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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 및 조직 효과성 분석
-공공기관의 전략적 선택과 제도적 조응을 중심으로-

조희진, 장용석
Ⅰ. 서론
현대 사회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필요로 한다. 1920년대의 경제대공황을 기점으로 정
부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1970년대 후반에 경제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불필요한 규제 완화, 민영화, 외부위탁 실시 등 민
간부문으로의 기능 이양과 경쟁적,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Bae, 2012; Brown & Potoski, 2003;
Dahlström & Lapuente, 2010; Lee & Strang, 2006; 장용석 외, 2013).
이의 대표적인 예로 조직의 각 구성원들이 정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시키는 성과평가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구성원
들에게 경쟁요소를 부과함으로써 열심히 일 할 동기를 부여하는 관리 기법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극복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중앙정부 차원
에서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성,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성과평가제도가 공
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는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구성원들의 동기를 자극시키는지 등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이는 제도 도입 자체만으로 의도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Andrews, 2011; Pearce & Perry, 198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1978년 CSRA(Civil Service Reform of Act)를 계기로 성
과평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졌
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이와 같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Lah & Perry, 2008). 이에
성과평가제도의 도입 목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이 꾸
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공공조직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성과평가제도의 도입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공공부문의 개혁, 효율을 중시하는 전세
계적인 흐름을 따르게 되면 조직의 생존과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Lundin, 2007). 이에 의해 성과평가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전세계적으로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역할에 관한 규범, 시대적 가치 등에 민감해져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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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각에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성과평가제도가 조직의 필요에 따
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면, 성과평가의 문화가 조직의 관행으로 자리
잡아 조직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데이터’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과 이의 운영이 궁극적으로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키는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은 공공부문 중에서도 ‘효율성’, ‘성과’, ‘결과’ 등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므로 이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성과평
가제도의 도입 요인 혹은 이의 효과성에 대해 분절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성과평가제도 전반에 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
으로 공공조직에 성과평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
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 검증은 이의 운영 요인에 관한 분
석이 선행되었을 때 성과평가제도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욱 분명하
게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제도
성과평가제도에서의 ‘성과’는 “조직 목표에 달성한 기여”, “업무수행을 통해 달성된 결
과”를 의미하며, ‘평가’는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를 진단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사후적 분석 및 판단 작업을 의미한다(Hofmann, 1999; Otley, 1999; 송건섭
외, 2006). 성과평가제도는 조직 내 각 구성원들의 임무, 창출하고자 하는 가치, 전략적 목
표 등을 기준으로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측정․평가하여 보수나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
공하므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문승권 외, 2005; 이규범 외, 1999).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가 향상될 때 조직 전체의 경쟁력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제도에 의의가 있다(Fernandez & Moldogaziew, 2013; Poister, 2003). 특히, 조
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결과는 성과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모
집, 선발, 충원, 해고, 승진의 과정을 아우르는 인적자원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Stanton & Manning, 2013; Streib & Poister, 1999; 이규범 외, 1999).
우리나라는 1999년 2월부터 공공부문에서도 성과평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초
기에는 조직 구성원 각자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게 하는 목표설정방식
(MBO)1)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되자, 다면평가 기법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 내부/외부 고객
1)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성과평가기법으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미국에서 널리 유행하였으며 특
히, 닉슨 대통령 시대부터 이 제도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이종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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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992년 공공부문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각종 인사규
정에 이의 근거가 마련된 2001년부터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였다(윤수재·조태준, 2009; 이종
수 외, 2008).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성과평가제도는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
운영되고 있다.
성과평가제도는 ‘결과’ 및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으며(Moynihan, 2005)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배경 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거래비용이론과 주인-대리인 이론을 들 수 있다. 주인이 대리인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정확히 관찰할 수 없는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발생할 때,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며 거래비용2)도 증가하게 된다(정용남, 2007). 거래비용의
증가는 사회적인 효율성을 저해시키므로 공공부문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성과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크고 작은 정책적 변화가 이
루어지고 있다(Brown & Potoski, 2003). 이의 대표적인 예로 대리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에 차등을 두는 성과평가제
도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관리론을 들 수 있다. 조직의 경쟁우위 전략에 핵심이 되는 인적
자원들을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인적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부문도 효율을 중시하
는 경쟁적 환경으로 변모하면서 핵심 인력을 개발하고 투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성과평가제도의 의의가 커진 것
이다(Mello, 2011). 셋째, 제도주의 조직론을 들 수 있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는 달리 성
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주의 압력이 없으므로 시장에 의
한 감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조택, 2007). 더욱이 공공부문은 이해관계자가
정부, 기업, 국민 등 다양하므로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 운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의 규범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Frumkin & Galaskiewicz, 2004).
이에 최근 들어 중요해진 ‘결과 중심적인 공공부문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외부에 심어주고자 성과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제도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미비한 편이
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공공부문의 조직을 대상으로 한 개혁, 성과관리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 중 Carbonari et al.(2013), Hope(2012), 배귀희 외(2007), 이근주 외(2007), 정병걸
외(2007) 등의 연구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 향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밝혔다. Andrews(2011), Henisz et al.(2005), Kerkhoff(2011), Lah & Perry(2008),
Tolbert & Zucker(1983), 이정현 외(2007), 최창수(2008) 등의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개혁
을 이의 실행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당성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공공
부문 개혁의 동인을 효율성이나 정당성으로 구분하여 단편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중 정
당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공공부문의 개혁과 관련된 제도 도입 자체만 분석하여 이것이 실
2) Coase에 의해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거래 상대방의 물색, 교환 대상의 선정, 계약 체결, 계약 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의미한다(하연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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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또한 공공부문의 개혁 및 성과관리 등과 관련된 제도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은 조직
효과성을 주로 직무 만족, 직무 몰입, 혁신 의지 등의 개인 수준(Fernandez &
Moldogaziew, 2013; Stanton & Manning, 2013; 고종식, 2008; 박순애 외, 2006; 윤정구 외,
1998)이나 이직률, 인당 매출액 등의 조직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Abowd, 1990; 박
석희, 2006; 송보화, 2006). 다만 이정현 외(2007)의 연구에서는 조직 효과성을 개인적․조
직적 수준을 포괄하여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과평가제
도의 운영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는 고종식(2008), 문승권 외(2005), 심재권 외(2007), 윤정
구 외(1998), 이규범 외(1999)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조직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성과관리시스템과 조직 효과성의 관계를 살펴본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직무
만족, 직무몰입이나 매출액 등의 재무적 성과에 한정하여 조직 효과성을 살펴본 것들이 대
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공기관의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
로 한 성과평가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이 제도가 실제
의도한 바대로 조직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조직 효과성 역
시 재무적 성과에 더하여 서비스 품질 및 혁신적 업무 수행의 내용까지 포괄함으로써 기
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제도라는 인사관리 기법의 개발,
향상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
1) 전략적 선택
조직은 자신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도나 수단, 자원을 전략적으로
도입, 활용한다. 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조직을 변
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Chandler, 1962; Child, 1972; Hrebiniak & Joyce, 1985). 특히, 조직은 궁극적으로 효율성
을 높여 성과를 극대화시키려 하므로 조직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목표
를 세워 이에 적합하도록 조직의 규모, 기술, 구조, 인적 자원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는 전
략적 선택의 과정이 중요하다(Child, 1997). 결국 조직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주
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스스로 변경시키고 재구조화하는 등 의사결정
의 주체로서 역할하게 된다(King et al., 2010; Lundin, 2007). 즉, ‘경쟁력․효율성의 극대
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조직들은 자신의 명백한 선호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개혁을 실시한다(Gooderham et al., 1999). 이의 예로 성과평가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개
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조직에 경쟁적인 분위기
를 조성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최창수, 2008). 따라서 경쟁력, 효율성을 향상
- 4 -

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조직들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게 된다.
가설 1.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일수록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현대의 조직들은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찾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Miller, 1991; 이장우 외, 1993). 공공부문의 경
우,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그 내용도 다양해졌다. 이처럼 공공부문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과업 환경이 점차 복잡해지고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기도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에 각 조직들은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쟁의 압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게 된다(Thompson, 1967; 이항영 외,
2007; 조희진 외, 2011). 특히, 경쟁적 환경에 노출된 조직일수록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 이의 일환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효율
성 및 대응성을 높이려 한다.
가설 1-a. 경쟁적 환경에 민감한 조직일수록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서비스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비용”을 의미하는 거래비용은 환경의 불확
실성, 제한된 정보, 자산 특수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Brown & Potoski, 2005). 그 중 자
산 특수성은 특정 자산의 효용과 서비스가 특정 사용자에 의해서만 제공될 때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다(Brown & Potoski, 2003; Larson, 1992). 자신만의 특유한 기준과
방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의 경우 과업 복잡성으로 인해 이들을 대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Yang & Kassekert, 2010; 노용진, 2006; ). 이에 따라 공
급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비율이 높을 때 수요자인 조직과 상호의존적인 관계 및 내부 결
탁 관계가 성립한다(이영환 외, 2008). 이 때 전문직들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기 쉬우
므로 이를 적절히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필요하다(Hefetz & Warner, 2004).
또한 공공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예산, 인력 등을 지속
적으로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조직
에서 외부위탁을 실시한다. 수탁조직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의무를 수행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Brown & Potoski, 2003;
Williamson, 1986). 그 뿐 아니라 외부위탁은 조직 내부의 관료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실
시되는 것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조직일수록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감시의 필
요성도 크게 느낀다. 따라서 전문직 비율이 높거나 외부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조직들
은 유인․감시체계 중 하나인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한다(Hefetz &
Warn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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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b.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조직일수록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자원기반이론에 의하면, 개별 조직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
써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때 자원은 가치를 지니며 희소하거나 독특하여 잠재적
인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해야 한다(Boyd et al., 2010; Polidoro Jr.
& Toh, 2011; Roberts & Dowling, 2002). 이의 예로 인적자원을 들 수 있다. 조직 구성원
들을 자산으로 간주하여 투자하고 관리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각 조직의 내․
외부적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력을 육성하여 업무의 개선 및 개혁을 이끎으로써 새로운
기술 및 지식 창출 가능성을 높이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Mello, 2011; 조희진 외, 2011).
또한 신공공관리의 영향으로 고객 중심의 행정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
분에서 활용되던 6-sigma, TQM 등의 품질관리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최길수, 2005).
즉, 정부의 행정서비스나 정책에 고객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품질관리를 적용시킬 때
시민들의 만족도 및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West, 1995). 특히, 정책 실패가 발
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에 있어 품질관리를 통한 업무
개선 및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중앙정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박병식, 1999; 최길수, 2005). 이와 같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및 품질관리 등 내부 관리 활동이 활발한 조직일수록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한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므로 인사제도 개혁의 하나인 성과평가제도도 적극 실
시하려 할 것이다.
가설 1-c. 내부 관리 활동이 활발한 조직일수록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
다.

