급 연구의 타당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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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각종 성과급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Pfeffer & Sutton, 2006a; 2006b; 이수영, 2011). 국내의 경우도 공공기관의 성과

급은 확산 추세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관의 생산성 제고

를 위해 연공서열적 보수체제에서 성과중심의 보수체제로 전환하였고, 2000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연봉제와 성과연봉제

를 도입하고 있다.1) 이러한 성과급의 기본 논리 또는 전제는 외재적 금전적 보상이 직원의 

동기를 자극하여 기관 전체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OECD, 

1993: 19; 오성호, 2003: 224).2) 그러나 이러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그 효과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엄밀한 실증연구의 축적을 통해 지속적 검증

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성과급 효과에 대한 연구의 경우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조

사도 성과급 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조사가 대부분이라(윤병섭 외, 2010; 이근주이혜윤 

2007; 이희태, 2010; 하미승 외, 2004) 성과급이 얼마나 기관 성과 향상에 실제로 기여하는

가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기존의 성과급에 관한 국내 연구의 경우 

성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의 객관적 계량성과 

지표를 가지고 성과급의 효과를 측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과중심 보

수제의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속 제기된 성과급 효과 논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동 제도가 실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성과중심 보수제의 도입이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 검증이 필

요한 시점이다. 또한 성과급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현

행 성과급 운용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만약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용된다면, 성과급과 경영성과 사이에는 연관성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1) 연봉제는 기본적으로 수당을 제외한 기본연봉에 대하여 개인의 성과에 기초하여 차등지급하는 제도

이다.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한 곳도 있고, 1-3급 등 상위직급에 한정하여 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있다. 성과연봉제는 성과급재원을 중심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등지급하는 제도이다. 
성과연봉은 내부성과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내부성과급은 개인의 성과평가에 기초해 

지급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는 기관도 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조직평가와 개인평가에 기초하여 차등지급하고 있다. 

2) 이러한 기본가정은 개인 간, 부서 간 협력활동에 의한 성과제고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비판

이 제기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근무의욕과 역량이 조직의 성과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

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보수제는 개인의 성과와 보수의 연계를 강화

하고 조직과 직무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여 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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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와 같은 성과급이 기업성과와 무관하게 또는 괴리되어 잘못 운영될 경우 양자의 연

관성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급을 둘러싼 쟁점

들에 대해 공기업의 실제 성과자료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급을 도입해 왔지만, 실제 그 적용은 민간

기업에 비해 시늉만 내는 식의 형식적 운영에 머물렀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제는 흔히 무늬

만 연봉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성과급이 작

동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운용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특히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의 경우 적절한 성과급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어렵다는 

조직 특성 때문에 공공기관 성과급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렇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보수제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며, 성과급제에 관한 

연구 자체도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보수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그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보수제가 기관의 성과에 

미친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근거하여 준시장형 공기업(공기업Ⅱ)의 11개 공기

업을 대상으로 한다(<부록 1> 참고). 본 연구에서 이러한 11개의 공기업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SOC 공기업(공기업Ⅰ)의 경우 한전, 수자원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으로서 오래

전부터 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성과중심 보수제가 정착단계에 진입한데 반해 공

기업Ⅱ의 경우 최근 성과연봉제가 논의 또는 도입되는 등 시기와 수준이 상이하여 그에 따

른 성과 및 직원의 행태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기업Ⅱ

에서 성과중심 보수제가 도입된 2000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성과중심 보수제가 일시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년 정도의 기간을 분석해야만 개인의 행태변화와 조직의 성과에 미친 효과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기업Ⅱ에 속한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이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는 2005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주로 선행연구와 문헌연구에 기초한 서지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성과보수제와 기관성과 사이의 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도

하였고, 이를 위해 성과중심 보수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제에 관한 자료, 

조직성과(매출액, 부가가치액 등) 자료, 그 밖에 부채비율 등 통제변수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성과보수제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향후 개선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부록 2>　참고)를 



148 ｢행정논총｣ 제52권 제3호

실시하여, 이를 실증분석의 해석에 참고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성과급의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대리인 이론, 기대 및 강화이론, 자기결정이론 및 공직봉사동기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주인-대리인 이론

성과급의 이론적 배경 중 하나는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이다. 주인-대리인 

이론의 기본가정은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주인은 대리인이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열

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권일웅, 2012: 116). 그

에 따라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는 것이다(Alvarez & Hall, 2006: 492; Braun & Guston, 2003: 303). 조직의 성과는 기관장 및 

임직원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들 모두를 대리인으로 보고, 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나 기회

주의적 행태를 줄이고, 이들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성과보수제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러한 주인-대리인이론은 성과급 제도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

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성과급제가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Pfeffer, 

1998). 즉 구성원의 개별 산출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얻기 어려운 조직 상황에서 구성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성과급 제도이며(한승주, 2010), 

이기적 동기를 품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차별적 금전보상이야말로 최고의 동기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일웅(2012)에 따르면 주인-대리인 이론은 성과급의 도입을 통해 대리인과 

주인의 이익을 일치시켜 긍정적인 조직성과를 이끌어내려는 시도이다. 그에 반해 성과급의 

효과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주인대리인의 문제가 성과급 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본

다. 즉 고용인과 고용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은 항상 존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히 사

라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성과급 제도에 적용하면 관리자들은 부하들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힘들며(Perry, 1986), 관리자들은 부하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

악하는 데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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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심리학의 기대이론과 강화이론

조직심리학의 기대이론과 강화이론도 성과급이 어떻게 조직의 성과달성에 기여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첫째,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따르면 성과가 올라가면 직원들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과에 대한 보상 기대심리’가 있다. 보상에 대한 기대를 

유발시켜 일할 의욕을 고취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과에 대한 보상인 성과보수제가 

기대이론에 의해 작동한다. 성과급과 같은 보상이 주어진다면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열

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Locke, 1982; Vroom, 1964). 이에 따라 성과

급이 높은 실적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Pearce & Perry, 1983). 둘째, 강화이론

(reinforcement theory)에 따르면, 높은 임금 보상이 더 큰 성과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요소

로 작용한다는 것이다(Perry 외, 2006).

3) 자기결정 이론과 공직봉사동기 이론

성과급과 같은 외재적 수단보다는 업무에 대한 헌신이나 봉사와 같은 내재적 요소가 성

과 제고에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론이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과 공직봉사동

기이론이다. 자기결정이론은 외재적 보상보다는 내재적 동기를 강조한다. 위에서 언급한 강

화이론과 기대이론에 따르면 성과급에 내재된 금전보상이 업무 동기를 유발하고 유발된 동

기가 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하지만, 자기결정이론은 이를 부정한

다.3) 오히려 인간은 성과급, 성과평가와 같은 외재적 요인들보다는 자기희생, 협동, 공익적 

가치 추구와 같은 내재적 요인들에 의해 더 많은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직

봉사동기 이론(PSM: Public Service Motivation)이다. PSM에 의하면 공공조직에서 일하는 사

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공공성이 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인을 도울 때 더 많

은 만족감을 느낀다(Frederickson, 1997; Perry & Wise, 1990; Houston, 2009). 즉, 금전적 보상

보다는 내재적 보상에 의해 더 많은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층구조를 기반으

로 한 상호의존적 업무가 보편화된 공공조직(Milkovich & Wigdor, 1991)에서는 이러한 내재

적 요인을 활용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Stazyk, 2009).

