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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재 운 되고 있는 재정성과목표 리제도의 운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형사사법 행정기   하나인 법무부의 성과 리체계  성과지표의 구성 

황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제기되어 온 법무부의 성과 리 련 문제 들을 성과계획과 성과보

고 두 부문으로 나 어 검토하 다. 행 성과 리 체계의 성에 해서는 반 으로 다소 하다고 

보고 있지만,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한 성과측정 방식에 해서는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의 국민의 심사항 반  정도에 해서도 문가들은 상 으로 낮게 평가하 다. 이와 함께 달

성하기 쉽고 측정하기 용이한 지표 선정 경향이 있다는 지 과 같이 반 으로 법무부의 성과지표 설정 

 측정에 해 비 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

할 수 있도록 요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확  반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 재정성과목표 리제도 개선을 한 몇 가지 안을 제시하 다.

■ 중심어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성과관리∣법무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operation statu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target management system which is currently operated and to provid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is analysis. For this purpose, I examine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is one of the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agencies. Although the overall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considered to be somewhat appropriate as a whole, there is a negative 
perception about the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for measuring the achievement of the 
performance target, and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performance target is relatively 
low. In addition, there were many criticisms about the establishment and measure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s overall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the tendency to select indicators that 
are easy to achieve and easy to measure. In order to remedy these problems, it was highly 
suggested that the importance of indicators should be more emphasized and expanded so as to 
set up high-performance indica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ome suggestions for 
policy implications and some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target 
management system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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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1990년  이래로 이른

바 성과 심의 재정 운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980년  이후 되어 온 재정 자에 한 응의 일

환이었으며, 각국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감소 없이 정부

지출을 축소하기 한 방안으로 기 산제도와 성과

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 다(국회 산정책처, 

2016). 이와 같은 세계 인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우

리나라도 1999년부터 단계 으로 성과 리 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기 시작하 다. 그동안 정부사업에 

한 재정지출에 있어 투입 주의 리방식으로 인해 성

과  책임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 으며, 이와 함

께 사회복지 등 재정지출수요의 지속 인 증가 등 재정

부담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성과 리제도는 성과  

책임성의 제고 그리고 미래의 재정수요에 비하여 정

부사업의 효과를 증 시키고자 하는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처음으로 성과

리제도를 도입하여 16개 기 에서 시범 으로 성과계

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이를 기 으로 이후 

재정성과목표 리제도(2003년), 정책ㆍ성과 심의 

로그램 산체계(2004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2005

년), 재정사업심층평가(2006년) 등이 순차 으로 도입

되었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 형사사법 행정은 과거와 비교하여 더

욱 효율화되고 민주화되었음에도 기 에 한 국민 신

뢰도는 다소 낮으며 이와 함께 기  료제화 경향에 

한 비 의 목소리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 형사사법 행정에 한 연구는 상

으로 큰 심을 받지 못하 다. 특히 형사사법 행정

기 의 성과 리에 한 연구는 국내 형사사법 행정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그에 한 변화의 필요성에 비하여 

상응할 만한 수 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다. 

무엇보다도 형사사법 행정기 의 성과 리와 련하여 

실질 인 변화의 학술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형사사

법 분야 문가들의 의견은 지 까지 체계 으로 조사

되지 못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  논의  선행연

구를 기 로 우리나라 앙행정기 의 재정성과목표

리제도를 검토하여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형사사법 행

정기 의 표  기 인 법무부의 재정성과 리 문제

에 한 문가의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자 한

다. 문가 인식이 반 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에 한 검토를 통해 정책  시사 을 도출하여 안으

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성과관리와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의의

성과 리에 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에서는 

“정부업무의 추진에 있어 기  임무, ·장기 목표, 연

도별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결

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에서 리하는 일

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주요 핵심역량 심으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면

서 경쟁  성과 심의 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략기획 기반의 강력한 성과 리와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의 신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1-3]. 

성과 리가 강화되고 있는 주요 배경으로는 공공부

문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한 인식 증 , 보다 투명한 

행정의 필요성과 결과에 한 책임 인식 증가, 계부

처  이해 계자들의 상호 력과 조정을 한 문화

인 변화의 필요성 확  등을 들 수 있다[4]. 즉 단순히 

행정조직이 내부 인 운 의 문제에서 벗어나, 공공의 

환경과 수요, 욕구 등 정부 활동이 사회 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로 이 환되고 있으며, 납세자인 

국민이 정부 활동의 결과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보

다 투명한 행정의 필요성과 결과에 한 책임 인식이 

증가하는 상이 계부처와 이해 계자들의 상호 력 

 조정의 필요성이라는 문화  변화와 맞물려 성과

리 강화에 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과 리제도 도입과정에 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1999년에 처음으로 성과 리제도가 도입되

어 16개 기 에서 시범 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다. 이후 재정성과목표 리제도(2003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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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성과 심의 로그램 산체계(2004년), 재정사업자

율평가제도(2005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2006년)가 

순차 으로 도입되었으며,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가 

2010년에 최 로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개

선한 통합재정사업평가제도를 도입하 다.