2) 제도적 환경에의 조응
공공부문에서 성과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관료들의 현실안주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일에 대한 동기를 증진시켜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변
화, 개혁에 해당한다. 이를 상징적 행위 혹은 정당성 확보로 설명하는 제도주의 조직론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제도주의 조직론에서의 제도는 공식적인 규칙 외에도 조직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
적, 인지적 체계를 포함한다(Hall & Taylor, 1996; North, 1990). 즉, 사회문화적 환경3) 속
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상징, 인지적 과정에 주목한다. 개별 조직보다는 넓은
3) Ashworth et al.(2009), Oliver(1991)는 환경 불확실성을 논의함에 있어 외부환경을 과업환경(task
environment)으로 국한시키는 반면, 동형화 현상에 주목하는 제도주의 조직론에서는 외부환경에 법,
규제기관, 이해집단, 대중의 의견, 동종 산업내의 다른 조직이나 동료집단 등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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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4)을 분석 단위로 하는 이 이론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당연
시 여겨지는 제도나 관행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정당성(legitimacy)5)으로 조직의 변화를 설
명한다(Dacin, 1997; Frumkin & Galaskiewicz, 2004; Guler et al., 2002; Jensen, 2003;
Meyer & Rowan, 1977; Scott, 2008; Sutton & Dobbin, 1996; Zucker, 1987; 하연섭, 2004).
결국 조직이 항상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략이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낮더라도 전세계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치를 수용하여 전략이나 구조를 변화시킴
으로써 사회적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Frumkin & Galaskiewicz, 2004; Jensen, 2003; 정명은, 2012).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적 규범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직을 변화시
키면 조직 구성원들의 지지 및 자원을 확보하여 변화로부터 발생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Haveman et al., 2007; Minkoff, 1999). 관계적 네트워크가 긴밀한 경우에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직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받아들이도
록 촉구하기도 한다(Abrahamson & Rosenkopf, 1993; Jensen, 2003).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각 조직들은 사회문화적 규범을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주려 한다. 이는 결국 조직의 생존 및 번영과 직결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수
용은 조직의 구조, 행태, 운영방식 등의 동형화(isomorphism)를 유발한다(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 1977). 이상의 내용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혁, 혁신이라는
사회문화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평가제도를 계속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2.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직일수록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법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권력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자금 등에 의존하는 하
위조직들은 이들의 요구를 따라야 할 압력이 발생한다. 즉, 상위조직이 가하는 통제나 규제
가 하위조직들의 구조, 문화, 관행 등을 유사하게 변화시킨다(Ashworth et al., 2007;
DiMaggio & Powell, 1983; Guler et al., 2002).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가 매우 영향력 있는
상위조직이므로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규율들을 공공기관들이 따르려 한다(Frumkin &
Galaskiewicz, 2004). 최근 공공부문의 효율화가 강조되면서 정부가 각종 행정적 통제를 가
하는 등 기존 관행을 변화시킴에 따라 하위조직으로서의 공공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제도
를 개혁하는 등 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게 된다.
거대조직들의 경우 소규모 조직에 비해 사회문화적 기대 수준이 높고 사회․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들의 행태에 엄격한 법적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거대
4) 구조화된 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은 개별 조직들이 직면한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 규
범 및 문화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조, 관행 등을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만든다(DiMaggio & Powell,
1983).
5) Suchman(1995)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범 및 가치 등에 적절히 부합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Jense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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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 하여금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규범을 충실히 따르도록 한다(Chih et
al., 2009; DiMaggio & Powell, 1983). 예를 들어, 이규용 외(2001)의 연구에서는 거대기업
일수록 ‘경영 혁신, 효율성 향상’이라는 제도적 압력에 조응하기 위하여 팀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을 밝혔다. 따라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거대조직일수록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
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혁신에 해당하는 성과평가제도를
적극 실시하는 것이다.
가설 2-a. 법적·행정적 통제를 받는 조직일수록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
다.

조직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문가 집단과 선도 조직을 들 수 있다.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거친 전문가 집단은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회 내에서 적절하
다고 인정되는 규범들의 필요성도 공유하게 된다(DiMaggio & Powell, 1983; Guler et al.,
2002; Hwang & Powell, 2009). 이 속에서 규범들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조직의 구조, 행
태, 운영방식 등이 유사해진다(DiMaggio & Powell, 1983; Drori et al., 2006; Lah & Perry,
2008). 즉, 전문가 집단은 조직으로 하여금 규범을 받아들이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한편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한 기술이 부재하거나 목표가 불분명할 경우 성공적이라고 평
가받는 조직을 모방함으로써 사회에서 요구되는 규범들에 신속히 조응하려 한다. 이를 통
해 비용과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여주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DiMaggio & Powell, 1983; 이항영 외, 2007). 따라서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선도 조직을 모방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일수록
사회문화적 규범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인사관리 혁신의 하나로 성과
평가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설 2-b. 사회문화적 규범에 민감한 조직일수록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이다.

3. 성과평가제도와 조직 효과성의 관계
조직 효과성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여 조직목표에 달성한 정도
를 뜻하는데 주로 산출, 결과, 실적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즉, 조직 효과성을 재
무적 성과에 한정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쟁시대에서 공공조직이 생존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의 향상 및 혁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혁신 정도, 서비스 품질에 대
한 비재무적 성과까지 아울러 분석함으로써 조직 효과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Steers, 1975)6).
6) 공공성뿐만 아니라 시장성도 함께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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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e(1968)는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운영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 및
결과에 대한 보상이 전제되었을 때 개인의 목표달성동기가 발휘되어 조직 전체의 효과성
이 향상된다고 설명한다(문승권 외, 2005). 이는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성과평가
제도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McGregor, 1957).
그러나 성과평가제도의 도입만으로 조직 효과성을 달성할 수 없다. 사회적 압력이나 흐
름에 순응하고자 도입된 제도는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제도 운영을 가져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조직 및 조직 구성원들의 발전을 가로막는다(Meyer & Rowan, 1977). 성과평가제
도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조직 전체의 효과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이의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내재화(internalization)의 과
정이 필요하다. 즉, 성과평가제도가 조직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의
도입은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
어야 한다(고종식, 2008). 성과평가의 과정이 불공정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제 역할이나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므로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심재권 외, 2007).
또한 성과의 결과에 따른 보상과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와 직
무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들 간의 경쟁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기대할 수 있
다(한준 외, 2007). 따라서 성과평가제도의 도입뿐 아니라 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이 확립되었을 때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설 3. 성과평가제도와 관련된 많은 내용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직일수록 조직
효과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Ⅲ. 실증분석
1.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을 효율성 추구와 정당성 추구라는 큰 틀에서 살펴
보고, 이것이 조직 효과성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
른 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존립 의미 자체가 사라지므로(이창원 외, 2003) 시장성을 포함한 조직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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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 모형

주: <분석 2>의 종속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2005년의 자료로 측정, <분석 1>과 <분석
2>의 성과평가제도운영 변수는 동일함.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과 그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한국노
동연구원이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05 사업체패널데이터’와
‘2007 사업체패널데이터’이다. 사업체패널데이터는 사업체의 고용구조, 노동수요, 인사관리
시스템, 근로자의 직무특성 및 교육훈련을 파악하여 한국형 고용유연성 모델을 모색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인적자본개발투자 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이다.

2. 변수의 조작화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공공기관이 성과평가제도와 관
련된 내용을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총 14개의 설문 내용을 조작화하였다.
여기에는 다면평가 및 목표설정방식(MBO)를 실시하는 경우, 고과 기간동안 평가자와 피평
가자가 목표달성 관련 제반사안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면담 정도가 초기 목표설정과 최종
평가시를 포함하여 3~4차례 및 수시로인 경우, 인사고과 결과를 전직원 및 당사자별 개인
별로 공개하는 경우, 성과산정식이 존재하는 경우, 발탁승진제도 및 성과배분제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자 및 사원급에게 인사고과 점수에 따른 임금 인상 차등을 두는 경우, 인사고과
점수가 기준 이하인 자에 대하여 퇴출하는 경우,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성과배분제가 전체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지난 3년간/설립 이후 성과배
분을 실시한 경우, 고과결과가 나쁜 사람들에게 특별 교육훈련의 제공 혹은 업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 고과결과를 근로자 개발과 연계시키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성과
평가제도와 조직 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재무적 성과와 인지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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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크게 전략적 선택과 제도적 환
경에의 조응에 관한 변수로 구분된다. 전략적 선택은 경쟁적 환경, 거래비용, 조직의 내부
관리 활동으로 측정하였으며 제도적 환경에의 조응은 강제적 압력, 비강제적 압력으로 측
정하였다. 성과평가제도와 조직 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앞에서 살펴보
았던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제도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다.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한 통제 변수는 조직규모7), 조직연령8), 이직률9), 노동조합 존재 여부10)이며 성과평
가제도와 조직 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통제 변수는 조직규모11), 조직연령12), 종속
변수의 2005년도 내용으로 한정하였다13).
<표 1> 변수 요약
구분
운영
종속
변수

요인

변수
성과평가제도

성과평가제도의 내용 도입 수

재무적 성과

2007년 말 기준 매출액, 2007년 기준 노동생산성
서비스 품질, 혁신 활동(근로자, 제품·서비스)에 대한

효과

인지적 성과

성

독립

운영

변수

요인

변수의 의미

경쟁적

경쟁에 대한

환경

인지

거래비용

전문직 비율
외부외탁

내부적
관리

전략적
인사관리
품질 관리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
시장에 대응한 신제품/새로운 서비스 제공, 해외진
출 검토, 시장수요상황, 경쟁 정도에 대한 인지
2005년 말 기준 남·녀 전문직 근로자 수의 합/2005
년 말 기준 전체 근로자 수
0: 외부위탁 미실시, 1: 외부위탁 실시
교육훈련 실시 여부, 핵심인재에 대한 정의 존재 여
부, 교육훈련 전담부서나 전담자의 존재 여부14) 등
총 12가지 변수의 합
식스시그마, 업무개선 관련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7)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Rogers, 1995).
8) 오래된 조직일수록 내부 관성으로 인해 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Hannan &
Freeman, 1977).
9) 이직률이 높을수록 빈번한 업무 교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감
소하여 업무 개선 및 조직 혁신 등을 위한 노력을 줄일 수 있다(김현동, 2007).
10) 노동조합은 조직 구성원들의 고용조건 향상 및 후생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임
금 및 부대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조직 혁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비용을 줄이려 한다
(노용진, 2004).
11)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ogers, 1995).
12) 오래된 조직일수록 조직 내부의 관성이 커져 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체 조직 효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nnan & Freeman, 1977). 반면, 오래된 조직일수록 경험의 축적과 실
패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전체 조직 효과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iken & Alford, 1970).
13) 2007 사업체 패널 데이터의 공공부문 표본은 125개이나 매출액 변수의 결측치가 상당히 많아 이를 제
외하면 59개로 감소한다. 따라서 통제변수를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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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변수
합산
로그
가변수
가변수
합산

가변수
가변수
합산
가변수

강제적
압력

효과
성
운영
통제

요인

행정적 통제
법적 통제

효과
성

합산
가변수

사용에 대한 통제 변수의 합
1: 출자총액제한15)기업집단 계열사인 경우 상호출

합산

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계열사, 0: 그 외의 경우
인사․ 노무 관리 관련 컨설팅 경험 여부, 전문 잡지

비강제적

사회문화적

압력

규범에의 조응

1종 이상 구독 여부, 정기적인 회합 참석 여부, 조언
및 자문 경험 여부, 벤치마킹 실시 여부

성과평가제도

성과평가제도의 내용 도입 수16)

조직 규모
조직 연령
노동조합 유무

2005년 말 기준 전체 근로자 수
2006년-조직의 설립년도
0: 노동조합 무, 1: 노동조합 유
2005년 말 기준 이직한 근로자 수의 합/2005년 말

이직률

변수

변수의 합
중앙정부의 정원, 직급별 정원, 정원 외 비정규직의

조직 규모
조직 연령
lagged dep.

