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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정보의 활용 방식과 성과관리 과정에서 관리자의 의사결정 방식이 

성과 달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부처 성과관리 총괄담당자를 대상

으로 성과정보 활용 방식,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정보의 다양성, 관리자의 개입 수준을 조사하고, 부처별 성과

보고서를 통해 성과달성 수준을 측정하여 퍼지셋 질적분석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성적 활용과 연성적 

활용은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다양성과 조합되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장급 관리자는 필

요조건으로 사무관급은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조합되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및 공공조직의 성과창출에 대한 영향 요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됨을 시사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학습의 왜곡 

가능성과 시기별 편이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 공공조직 성과, 성과 정보, 성과정보 활용, 의사결정, 퍼지셋질적분석모형

Abstract  This research empiricall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performance 

information use, decision making behaviors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We 

measured two types of using performance information, relevance of performance index, variety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levels of manager intervention by surveying performance 

managers of each government ministry or agency and also measured performance by using 

performance reports. The results of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suggest that hard 

use and soft use have impact on performance by combining with characteristics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managers decision-making by intervening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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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공기관의 성과정보 활용행태와 의사결정 행태가 

해당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신공공관리론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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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시장중심적 제도의 확산과 맞물려 전 세계 각국

으로 확대되어 도입된 성과관리제도는 투입 중심에서 

결과와 성과를 강조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정

부업무평가 기본법」제정 이후 파편적으로 운영되던 성

과관리제도를 공식화하고, 2007년 「국가재정법」을 개

정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평

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의 개선, 예산 및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수립-운영-평가-환류로 이어지는 기

본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체계

는 성과의 측정과 성과정보 활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정부업무평가 기

본법」상 시행되는 주요정책 자체평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재정사업평가 등 다양한 종류의 평가를 시행 중

이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체계가 기본적

으로 두 개의 법률을 토대로 이원화되어 있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비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정책 자

체평가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사업평가의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환류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

다. 첫째, 이원화된 평가체계는 동일 부처 동일 부서에

서 수행되는 사업 수행 시 그 활용 목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원화된 평가구조는 

구성원의 업무 부담을 과중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평

가를 통해 도출된 성과정보 활용의 방향성과 관련한 근

본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에는 주요정책자체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평가정책상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비재정사업과 재정사업이라는 사

업의 특성을 구분하여 평가함으로 인해 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잣대가 적용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둘

째, 성과측정 과정에서 각 사업별 성과지표를 통해 도

출된 성과정보의 활용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의 성과관리시행계획과 「국가

재정법」에 규정된 성과계획서에는 성과정보 활용 및 환

류를 위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성과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도록 명시하지

는 않는다. 이는 결국 성과측정을 통해 도출된 성과정

보의 활용 주체인 의사결정자의 성과정보에 대한 태도

와 활용 행태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셋째, 다양한 

방식의 성과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의사결정

자는 성과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측정을 통해 도출된 정

보를 있는 그대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배분에 직접적

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보다 유연하게 사업 개선을 위

한 정보 수준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성과정보의 활용은 효과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조직의 성과관

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과정보의 활용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

증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를 통

해 조직의 성과를 자기평가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한 점도 방법론적 한계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관련한 주요정책

자체평가 혹은 재정사업평가 등을 통해 도출된 성과정

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이후의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성과정보의 다양성 및 질적 수준, 의사결정자

의 성과정보 활용 역량, 참여 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성

과정보 활용 유형별로 의사결정자의 성과정보 활용 방

식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져 왔으나[1-3], 

성과정보의 활용 방식의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의사결정자의 성과정보 활용 방식을 연성적 활용과 경

성적 활용으로 구분하고[4], 퍼지셋(Fuzzy-Set) 분석을 

활용하여 정부조직의 사업 성과정보의 활용 방식이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때로는 상호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

해야만 하는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2.1 성과관리제도와 성과정보 활용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지향의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 NPM)은 민간기업의 경

영원리와 고객을 중시하는 ‘시장적 정부모형’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성과를 중시하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공공기관을 비롯한 정부조직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있다. 성과 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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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 목적은 평가결과 및 성과정보의 활용에 있다. 