2. 선행연구 검토 

여기서는 선행연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성과급 연구를 

3) 자기결정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에 대한 심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

하는 존재이다(신종호 외, 2010). 이러한 욕구를 촉발시키는 동기로는 크게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

기가 있는데, 내재적 동기는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외재적 동기보다는 자신의 자율성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박병기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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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다시 성과급 효과를 정리한 메타분석연구(meta-analysis study)를 살펴본 후 해외와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외의 주요 메타연구

첫째, Hasnain과 그 동료들이 종합적으로 조사한 성과급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

사대상의 절반 이상에서 성과급이 성과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Hasnain 

외, 2012). Hasnain과 동료들이 조사한 153개의 기존 성과급 영향 연구에 따르면. 이 중 93

개 연구에서는 성과급 효과가 긍정적으로, 37개는 무관한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23개는 부

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론에 따라 관찰 자료(observational data)에 바탕을 둔 119

개의 연구의 경우 성과급 효과가 긍정 68개, 무관 35개, 부정 16개, 그리고 26개 현장실험 

연구의 경우 긍정 17개, 무관 2개, 부정 7개로 나타났다. 8개의 실험실 연구의 경우 모두 성

과급이 긍정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4) 둘째, Condley와 그 동료들이 조사한 64개

의 현장 및 실험실 실험연구에 따르면, 성과급 적용을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

해 업무성과가 대략 22%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향상 증가 정도는 개인차원

의 경우 19%인 반면 집단차원의 성과급에서는 48%로 나타나, 집단차원의 인센티브가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향상의 정도는 인지적 업무(20%)보다는 육체적 업무의 

경우(30%)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Condley 외, 2003). 셋째, Weibel과 그 동료들이 조

사한 높은 수준의 내적 타당성을 갖춘 46개의 기존 실증연구 분석에 따르면 성과인센티브

의 효과는 단순 업무에서 크게 나타나며, 복잡한 업무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Weibel 외, 2009). 그 밖에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각종 다양한 메타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Eijkenaar, 2012; Van Herck 외, 2010). 

2) 해외의 주요 선행연구

국외의 실증연구는 성과급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와 부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

치하고 있다. 또한 성과급의 효과가 업무특성, 성과급의 설계방식, 성과급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Hasnain 외 

2012 참고).  

4) 현장실험이나 실험실 연구의 경우 성과급 효과가 있는 비중이 높은 것은 두 가지 이유로 해석된다. 
하나는 본래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여러 혼란요인을 비실험연구에 비해 잘 통제했기 때문에 성과급 

효과가 잘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실험연구의 경우 대부분 처방효과를 기대하고 

처음부터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온 결과만을 출간을 위해 학술지에 투고되었을 가

능성이 높아, 출간편향성(publication bias)이 개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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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과급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일반행정,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

다. 일반행정분야의 경우, Milkovich 와 Wigdor(1991)의 고전적 연구가 있는데, 1990년대 이

전 시행된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급이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직무동기를 높였다고 주장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Burgess와 그 동료들이 연구한 영국의 국세청 대상 무작위 실험에 

따르면, 성과인센티브(연봉의 3% 해당 성과급 지급)가 적용된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는 통

제집단에 비해 조세징수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urgess 외, 2010). 교육분야의 경우

도 성과급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Duflo와 그 동료들이 연구한 인도의 학교 

교사에 대한 성과급 무작위 실험에 따르면 그 효과(교사의 결근 감소와 학생 성적 0.17 표

준편차 증가)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Duflo 외, 2010). 또한 인도 시골지역 300개 공립초

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사성과급 연구에서도 학생 성적 향상에 효과(수학 0.28 표준편차, 

언어 0.16 표준편차 각각 비실험집단에 비해 높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uralidharan & 

Sundararaman, 2009). 의료분야의 경우 의사나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성과 인센티브가 건

강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5) 메디케어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감기면역접종률에 대한 의사의 성과급 효과에 따르면 통제집단에 비해 성과급 적용을 받는 

실험집단의 경우 접종률이 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uides 외 1998). Volpp와 동료들의 

연구(2009)에 따르면 금연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

들에 비하여 금연에 더 많이 성공했다. 166개(실험집단 80개, 통제집단 86개 시설) 1차의료

기관 시설과 2,158가구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성과급의 효과를 다룬 Rwanda의 무

작위실험 연구에서는 적은 노력으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영역에서 성과급 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Basinga 외, 2011). 인도(Chandigarh)의 145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어

린이 영양개선 사업에 대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성과정보와 성과급 인센티브를 결합할 때, 

성과급 제도만 시행할 경우보다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Singh, 2010). 한편 성과급

이 조직의 비용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Parke(2007)에 의하면 병원들이 성과급 시

행 이후 10%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는 성과급 시행 이후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폐지함

으로써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Walker와 그 동료의 연구(2010)에 따르면 영국 의료제도인 일

차의료(primary care)에 있어서 성과급의 도입이 비용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과급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실증연구도 있다. 성과급이 

목표달성과 직무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5) Lindenauer와 동료들 연구(2009)에 따르면 2년간 613개 병원들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제도

가 비교집단으로 설정된 병원에 비하여 의료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 Levin-Scherz와 동료들 

연구(2006)도 성과급 시행 이후 비만치료의 질이 개선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Roski와 동료들 연구

(2003)에 따르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제도가 금연치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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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부정적 효과 때문에 성과급 제도 자체가 공격받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984년에서 1991년 사이에 미국의 공공부문에서 시행된 각종 성과급 제도가 성과 등급간 

차이의 불분명, 성과급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의 부족, 성과 제고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없

다는 이유(Perry 외, 1989)로 폐지된 바 있다. 특히 교육분야의 경우 성과급 도입에 따른 효

과가 없음을 실증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예를 들면 뉴욕시립학교에 대한 현장실험연구

(Fryer, 2011) 그리고 내시빌(Nashville)의 3년간 실험연구(Springer 외, 2010)에서도 교사에 대

한 성과급 효과(학생 성적 향상)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remer와 Chen(2001)의 연구에서

도 케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과급제도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의료분야의 경

우도 성과급의 부작용이나 효과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다.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일하

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성과급 효과를 분석한 Pearson와 그 동료들의 연구(2008)에 따르면, 

실험 그룹의 의사들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더 나은 치료실적을 보이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Fairbrother와 동료들의 연구(1999) 그리고 Hillman와 동료들의 연구(1999)에 따르면 각

각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주에서 의사 성과급과 유아의 면역력 강화(child immunization) 사이

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illman와 동료들의 연구(1999)도 성과급 제도가 

유아 면역력 강화뿐 아니라 암 치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공공조직, 의료조직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성과급의 효과를 부정하는 견해들

이 등장하고 있는데, [William M. Mercer] 컨설팅 회사에서 실시한 서베이에서 51%의 응답

자들이 자신들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에서 도입한 성과급 제도가 회사운영에 별다른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Mercer사]는 성과급 제도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Pffefer, 1998). 둘째, 성과급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동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 Murnane & Cohen(1986)에 따르

면, 성과급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 동기를 촉발할 것이라는 기대이론과는 달리 오히려 내재

적 동기를 위축시킨다. 공공조직에 있어서 성과급 제도는 공무원의 자기희생, 공공성과 같

은 내재적 동기를 잠식시키고(Houston, 2009; Moynihan, 2008; Perry 외, 2009; Frey, 1997; 

Deckop & Cirka, 2000; Weibel 외, 2007), 공직자의 공공성에 대한 시각과 가치관 형성을 저

해한다는 것이다(Frey, 1997; Moynihan, 2008). 