이 에서 재정성과목표 리제도(performance 

monitoring)는 성과계획서를 통해 성과목표와 성과지

표를 사 에 설정하고 재정운용 후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검하는 제도이다(국회 산

정책처, 2017). 즉, 각 부처의 임무, 목표와 연계하여 사

업별로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

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재정운 에 활용하게 된다[5][6].  

2. 선행연구의 검토

재정성과목표 리제도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

양한 근방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

내에서 이루어진 재정성과목표 리제도에 한 선행연

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각 앙 서에서 작성된 성과보고서에 한 검사 

 성과정보 련 신뢰성 제고 방안이 주로 논의된 바 

있다[7-12]. 특히 [10]은 우리나라에서의 재정성과 리 

리체계를 운  측면에서 조직, 인사, 산, 리더십  

거버 스 에서 분석한 결과 행 재정 성과 리체

계의 특성은 문성이 부족한 인력과 조직에서 한 

환류 없이 분 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

정성과 리체계의 효율성 확보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성과 책무성 확보를 해 분 주의를 지양하고 결

과지향 인 균형  거버 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함을 제시하 다.

다음으로 재정성과목표 리제도의 운용과 련하여 

황 분석  련 해외사례에 한 조사를 다룬 연구

가 다수 존재한다[5][6][10][13][14]. 재정성과목표 리

제도가 애 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 되고 있는지를 

악하기 해 성과계획서를 심으로 제도의 운 황 

 그 실태에 한 분석이 반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특히 [10]는 성과측정의 역설에 을 

맞추어 재정성과목표 리제도를 사례로 우리나라 정부 

기 의 재정성과 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거시

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 다. 아울러 [14]는 성과보고

서에서 생산된 재정성과정보가 산  사업개선을 

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여 련 성과

정보가 정부와 국회의 산심사과정과 부처의 사업 성

과개선을 해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인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성과목표 리제도에 한 인식도 조

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15][16]. 이들 인식도 조사는 

주로 재정성과목표 리제도의 운 주체인 공무원들을 

상으로 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재정성과목표 리제

도의 용을 받는  부처를 상으로 하여 제도 련 

일반화된 문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특징

이 있다. 아울러 성과계획  성과보고의 운  주체인 

공무원들을 상으로 인식도 조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비해 형사사법 기 을 상으로 성과계획  

성과 리 상의 문제 을 체계 으로 정리하고 이에 

한 개선방안을 고찰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문가 상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문가의 해당 

분야별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체 앙 서

의 재정성과 리제도의 내용을 담은 설문 문항을 가지

고 불특정 다수의 교수나 연구원을 상으로 설문이 진

행됨으로써 해당 분야의 문가 의견이 조사되었다고

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이상에서 검토한 이론  논의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흐름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이론  논의  선행연구를 기

로 우리나라 앙행정기 의 재정성과 목표 리제도

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이 게 도출된 핵심이슈를 

심으로 우리나라 재정성과 리 황을 법무부를 

심으로 분석하고, 이와 련된 문제 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셋째, 이 게 도출된 법무부의 재정성과 리 문제

에 한 문가의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자 한

다. 넷째, 이러한 문가 인식이 반 으로 어떻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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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목표 Ⅱ-2. 현대적인 수용관리 시스템을 통
하여 범법자를 수용하고 내실있는 교정교화 활동으로 
재범률 감소 제고(교정활동)

전략목표 Ⅲ.안전과 통합의 외국인 정책 추진

프로그램목표 Ⅲ-1.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미
래지향적 출입국서비스 제공(출입국관리)

전략목표 Ⅳ.능동적․적극적 인권옹호를 통해 복지인권 
강화

프로그램목표 Ⅳ-1. 사회적 약자보호를 강화하고 인
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인권활동)

전략목표 Ⅴ.국민이 만족하는선진 법무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목표 Ⅴ-1. 법제 선진화를 통해 국민 생활과 
기업환경 개선(법무활동)

프로그램목표 Ⅴ-2. 창의적·능동적 법무공무원 육
성(법무교육훈련)

프로그램목표 Ⅴ-3. 고객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 기반 
강화(법무및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목표 Ⅴ-4. 고객 중심의 법무시설 조성(법무
시설조성)

타나고 있는지 빈도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각각의 문

가가 속한 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교차분석

을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재정

성과 리제도에 한 문헌 검토와 문가 인식 설문조

사의 결과가 주는 정책  시사 을 도출하여 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Ⅲ. 법무부의 재정성과 목표관리 현황 및 문

제점

1. 법무부의 재정성과 목표관리체계 현황

법무부가 ｢국가재정법｣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작성

한 ‘2016년도 법무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기 의 

임무를 ‘법질서 확립․인권옹호․법무서비스 제공으로 

안 한 국가  행복한 사회 구 ’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해 ｢임무-비 - 략목표(5개)- 로그램목

표(9개)-단 사업(35개)-성과지표(87개)｣로 구성된 성

과 리체계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법무부의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략목표는 2011년 7개에서 2012년 5개로 감소한 