즉 평가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성과정보

가 얼마나 잘 활용되는가에 달려있다[5]. 성과정보를 활

용한 공공조직 내 환류체계가 잘 작동할수록 불확실성

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6]. 공공관리자가 

의사결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성과정보를 활

용할수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

다. 반면, 성과정보의 활용이 조직 및 사업목표, 사업추

진계획과 불합치 될수록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7]. 오늘날 공공조직은 성

과정보 활용 방식에 있어 재정적 압력, 시민들의 기대, 

대내외적인 감시, 정치적 압력, 조직의 문화, 계층화된 

문화, 성과정보의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

에 의해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8].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체계에서 성과정보 활용과 관련한 연구는 성

과관리 제도 혹은 성과정보 활용과 관련한 제도에 대한 

규범적 연구와 사례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성과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2] 등

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성과정보 

활용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의 근간에 대한 문제인식

과 성과관리 그 자체보다 평가에 초점을 맞춘 제도 운영 

등으로 인해 실제 정부성과 정보에 대한 활용성이 제한되

어 있어 실증연구를 통한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5].   

2.2 성과정보의 경성적 활용과 연성적 활용

성과학습과 성과정보의 이용양태에 따른 의사결정 

행태는 공공관리자가 이용하는 성과정보의 유형에 따

라 달라진다. 성과정보 자체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명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조직은 

대내외적으로 환경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데 이를 

부분적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직·간접적인 정보를 제

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과정보의 활용은 조직이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학습과정을 증진시키는데도 기

여한다. 학습은 조직내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도 한

다[9-10]. 성과정보를 활용한 조직의 성과 향상과 내부

적 효율성 제고는 성과측정과 도출된 성과정보의 합목

적성 등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가

치체계와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는 공공조직에서 관리

자가 이용하는 성과정보에 동일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

은 아니다. 관리자가 지닌 가치와 관심사에 따라 이용

하는 성과정보와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하

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관리자는 조직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 등 

외부적인 환경보다 내부의 과정적 효율성과 책임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외부적 환경

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정보 활

용 방식은 연성적 활용(soft use)과 경성적 활용(hard 

use)으로 구분할 수 있다[11]. 경성적인 방식으로 성과

정보를 활용하는 관리자는 내부적 과정에 더 많은 가치

를 부여하고 사업성과 측정을 통해 도출된 성과정보를 

예산, 인사, 조직 관리 과정에 직접적으로 연계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에서 성과정보를 강조하

며 이를 토대로 조직에 대한 영향력 행사 수준을 높이

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2, 11]. 반면, 연성적인 방

식으로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관리자는 성과정보를 직

접적으로 적용하여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영향력

을 행사하기보다 성과정보를 활용한 학습에 초점을 맞

출 가능성이 높다. 연성적 성과정보 활용은 성과정보와 

의사결정을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방식으로 연계시키기

보다 성과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조

직 내부의 학습을 통해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경성

적 활용과는 명확하게 구분된다[11]. 이 때 의사결정자

는 정책성과를 활용함에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직면한 가치와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책

목표 설정의 적절성, 사업의 추진체계와 성과측정 방식

의 근본적 측면을 탐색하게 된다. 

2.3 성과정보 활용 방식과 공공조직 성과

이처럼 성과정보가 경성적 혹은 연성적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성과정보 그 자체보

다 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의사결정자의 주관성 때문

이다. 공공조직이 수행하는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체계가 상호작용한 산물이므로 이를 수행한 결과 

및 성과를 측정하여 도출된 성과정보에도 다양한 차원

이 내재되어 있다. 즉, 성과정보에 내재되어 있는 정책

의 다면적 속성으로 인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

로 측정되고 계량적 방식으로 표현되었을지라도 여러 

방식으로 해석되고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성과정보를 이용하는 관리자나 의사

결정자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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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여기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성과정보를 

이용하는 목표와 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12].  예를 들어, 의사결정자가 정책이나 사업의 정당

성 확보 혹은 자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과정보를 활용

하고자 할 경우 기계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으로 성과정

보를 활용하기보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13]. 의사결정자는 성과정보

의 근본적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본질과 다

양한 가치를 검토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성과정보를 구

조화하여 조정 및 통제하는 수준은 경성적 활용에 비해 

낮다[11]. 그럼에도 목표 수립 단계부터 평가 및 환류 

단계에 이르는 성과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는 조직 내부

의 구성원과 외부의 이해관계자는 성과정보를 통해 정

책의 타당성과 성과의 적절성을 파악하길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자가 본질적 측면에 대한 탐색을 통

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과정보를 연

성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려 하더라도 성과를 확대 및 공

유하려는 참여자 혹은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면서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2]. 다만, 성

과정보를 연성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 간에 정책 목표와 성과에 대한 공유가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이 분절화 되고 성과 향상을 

위한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이 분산되면서 조직의 성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14]. 예를 들어, 성

과정보 활용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한 일부 연구에서는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

자는 구성원들에게 보다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함

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 성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15]. 한편, 최근 실

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정보 

활용 과정에서 상충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특성 상 조직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치 달성 수준을 

측정하는 정량적 평가결과를 경성적으로 활용할수록 

평가 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환류 지각 수준을 높일 

수 있어 성과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강화될 가능

성 또한 제기된다[16]. 