셋째, 성과급이 설계되는 방식과 맥락에 따라 그 효과가 다양함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

다. Burgess와 그 동료들의 연구(2011)에 따르면, 영국의 구직알선 기관에 관한 무작위실험연

6) 성과급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성과급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사에 대한 결근율 평가의 경우 카메라 설치를 통한 객관적 모니터링에 의한 성과급은 효과

가 강력하지만(Duflo 외, 2010), 상급자의 주관적 결근율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Kremer & Che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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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성과인센티브는 소규모 집단에서 그 성과가 높지만 대규모 조직의 경우 오히려 부정

적이라는 것이다(Burgess 외, 2011). 경찰조직의 성과급제 효과를 고찰한 연구들은 성과급이 

범죄율 하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바 있으나(Greiner 외, 1997),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결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Allan & Rosenberg, 1986; Schay, 1988; Siegel, 1987).

3) 국내의 주요 선행연구

국내의 선행연구를 보면, 사기업의 성과급제에 관한 연구(원인성, 2008; 원인성, 2007; 엄

동욱, 2006; 문영전 외, 2011)를 제외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공공기관을 대상으

로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무원의 성과급제에 관한 연구이다. 이 경우 성과급제

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이근주･이혜윤, 2007; 하미승 외, 2004; 이희태, 

2010; 한승주, 2010). 이근주･이혜윤(2007)는 보상유형에 대한 차별적 기대가 공무원의 직무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성과급제의 효과를 부정하고 있다. 즉 금전적이고 외재적

인 보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조직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업무에 대한 성취감 등 

내재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희태(2010)와 한승

주(2010)는 성과급제도(성과상여금제도)가 공무원들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미승 외(2004)도 공무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성과상여금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과상여금이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업무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수준

이며,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다고 주장한다. 황성원(2003)과 오성호

(2003)는 성과급제의 성과를 분석하기보다는 성과급제에 내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안

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공공기관의 성과급제에 관한 연구이다. 신현호(2010)

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중심 보수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성과중심 보수제에 대한 개

인의 공정성 지각이 개인의 임금만족,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친

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성과급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

지만 분석단위와 연구초점이 여전히 개인과 개인의 성과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성과급제의 성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 주로 공무원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개인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공기업

의 각종 성과보수제도와 기관성과지표를 연결시켜 실증분석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

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성과급제 도입의 효과를 둘러싼 각종 논쟁에 대한 실증적 문제

제기 차원에서 실제 자료를 가지고 양자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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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모형과 자료

1.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성과중심 보수가 개인의 근무의욕과 행태변화를 유도하여 공공기

관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7) 하지만 위 선행연구의 정리

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성과급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보면, 다수의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 

연구도 있지만 한편으로 상당부분 효과가 없거나 나아가 부정적 효과를 보여준 연구도 있

다(Condley 외, 2003; Weibel 외, 2009; Hasnain 외, 2012). 따라서 성과급의 영향은 실제 성

과급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긍정효과, 부정효과, 무효과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실증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축적해 가면서 성

과급 효과에 대한 이론적 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성과급은 제도의 설계방식(성

과급 격차의 차이 정도 또는 지급방식) 그리고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다(Gneezy & Rustichini, 2000; Dee & Keys,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과급 효과의 맥

락성을 반영하여 제도 설계의 경우 기본연봉격차, 성과급 연봉격차, 기관장성과급 정도, 연

봉제 시행범위 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성과급의 차이가 기관의 

규모나 연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 변인들을 통제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

급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도 일인당 매출액, 기관당 매출액, 비계량경영성과 성적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성과급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성과급 효과의 다양성과 맥락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

과 가설을 구성하였다. 큰 가설로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는 기관의 성과를 높일 것이다”를 설

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가설을 연봉제 범위, 기본연봉, 성과연봉에 따라 나누어 

검증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설의 검증결과는 성과변인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

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인당 매출액, 일인당 부가가치, 경영평가성적으로 구분한 후 

해당 성과급 가설이 동일한지 아니면 상이하게 적용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성과급 가설들의 경우 기관의 규모 등 통제변수를 도입할 경우에도 매출액 등 기관의 성과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아래 분석모형을 이용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과중심 보수제를 구성하는 변수로는 연봉제 도입범위, 기본

7) 봉급, 승진, 성과급 등 외재적 보상이 직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있다(Leonard 
외, 1999; Katz & Kahn, 1978; Jenkins 외, 1998; Igalens & Roussel, 1999).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때 

성과중심 보수제는 개인의 근무의욕과 성과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기관의 성과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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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차등 폭, 성과연봉의 차등폭 등을 도입하였다. 설명변수인 성과중심 보수제를 측정

하기 위한 지표로 연봉제 도입범위, 기본연봉의 차등 폭과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선정한 것

은 성과보수의 대표적 제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연구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 외 추가로 본 연구는 기관장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을 또 하나

의 성과보수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성과를 보여주는 종속변수로는 매출액, 부

가가치액, 경영평가 비계량 성적을 선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기관규모, 자본력, 부채비율, 

기관설립년도, CEO의 성과급 비중 등을 사용하였다.8)  

<그림 1> 성과중심 보수제의 성과분석 모형 

2. 변수측정과 자료

1) 설명변수: 성과중심 보수제

설명변수(독립변수)는 성과중심 보수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요소, 즉 연봉제 도입범위(연

봉제 직원비율), 기본연봉 차등폭, 성과연봉 차등폭, CEO 성과급을 선정하였다.9) 첫째, 연봉

8) 이 외에 이사회 개최횟수, 사외이사비율, 비정규직 비율, 주당 평균근로시간, 평균 근속년수(이직률)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원인성, 2008),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들 관련 변수

들의 경우 의미 있는 편차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통제변수로 활용하지 않았다.

9) 성과급에 대한 측정은 급여 유연성(pay flexibility)의 개념에 바탕을 둔다. 여기에는 세 가지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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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원비율은 개인단위로 연봉제가 시행되지만 조직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성과급에 관심을 가지고 성과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나

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연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이 많고 기관의 성과도 좋다면 양자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양자의 연관성은 미약할 것이다. 연봉

제의 배경이나 작동기제에는 연봉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 직원이 열심히 성과를 높일 것

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Dixit, 2002; Lazear, 2000; Neal, 2011; Vroom, 1964). 그렇지만 공

기업의 특성상 연봉제 시행정도와 무관하게 성과가 결정되는 부분-가격통제, 환경의 변화, 

정부제도와 규정-이 크기 때문에 연봉제 시행정도와 기관성과 사이에는 연관성이 민간 기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봉제 도입범위는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한 공

공기관도 있고 1-3급 상위직급을 중심으로 도입한 공공기관도 있는 등 다양하다. 따라서 연

봉제 도입범위는 2005-2010년간 연도별 전체직원 대비 연봉제 적용 직원의 비율로서 측정하

였다.

둘째, 기본연봉의 격차는 개인의 경력, 역량 등을 종합한 급여격차라 할 수 있다. 이는 일

종의 기본급으로서 연공서열식 급여에 가까운 것인데, 성과급이라기보다는 근무연수, 직급, 

자격 등 제도적 성격을 띤 고정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연봉의 격차는 제도화된 급

여의 격차로 볼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얼마나 경영성과와 접목시키는가에 따라 또는 기업의 

전체성과가 기본 연봉격차와 얼마나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가에 따라 기본연봉격차와 경영

성과의 연관성이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기업의 기본급은 기관의 성과보다는 직

급과 근무연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면 기본 연봉격차와 기관성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

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기본연봉 차등 폭은 직급별로 차등 폭이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다. 2005-2010년간 연도별 기본연봉 차등 액의 직급별 평균값으로 하되, 종속변

수와의 비선형관계를 고려하여 자연 로그 값으로 하였다. 