기준 전체 근로자 수
2005년 말 기준 전체 근로자 수
2006년-조직의 설립년도
종속변수의 2005년도 내용

3. 분석 방법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음이항회귀분석(negative binominal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가 성과평가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가산자료(count data)
이므로 종속변수가 정규분포임을 가정하는 최소자승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은
적절치 않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Long,
2006; 이항영 외, 2007). 이에 따라 가산자료인 종속변수를 이산적 확률변수로 해석하는 포
아송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이 적절하나 이 방법은 분산과 평균이 동일하다고 전제하
므로 성과평가제도와 관련된 내용의 수를 합산한 본 연구의 경우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
분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오차분산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는 음
이항회귀분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Long, 2006; 장용석 외, 2008; 조승희, 2009).
ln =   +






14) 이외에도 핵심인력 확보나 육성․ 유지 프로그램 실행 여부, 정기적인 인력계획 실시 여부, 정기적인
업무 로테이션 존재 여부, 공식적인 다기능 교육훈련 실시 여부, 인력의 다양성 관리 정책에 대한 공
식적 문서화 여부, 교육훈련 전담부서나 전담자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경력 개발을 위한 공식적인 프
로그램 실시 여부, 복수의 경력 경로 실시 여부가 포함된다.
15) 출자총액제한이란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
한하는 제도”이며 재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16) 운영요인의 종속변수와 동일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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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수
가변수
합산
가변수
합산
로그
가변수

로그

ln 는 로그로 변환된 종속변수의 예측값을 나타내며,  는 공분산행렬,  는 모형의 회
귀계수를 의미한다. 오차항을 포함하는  는 ln 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작위성
(randomness)을 의미한다(Long, 2006; 조승희, 2009;).
성과평가제도와 조직 효과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무적 성과의 매출액, 노동
생산성에 관해서는 종속변수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최소자승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을 실시하였다. 인지적 성과의 서비스 품질, 혁신의 정도는 가변수로 측정하였으므
로 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 결과
2005 사업체 패널 데이터 상의 공공기관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71개의
공공기관 중 50% 이상이 성과평가제도에 관한 14개의 내용 중 절반 정도를 실현하고 있었
으며 3.32%에 해당하는 9개의 조직만이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실시하지 않
았다. 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므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에 관한 분석
구분
경쟁적
시장 환경

모형 1
경쟁에 대한 인지
전문직 비율

전략적

거래비용
외부위탁

선택
독립

조직 내부

변수

관리

제도적
환경에의
조응

전략적 인사관리
품질관리

압력

규범적 환경에의

압력

조응

변수

조직연령
노동조합 유무
이직률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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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4
0.012
(.019)
0.195**

(.093)
0.087

(.089)
0.085*

(.054)
0.064***

(.052)
0.047***

(.012)
0.163***

(.012)
0.139**

(.057)

법적 통제

비강제적

모형 3

(.020)
0.194*

행정적 통제

강제적

조직규모(log)

통제

모형 2
0.019

(.055)
0.039

0.031

(.030)

(.028)

-0.150

-0.140

(.107)
0.112***

(.100)
0.074***

0.032

-0.025

(.019)
0.017

(.019)
-0.017

(.023)
-0.003*

(.021)
-0.004**

(.023)
-0.003*

(.022)
-0.004**

(.002)
0.133*

(.002)
0.042

(.002)
0.061

(.002)
0.007

(.070)
-0.266

(.063)
-0.019

(.066)
-0.205

(.061)
-0.041

(.204)
1.744***

(.181)
1.331***

(.188)
1.488***

(.176)
1.228***

(.118)
271
-703.87

N
Log likelihood

*p<0.1,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122)
271
-678.65

(.122)
271
-685.65

(.126)
271
-669.98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은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조직 내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부 거래가 고착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전문직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개선하려
는 조직일수록, 공공부문의 수익성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들의 관료화에 따른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외부위탁을 실시하는 조직일수록 이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조직의 내부관리 활동이 활발할수록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가설
도 지지되었다. 조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내부 관리
활동은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과 업무 개선에 대한 동기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내부 관리 활동이 활발한 조직들은 이와 비슷한 목표를 지닌 성과평가제도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된다.17)
그러나 경쟁에 대한 압력을 높게 인식하는 조직이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경쟁의 정도가 높다고 해서 성과평
가제도를 택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공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수익
이 감소하더라도 조직의 입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상위조직으로부터 인력 관리에 관한 행정적 통제를 받는 조직과 법적 통제를 받는 거대
조직의 경우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가설도 기각되었다. 상위조직으
로부터의 통제를 정부의 개입으로 상정할 때 성과평가제도가 정부 개입의 축소와 경쟁의
촉진으로 대변되는 신공공관리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주인인 국민에 의한 통제가 아니므로 제도 도입과 실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조승희, 2009). 일부 조직들은 변화에 관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기존
의 관습이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Ashworth et al., 2007;
Oliver, 1991).
반면, 전문가들과의 교류 및 벤치마킹 실시 등 규범적 환경에 처한 조직일수록 성과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의 교류는 관련 규범에 대한 지
침을 제공함과 동시에 규범적 환경을 조성하며, 선도 조직에 대한 벤치마킹 역시 제도 도
입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므로 성과평가제도를 더욱 쉽게 받아들이게 한다. 이의 과정을 거
17) 6-Sigma를 도입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3직급(차장급) 이상의 전 직위를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보
직제도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를 도입하여 내부경쟁을 촉진시키고 있었다(한국전력공사,
2009). 또한 전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1인당 연간 교육훈련비
가 2004년 651,000원에서 2005년에는 693,000원, 2006년에는 838,000원으로 상승하였다(한국전력공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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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 연령이 낮은 조직일수록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오래된 조직일수록 제도나 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과평가제도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공공부문의 혁신과 관련된 제도 도입
이 조직의 경쟁력 향상 등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
구를 통해 공공기관이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수
용하는 행태의 일환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쟁적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공공기관들이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한다기보다는 경쟁의 압력을
규범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지할 때 이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표 3> 성과평가제도의 운영과 조직 효과성 간의 관계 분석
인지적 성과(logit)

재무적 성과
구분

(객관적 지표)
매출액(log)

독
립
변
수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노동생산성(log)

혁신 활동

서비스 품질

근로자

제품․서비스

-0.087*

-0.058

-0.069

-0.070

0.019

0.013

0.131*

0.160**

0.020

0.021

(.048)

(.047)

(.046)

(.047)

(.063)

(.064)

(.072)

(.079)

(.064)

(.069)

lagged

0.788***

0.637***

0.628***

0.632***

0.572

0.567

0.436

0.300

-0.247

-0.408

통

dep.

(.064)

(.082)

(.080)

(.082)

(.380)

(.389)

(.411)

(.433)

(.388)

(.410)

제

조직규모

0.341***

-0.011

0.218

0.433**

0.493***

변

(log)

(.113)
-0.005

(.091)
-0.004

(.159)
0.002

(.177)
-0.035*

(.175)
-0.026*

수

조직연령
상수
N

Adj

  /Log

4.909***

(.007)
4.174***

3.961***

(.007)
4.098***

-0.626

(.013)
-1.833*

-1.911***

(.018)
-3.884***

-0.593

(.015)
-2.811***

(.599)
59

(.617)
59

(.379)
59

(.615)
59

(.513)
116

(.960)
116

(.597)
116

(1.154)
116

(.532)
116

(1.035)
116

0.72

0.76

0.51

0.50

-78.36

-77.15

-70.09

-65.94

-75.68

-70.99

likelihood

*p<0.1,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주: 2007 사업체 패널 데이터의 공공부문 표본은 125개이나 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변수의 결측치가 상당히 많아 이를 제외하면 59개로 감소, 인지적 성과의 경우
에도 결측치를 제외하면 116개로 감소함.

먼저, 통제변수를 종속변수의 2005년도 내용으로 한정하였을 때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이
재무적 성과 중 매출액에 부(-)의 영향을, 인지적 성과 중 근로자 주도 혁신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조직규모와 조직연령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만, 성
과평가제도의 운영이 매출액에 미치는 부(-)의 유의미성은 사라졌다. 조직규모는 매출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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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활동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직연령은 혁신활동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조직이라고 해서 재무적 성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었다.18) 이는 성과평가제도의 실시가 규범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새로운 혁신기법을 수용해야 하는 조직들은 제도 운영 이전과 비교할 때 효율적
인 결과가 나타날지 사전에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모호한
상황 속에서 합리화된 제도의 도입을 결정해야 하므로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은 비교적 적게 이루어진다(손동원, 1996).
특히,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소유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목표 자체가 모호하
므로 산출물의 분배 및 성과의 측정이 어렵다(Frumkin & Galaskiewicz, 2004; Rainey,
2003). 또한 공공조직은 정부, 기업, 이익집단,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민간조직보다 광범
위하게 존재하며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외
부의 규범들을 수용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Frumkin & Galaskiewicz, 2004;
Villadsen, 2011). 이러한 요인들이 공공조직을 제도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전세계적 추세에 해당하는 보편적 규범을 수용하는데 집중하게 만든다.
<그림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생존 확률을 높이려 의식적으로 성과
평가제도를 수용하지만 이의 실질적인 내용인 면담횟수나 결과 공개, 근로자 개발과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즉, 조직의 공식적인 모습이 실제 운영과는
괴리된 부정합화(decoupling)가 나타난다(Meyer & Rowan, 1977; 이항영 외, 2007; 장용석
외, 2013; 정장훈 외, 2011; 하연섭, 2004). 이로 인해 성과평가제도의 도입만으로 조직 구성
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형식적인
성과평가제도의 시행은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조직 발전의 동기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 조직 전체의 효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Yang & Kassekert,
2010).