3. 연구 설계

3.1 가설 설정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성과정보에는 다양한 가

치와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성과정보의 다면

적 속성을 구성하며 의사결정자의 성과정보 해석 및 활

용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의사결정자는 성과정보

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정책, 예산, 조직, 인력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정책의 본질과 

근본적인 사업 목표를 고민하고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즉, 성과정보는 의사결정자의 경험, 지식, 가치체

계, 그리고 의사결정자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활용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사결정자의 성과정보 활용 방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성적 활용의 경우 성과정보를 조직, 인사, 예산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므로 구성원들의 성과지표상 성과제

고 노력과 직결되어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

면, 연성적 활용의 경우 정책과 사업의 목표에 대한 본

질적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성과의 향상은 경성적 활용

에 비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성과의 명확성

을 추구하는 조직 내외부의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가 

개입함에 따라 성과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쳐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성과정보가 다양하고 경성적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2: 성과정보가 다양하고 연성적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3: 성과정보가 다양하고 연성적 활용수준이 높

으며, 관리자가 성과관리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3.2 자료의 수집

이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 자료와 2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이 연구는 40개 중앙행정기

관의 성과관리 총괄담당자 145명을 대상으로 성과정보

의 활용 수준을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에 포함된 성과정보의 활용 범위는 전략계획과 시행계

획 수립, 사업 우선순위 설정, 예산 및 인력 등의 자원

배분, 정책문제의 확인과 개선, 업무수행 방식의 개선, 

업무조정 등 조직관리, 보상 및 승진 등 인사관리, 투명

성 및 책임성 확보 등이다. 성과정보의 활용 수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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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와 병행하여 기관장, 실국장, 과장, 사무관급 공

무원이 성과관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지

와 총괄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성과지표의 포괄성, 연계

성, 적절성을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보고서를 토대

로 부처의 성과 달성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성

과정보 활용 수준, 의사결정자의 개입 수준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도 자료를 활용하였

다. 인구통계학적 내용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Statistics of Respondents

Gender
male  107 (73.8%)

female 38 (26.3%)

Age

under 30 9 (6.2%)

31-40 65 (44.8%)

41-50 63 (43.4%)

upper 51 8 (5.5%)

Career(year)

under 5 30 (20.7%)

6-10 40 (27.6%)

11-20 52 (35.9%)

upper 20 23 (15.9%)

Total Observations 145

Departments 40

3.3 변수의 측정과 분석 모형

3.1.1 퍼지셋 질적분석 모형

이 연구는 퍼지셋 질적분석모형을 활용하므로 먼저 

퍼지셋 모형을 활용한 분석 방법을 논의하고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측정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40개 중앙행정부처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표본

에 따른 자유도 문제로 일반적인 OLS 모형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성과정보 활용 수준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모형은 퍼지집합

(fuzzy-set)을 이용하여 각 중앙행정부처의 성과정보 

등 종속변인과 원인변수를 0과 1사이의 범주화된 척도

를 적용한다[17]. 퍼지셋 모형이 갖는 장점 중 하나는 

소표본 문제를 지니는 자료를 이용하여 양적 통계분석

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중범위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이다[18]. 퍼지셋 모형의 장점은 사례의 수가 적을 경우 

다양한 요인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하기 위

해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17-18]. 퍼지셋 

모형은 0과 1값 사이에서 각 정부부처의 변인별 소속

의 정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0과 1값 만으로 소속 정

도를 판단하는 불리언 방법(boolean method)의 한계

를 일정 부분 해소해준다는 장점도 있다[17]. 이에 이 

연구는 퍼지셋 모형을 이용하여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 

공공관리자의 의사결정 개입 수준에 따른 성과정보의 

활용 양태와, 성과정보 활용 방식에 따른 의사결정 방

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3.1.2 종속변수

이 연구의 최종적인 종속변수는 40개 중앙행정부처

의 성과계획상 성과목표 달성률이다. 성과 달성률은 각 

중앙행정부처가 성과보고서에 제시하는 성과달성 정도

로 단위사업 전체의 성과 달성 수준을 의미한다. 중앙

행정부처는 예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략목표와 

프로그램 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

과달성 여부를 제시하며, 이를 달성 및 초과달성과 미

달성으로 표시하여 보고한다. 이 연구는 정부부처의 성

과달성수준에 대해 Ragin이 제안한 직접눈금매기기

[17] 방법을 활용하여 0과 1사이의 범주화된 퍼지점수

를 표준화하여 산출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퍼지점수를 전환하는 산식(1)은 다음과 같다. 