셋째, 성과연봉 차등 폭은 기관전체 및 개인의 성과에 의해 좌우되는 연봉이다. 차등적 

성과급 지급은 개인과 조직 간에 성과급을 높이려는 각종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성과 향

상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성과급의 일정부분은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와 직접 

연관되어 결정되지만, 나머지는 개인성과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10) 이로 

있는데, 성과달성 정도와 연계한 급여(performance-related pay), 업무난이도의 중요성에 따른 급여차별

화(pay differentiation),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획일화된 급여체계가 아니라 급여설계의 다양한 자율성

(pay-decision delegation)을 허용하는 급여유연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경우인 성과연봉 

급여차이를 중심으로 성과급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0) 조직단위로 성과를 평가할 경우 개인성과와 조직전체의 경영성과가 괴리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성

과급의 불공정성과 무임승차 등의 문제로 집단성과급과 경영성과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상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개인단위의 성과급은 이러한 문제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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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성과연봉 격차와 경영성과 사이에 연관성이 미약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양자 사이에 부

정적 연관성도 나타날 수 있다. 기관성과가 좋지 않아 이 때문에 성과연봉의 차등을 더 강

화하려고 한다면 양자 사이에 관계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성

과연봉 차등폭은 2005-2010년간 연도별 성과연봉 차등 액의 직급별 평균값(자연로그 값)으

로 측정하였다.

넷째, 기관장 연봉대비 성과급 비중은 기관장 개인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성과급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성과급을 원하면 기관장이 더욱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작동할 것이다

(Dixit, 1997; 2002). 하지만 이러한 성과급이 없어도 기관장으로의 자부심이나 업무열정이 

있다면 성과급의 추가효과는 미약할 수도 있다. 이미 미국의 민간CEO를 대상으로 한 기관

장 성과급과 기업 성과간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자의 관

계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Pfeffer, 1998; Pfeffer & Sutton, 2006a; 2006b). 본 연구에서 

기관장의 성과급비중은 2005-2010년간 연도별 기관장의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2) 주요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는 성과보수제가 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서 조직규모, 부

채, 조직연륜 등에 관한 변인을 추가로 통제하였다. 이들을 살펴보면, 첫째 기관규모인데 

2005-2010년간 연도별 정규직 종업원 수(자연 로그 값)를 사용하였다. 대규모 조직일수록 성

과급 적용이나 효과를 구현함에 있어서 각종 제약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직규모

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다만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정규직 숫자는 실제 정확한 

산정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뿐만 아니라 보수와 신분에 있어서 정규직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기관의 자본력은 2005-2010년간 연도별 직원 1인당 유형자

산액(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하였다. 기관의 자본력이 클수록 성과향상에 있어 자본을 적절히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성과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통제하였다. 마

지막으로 기관설립 연륜(조직 나이: 2010년을 기준으로 설립년도를 마이너스함)를 통제변수

로 포함하였다. 조직연륜이 오래될수록 성과를 인정받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

며, 나아가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자원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

면 오래 된 공공조직일수록 관료화되어 성과급 효과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 나이를 모형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다(Dixit, 2002). 집단성과급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는 Burgess 외(2011)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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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수: 기관성과

종속변수는 공공기관의 성과, 즉 매출액, 부가가치액, 그리고 경영평가 비계량성적을 선정

하였다. 매출액은 기관의 영업수익을 의미하는데, 2005-2010년간 연도별 직원 1인당 매출액

(자연 로그 값)으로 하였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2005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 값을 활

용하였다. 부가가치액은 기관의 실질수익을 의미하는데, 2005-2010년간 연도별 직원 1인당 

부가가치액(자연 로그 값)으로 하였다. 그리고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2005년 기준 GDP 디

플레이터 값을 활용하였다. 경영평가 비계량성적은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기관의 성

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이다. 이 경우 연도별 경영평가에서 

기관이 받은 비계량점수(자연 로그 값)로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설명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들을 중심으로 회귀분석모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회귀분석 모형 1>

Yit = α + β1 PFP1t +β2 PFP2t +β3 PFP3t +β4 PFP4t +

+Z1 AGEt + YEAR, + EMPLt + F_ASSETt +εit

<회귀분석 모형 2>

Yit = α + β1 PFP1t-1 +β2 PFP2t-1 +β3 PFP3t-1 +β4 PFP4t-1 +

+Z1 AGE + YEAR, + EMPLt + F_ASSETt +εit

i=1,2,3, 11개 공기업; t=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Y= 공기업 성과변인(일인당 매출액, 부가가치, 비계량경영평가성적)

PFP1t(연봉제 직원비율), PFP2t(기본연봉 차등폭), PFP3t-1(성과연봉 차등폭), PFP4(기관장 연봉대비

성과급 비중), AGEt-1(기관 나이), YEAR(연도), EMPL(직원 수), F_ASSET(1인당 유형자산)

4)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중 11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시계열 자료를 통해 성과급과 공기업 성과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

가 대상으로 한 공기업 11개는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1980년대 초반부터 공기업평가 

대상으로 성과관리가 오랫동안 이루어진 대형 공기업(공기업 평가시 공기업 I으로 구분)이 

아니라, 최근 2000년 초반부터 성과급을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한 공기업에 속한다. 전자

의 경우 이미 성과급이 정착단계인데 비해 후자의 경우 아직 성과급의 효과를 둘러싸고 명

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 시행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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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으로 성과급제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11개의 공기업에 국한된 연구로서, 2014년 현재 303개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며 준시장형 공기업의 조직특성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11) 

<표 1> 분석에서 채택된 변수와 측정

구분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기관성과

1인당 매출액
2005-2010년간 연도별 1인당 매출액의 자연 로그 값(2005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

1인당 부가 가치액
2005-2010년간 연도별 1인당 부가가치액 자연 로그 값(2005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

경평 비계량성적 2005-2010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비계량점수 자연로그값)

설명변수: 
성과중심 
보수제 

연봉제 도입범위 2005-2010년간 연도별 전체 직원 수 대비 연봉제 적용 직원비율

기본연봉 차등폭
2005-2010년간 연도별 기본연봉 차등액의 직급별 평균의 자연 로그 
값(2005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

성과연봉 차등폭
2005-2010년간 연도별 성과연봉 차등액의 직급별 평균의 자연 로그 
값(2005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

CEO의 성과급비중 2005-2010년간 연도별 기관장의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

통제변수

기관규모 2005-2010년간 연도별 기관의 종업원수의 자연 로그 값

자본력
2005-2010년간 연도별 기관의 직원 1인당 유형자산액의 자연 로그 
값

기관연령(나이) 2010 - 설립 연도
주: 11개 공공기관 목록은 다음과 같다. 1)한국방송광고공사, 2)인천항만공사, 3)대한석탄공사, 4)대한주택

보증, 5)한국조폐공사, 6)부산항만공사, 7)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8)한국감정원, 9)한국광물자원공
사, 10)한국마사회, 11)한국관광공사 등이다.