18) 종속변수를 매출액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측정한 재무적 성과 증가율과 매출액 및 노동생산
성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지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조직일수
록 재무적 성과 증가율에는 부(-)의 영향을, 재무적 성과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정(+)
의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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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부 항목별 운영 현황(2005, 2007년도)

반면,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조직일수록 인지적 성과 특히, 근로자 주도
의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과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조직의 구성
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둔다.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성과평가제도
의 시행 자체가 큰 변화이자 개혁이므로 이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
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나 혁신의 정도, 더 나아가서는 재무적 성과가 높다
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평가제도의 시행이 실제 재무적 성과의 향상으로까
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 유발 정도가 이들이 생각한 만큼 크
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조직 구성원들의 인지된 효과성이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성
과평가제도가 조직의 실질적인 관행으로 정착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재무적
성과를 반영한 조직 효과성도 향상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평가제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19)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가 명확하며20)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21) 설계,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22)
19) 피평가자들이 평가 전반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일할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심재권 외,
2007).
20) 높은 대가를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Vroom(1964)
의 기대이론과 금전적인 보상이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동기요인임과 동시에 이들의 불만
족을 해결하는 위생요인이라고 설명한 허즈버그의 논의를 근거로 한다(이종수 외, 2008).
21) 맥그리거의 X·Y 이론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때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합치될 수 있다(이종수 외, 2008).
22)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설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14개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무적 성과에 있어 성과배분제를 실시하는 조
직일수록 매출액과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구분할
때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성과에 있어서는 발탁승진제도를 실시하는 조직
일수록 서비스 품질을 긍정적으로, 성과연봉과 기본연봉으로 연봉을 구분하는 조직일수록 서비스 품질
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주도 혁신 활동의 경우에는 발탁승진제도 및 다면평
가를 실시하는 조직일수록,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한 조직일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때 재무적 성과 및 인지적 성과의
증가가 나타나며 특히, 인지적 성과의 경우에는 제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될 때 그 결과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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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전세계적으로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는 지금 제도를 표면적,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민간
조직의 기법을 공공조직 특유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하다 보니 조직의 관행, 문화로
정착되기 어려워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성과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의도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 제도의 운영이 실제 조직 효과성을 발휘
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 우선 공공기관은 성과평가제도를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합리화된 제도를 수용함으로써 조직의 생존과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운영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성
과평가제도가 반드시 재무적 성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 서비스 품질 및 혁신 활
동, 매출액 및 노동생산성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지적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성과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결국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조직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자극시키도록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와 보상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조직 경영에 관하여 상사와의
면담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가 제도 및 조
직 경영에 반영되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를 모든 조직
구성원에게 공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며 성과 증진을 위해 노력한 만큼
보상할 수 있는 일련의 규정을 마련하여 성과와 보상 간에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를 인센티브의 차원을 넘어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인적 자원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극
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내재화되어 관행으로 정착될
때 조직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성과평가제도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지닌 문제를 파악하고 조직의 기능과 구조에 맞게 제도를 실행할 수 있
는 장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이상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 분석에서는 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 과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의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였는데
민간기관에 관한 분석도 실시하면 부문별 특성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 적합한 조직 효과성 모형의 개발과 함께
성과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모색하는데 필
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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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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ଥ ̐ Ϣࢂɼ ۘоࢶࡳԻ ࢿଞࢶࢇֲࠇ̛М ୃۘࢂ ؈ۢߦ ӖЕ ̐ ࢽѦ߾ оଞ ˃
ࢶࢉ ࠉ˱ Ӗଞ ࡉ ࢿଞࢶࢎ

•

߾˱ࠉ ق۰Е Ьࡸ˕ ʋࡵ ࠉ˱ּࢶ˕  ݥࢂࢿחଜ߾ Ϣࢂձ ࢷʎଡ

•

ࠄ˒ۺ۳ࢄԁ ߪ˅ࢄߵבҼଛ Ը ࣎࢟ଙВɹ!
˗˕۽չࢂ ୪˕ࢵ ࡶ۽ଥଜЕ ୃۘࡳԻ۰  ࢽ্˕۽Я˃߾۰ ࠇ ˕۽۶ࢇ ࣑
ࢢଜЕएձ ળ߆ଡ̐չˈ ࠇ˕۽۶ୃۘࢇ ؈ʺѹЬִ߭ҿଞ Ի ࣑ࢢଜЕ
ए ̐ ࡪࡶ ٗ۱ଡ

•

ࠄ˒ۺ۳ࢄ ۟ଙВ ࡒࢆࡲ ࢄ˅ࢄߵבծ ߪӇʬ ˔նଜ ʥࢆɹ!
˗˕۽չձ ؿЬ ࡳࢶ˓۽Ի ࢽ९ࠒࡋ ˈੁݤଜ̛ ࡢଥ ݪ ࡶۘୃˉ࠳˕۽ݤ
ੁЕ ࡁࢉࢇ ࢉ߸הएձ ָ̍ଜˈࢇձ ࢶࢸ ࢿଜ̛ ࡢଥ ࡁ˱ѸЕ ˗չࢶ
ଡࢂձ Ѧষଡ



ٔ ۮл ە
˯έ ˔˒ۺն ˀ 
•

ࡉչΟԂ ࢽٕ߶הૡɼࢿѦ ˃ ࢷ



ٔ ۮл ە
˯έ ˔˒ۺն ˀ 
•

ࡉչΟԂ ࢽٕ߶הૡɼࢿѦ ˃ ࣸߒଭࢽ̛˗ оۘ
ɹࣔգ

ɹ

છࢺɹ

ɹл ەɹْה

˅ٵ

࣬࠾ࢺॷ ˒ࢼ

˗˕۽չݤଭ˃ࢂ ˗չ˕ࢿ ˲࣏ ݨদ˘!

ଭࢽ˗չࠇԛ

ࢉ࣏͎یऐ͎ࢽؿ ٗߞ ଭٕ ࢉیঈ দ˘!

ࢢࢽ߶ی

ࢷ ࢢࢽ ߶یc̛ࢢٕ দ˘e

˲ࢽ˕ࢿ

˲ࢽ˕ࢿ ߒࣸ ଭࢽ̛˗ طଦ ה߶ݪૡɼ

ࢊչॷষ

ࢊչ ॷষ Ϡԯ  ˕۽ ૡɼ

̍ࢿʎୂ

̍ࢿʎୂ Ϡԯ  ˕۽ ૡɼ

ࢽॺܕ

࣯ࡁࢽॺ߾ оଞ ˲ ܕϠԯ  ˕۽ ૡɼ

̛˗˓یତ
˲ ࡕ͎ॺࢽ փ࣐Ѧ

ୃ߇˗չ͑ʀҟ˗չ͑ࢉ̀ʎ۴Řઞࢽࢇ ॺݤଭϠԯ 
 ˕۽ૡɼ
˲ࢽ˕ࢿ߾ оଞ փ࣐Ѧ ૡɼ



ٔ ۮл ە
ٔۮлࡰەԸۭࡿ ɹ
•

˲ࢽૡɼࢂ ̒ɾࡳԻଥкٕঈࠪ ̛˗ࢇ ݛݛ ࡶॺࢽ ˗ܕԻ ૡɼଡࡳԻ ࢉࢶ ނૡ
ɼࠇԛࡶ ʈଜԮЕ ּࢶ
9 ૡɼएए ئ؏ࢽ্  ࢺؑ طҟࡶ Ի ۴ࢽ߶ּ  ˕۽הб۽Ѧձ ݛݛԻ
ࢺʦ ȥ˗˕۽չݛݤ੬ࢇ ʉˈ Е ۘ ࢂࢺࢿחкٕٗࡵ ˕۽ձ ্ࢽଜˈ ૡɼଜЕ ˕ࢽ߾۰
؈ۢ ˝ࢢࢇ۱
9 ּб۽Ѧ ࣸ ࢂݪૡɼ؏ ݥȥ˕۽ଯۘࡶ ࡢଞ Ѱ̛ࡪ؈ࢇ ߅Фּб۽փࡶ ࡢଞ ࠳ˉѹ
ଭѰࡳԻ ˕۽ए ˱ ࡢଵ +RRG 
9 ࣏ऐࢂ ࠖۏʎࢉࢂ  ̗˕۽ҟ߾ ؆ࠒ ȥࢽٸ ࢂؿоঢ়۽ʃ ࢂݤٙࠬࢷ ࡶ۽ଥ ̖ࢷࢶŘٸ
̖ࢷࢶ  ࡶۘؿফоଞ ؿଜЕ і ࣯ԯ ,QGMHMLNLDQ̀оୃŘऑଜ
ȥ˲ࡢ࢈̀ϗ ଜԃଞ  ߾˕۽оଜࠆ  ࡶࢽ࣏ ݥۏଥ ࠝԮ ऎɼଞ ʨࡳԻ
࠳ˉˈؿ



ࠆˮ ࡿࡿ
•

˱ࠉ قЕ Ьࡸ˕ ʋࡵ ८ ࡶࢺطѿˈ ଡ
9 ࢇԽࢶ ্ִ
ė

˗˕۽ ࢉࢶ˓۽չ ˗ࢺ߾۰ ˗˕۽չࢂ ࡋࠒ࣯ࢇ ˗չоۘࢇ ѸЕ ˓ࡕהҚࢂ оࡻ
ࡳԻ۰ࢂ ࠇ˕۽۶߾ টࢺ

ė

̛࣑ ࠉ˱Қ߾۰Е ˗˕۽չࢂ ٗ ࢉࡁ ˓۽۱˗˕۽չࢿѦ Ѧ߾ Ҭհ ࣏ऐٗ ˕۽۱
ҟ ˗˕۽չΟ ࢿѦࢂ ࡋࠒ ߾ оଞ Ϣࢂձ ࣸࡳݪԻ ࣯Ի ࢷʎѸ߹ࡳֲࠇ˕۽۶ࢂ
ˁࡉ ࣯Ի ɾٕ߾ח۰ ϢࢂѸʠΟ یԷٗ۱ࢉ ی࣏ݥҟࡶ ଥ Ϣࢂ߾ ࢿଞࢶ

9 ্ִ ࢶࢿݨ
ė

˗˕۽չࢂ ݨ୪ ߾۽оଞ ٙࡳࢉࡕ ࢂݦԻ एΟʯ ૦˘ࢶࢇˈ ۘࢶࢉ ˕۽एए
Οʯ ࡳࢶܹؿԻ ۶ࢽѹ ࠝ ݥۏ ࢽ্ּ˕۽զ ҟࢇ एࢶѻ ˲ୣࠖॺࢽۏঈ 