소속점수 exp오즈의로그값
exp오즈의로그값

         (1)

3.1.3 독립변수

이 연구의 핵심적인 원인변수는 성과정보의 활용 수

준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의사결정자

는 다양한 목적과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으

로 성과정보를 활용한다. 또한 성과정보는 조직 내에서 

관리자가 조직 및 구성원을 통제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학습의 수단이기도 하다[20]. 그러므로 이 연구는 먼저 

경성적 활용은 측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총

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업무개선, 예산배분, 인

사관리 등에서의 활용 수준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한 뒤, 종속변수의 소속점수를 구하는 방식과 같은 기

준을 적용하여 평균값을 퍼지점수로 전환하였다. 또한 

연성적 활용의 경우에도 전략개선, 정책개선, 사업우선

순위 설정의 활용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의 평균을 0과 

1사이의 소속점수로 환산하여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성과지표 수준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기

관핵심지표의 포괄 수준, 성과지표와 목표 간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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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활동의 다양한 수행 결과의 포함 여부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퍼지 점수를 

산출하였다. 성과정보의 다양성은 각 부처에서 성과보

고서에 제시한 성과지표의 수를 측정하여 퍼지점수를 

산출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부처 관리자의 성과관리과

정 참여 수준은 실·국장, 과장, 사무관 단위로 구분하여 

평가총괄담당자의 각 관리자의 참여 수준을 조사한 뒤 

평균값에 대한 퍼지 점수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성과정보 활용 유형과 성과

이 연구는 퍼지셋 질적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세 단계

에 걸쳐 성과정보의 활용 행태와 관리자의 개입 수준 

등의 의사결정 행태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먼저 이 연구는 중앙행정부처의 성과를 종속변

수로, 경성적 활용과 연성적 활용, 그리고 성과지표 수

준의 적절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퍼지셋 분석모형에서 

퍼지점수를 기준으로 각각의 결과변수와 원인변수에 소

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문자로 소속되어 있지 않을 경

우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경성적 활용 수준

이 높은 집단에 소속된 부처는 H로 표기되며,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소문자 h로 표기하여 소속 여부를 구분한

다. 또한 퍼지셋 모형은 각 독립변인 간의 소속여부가 동

시에 충족되는 경우 곱기호(*)를 활용하며, 개별적으로 

충족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합기호(+)를 이용한다. 

Table 2. Fuzzy Set Model (Result 1)

Performance = [h*S*I]+[H*s*I]

Set
Raw 

Coverage

Unique 

Coverage

Solution 

Consistency

h*S*I 0.393 0.071 0.907

H*s*I 0.387 0.065 0.874

Total 

Coverage
0.458

Solution 

Consistency
0.886

4.2 성과정보의 특성과 성과

첫 번째 퍼지모형에서 높은 연성적 확용(S), 낮은 경

성적 활용(h), 성과지표가 적절(I)한 경우와 낮은 연성

적 활용(s), 높은 경성적 활용(H), 그리고 성과지표가 적

절한(I) 경우의 두 개의 동시충족 조건이 높은 수준의 

성과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모형의 전체 Coverage는 

45.8%였으며, Solution Consistency는 88.6%였고, 

첫 번째 조합의 Raw Coverage는 39.3%, 두 번째 조

합의 경우 38.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높은 수준의 

성과지표 적절성을 전제로 경성적 활용과 연성적 활용

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

어짐을 제시한다. 또한 경성적 활용 혹은 연성적 활용 

둘 중의 하나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설정된 성과

지표가 기관의 목표와 사업을 적절하게 포괄하고 있어

야 함을 시사한다. 