Ⅳ. 실증분석 결과

그동안 성과보수제와 기관성과 사이에 대한 상반된 논쟁을 살펴보면, 성과급의 긍정적 효

11) 2014년 현재 공공기관은 303개(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개, 기타공공기관 186개 등 총 303개)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성

과급 효과는 일부 (준)시장형 공기업 11개를 대상으로 한다는 자료상의 한계를 안고 있어, 앞으로 

시장형 성격이 강하거나 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원리 적용

이 가능한 시장형 공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지 여부, 반면 공공기관

의 성격이 강한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는 성과급의 효과가 더욱 제약을 받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성 정도가 상이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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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확증하기 어렵다. 오히려 성과급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

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도 이러한 성과급을 둘러싼 상반된 

논의의 결과가 그대로 잘 드러난다. 성과급 효과가 성과급 유형 및 경영성과 유형에 따라 

효과가 미약한 것부터 효과가 없는 것 그리고 상충적 결과에 이르기까지 성과급의 효과는 

다양한 모습을 띤다. 이처럼 성과급의 효과가 긍정적인 것부터 부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다. 이로 인해 성과급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논쟁만 

가열되는 양상을 띤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과급의 효과가 실제 이론적 기대와 달리 나타나

는 경우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상관관계분석: 성과보수제와 기관 성과

여기서는 성과보수제의 효과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성과보수 제도와 

공공기관 성과 사이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상관관계분석 결과

성과급 유형

성과급
시행연도

연봉제 직원 
비율

기본연봉
차등폭

성과연봉 차등폭
기관장 연봉 
대비 성과급 

1인당
매출액

해당 연도  .24(.05)*  .22(.08)* -.32(.01)***  .13(.29)

전년도  .26(.05)*  .18(.19) -.35(.009)***  .07(.59)

1인당
부가가치액

해당 연도  .29(.02)**  .15(.24) -.10(.43)  .38(.01)***

전년도  .27(.04)**  .09(.51)  .02(.88)  .30(.027)***

비계량
경영평가점수

해당 연도 -.22(.07)* -.004(.98) -.15(.24)  .02(.90)

전년도 -.15(.28) -.07(.63) -.13(.33)  .04(.79)
주: N=66(해당 연도); N=55(전년도); ( )=유의수준

첫째, 비계량 경영평가점수의 경우 각종 성과보수제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경영평가점

수는 나름대로 공공기관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한 후 기관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공

공부문의 경영성과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각종 성과보수제와의 사

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계량경영평가 점수는 성

과보수제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둘째, 일인당 매출액의 경우 연봉제 직원비율과 약간의 상관성(상관계수=0.25정도)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기본연봉 격차나 기관장 성과급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오히려 성과연봉

의 경우 그 차등 폭이 증가할수록 일인당 매출액은 감소하는 등 강한 부정적 상관성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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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12) 

셋째, 일인당 부가가치는 연봉제 직원비율과 기관장 성과급이 증가할수록 상승한다. 이는 

성과급의 취지와 적절하게 부합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 포함된 11개 공공기관의 일인당 부

가가치는 적어도 기본 연봉 격차나 성과연봉의 차등 폭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다. 그런데, 이러한 상관분석은 관련 변인을 통제하지 않고 살펴본 것이어서 실제로 그 연

관성을 확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적절한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활

용하여 구체적으로 개별 성과보수제 유형과 공기업 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관성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13)

1) 성과보수제가 일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

여기서는 일인당 매출액과 성과보수제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에 따르면 무엇보다 성과보수제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아래 회귀분석에 따르면 성과보수제 유형 중 연봉제 시행 비율, 기본연봉 격

차, 기관장 연봉 비중은 일인당 매출규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예: 기본 연

봉격차가 10% 증가할 경우 일인당 매출액은 1.88% 증가; 반면 전년도 연봉제 시행 비중과 

전년도 기관장 연봉비중은 영향이 없음). 그러나 성과연봉의 격차는 오히려 매출액에 부정

적 영향을 준다(성과연봉격차가 10% 증가 시 일인당 매출액은 2.04% 감소).14) 이처럼 기본

연봉격차와 성과연봉 격차의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나 성과보수제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

12) 이미 이러한 논거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다(Pfeffer & Sutton, 2006). 이 연구에 의하면 협동을 중시

하는 조직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사람과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차이가 클수록 오히려 조직의 생산

성은 감소한다.

13) 본 논문의 회귀분석 모형 1과 모형 2에 대해 회귀분석 모형 진단을 하였다. 분석에 영향을 줄만한 

이상치(outliers)는 회귀분석 후 주요 설명변수와 잔차(residuals)의 분포를 그래프로 관찰한 결과 특별

한 이상점이나 선형성 같은 일반적 형태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arity)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uence Factor) 값도 성과급보수제 설명변수들의 경우 대부분 

2이하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이분산성 문제 등에 따른 회귀모형의 오차항 독립 및 동일분포

(independent & identical distribution) 검증에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14) 자격기준이나 학력 등에 따른 기본 성과급 격차와 달리 성과급 격차의 경우 매출규모나 부가가치 

증대와 같은 기관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자들이 심층면접한 내용에서도 이

러한 사례는 잘 드러나고 있다. ooo기관의 경우 “기관의 매출액, 특히 생산성이 고려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중요한데, 성과연봉제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견제심리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통지표와 협업지표를 늘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타인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
히 신속한 수출입 절차 등은 여러 팀의 공동노력에 의해 하역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는데,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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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일인당 매출액은 성과보수제보다는 정규직 직원 규모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정규

직 직원 수 1% 감축 시 일인당 매출액은 1.639% 증가). 이러한 직원규모와 일인당 매출액 

사이의 부정적 연관성을 성과급 도입으로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 추가로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보수제와 일인당 매출규모의 연결고리

는 명확하지 않다.15)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성과급과 실제 개인별 성과사

이의 괴리 그리고 개인별 성과와 부서별 성과 사이의 괴리로 성과급에 대한 불만 때문에 

실제 성과보수제가 근무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16) 나아가 매출 규모와 같은 지표

는 개인과 부서별 성과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클 경우 굳이 성과향상

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떨어질 것이다. 환경의 변화나 사업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 

정도에 따라 일인당 매출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성과보수제와 같은 요인들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는 그 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성과보수제가 매출규모에 미치는 

효과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이 11개 공기업으로 한정되어 

전체 공기업을 포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신중할 필요

가 있다. 장기간에 걸쳐 전체 공기업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경우 양자의 연관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5) 더구나 본 연구에서 기본 연봉격차가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도 성과

보수와 같은 성과급의 논리에 따른 영향이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본 연

봉의 격차는 근무연수, 직급, 각종 경력 등에 따른 제도화된 역량의 기관 간 격차를 반영하는 지표

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본 연봉격차가 큰 조직일수록 직원 간 역량에 따른 계층제가 정착되어 

있고 이런 기관은 연륜이 오래된 매출규모가 큰 기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회귀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관의 연륜(조직의 나이변인)이 오래될수록 매출규모는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6) 본 연구자들이 본 연구에 사용된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들과 심층 면접한 결과도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예를 들면, ooo기관의 경우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대하여 직원들은 대체로 불만과 저항을 보

이고 있고, 특히 저성과자들은 수동적,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성과중심의 업무태도를 보

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ooo기관의 경우 “직원의 70%(C등급 이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수

용성이 낮으며, 성과 중심적 태도형성에 적극적이지 않다. 더욱이 중하위직급의 신분보장이 어느 정

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통제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성

과급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가 만연해 있다면, 성과연봉 격차는 매출규모 증대에 실

질적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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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성과급 영향 분석(종속변인=1인당 매출액) 