ė

˗˕۽չࢂ ࢵ ࡶࠒࡋ ࢉࢶ˓۽ଥଜЕ ࠇ ˕۽۶ ୃۘࡶ ߭ӊʯ ୪˕ࢶࡳԻ ࢿ˗չଟ
ʨࢉɼ߾ оଜࠆ Ϣࢂ



䌡䌡䌆䋸廌侸彙 厈䐕

10

ࢄԺࢳ ؎ʾ 
˔˒ۺնࡿ ʋϖ ۺ࠾ࣵ 
•

˗˕۽չ

ࢽॺ傸߶ی傸࣏ऐࢂ  ˕۽ଯۘࡶ ּࢶࡳԻ ࣏ऐ ˱࣏ ˕ࡕ۽ऐࢂ ߶הձ ˃

傸ݨଭ傸ૡɼଜЕ ଢࢶࢉ ˗չ Ϡԯࢇֲ 3RLVWHU ʼ˕एଯࢽ۽ݪࣸ˕۽۽
ٕࢢॷ࣏ࢂ ࢂձ एЧ %HKQ 
•

˗˕۽չࢂ ̙ࢽࢶ ୪˕ 0R\QLKDQ
9 £ ٗؑࢶ ୪۽¤ ˲Қ߾ оଞ ࢽٕࢂ ॺࢎ۽¥ ۴ষऐ ˓ ߾ࡕהоଞ ˗Վࢂ ॺࢎ۽
¦ ̛ܽࢶ ୪۽

•

̛ࢇ࢈˱ˁࢿࢶ ࢉɾ˗ࢂ ɼࢽ ȥࢽٕ߶˗ הչŘʃѧ ˃ۘ ـоչࢉ ˱࣏ձ
۽ଜˈ ߭˗Վࢂ ̛ࢇ࢈˱̛ୣ࣯ࢂࢶ ଭձ ࢿଜЕ і ߭Ԯࡏ
9 оչࢉ ࢿחԻ ࢉଞ ࢽٕࢂ ٸ୪̍ ࡵ۽˕ ࢸ८આ ࣸࢿ ࢂݪԻЕ ଞ˃
9  ࡶߟ˃˕۽ଥ ߶ܹהଭɼ ؿЬ Οࡵ ࡢ ࡶۘؿଥ  ˕ݦୂ ה߶ ࢂݦଯۘࡶ Ѧֻଜࠆ
࣏ऐࢂ ࢇ࢈ ߾ୃݨѦࡏࢇ ѸѦԼ ࡪѦ



ࢄԺࢳ ؎ʾ 
ːːْ˔˒ۺ הնࡿ ࠄ̘Й
•

˗ՎҚࢂ ࢂѦ ࡶ۽ӷ ࢷԘࢶ ଭࡢ ؈ۢ
9 ݦҚࢂ ࢇଥ˗˃ࠪ ˗ѹ ࢽ্˕۽ ؿࢽ˕۽ ձ ࢉقҚ߾ʯ ࡪչଜʯ ʼࢽܹख্ࢽ
ѸѦԼ ݦҚࢂ ଭձ ضੁݤʠΟ DOWHUHGEHKDYLRU ্ࢽए ʅ ձ ضˁ
ė

˗˕۽չݛݤ੬ࢇ ࠝԮ ࣏ऐࢇ ୪ ࡶࣱܹ˕۽ ˕۽άЕ ʼ˕ձ টԎ

ė

ࢽ্˕۽ࠪ ࣏ऐࢂ ऑࢽଞ ˃˗ ࢂ˕۽ձ ࢚׃ѹ ࢉ˕˗˃ ଜ߾ શЯ

ė

˓˓ ۰ ݛٸչձ ܘଟ ܹ Е θٸ ࠪࢂ࣯ܕѦщࢶࢉ ଭձ ࣏ࢠ

*DPLQJ ࢷԘ ࡪ!
£ &KHUU\ SLFNLQJ&UHDP VNLPPLQJ ࡪ ߾ࢽ্˕۽չଞ ए߾փ Ϡԯࡶ खࣸ
¤ 0HDVXUH VHOHFWLRQ ࢿ˓ଜЕ ۰ ݛٸ۶ָ߾ ɼࢠ ࡪչଞ ্ࢽࣱ̛ࢇΟ іࢇਫ਼ ۴
¥ +LGLQJ QXPEHUV ˱ࢶࢉ ࢇݥۏΟ ࢊٕ іࢇਫ਼ձ ˈࢂࢶࡳԻ ϼԃŘ˓ٸʎ
¦ 2XWSXW GLVWRUWLRQ ্ࢽѹ ˕۽ձ ଯۘݤ ࢇؿѦԼ ଜ̛ ࡢଥ ্ࢽ˕ࢽࡶ ࠳ˉ
§ 5DWFKHW HIIHFW ८̛ ּ бˈ ࡶ۽Ԯଥ ш քࡵ б ࡶ۽ଟ ܹ ࡸ߾Ѧ ˕۽ձ ࢿଞ
¨ &KXUQLQJ ݤɾ߾ Ҭհ ˬٸձ ଔଜ̛ ࡢଥ ּΟ ্ࢽ؏ض ࣯ ࡶئˁ
© &KHDWLQJ ʠࢂ ࢊ߭Οए ߉ߑࡸ߾Ѧ एࢂ ݀ձ ए߭δ



ࢄԺࢳ ؎ʾ 
ࠄ˒ۺ۳ࡿ ʋϖ˒ ࡧ
•

ࠇ˕۽۶ SHUIRUPDQFHSDUDGR[
9  ̐ ˕۽ ࢇࢽ্˕۽ࠪ ˗ ࢇ۽άࡵ ୃۘ˕۽ձ ্ࢽଜЕ ଭࡢɼ ˕۽ձ ϩࢇЕ ʼ˕Ի
ࢇ߭एए ߉ࡶ ܹ Е ୃۘࡳԻ۰ˈؿ ࠪ˕۽ ࢿݨѹ  ˕۽ɾࢂ ˗˃ɼ ߟଥएЕ ʨࡶ ࢂ
ė

ࠇ˕۽۶ࡵ ࢂѦࢂٸ۽Ѧ ࡶ۽ɼऑ ଭࡢ ֻѿ ૦ଡѸֲࢂѦࡳࣱ̛ ࡶ۽Ի ̐ ࡪࢇ ˱
ٗѻ 7KLHO /HHXZ 

ė

+RRG  Е  ߾ݥ؏ࢽ্˕۽ҬԂ ࠇ۶ ࡪࡶ ɼए ࢿݤଡ
¾

Т୪˕ UDWFKHWHIIHFW ח୪˕ WKUHVKROGHIIHFW ۏষ࠳ˉ RXWSXWGLVWRUWLRQ طضٸԯŘٙࢽ
 ۽LQGHWHUPLQDF\ ضѰ۽Řʃ ۽YRODWLOLW\ ۏষ࠳ˉ RXWSXWGLVWRUWLRQ

ė

6PLWK  Е ্ࢽЯ˃߾۰ ؈ۢଜЕ ࠇ۶ ࡪࡳԻ ɼएձ ࢿݤ
¾

ਫ਼σ୪˕ 7XQQHOYLVLRQHIIHFW ٕٗফࢶ VXERSWLPL]DWLRQ ̒˗ ࢶ߇ݤչ P\RSLD ˕۽ए߾
оଞ ख९ PHDVXUHIL[DWLRQ ࠳ˉѹ  ˈؿPLVUHSUHVHQWDWLRQ ࠳ˉѹ ଥ۱ PLVLQWHUSUHWDWLRQ ࢷ
Ԙࢶ ଭ JDPLQJ ˁऐ RVVLILFDWLRQ



۱ପ ࠆˮ ٔۮ
ࠄ˒ۺ۳ࡿ ࠏବ࠾ࢆ 

˒ࢼ ˒ۺऌ૯ ࠾ࢆ
•

࣯Ի ˕۽ए  ɼࣸ, ૡࢺ ٕࠆ ؏ ئҟ ࣯Ի  ߾ئ؏ࢽ্˕۽оଞ ΰࡈ˕ ˗

•

˕۽एɼ ʏ˗ࢶࢇˈ ʼ˕एଯࢶࢊ Ҷ˗˕۽չࢿѦࢂ ݨ୪ࢇ۽ϩ߅एʯ Ѹֲ(̡ࠒԼ, 2010: 175), एࢂ˱۽
ࢇ˗˕۽ ࢶ˓۽չ߾ࠒଯࡶ Еɼࢠ ਼ࡁࢉࡳԻѦষѻ(Χॷࡉ㺃ࢇָܺ, 2008) .

•

˕۽एࢂ к۽, ˱۽, ָ۽, ࢇଥࡈࢇ ۽ҟ্ࢽएࢂ ઞ˗˕۽ѹ ࡁࢉҚࢇૡɼʼ˕ࢂ ܹࡈ˕۽ ۽
˗չࢂࡪࡈࠒ ߾۽ଯࡶ ЕʨࡳԻΟΧ(ࢇ(ݥ2007), Niven(2008), Stephen et al.(2008), ୃ(࠹ୃݣ2009))

ୗʾࢳ ࠾ࢆ
•

ࢽ, یୣ, ˁࢿ, ח, ࠆԽ ҟ ࣏ऐࢇ ऐִଞ ࢽॺˁࡵ ॺࢽ  ˕۽ଭࡢ߾ʯ ࠒଯ

•

˲ ˕ݪ˗ ࢂएए(ࠆԽ) ڸփ ߅ТԂ ࢽࢶ ߏԯ ॺࢽ ࡵݪ˗ ʼࢽԻ ଜࠆ̖ یୣࢶ ٗࡢ̛߾
˗ ࡶݪʉʯ ଜˈ ࢽॺоۘҚ߾ʯ ࠒଯࡶ ঙ ̙ࢽࢶϫٕࢽࢶ ̛оձ ࡪѦ(Meier, 2000).

•

ࢂୣΟ оԶࢂ ࢽॺࢶ ˗߶ی ࡵݪжкԻ ଜࠆ̖ քࡵ ˗ ˕ݪϠԯࡶ ̛ࡌࢇʯ ଜֲ  ࢂ˕۽б۽
ࡶ ࡢଞ Ϡԯࡶ ࡪѦ(Gallo & Lewis, 2012: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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۱ପ ࠆˮ ٔۮ
ࠄ˒ۺ۳ࡿ ࠏବ࠾ࢆ 

˔նࢳ ࠾ࢆ
•

˗˕۽չࢿѦ ࡋࠒ߾ оଞ ˗չࠇԛ˕ ˗ѻ

•

࣏ऐ८ࡕ߾۰ ϢࢂѺ ܹ Е ˗չࢶ ࡁࢉҚԻ, ૡɼࢂ ࢷࠇ ࢶחԛ, ࢂܕی, ॳࠆ, ˬୱ ҟ
ࢇ ࣸࡁ ࠒଯࡁࢉࡳԻ ࢿݤѻ

•

ૡɼࢂ ࢷ۽ח, ૡɼࢂ ܺݦ ˕۽Շ۽, ̐չˈ ૡɼձ ଜЕ і ଗࡁଞ ࢶࢽૡɼࢉԯ ҟ ૡɼࢶ
ࠇԛ˕ ˗ѹ ࡁࢉҚࢇ ˕۽ૡɼ ˗˕۽ չࢂ ࡳࢉࡁ˓۽Ի ࡈ(Sonnichsen, 1999).

•

࣏ऐ˱ࡕ۽Қ ɾࢂ ࢂ߲ ࢇܕیցΟ ؈ଜʯ ΟΟЕए ࠆٕЕ ˗˕۽չࢿѦࢂ ܹࡈ ߾۽ऐࢻࢶ
ࢉ ࠒଯࡁࢉࡳԻ ࡈ(Melkers, 2006; ʈࠒঋ, 2008, ˈ۱ ࠹, 2009).