Table 3. Fuzzy Set Model (Result 2)

Performance = [H*S*i*X] + [h*S*I]

Set
Raw 

Coverage

Unique 

Coverage

Solution 

Consistency

H*S*i*X 0.324 0.079 0.937

h*S*I 0.393 0.148 0.907

Total 

Coverage
0.472

Solution 

Consistency
0.911

두 번째 퍼지모형의 분석 결과는 첫 번째 모형에 성

과정보의 다양성을 추가하여 성과정보 활용 방식이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서 성과정보의 

다양성은 대문자(X)로 표기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문자(x)로 표기한다. 분석 결과 경성적 활용과 연성

적 활용 수준이 모두 높고, 성과정보가 다양할수록 성

과지표의 포괄성이 낮더라도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합의 Raw Coverage

는 32.4%였으며, Unique Coverage는 7.9%였다. 한

편 성과정보의 다양성의 높고 낮음과는 무관하게 성과

지표가 적절한 경우 경성적 활용수준은 낮고 연성적 활

용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두 번째 조합의 Raw Coverage

는 39.3%, Unique Coverage는 14.8%였다. 이 결과

는 성과지표의 적절성 수준이 낮을 경우 성과정보의 다

양성이 필요조건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4.3 관리자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성과

이 연구는 세 번째 모형부터 다섯 번째 모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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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장, 과장, 사무관급의 관리자의 성과관리 개입 수

준이 성과정보 활용 방식과 연계되어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세 유형의 직급을 개별적

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퍼지셋 모형에서 원인변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가능한 조합의 수가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Table 4는 국장급 관리

자의 성과관리과정 참여 수준의 높고 낮음이 성과정보 

활용 방식 및 성과지표의 다양성 등과 조합되어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국장급 관리자의 개입 수

준이 포함된 모형에서 의미 있는 조합은 경성적 활용 

수준이 낮고(h) 성과정보가 다양하지 않더라도(x), 국

장급 관리자의 개입 수준이 높고(R), 성과지표의 적절

성 수준이 높으며(I), 연성적 활용(S)을 하는 경우였다. 

다만 이 모형은 Raw Coverage가 26.5%로로 앞의 

두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4. Fuzzy Set Model (Result 3 including Rank 3)

Performance = [h*S*I*x*R]

Set
Raw 

Coverage

Unique 

Coverage

Solution 

Consistency

h*S*I*x*R 0.264 0.264 0.905

Total 

Coverage
0.264

Solution 

Consistency
0.905

실·국장급 관리자의 참여수준 대신 과장급 관리자의 

참여 수준이 포함된 모형은 Table 5와 같다. 아래의 결

과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합에서 과장급 관리자의 참여 수준과 성과지표의 적절

성은 필요조건으로 참여가 높다(R)는 것이 전제되어야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의 

참여 수준과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전제로 연성적 활용 

수준이 낮더라도 경성적 활용 수준이 높거나

[H*s*I*X*R] 성과지표다 다양하지 않고 경성적 활용 수

준이 낮더라도 연성적 활용을 하는 경우[h*S*I*x*R] 성

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조합에서는 설명

하지 않는 고유 설명력(Unique Coverage)이 8.3%로 

가장 높은 조합은 네 번째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인이 

소속점수가 높은 경우[H*S*I*X*R]이다. 이 모형의 Raw 

Coverage는 42.8%였으며 Solution Consistency는 

91.2%였다.

Table 5. Fuzzy Set Model (Result 4 including Rank 4)

Performance = [h*S*I*x*R] + [H*s*I*X*R] + [H*S*I*X*R]

Set
Raw 

Coverage

Unique 

Coverage

Solution 

Consistency

h*S*I*x*R 0.301 0.017 0.909

H*s*I*X*R 0.301 0.044 0.897

H*S*I*X*R 0.292 0.083 0.923

Total 

Coverage
0.428

Solution 

Consistency
0.912

Table 6. Fuzzy Set Model (Result 5 including Rank 5)

Performance = [H*S*I*X*r] + [h*S*I*x] + [I*x*R]

Set
Raw 

Coverage

Unique 

Coverage

Solution 

Consistency

H*S*I*X*r 0.269 0.026 0.941

h*S*I*x 0.364 0.028 0.901

I*x*R 0.561 0.211 0.858

Total 

Coverage
0.646

Solution 

Consistency
0.867

마지막으로 사무관급 관리자의 참여 수준이 포함된 

다섯 번째 모형의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

다. 이 모형에서 사무관급 관리자의 참여 여부와는 별

개로 연성적 활용 수준이 높고 지표의 적절성이 높은 

경우 경성적 활용과 성과정보의 다양성이 낮더라도

[h*S*I*x]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사무관급 관리자의 참여 수준이 낮을 경우