R2=0.58, N=66
(Test of First & Second Moment Specification: 

Chi-square=41.31, df=44, p-value=0.59)
회귀계수

White
표준오차

유의수준
표준화된 
회귀계수

절편 -199.01 129.271 0.128 -

해당
연도
성과

보수제

PFP1t(연봉제직원비율) 0.214** 0.105 0.047 0.171

PFP2t(기본연봉차등폭) 0.188*** 0.037 <.0001 0.454

PFP3t(성과연봉차등폭) -0.204*** 0.036 <.0001 -0.583

PFP4t(기관장 연봉대비 성과급) 0.009* 0.0049 0.059 0.151

AGEt(기관나이) 0.065*** 0.017 0.0004 1.127

YEAR(연도) 0.106 0.064 0.105 0.144

EMPLt(직원 수) -1.639*** 0.380 <.0001 -1.157

F_ASSETt(1인당 유형자산) 0.123* 0.063 0.056 0.212

<표 3-2> 성과급 영향 분석(종속변인=1인당 매출액, 전년도 성과급 사용) 

R2=0.56, N=55
(Test of First & Second Moment Specification: 

Chi-square=40.34, df=44, p-value=0.63)
회귀계수

White
표준오차

유의수준
표준화된 
회귀계수

절편 -145.76 162.69 0.375 -

전년도
성과

보수제

PFP1t-1(연봉제직원비율) 0.22 0.122 0.079 0.176

PFP2t-1(기본연봉차등폭) 0.16*** 0.041 0.0002 0.383

PFP3t-1(성과연봉차등폭) -0.20*** 0.039 <.0001 -0.598

PFP4t-1(기관장 연봉대비 성과급) 0.008 0.005 0.123 0.142

AGEt(기관나이) 0.07*** 0.0199 0.0012 1.202

YEAR(연도) 0.08 0.081 0.329 0.0899

EMPLt(직원 수) -1.78*** 0.424 0.0001 -1.256

F_ASSETt(1인당 유형자산) 0.09 0.060 0.149 0.156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일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는 성과보수제의 형태에 따라 

상이해 보인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연봉 격차는 성과에 긍정적 효과인 반면 성과연

봉의 격차는 부정적 효과로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다. 한편 연봉제직원비율과 기관장 성과

급 비중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일인당 매출에 주는 성과보수제의 영향

은 성과급의 형태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청된다.

2) 성과보수제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성과보수제의 영향을 살펴보면, 기관장의 연봉대비 성과급 비중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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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기관장연봉 중 성과급 비중이 10% 증가할 경우 일인당 부가가치

는 0.65% 증가). 기관장은 본인의 평가와 직접 관련된 부가가치 향상에 큰 관심을 갖기 때

문이다. 반면 연봉제 시행 비율이나 기본연봉 격차17)와 같은 성과보수제는 부가가치와 무관

하다. 특히 성과연봉 격차의 경우 위에서 논의한 매출규모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성과연봉 격차가 10% 증가할 경우 일인당 매출규모는 3.31% 감소).18) 공공기

관의 경우 성과연봉의 격차 증가는 오히려 직원들에게 불만을 낳고 일하는 방식에 비협조

적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매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같이 성과연봉 격차가 오히려 부가가치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

을 주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성과가 인센티브에 의한 노력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데, 

실제 부가가치나 수익 등의 성과가 다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19) 그리고 성과

연봉의 격차를 늘릴수록 오히려 조직 내 협력과 시너지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다. 우선 실제 

개인의 노력과 성과 사이에 나타나는 측정상의 구조적 괴리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의 

성과 외에 정부의 지침에 의한 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어렵다.20) 또한 협력을 통해 타 부서나 동료의 성과가 올라갈 경

우 해당 부서나 본인의 경우 오히려 성과연봉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기관의 부서 간 칸막이가 심할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더구나 성과 차등 폭이 증대되면서 

직원들은 기관 전체의 파이를 증대시키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오로지 개인의 성과 및 

성과급에만 관심을 보일 경우 기관 전체의 매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17) 기본연봉 격차가 증가할수록 1인당 부가가치액이 증가하나 그 관계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

지 않다. 하지만 분석대상 공기업 수를 늘리면 양자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18) 그런데 성과급연봉 격차는 해당 연도 일인당 부가가치와 연계시켜 분석할 경우 양자 사이는 부정적

으로 나타나지만, 익년도 일인당 부가가치와 연계시켜 분석하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9) Pfeffer & Sutton(2006b)의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를 보면 플로리다 전력

회사의 한 임원이 수익성과 연동된 자신의 성과급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그 임

원은 캘리포니아 주 스탠포드대학 경영대학원에 다닐 때였지만, 유독 플로리다 여름 날씨가 더워 

회사 수익성이 날씨로 인해 우연찮게 너무 올라갔고, 이에 따라 큰 액수의 보너스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20) 실제로 공공기관의 인사팀장의 의견에 따르면 “사기업의 경우 개인 업무의 30%를 평가에 할애하고 

있지만 공기업의 경우 5% 정도 할애할 정도로 개인의 노력과 기관의 성과 사이에 연관성이 강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등 폭의 확대는 기관 

전체의 부가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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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성과급 영향 분석(종속변인=1인당 부가가치액) 

R2=0.46, N=66
(Test of First & Second Moment Specification: 

Chi-square=32.16, df=44, p-value=0.91)
회귀계수

White
표준오차

유의수준
표준화된 
회귀계수

절편 64.50 384.87 0.867 -

해당
연도

성과급

PFP1t(연봉제직원비율) 0.240 0.379 0.529 0.067

PFP2t(기본연봉차등폭) 0.287** 0.140 0.046 0.241

PFP3t(성과연봉차등폭) -0.331*** 0.110 0.004 -0.330

PFP4t(기관장 연봉대비 성과급) 0.065*** 0.016 0.0001 0.363

AGEt(기관나이) 0.160*** 0.049 0.002 0.967

YEAR(연도) -0.017 0.191 0.928 -0.008

EMPLt(직원 수) -5.358*** 1.325 0.0002 -1.318

F_ASSETt(1인당 유형자산) -0.285 0.189 0.137 -0.172

<표 4-2> 성과급 영향 분석(종속변인=1인당 부가가치액, 전년도 성과급 사용)

R2=0.37, N=55
(Test of First & Second Moment Specification: 

Chi-square=34.42, df=44, p-value=0.85)
회귀계수

White
표준오차

유의수준
표준화된 
회귀계수

절편 319.65 598.16 0.596 -

전년도
성과급

PFP1t-1(연봉제직원비율) 0.02 0.487 0.967 0.006

PFP2t-1(기본연봉차등폭) 0.22 0.159 0.164 0.181

PFP3t-1(성과연봉차등폭) -0.10 0.211 0.630 -0.105

PFP4t-1(기관장 연봉대비 성과급) 0.05** 0.022 0.021 0.300

AGEt(기관나이) 0.14*** 0.047 0.005 0.821

YEAR(연도) -0.15 0.298 0.629 -0.056

EMPLt(직원 수) -5.06*** 1.389 0.0007 -1.220

F_ASSETt(1인당 유형자산) -0.15 0.250 0.541 -0.09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도 성과보수제 유형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와의 일관

된 규칙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분석을 요약하면, 1인당 부가가치액은 기관장 성과급 비

중과 관련되며, 다른 형태의 성과보수제는 기관성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기업의 직원 수를 줄일 경우 일인당 부가가치 증가액은 