•

࣏ऐ˱ࡕ۽Қࢇ ॳࠆیࢂ ʼࢽ˕ࢽ߾ ૦ଡѸЕ˕ࢽ߾ ҬԂࢿѦ߾ оଞࢇଥࠪएए ࢽѦɼضଟܹ ࡳֲ,
ࢇЕࢿѦ߾ оଞ࣏ऐ˱ࡕ۽Қࢂ Ѧձ ض(ࡸܹݤMelkers & Willoughby, 2005).

•

̐ ߾Ѧ, ˗˕۽չࢸ८ࢂ к۽, ˕۽ૡɼ˕ࢽࢂ આָ۽, ̐չˈ ʼ˕߾ оଞ ࢇࢂࢿ̛ ̀ଞ ҟࢇ
ࢿѦࢂ ࢉࠒ ߾ݥଯࡶ  ܹ ࡸ(ʈଢ଼۴·̀ࡈܹ, 2004; ࢇ۱·࣏࣯ࠉ,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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۱ପ ࠆˮ ٔۮ
ࣔଟ
•

ফ̒ ˗˕۽չ ˗ ࠉ˱ࢂ ˁࡉ˗˕۽չ߾ оଞ ʈ࣏ࠪ ଗࡁ߾۽Ѧ ٙ˱ଜˈ ࢇ߾
оଞ ࣏ऐ˱ࡕ۽Қࢂ оࡻ߾ оଥ۰Е ۘоࢶࡳԻ Ϣࢂɼ ࢿଞࢶࡳԻ ࢇՔ߭क

•

ė

˗˕۽ ࢉࢶ˓۽չ ૡɼ ˃ձ ˱ଜ̛ ࡢଞ ࢿѦࢶ ࢠձ ϢࢂଜЕ і টࢺ

ė

؆ִ ˗˕۽չࠪ ˗ѹ ଭࡢ ࣸ߾̒ࢻ ࢂݪЕ ࢿଞࢶࢎ

̛࣑ ࠉ˱߾۰ ࢊٕ ࣸߒଭࢽ̛˗ ӖЕ एࢊٕ ˓˓̛˗ ҟ߾ ˲ଞѸ߭ ۶ی࣏ח
Ο یԷٗ۱ ࣸࡳݪԻ ܹଭѹ ࡸ 
ė

࣯Ի ࢢࢽ˗˕۽չࢿѦ˓˓̛˗ ˁࠒૡɼࢿѦ ҟࡶ оۘࡳԻ ଞ ࠉ˱Қࢇ ࣑ࢢ

ė

ࢢ ࢂߖה८ࢇձ ࢽ࣏˕۽ଭࡢԻ ٗ۱ଞ ࠉ˱ ࠹߾Е۶ی࣏חձ ଞ ࢉی࣏ݥԻ ܹଭ

16

ࢼѣ ୀ 
ɹࢼѣ ࡈࠏ ୀ
•

ૡɼࢿѦ ˃
9 ˗˕۽չ˃ ܹվϗ Яࡢࢂ ˗˕۽չ ࢷԘ˃˕ кଥࠉѦ ऑ˕ࢿ 
˕۽एձ ࢿݤଜЕ ˗˕۽չ ݤଭ˃ ܹվ
9 खଭࢺʦ˗˕۽չ ݤଭ˃ࢂ ࢇଭۘଢ଼ࡶ ؆̛طԻ ࢺʦ
9 ૡɼɽ ̛˗ࢇ ϗ ࡖ ૡɼ˃ࡶ ܹվଜˈ
Ьࡸଥ ࡖ ૡɼ ݤݨ
9 զࢽॺʎ۴ ࣏ۏࠖ ऐ
ࢉ ܹؿیҟ߾ ؆ࠒ



ࢼѣୀ 
•

ૡɼ ࣯ࡁ ΰࡈ
ė

ɽ ٕঈɼ ̛˗ઞה߶  ۽ઞ ࡶ۽؆ࠒଟ ܹ ѦԼ ૡɼएए ئ؏ࢽ্  ࢺؑ طҟࡶ
Ի ۴ࢽ

ė

ࢽԛૡɼ ࠹߾ ࢽ۽ૡɼձ ࡈػ

ė

ૡɼʼ˕ɼ  ̗˕۽ҟ߾ ࡈѺ ܹ ѦԼ ۘоૡɼ ҟࣱ̛̗ࡶ ࢶࡈ

ė

˕۽एࢂ ּ б۽Ѧ˕۽एࢂ ࢶࢸ˃۽ܹվࢂ ࢶࢸݤ۽ଭ˕ࢽࢂ ࢶࢸ ॺࢽ۽୪
˕ ۽ҟࡶ ૡɼ

•

ૡɼ ؏ئ
ė

ɽ ٕঈЕ ࢽٕ߶הૡɼ ݤଭ˃߾ ҬԂૡɼоۘૡɼ؏ٕۿئૡɼࢊࢽ ҟࢇ ૦ଡѹ 
ૡɼ˃ࡶ ܹվ

ė

ɽ ٕঈЕ ؆̛ Ѱ߇ ऑଞ ߶ּ  ˕۽הб۽Ѧձ ݛݛԻ ࢺʦଜˈ ̐ ʼ˕ձ  ૡɼ
߾ ؆ࠒ

ė

ૡɼࡢࡕୣЕ ૡɼ˃  ࢂݪ؆̛ طऑࢺ ࢶݨʦ, ૡɼ, ૡɼˈؿ۰  ۽ҟࢂ
߶הձ ܹଭ. ૡɼ ݨ ࢺʦ ҟࢂ یତࡶ ফࣗ ࢂ · ࢂݪ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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ࠆˮָ ۳ࢺ
˕ࢿ ࣱܹ
˕ࢿ
ࢿ ࡁࢉ
-

-

۽࢝ـ
ࢊ˗۽
ʏ˗۽
о۽

˱۽
˱
˕ ࢶݨ
˕ʠࢶݨ
ࢶ
̍ ࢶ ۽ܖ
̍ࢿࢶ
ܖ
ࢢࢽٕࠆ߶ی

ࢽࢶ
ࢶ ࡁࢉ
-

ࢽࢶ
ࢶࡁ
ࡁ˱ࠪ
̛ࠪ
̛о
ࢽࢶ
ࢶ ּ࣯Ѧ

ࠇ˕۽۶
࣏ऐ ࣱܹ

-

˗˕۽չ˕ࢽ߾۰ࢂ

˗չࢶ
˗
˗չ
ࢶ ࡁࢉ
˗ жк
˗
жк
ж
к
ܹ
ΰ/࠹ٕ
/࠹
࠹ٕ
ٕ ࢂʺ
ࢂʺܹԲ˕ࢽ
ࢂ
ܹԲ˕
Բ˕
˕ࢽ
ࢽݨ
ݤݨ
ૡɼࡢࡕ߾
ࡕ߾
߾ оଞ
ଞ ˬ
 ࢿ˓
ˬ८ૡɼ
ɼݨ
ݤݨ
ݤ
ࢇࢂࢿ̛
̛ ࢸ८
ࢸ८ ݤݨ
ݨ
ૡɼʼ˕ࢂ
ࢂ ˓ʎ۽

ɹ۳ࡿ ۳ࢺ Ě ˒ࢼ ࠾ࢆ 
•

࢝ـଜˈ Ьߦ ࢇ۽ϩˈٗ۱ ɼМ ࢇ۽άࡵ ˕ࢿࢊܹԼ  ˕۽ए ۶ࢽࢇ ߭Ԯࡓ ۽
˕ࠇ۶ࢇ ΟΤ ɼМ ࢇ۽ϩࡸ 6PLWK GH%UXMLQ

•

˕ࢿࠪ ˗ѹ ए ܹɼ ˕Ьଟ ˁࡉ ˕ࢿ ΰࡈ߾ оଞ ળ߆ࡶ ߭Գʯ ଜˈ ࢶݨ ࢿݨ
ࡶ ্ࢽଜЕ і ଥଜˈࠇ۶ୃۘ ؈ۢ߾ ࠒଯࡶ  ܹ ࡸ

•

एࢂ ࢊ˗ࢠؿ ࢇ۽Ѹए ׃ଟ ˁࡉ˕ࢿࢂ ࠉ ۽ܖ ߾ؿଞ˃ɼ ˈ ˱ࡕ۽Қࢇ
ּб۽Ѧձ ߭ӊʯ ্ࢽଜˈ ̐ ʼ˕ձ ߭ӊʯ ˗չଟ ʨࢉए ࢇଥଜЕ і ࢿଞࢶࢎ

•

˕۽एࢂ ʏ˗ ࢇࣱܹ ۽ϩ߅ ࢇࡈ ࢇࢽ্˕۽ଜʠΟ ˕۽ ࢿݨएࢂ ઞ ࡶ۽ળ߆
ଜ̛ ࡈࢇଞ ˕ࢿࢂ ˁࡉ ۘоࢶࡳԻ ্ࢽ˕ࢽ߾۰ࢂ ࠇ۶ࢇ ؈ۢଟ ɼМ ࢇ۽άࡸ

•

˕ࢿࢂ ΰࡈࢇ ۘࢶࢇˈ ֻଜʠΟۘ ֻܻ  оվѸЕ ΰࡈࢇ ࣑ࢢଟܹԼ ࢽॺ
खଭࢇ ଥଜˈ ࣯Ѱ̒ ࠇ۶ୃۘࢇ ؈ۢଟ ɼМ ࢇ۽ϩࡸ
ė

ɼ۶˕ࢿࢂ  ࢇ۽࢝ـϩࡶܹԼ ࠇ ˕۽۶ࢂ ؈ۢɼМ ࡵ۽ऎɼଞЬ

ė

ɼ۶˕ࢿࢂ ࢊ˗ ࢇ۽ϩࡶܹԼ ࠇ ˕۽۶ࢂ ؈ۢɼМ ࡵ۽ά߅ऑЬ

ė

ɼ۶˕ࢿࢂ о ࢇ۽ϩࡶܹԼ ࠇ ˕۽۶ࢂ ؈ۢɼМ ࡵ۽ά߅ऑЬ

ė

ɼ۶˕ࢿࢂ ʏ˗ ࢇ۽ϩࡶܹԼ ࠇ ˕۽۶ࢂ ؈ۢɼМ ࡵ۽ά߅ऑЬ

ė

ɼ۶˕ࢿࢂ ˱ ࢇ۽ϩࡶܹԼ ࠇ ˕۽۶ࢂ ؈ۢɼМ ࡵ۽ά߅ऑЬ

ɹ۳ࡿ ۳ࢺ Ě ˒ࢼ ࠾ࢆ 
•

˗˕۽չЕ ּ б ࢂݥ؏ ۽ૡɼ؏ࡳݥԻ ࢉଥ ח୪˕Тਮ୪˕ۏষԛ ࠳
ˉ ҟࢇ ؈ۢଟ ܹ ࡸ +RRG%HYDQ +RRG ˕ʠ߾ ּб߾۽
ݨિଜࠑࡶ ˁࡉࢇ߾ءЕ ˕۽ձ б۽ଜԮЕ ࡪࢉࢇ ؿЬ ʈଜʯ ࡈଟ ܹ ࡸ