에는 경성적·연성적 활용 수준이 모두 높고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성과정보의 다양성이 모두 높아야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무관급 

관리자의 참여 수준이 높을 경우 연성적·경성적 활용 

여부와는 별개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수준이 높고 다양

성이 낮을 경우[I*x*R]에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지막 조합의 경우 Raw Coverage는 51.6%, 

Unique Coverage는 0.211로 고유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Total Coverage는 

64.6%로 다른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가설검증 및 함의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반을 두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설정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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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과정보의 경성적 활용과 연성적 활용은 성과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다. 첫 번째 

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성적 활용과 연성적 활용

은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높거나 낮

은 경우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두 번째 모형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성과정보의 

다양성 변인이 포함된 경우 경성적·연성적 활용과 성과

지표 적절성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성과달성 수준도 

높았다. 즉, 모형1과 모형2에 따르면 가설1과 가설2는 

모두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전제로 성립한다. 관리자의 

개입을 통한 성과정보 활용 및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직

급의 특성에 따라 성과정보의 활용 양태가 다양한 방식

으로 상호작용하여 성과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장급 관리자 모형은 다른 관리직급의 변인

을 포함한 모형에 비해 설명력은 낮지만 높은 성과를 

도출핟기 위해서는 국장급 관리자의 높은 참여와 연성

적 활용, 그리고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전제로 과장급 관리자의 높

은 참여 수준은 경성적·연성적 활용과 연계되어 세 가

지 유형의 조합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급의 

참여 수준이 낮더라도 두 가지 활용 수준이 모두 높고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다양성이 높으면 성과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주순이 높을 경우 낮은 성과정

보 다양성과 높은 성과지표 적절성이 상호작용하여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급별 참여 정도가 성과정보 활용 방식 및 성과정보의 

특성과 연계되어 성과를 향상시키는 몇 가지 조건이 충

족되는 경우에 세 번째 가설이 지지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공식적인 성과관리체계 하에서 정부 및 공공조직의 

성과는 성과측정체계, 사업, 성과정보의 질적 수준, 관

리자의 적극성 및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성과정보의 

활용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나타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과 2차 자료를 활용한 퍼지셋 질적분석모형을 적

용하여 성과달성 혹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도출한 조직

의 변인간 조합을 도출하였다. 특히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바와 같이 관리자의 성과정보 활용은 도구

적 활용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되

며[21-22], 구조적 요인과 활용의 조합을 통해 성과 향

상에 영향을 미친다. 

성과정보의 활용과 관리자의 의사결정 방식이 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는 주로 설문

조사를 통한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 인과관계 조건이 충

족되지 않거나 조직의 실제 성과와 연계시키는데 한계

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소표본의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정

부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합과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성과정보 

활용과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반

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학술

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이 설문조사의 방법론적 한계

를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나아가 실무적 차원에서는 

성과정보를 경성적·연성적 활용의 조건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공무원 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공공조직 성과창출에 있어 성과관리가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함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23]를 토대로 관리

자급 의사결정자에 중점을 두고 경성적·연성적 활용 측

면에서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이 연구는 소표본 문제와 연구 시기가 특정되

어 있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편이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 특히, 2017년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또

한 제기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도

출된 조합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시점 혹은 정권에 걸쳐 보다 다양한 표본을 구축하여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함으로써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성과정보 활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지 및 

학습의 왜곡의 가능성[24]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설계를 통해 구조와 활용 그리고 의사결정

의 조합을 발굴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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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urvey Questionnaire

Category Questionnaire (Likert 5 Scale)

PI Use

In relation to the activities below, how 

much information is obtained by measuring 

performance and how much do you think it 

should be expanded in the future?

1. Strateg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establishment

2. Setting program priorities

3. Resource allocation (budget/manpower)

4. Identify and improve policy-related 

problems

5. Improving work performance

6. Other organization management such as 

work coordination by member and 

department

7. Personnel management such as 

compensation and promotion

8. Secu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Managers

Intervention

What is your current level of manager’s 
participation?
1. Department head

2. Director

3. Section Chief

4. Deputy Director 

PI Quality

1. Performance indicator covers agency 
core indicators

2. Performance indicator correlates with 
agency performance goals

3. Performance indicator covers program 
results

4. Goals of each performance indicator is 
relevant

5. Output process of each performance 
indicator is relev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