아주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종업원 정규직 수 1% 감소 시 5.06% 일인당 부가가치 

증가). 이처럼 직원 규모가 커질수록 일인당 부가가치는 줄어드는 부정적 연관성을 보여 주

고 있는데, 앞으로 성과급 적용과 그 효과를 구현함에 있어서 직원규모가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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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보수제가 경영평가 성적에 미치는 효과

경영평가 성적21)과 성과급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각종 성과보수제 지표와 경영평가

점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표 5-1> 참고). 그 이유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표 5-1> 성과급 영향 분석(종속변인=비계량 경영평가 점수) 

R2=0.278, N=66
(Test of First & Second Moment Specification: 

Chi-square=42.27, df=44, p-value=0.55)
회귀계수

White
표준오차

유의수준
표준화된 
회귀계수

절편 328.42 63.170 <.0001 -

해당
연도

성과급

PFP1t(연봉제직원비율) 0.095 0.109 0.386 0.123

PFP2t(기본연봉차등폭) 0.064 0.055 0.252 0.249

PFP3t(성과연봉차등폭) 0.045 0.041 0.239 0.223

PFP4t(기관장 연봉대비 성과급) 0.0096 0.007 0.155 0.248

AGEt(기관나이) -0.006 0.009 0.515 -0.159

YEAR(연도) -0.163*** 0.030 <.0001 -0.356

EMPLt(직원 수) 0.386 0.381 0.314 0.439

F_ASSETt(1인당 유형자산) 0.033 0.053 0.536 0.092

<표 5-2> 성과급 영향 분석(종속변인=비계량 경영평가점수, 전년도 성과급 사용)

R2=0.73, N=55
(Test of First & Second Moment Specification: 

Chi-square=36.18, df=44, p-value=0.79)
회귀계수

White
표준오차

유의수준
표준화된 
회귀계수

절편 495.19 29.04 <.0001 -

전년도
성과급

PFP1t-1(연봉제직원비율) 0.0115 0.039 0.768 0.028

PFP2t-1(기본연봉차등폭) -0.006 0.011 0.584 -0.045

PFP3t-1(성과연봉차등폭) -0.0017 0.010 0.864 -0.016

PFP4t-1(기관장 연봉대비 성과급) 0.0010 0.001 0.387 0.054

AGEt(기관나이) 0.0045 0.004 0.208 0.243

YEAR(연도) -0.2436*** 0.014 <.0001 -0.858

EMPLt(직원 수) -0.0837 0.088 0.348 -0.184

F_ASSETt(1인당 유형자산) -0.0193 0.019 0.317 -0.106

첫째, 성과보수제와 경영평가 성적 사이에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

의 11개 공기업의 경우 각종 성과보수제가 경영평가점수라는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증거

21) 다른 기관성과 지표와 달리 경영평가 점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온 경영평가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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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기 어렵다. 이미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매출규모, 부가가치와 같은 성

과와 각종 성과보수제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는데, 경영평가 성적 향상에도 

성과보수제가 기여하는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경영평가 기준과 경영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괴리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

된다. 

둘째, 성과보수제가 경영평가 성적과 동일한 성과지표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경영평가

에서 측정된 성적 자체가 본래 경영평가 성적을 측정하지 못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연관성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오류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양자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비계량 경영평가 성적과 성과보수제 사이에 실증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비계량경영평가 성적이 과연 제대

로 측정하고자 하는 성과를 측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측정오류인지, 아니면 이러한 측정오류

가 없지만, 실제로 경영평가점수 향상에 미치는 성과급 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양자의 연관

성이 취약한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4) 종합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의 다양한 성과보수 제도는 기관성과와 그 연관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표 6> 참고). 첫째, 연봉제 직원의 비중은 부가가치액, 그리고 

비계량 경영평가 성적과 무관하게 나타났다(매출규모에 대한 영향은 당해 연도 연봉제 비율

은 유의미 하나 직전연도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음). 경영평가 점수와 각종 성과급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더구나 성과연봉의 격차를 크게 할수록 오히려 

매출규모와 부가가치가 줄어드는 정반대의 부작용도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는 각종 성과급 

제도 시행에 따라 공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정이나 논리를 지지하지 않고 있

다. 반면에 기본연봉의 차등 폭과 매출규모22) 그리고 기관장의 성과급 비중과 부가가치 사

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앞으로 공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성과보수제보

다는 기본연봉의 격차 또는 기관장 성과급의 격차를 늘리는 방향으로 성과급 제도를 재설

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11개 기관에 한정된 실증연구만으로는 아직 성과급의 효과가 긍정

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예단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공기업의 성과급 효과가 상황23)에 

22) 1인당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규모가 큰 기업이며 이러한 거대기업의 경우 직급, 근무연수, 자격 

등에 따른 기본연봉의 격차가 큰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기본연봉의 격차는  

일인당 매출액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연봉체제의 부산물일 수도 있다.

23) 상황이론에 따르면 성과급의 적용과 그 성패여부는 성과급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

급을 도입하려고 하는 조직이 처한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 성과급 제도를 통해 이끌어내

려는 효율적 조직운영방안들도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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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대상을 전체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성과의 분석

시점도 장기간으로 확장하여 성과급의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6> 성과보수제의 효과(요약)

성과변인 유형
종속변인

1인당 매출액
1인당

부가가치액
경영평가점수

(비계량)

해당
연도(t)
성과급
(N=65)

연봉제 직원비율 (+)** # #

기본연봉 차등폭 (+)*** (+)** #

성과연봉 차등폭 (-)*** (-)*** #

기관장 연봉대비 성과급 (+)* (+)*** #

전년도
(t-1)

성과급
(N=55)

연봉제 직원비율 # # #

기본연봉 차등폭 (+)*** # #

성과연봉 차등폭 (-)*** # #

기관장 연봉대비 성과급 # (+)** #
주: 1) ***: p<.01; **: p<.05; *: p<.10; # p>.10 2) 통제변인으로 기관연수(나이), 연도, 직원수, 그리고 일

인당 유형자산을 포함하여 추정; (+)=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Ⅴ.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성과보수제와 기관성과 사이의 연관성은 그 관계가 전혀 없는 것과 약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일부 성과급에서 강한 연관성이 존재하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 

양자 사이에 긍정적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성과보수제와 공기업

의 성과지표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부분으로 추가 연구

에서 적절한 자료를 발굴하여 추가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성과급의 올바른 운영과 상관없이 경쟁 자체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으로 인한 성과급

상당한 연구들은 상황론의 논거를 뒷받침해 준다. 예를 들면, 오세진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총

임금 내에 성과급이 포함된다면 그 성과급의 비율이 비록 낮더라도 기본급만 지급된 경우에 비해 

직무수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과급 비율이 30%와 50%인 조건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급의 비율이 커질수록 직무수행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통념과 

달랐다. Fein(1983)은 성과급 제도의 효과는 개인적 속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금전

적 요구가 강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성과급에 관심이 많음을 밝히고, 이러한 사람은 보다 

많은 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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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것이다. 최근 성과급의 효과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면, 효과가 있다

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효과가 미약하거나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연구도 교육, 

의료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업무영역에 걸쳐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Georgellis 외, 2011; 

Kellough & Nigro, 2002; Li 외, 2011; Murnane & Cohen, 1986; Neal, 2011; Pfeffer,1998; 

Perry 외, 2009). 이처럼 성과급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여, 실제 성과급이 효과가 있다