•

ֻ̍ ߶یɼ оֻ̍ࢊ ˁࡉ ࢶࢽ߇ ࢂ߶یऑ ଗࡁࢇ۽Ο  ߾ࢽ˓߶یҬհ یୣࢶ
ܹࡁ ˈԮ࠹ٕࢂ एࡕ ҟࢂԻ ࢉଜࠆ ࣸؿ߶ی ֻ̍ܕЬ ˕۽ձ ॷষଜЕ і ߇ࢽࢶ
ࢎ ࢽהˁ 

•

ࢽॺࢇ ࢽࢶ ض߾ ਼ ࠒଯࡶ ؇ࡳֲ ࢇଥ˗˃ࢂ ࢇ࢈˕ ࢻଞ ˁࡉ ߾ࢽ্˕۽
ٕࢽࢶࢉ ࠒଯࡶ  ܹ Е ؆ִ 5DGLQ یୣ ̍ࢿ ࢽॺࢂ ˁࡉ ࢽ্˕۽ʼ
˕ɼ ̛ࡪ ࢽॺࢂ  ࢽ্˕۽ʼ˕߾ ٸଥ ࢇଥ˗˃ࢂ ѪԻ ࢉଞ ʀҟࢂ ܕएɼ
ۘоࢶࡳԻ ࢶˈࢽॺखଭࢶ ۽ʸࢇ ʈଜࠆ ۘоࢶࡳԻ ্ࢽ߾ ࡈࢇଡ
ė

ɼ۶˕ࢿ߾ оଞ ˕ʠٕ ࢇࢶݨऑଟܹԼ ࠇ ˕۽۶ࢂ ؈ۢɼМ ࡵ۽ऎɼଞЬ

ė

ɼ۶˕ࢿɼ ࢢࢽࢶࡳԻ ߇ࢽࢶࢊܹԼ ࠇ ˕۽۶ࢂ ؈ۢɼМ ࡵ۽ά߅ऑЬ

ė

ɼ۶˕ࢿɼ ̍ࢿࢶ  ࡶ۽ܖएХ ˁࡉ ࠇ ˕۽۶ࢂ ؈ۢɼМ ࡵ۽ά߅ऑЬ

ɹ۳ࡿ ۳ࢺ Ě ࢺࢳ ࠾ࢆ
•

ઞࢽ ࢽॺԻ̐Ԓࢇ Ϣࢪࢶࢉ ࢇݕԻ ٕɽѺ ˁࡉ ˁࢪࢶࢉ ɼҚ ɾࢂ ʀҟࡳԻ ࠉ
ʼѺ ܹ ˈЬߦଞ ɼࠪ ࡁ˱ࢂ Ѫࡵ Ьܹࢂ ּ ӖЕ ߕଞ ּԻ ̆ʼѸЕ
ˁଯࢇ ࡸ 0HLHU2Ĝ7RROH 

•

оԶࢇΟ ࢂୣࢂ ּ࣯ѦЕ ˗չҚ߾ʯ оԶࢂ ࣸࡁଞ ࢂѦձ ϼԃଜִ ˊԄଜ
ЬЕ ٕжࡶ ߞ̛ଡࢂୣࠪ ʋࡵ ̛˗ࢂ ʈԯଞ एࡕࢇ ҏ؇ѹЬִ ˓˓̛˗ࡵ ш
ϩࡵ ࣏ऐࢂ ˕۽ձ ॷষଥγ ܹ ࡳֲ 5DLQH\ 6WHLQEDXHU ̛˗ ΰ ˗չԻ
ଜࠆ̖ ̛˗ࢂ ּࠪ ࡉ۴ܻࡢ ۶ࢽ߾ ߭۰ ࠒଯࡶ  ܹ ࡸ
ė ɼ۶˕ࢿ߾ оଞ ࢽࢶ ࡁ˱ࢂ  ࢇࣱܹ ۽࢝ـϩࡶܹԼ ࠇ ˕۽۶ࢂ ؈ۢɼМ ࡵ۽ऎɼଞЬ
ė ɼ۶˕ࢿ߾ оଞ ࢽࢶ ּ࣯Ѧɼ ϩࡶܹԼ ࠇ ˕۽۶ࢂ ؈ۢɼМ ࡵ۽ά߅ऑЬ

ɹ۳ࡿ ۳ࢺ Ě ˔նࢳ ࠾ࢆ
•

߾ࢽ˕ࢽ্˕۽۰ ࣸߒख̀ࢶŘଜଯࢶ ؏ࡳݥԻ ࡋࠒѸˈ ̛ Ҷ ߾חϠࡊ 
ۘࡢ ८ࡕ߾۰ ٕࠆѹ ˗˕۽չ ࢎהձ ࡳࢶ˓۽Ի ܹଭଜ̛ ࡢଞ ˗չࠇԛࢂ ؿɼ
ʈ࣏ѻ

•

˗˕۽չձ ࡢଥ ࡁ˱ѸЕ ࢉࢶŘࠇ ࢶחࢷ ˕ࡕ ࢶיԛࡶ ٗ ؿଜЕ ʨࡵ ˕۽
˗չࢂ ࡕଞ ࡋࠒࡶ ࡢଥ ࣸࡁଞ ࡁࢉࡳԻ ʈ࣏ѻ )HUQDQGH] 5DLQH\ 
ė ɼ۶ ࣏ऐ ࣱܹ߾۰ ˗˕۽չ߾ оଞ ˗չࢶ ࠇԛࢇ ؿѸִ ࠇ ˕۽۶ࢂ ؈
ۢɼМ ࡵ۽ά߅ऑЬ
¾ ࢉࢶ ࡕࢂ ؿɼ ٗଟܹԼ ࠇ ˕۽۶ ؈ۢɼМ ࡵ۽ά߅ऑЬ
¾ ΰ࠹ٕ ࢇଥ˗˃Қࢂ ࢂʺܹԲࢇ ࢇՔ߭एִ ࠇ ˕۽۶ ؈ۢɼМ ࡵ۽ά߅ऑЬ
¾ ࠹ٕૡɼࡢࡕ߾ оଞ ˬࢇ ࢿ˓Ѹִ ࠇ ˕۽۶ ؈ۢɼМ ࡵ۽ά߅ऑЬ
¾ ˗˕۽չ˃ࢂ ˈѦ ɼૡɼࢇࢂࢿ̛ࢸ८ ɼ ࢇՔ߭एִ ࠇ ˕۽۶ࡵ ά߅ऑЬ
¾ ૡɼʼ˕ɼ ˲ࢷ߾ ˓ʎѸִ ࠇ ˕۽۶ ؈ۢɼМ ࡵ۽ά߅ऑЬ

Ջ ܶओ
Ջ ܶओ
•

Վܹख ࡢإ
9 ࣸߒଭࢽ̛˗ ࢷձ оۘ
9 ˗˕۽չ ݤଭ˃ ۘ߾ ΟΟЕ ˗˕۽չ ݨձ ળ߆ଜˈࠇ˕۽۶ࢂ ࣑ࢢ ࡪ  ٗ۱
9 ϗ ˗˕۽չ ݤଭ˃۰ձ ଥ ʎٗ ࣱܹ ࢿ˕ط۱
9 ɽ ࣸߒଭࢽ̛˗ ˗˕۽չжк оۘ ૡɼ ˗˕۽ չ ݨ ࣏˗ ی ۶ ی࣏חՎ
ձ ࡈଜࠆ ࣏ऐ ࣱܹ ٗ۱

•

ٗ۱Վࢂ ࢂࢂ
9 ɽ ̛˗ࢇ ଞ ଥѰ߇ ऑଜЕ  ࡶ߶یࢽࢢࢽࢢٸ૦ଡଜࠆ ࢽॺࢷ ߶ی߾ оଞ ࣏ࢇ ɼ
Мɽ ˗չ˕ࢿ ࢽॺ˕ࢿ ࢂ ফ̒ ʎϗѦ ࢇֻ̍ۏּࠖ  ࢶݨଥ˗˃ ࢽ্ࡢإए
  ئ؏ࢽ্ ҟ ɽ ˕ࢿ˕۽ طए۶˃ ࢽ্˕۽ Я˃߾۰ࢂ ˗չୃଢ଼߾ оଞ ۘۿଞ
ࢽ ؿળ߆ ٗ ۱ ɼМ
9 ˗չ˕ࢿ ࣱܹࢂ ˱ࢶࢉ ઞघ˕ ࣏ऐ ࣱܹࢂ ˗չࢶ Ϡԯࡶ ଡ͉ ˈ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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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ࡿܶسࢺ 
ࣔܶسܓ
˱ٗ

 ٕۿΰࡈ

 ˕۽एࢂ ૦˘˕۽ ࣐ٕ ۽ए
ɼ ࢊٕ ˕۽փࡶ ؆ࠒଜʠΟ Ѱӂ
߭ऑ ˁࡉ

 ˕۽एࢂ оࢿח ۽
 ּб۽փࡶ ࢂݥଞ एࠎࢶ ए ۴ࢽࢿח
 ٕ۰ࢂ Ϡԯࡶ ଥ ۽ীɼМଞ ˕۽Ի ߭ ̛ؿԮࡋ  ˕۽۴
ࢽ ࠹ٕ ˁࢂ ࠒଯࢇ ࡉ ਼ ˁࡉ ҟ
 ୃ߭ ࢉࢶݨԮࡏࡵ ࢉࢽѸΟ एʎ؈ࢇ ࡈࢇଞ एձ ۶

 ʼ˕एଯࢶ ˕۽ए˗չࢂ ଞ˃
Яܻ આŘ˕ࢽ ۏষ एࢂ ࡈ

ࢽଜЕ ࢿח
 Яܻ આŘ˕ࢽ ӖЕ ۏষएࢂ ࡈ
 एࢂ ۽ʸࡶ ̛ࠝࢢଜʠΟ ۏষएࠪ ʼ˕एձ Ѱଜ
Е ˁࡉ ҟ

্ࢽ؏ ࢂئкࢸࢶ࣐ٕ ۽ଞ

 ּ ۶ࢽ߾ оଞ Ϣչ ̒ ʠ߾ оଞ ٕ࣐ଞ ̛ܽ

ּ ࢿݤɼ  ӖЕ ٕࢢଞ

 ּ ۶ࢽ߾ ࡈଞ ̒ʠࢂ ݦՇࢿח ۽

ˁࡉ

 ˕۽एࢂ ࢶࢸଞ ɼࣸ ٕࠆ ࢿח
ࠇ ˕۽۶ ଥк ࠆٕձ ɼ  ܹضԻ ̛Ř্ࢽ
ࢷ ʎ ˕ࢿ ɼࡋі ࡢהষ ʎ ˕ࢿ߾ оଜࠆ
 ࠉ˱ٗ ࣏ࠪؿզࢂ ࢊࡶ ˬٸʼ˕ ࢂ ࢊࡶ ࢎؿ



 ࡿܶسࢺ 
Ѥջ࣮ܶࢼ˒ ܶس
ָܹض

˕ࢿ

্ࢽ؏ئ

۽࢝ـ

˗չ˕ࢿࢂ ࢷ ࢂ߶یܹ ݥۏ ˕۽ए ܹ

ࢊ˗۽

>˗չ˕ࢿࢂ ̍ݦए ܹࢷ ˕۽ए ܹ@ࢂ ࠇܹ

ʏ˗۽

˗չ˕ࢿࢂ ࢽԛए ܹࢷ ˕۽ए ܹ

о۽

˗չ˕ࢿࢂ ۏষŘʼ˕ए ܹࢷ ˕۽ए ܹ

˱۽

ࡁࢉ
ʎط

˕ʠ ࢶݨ

˕ࢿ

ֻ̍

ࣱܹ

̍ࢿࢶ ۽ܖ

ࢽ
ࢶ
ࡁࢉ

ࢽࢶ ࡁ˱ࢂ ۽࢝ـ

ࢽࢶ
ּ࣯Ѧ

˗չ˕ࢿ߾ ̛ࢢѹ ̛о୪˕ࢂ ˱ࢽ ۽Ѧ ΰࡈࢂ ۘୃݨ ۽ۿɼМ۽
ࡶ ɼܹضԻ ্ࢽ
˗չ˕ࢿࢂ ফ̒ ʎϗѦ ૡ̎ ּб۽թ
ࢷϗѦ ˗ ˬٸչ˕ࢿࢂ ࠖۏऎɼ
ࢽॺ۽ʸۘ ̍ࢿࢽॺ߾ ଥкଜЕएࢂ ࠆٕ
̍ࢿࢽॺࢉ ˁࡉ 
˗չ˕ࢿ߾ ̛ࢢѹ ࢇଥ˗˃  ࡢإઞࢽ˃Řۿо ҟ߾ ˲ଞ  ࢊ؆˲
 ҟ ૦˘ࢶ  ࡢإ

˲ࢽ˕ࢿ

˗չ˕ࢿࠪ ࠉ˃ѹ ˲ࢽ˕ࢿ ܹ

߶ࢿ˕ה

˗չ˕ࢿࠪ ࠉ˃ѹ ߶ܹ ࢿ˕ה

एیݤତ

˗չ˕ࢿࠪ ࠉ˃ѹ оԶएیݤତ ܹ


 ࡿܶسࢺ 
Ѥջ࣌ ܶسऍ࣮ܶ
ָܹض

্ࢽ؏ئ
жк ܹ

࣏ऐ

˗չࢶ

ࣱܹ

ࡁࢉ

˗˕۽չ ࢷж жк ܹ

࠹ٕࢂʺܹԲ

ૡɼ߾ оଞ ࡢࡕୣ ҟ ࠹ٕࢂʺܹԲ ࠆٕ 

ΰٕࢂʺܹԲ

ૡɼ˕ࢽ߾۰ࢂ ΰٕࢂʺܹԲ ࠆٕ 

ˬࢿ˓ࠆٕ

ૡɼࡢࡕҚ߾ оଞ ˬࢿ˓ ࠆٕ 

ˬ८ૡɼࠆٕ

ૡɼ ʼ˕߾ оଞ ٕ۰ ΰ ˬ८ૡɼ  ٕࠆ ݤݨ

ࢇࢂࢿ̛ࠆٕ

ૡɼ ʼ˕߾ оଞ ࢇࢂࢿ̛ࢸ८  ٕࠆ ࢠؿ

˓ʎ۽

ʼ˕ࢂ ˓ʎࢽ ࡢإѦ 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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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ʹ ش
̘˔ ˔ն˒ࢼࠄ˒ۺ ش۳ ܶࠧ  ە ࣵٵʋଙ ʋ ̘˔
ˮٔ

ࠄ˒ۺ۳ ܶ

ࢴ˒ࢼܶ

ࣵٵ

ۚփ̖ʎ؈ঐ

25

30

83%

˲ੵˬٕ

150

201

75%

ࡕԯ߇ࢷࡢࡕୣ

11

16

69%

̛ࢢࢽٕ

62

95

65%

חࢢঐ

16

26

62%

ࢊٕ

19

31

61%

ٕהئ

41

68

60%

ଥߦܹٕۏ

38

70

54%

















˗ۿঐ

6

37

16%

הػঐ

3

21

14%

ۏսঐ

3

23

13%

̛ۘঐ

4

31

13%

˃ঐ

4

32

13%

ઞରঐ

3

24

13%

Ϩডऑசঐ

2

20

10%

ࣸ߶̛ܕঐ

4

42

10%

ࢷ

828

1990

-



̘ܺˀ ʹ˒
̘ܺˀ ʹ˒
ֵܶس

N

̋

૯࣮५

নܒʂ

নлʂ

ࠇ˕۽۶

1990

0.42

0.49

0.00

1.00

۽࢝ـ

1990

1.37

0.95

1.00

10.00

ࠉ۽ܖ

1990

0.61

0.42

0.00

1.00

ʏ˗۽

1990

0.87

0.37

0.00

1.00

о۽

1990

0.78

0.29

0.00

1.00

˱۽

1890

0.59

0.49

0.00

1.00

˕ʠࢶݨ

1888

0.29

1.01

0.00

18.81

ֻ̍

1861

4.76

0.88

0.22

13.49

̍ࢿࢶ ۽ʸ

1990

0.18

0.29

0.00

1.00

ࢽࢶ ࡁ˱ࢂ ۽࢝ـ

1890

0.91

0.29

0.00

2.00

˲ࢽ˕ࢿ

1890

0.76

0.94

0.00

6.00

߶ࢿ˕ה

1890

0.63

0.82

0.00

7.00

оԶएݤ

1890

0.12

0.46

0.00

8.00

ࢽࢶ ּ࣯Ѧ



̘ܺˀ ʹ˒ 
̘ܺˀ ʹ˒ Ѥջ࣌ܶسऍ࣮ܶ ˔նࢳ ࠾ࢆ
N
42

˗˕۽չжкܹ

(1990)
42

࠹ٕ ࢇଥ˗˃ࢂ ࢂʺܹԲ˕ࢽ

(1990)
42

ΰٕ ࢇଥ˗˃ࢂ ࢂʺܹԲ˕ࢽ

(1990)
42

ࡢࡕୣ߾ оଞ ˬࠆٕ

(1990)

ɼૡɼ˕ࢽ

42

ٕࠆݤݨ

(1990)
42

ࢇࢂࢿ̛˕ࢽ ࡋࠒࠆٕ

(1990)
42

˓ʎࢽ ࢂࡢإѦ

(1990)

ૡ̎

ࣱ८

ফܕʅ

ফоʅ

1.95

0.69

1.00

4.00

0.98

0.15

0.00

1.00

0.92

0.28

0.00

1.00

0.81

0.39

0.00

1.00

0.32

0.47

0.00

1.00

0.79

0.41

0.00

1.00

0.75

0.43

0.00

1.00

࣯

ࡵ ˕ࢿ ࣱܹ߾۰ࢂ 1ࡶ ࢂଡ



Щ࣮ܶٔ˒ʹ ۮ
˱ٗ

ֻ

ֻ

ֻ

ࢸ

0.562***

0.507***

1.106

۽࢝ـ

0.071***

0.084***

0.580**

ࢊ˗۽

-0.207***

-0.182***

-0.699***

о۽

-0.155***

-0.139***

-0.587***

˕ࢿ

ʏ˗۽

-0.117***

-0.131***

-1.200***

ࡁࢉ

˱۽

-0.025

-0.018

-0.261**

˕ʠࢶݨ

0.008

-0.004**

-0.013**

ֻ̍

-0.017

0.021

0.037

̍ࢿࢶ ۽ܖ

0.026

-0.002**

-0.007**

0.029

-0.076

˲ࢽ˕ࢿ

0.021*

0.021

߶ࢿ˕ה

-0.020

-0.020**

एیݤତ

0.022

0.010

ʎࣱܹ ࢿ˕ ط

ࢽࢶ ۽࢝ـ
ࢽࢶ
ࡁࢉ

࣏ऐ ࣱܹ

˗չࢶ
ࡁࢉ

ࢽࢶ ּ࣯Ѧ

жк ܹ

-0.260**

࠹ٕࢂʺܹԲ

0.427

ΰٕࢂʺܹԲ

-0.168**

ˬࢿ˓

-0.505*

ɼૡɼ

-0.198

ࢇࢂࢿ̛

-0.579**

˓ʎ۽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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ʹԺ
ࠆˮ ࠾ߜ ࡿࡿ 
•

ʎ ࣸߒଭࢽ̛˗ оۘʎ ˗չ˕ࢿ ɼࡋі ʢ߾۰ ࠇ ˕۽۶ࡶ ࢉ

•

˗˕۽չՎձ ࡳԻ ࠇ ˕۽۶ࡶ ݨऎࢶࡳԻ ٗ۱˕ࢿ ࣱܹ˕ ࣏ऐ ࣱܹ ࡁࢉҚ
ࢂ ࠒଯԯࡶ ଡ͉ ˈԮଜࠆ ࢇԽࢶ ֩৲Тऋࡶ ָ̍ ݤѦ

•

࣏ऐ ӖЕ ߶ ࢂۘהઞ࣏۽ऐࢂ ˗չࢶ ࠇԛ߾ ҬԂ ̛˗ ط८ࢇɼ ࣑ࢢ
9 ˕۽ૡɼࢂ ࣱ̛ࢇ ѸЕ ˕۽एࢂ к ۽Е ۶ࢽࢇ ࣸࡁଞ ࡁࢉࡳԻ ٕɽ
9 ˓˓ٕ ࢂחઞˈ ࡶ۽Ԯଞ ˕۽एࢂ ۶ࢽए۶˃ࠪ ্ࢽ߾ ˗ଞ ࢽࢺ  ˈࢿ ۽ʦ˗չ
˃ ʈ ҟࢇ ࡁ˱

•

˗˕۽չࢿѦ߾ оଞ ˗չࢶ Ϡԯ˗չࢶ ࠇԛࢂ ࢿˈ ଗࡁ۽
9 ΰٕ ˱ࡕ۽Қࡶ ૦ଡଞ ࢇଥ˗˃Қࢂ ॳࠆࢂʺܹԲ о
9 ˓ ࡕהʎʎࢉࢂ ࢷࠇ ࢶחԛࢂ ࠇؿԛ ଡߦࡶ ࡢଞ एˬ ࢉࢶܖୱࢂ ࢿ˓
9 ૡɼࡢࡕ ҟࢂ ࢶ̑ࢶࢉ ࡈࢶ̑ ۽ʈ
9 ˕۽ૡɼʼ˕ ˓ʎ о ҟࡶ ଞ ࡈݦ  ۽Շˈ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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