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 성과지표와 각종 성과보수제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성과급에 대한 부정적 연구의 논리나 실증결과를 일부 뒷받침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과급 운영상의 문제나 성과급 적용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성과급은 나름

대로 적절하게 운용하면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과급과 기관성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연

관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일부 이를 지지하는 주장들도 있다. 즉, 성과급이라는 인센티브가 

작동하기 위한 상황이나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성과급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성과급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직간 협력이 왕성하도록 조직개편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

고, 각 개인의 역량도 충분히 개발되어 새로운 생각이나 전략을 통해 조직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면 성과급이 작동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실증연구에서 제시된 성

과급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결과들은 이처럼 성과급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무지와 운영상의 미숙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24) 결국 기관성과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성과급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급과 기관성과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위에서 논의한 2가지의 상반된 논쟁과 밀접히 연관된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성과보수제와 기관성과 사이의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성과급의 효과를 부정하는 기존의 논리와 관련된다. 현재 한국 공기업의 성과급 운

용이 무늬만 성과급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공기업의 성과급 

운용에 많은 문제점과 더불어 공기업의 각종 성과급과 기관성과지표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급의 영향을 다룬 객관적 자료와 검증방법을 사용한 과학적 연

구를 살펴보면 성과급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성과급의 효과

를 둘러싼 논란이나 그 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급 제도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Rosenthal, 2007). 성과급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강력한 신화(myth)가 존

24) 국내에서 시행되는 성과급의 경우, 운용상에 태생적 결함을 가진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 공공조직에

서의 성과급 제도는 1998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및 공공영역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높여

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에서 비롯되었다(이수영, 2011). 이로 인하여 도입 초기부터 제도의 성공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이(배병돌, 2003), 그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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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성과급을 주면 개인의 업무동기와 역량이 향상되어 개인과  

기관의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 연봉 격차와 같은 일부 성

과급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앞으로 성과급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근거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금까지 성과급 효과에 대한 상반된 관점과 연구결과로 인해, 

앞으로 성과급의 실체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성과급의 효과를 둘러싼 상반된 논쟁 중 어느 것이 객관적 진실인지 파악하기 위

해서는 추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성과급 제도의 설계와 운영방식(Mehrotra 

외, 2010), 조직 상황 및 업무 특성(Hasnain 외, 2012), 공정성25) 등 성과급과 기관성과 사이

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 둘째, 상황론에 따르면 성과급

의 효과가 조직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성과급이 적용되는 업무에 따라 성과급의 

작동기제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시장형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과 비시장

형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도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과

급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다양한 조직에서 나온 실험 자료가 제대

로 확보되지 못한 한계에서도 비롯되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과 외적 타당성

(external validity)을 두루 갖춘 연구가 요구된다.26) 끝으로 성과급과 같은 외재적 유인체제뿐

만 아니라, 성과에 지속적 영향을 주는 보람, 재미, 만족과 같은 내재적 동기가 성과급 작동

기제와 어떤 상호작용을 갖는가에 대해서도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25) 공정성 이론은 Adams(1995)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의 공정성은 

동기의욕이나 사기,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의 노력이 투입되는 정도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타인의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이 같다고 인지하게 되면 공정성을 느끼게 되고 지속적인 노력

의 투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이 타인에 비해 과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지각할 경우 자신의 투입을 증가시키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투입을 줄이거나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공정성 이론에 의거할 때에도 성과급제도 자체보

다는 조직구성원들이 느끼는 평가의 공정성, 소통에 대한 조직의 시각 등이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

가 될 수 있다.

26) 성과급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엄정한 방법론을 통해 계획되고 분석되지 않고 있으며 상황이론에 

기반한 견해들 또한 이러한 맹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Pfeffer와 Sutton(2006)에 따르면 많은 

성과급 관련 실증 연구들이 비실험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함을 강

조한다. 최근 Hansain 외(2012) 연구에서도 기존의 성과급 연구를 실험연구와 비실험연구로 구분하

여 그 효과를 정리하면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연구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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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술통계표

변수 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
속
변
수

1인당 매출액 66 6.41 1.27 4.33 9.22

1인당 부가가치액 66 2.93 3.64 -7.78 8.01

당해 비계량경평 66 5.46 0.79 0.00 6.19

설
명
변
수

당해 연봉제 비율(%) 65 3.70 1.01 1.69 4.61

전년도 연봉제 비율(%) 55 3.63 1.01 1.69 4.61

당해 기본연봉 차등폭 66 7.23 3.07 0 10.30

전년도 기본연봉 차등폭 55 7.23 2.97 0 10.30

성과연봉 차등폭 66 7.95 3.62 0 15.48

전년도 성과연봉 차등폭 55 7.66 3.79 0 15.17

당해 기관장 연봉대비 성과급(%) 66 38.25 20.36 0 89.27

전년도 기관장 연봉대비 성과급(%) 55 37.18 21.39 0 89.27

통
제
변
수

연도 66 2007.5 1.72 2005 2010

직원수 66 6.16 0.90 4.77 7.78

1인당 유형자산 66 6.10 2.19 2.18 11.99

기관나이 66 31.23 22.0 0 61

<부록 2> 심층인터뷰 대상과 일시

1. JDC ○○○ 팀장, 2013년 9월 2일 13:10-13:30

2. 부산항만공사 ○○○ 부사장, 2013년  9월 2일 15:40-15:55; 

2. 부산항만공사 ○○○ 팀장, 2013년 9월 2일 16:00-16:10

3. 한국관광공사 ○○○ 팀장, 2013년 9월 3일 13:35-13:48

4. 인천항만공사 ○○○ 팀장, 2013년 9월 4일 10:20-10:30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팀장, 2013년 9월 5일 10:35-10.40

6. 한국석탄공사 ○○○ 팀장, 2013년 9월 5일 13:55-14:05

7. 한국마사회 ○○○ 실장, 2013년 9월 6일 16:15-16:25

8. 대한주택보증 ○○○ 팀장, 2013년 9월 9일 16:15-16:30

9. 한국광물자원공사 ○○○ 실장, ○○○ 팀장, 2013년 9월6일 15:25-15:50 

9. 한국광물자원공사 ○○○ 본부장, 2013년 9월 12일 11:00-11:10

10. 한국조폐공사 ○○○ 처장 2013년 9월 13일 11:00-12:00

10. 한국조폐공사 ○○○ 팀장 2013년 9월 13일 11:00-12:00

10. 한국조폐공사 ○○○ 과장 2013년 9월 13일 11: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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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erformance-based Pay from the Experience 

of Eleven Public Enterprises

Hyue-Su Ha and Kwangho Jung

The effectiveness of pay for performance(PFP) in public enterprises has continued 
to be debated in South Korea. The debate around the world is still hot and the impact 
of pay for performa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OP) is still controversial in the 
academic world.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research on this topic, where 
several studies have critical limitations relying on subjective (not objective) measures 
of performance.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y for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eleven (quasi) market-type public enterprises from 2001 
to 2010.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no relationship between the non-quantitative 
area score of management evalu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oth the 
variation of basic annual salary and the proportion of pay for performance for 
employees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sales performance of and per capita added 
value. However, the proportion of pay for performance in annual CEO salar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 capita added valu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ay for performance and per capita sales. 
These findings suggest an unclear relationship between pay for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urther research needs to examine the impact of pay for 
performance, using (quasi) experimental data with all of the public enterprises. It is 
also necessary to explore how the impact of pay for performa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differs between various types of performance-based and task 
characteristics. 

【Keywords: Public Enterprise, Performance-Based Pay, Organizational Perform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