이후 2016년 재까지 5개로 유지되고 있으며, 성과목

표는 2011년 18개에서 2012년 9개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2016년 재까지 9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리과제는 2011년 25개에서 2013년 39개로 증

가한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6년 재 35개를 유지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2013년 91개로 가장 높은 수 을 보

인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6년 재 78개를 보이는 등 

반 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략목표 7 5 5 5 5 5

성과목표 18 9 10 9 9 9

관리과제 25 30 39 38 35 35

성과지표 75 75 91 94 87 78

표 2. 법무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수 추이

법무부는 5개의 략목표에 해 9개의 로그램 목

표를 설정하고 있다. 일반재정, 정보화, R&D 분야  

R&D 분야의 단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재정과 

정보화 분야 각각 32개와 3개의 단 사업이 있으며, 성

과지표는 각각 68개와 10개가 설정되어 있다. 지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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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별로 보면 일반재정 분야는 1개의 투입지표, 4개의 

과정지표, 34개의 산출지표, 29개의 결과지표로, 정보화 

분야는 4개의 산출지표, 그리고 6개의 결과지표로 구성

되어 있다. 체 78개 성과지표  정량지표는 58개로

서 74.4%를 차지하고 있다. 

략
목표

로
그램
목표

단 사업별 성과지표

분 야
단
사업

성과
지표
수

지표성격 정량
지표
(비 )

투입 과정 산출 결과

5 9

일반
재정

32 68 1 4 34 29
51 

(75.0%)

정보화 3 10 - - 4 6
7 

(70.0%)

R&D 0 0 - - - -
0

(0.0%)

합계 35
78 1 4 38 35 58 

(74.4%)100% 1.3% 5.1% 48.7% 44.9%

표 3. 형사사법 기관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현황(2016년)

2. 법무부의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 상 문제점

각 앙 서의 장은 2007년 1월 ｢국가재정법｣의 시행

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성

과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2009회계연도부터 결산검사 상이 되고 있

다. 감사원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성과보고서에 해 검사를 

하고 있으며(제14조), 성과 리체계의 논리  합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목표치의 정성, 성과 실 치 측정

의 진실성 등 성과보고서에 담긴 성과정보의 정성 확

보에 검사 을 맞추고 있다(감사원, 2016). 본 연구

에서 분석 상 기간으로 삼고 있는 2011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감사원의 결산검사에서 언 된 법

무부의 성과 리 련 지 사항은 총 10건이다. 이  

성과계획 련 지 사항은 8건, 성과보고 련 지 사

항은 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소계

성과계획 3 2 1 1 1 8

성과보고 2 - - - - 2

합계 5 2 1 1 1 10

표 4.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항

우선 성과계획 분야의 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성과지표의 복성 문제) 성과목표에 한 성과

지표는 하  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종

합 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상 개념의 지표로 설정

하여야 함에도 성과목표와 리과제 간 성과지표 측정

상을 복한 사례가 나타났다(2012회계연도). 

② (측정 내지 악 곤란한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

정한 문제) 가  궁극 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

과지표 주로 설정하며,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에는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하여 사용하거나 단

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성

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측정 내지 악 곤란한 성

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한 문제가 발생하 다(2011회

계연도).

③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설정하는 문제) 성과

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성과지표는 과거추세치( 년

도  년도 실 , 년도 달성 추정치 등)등을 감안하

여 극  업무수행 에서 도 으로 설정해야 함

에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

하 다(2011, 2013회계연도). 

④ ( 표성이 부족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문제) 성

과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성과지표가 해당 성과목표  

리과제의 핵심 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련 사업  산 규모가 작은 사업을 성과지표

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성

이 부족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문제가 발생하 다(2012, 

2014, 2015회계연도). 

⑤ (단 사업의 리과제를 설정하지 않는 문제) 

산심사 시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리과제는 원칙 으로 로그램 산체계 상 모든 단

사업별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사업의 

리과제를 설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 다(2011회

계연도). 

이 밖에도 성과보고 분야에서 법무부는 부 한 실

을 성과실 에 포함시킨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211

회계연도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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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문가 설문조사 설계 및 결과분석

1. 설문조사 설계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개년간 법무

부의 성과 리에서 나타난 문제 들을 성과계획 분야

와 성과보고 분야로 각각 나 어 분석하고 이와 련된 

성과 리의 문제 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하여 법학 분야의 문가를 상으로 화  우편설

문, e-mail 등을 통해 설문자료를 수집하 다. 문가 

풀은 사회과학 공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학회와 

법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학회 두 곳의 조를 

받아 각 학회 정회원  학회 활동이 활발하다고 단

되는 회원 70명을 편의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 다.

설문지에 포함된 주요조사항목  성과 리와 련

된 부문은 크게 1) 성과 리체계, 그리고 2) 성과지표의 

설정  측정 등 2개 부문이다. 구체 으로 1) 성과 리

체계에는 ① 기 의 성과목표는 기 의 주요 업무를 잘 

반 하고 있는지, ② 기 의 성과목표는 국민의 심 

사항을 잘 반 하고 있는지, ③ 기 의 목표- 로그램-

단 사업-성과지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④ 기

의 목표- 로그램-단 사업-성과지표는 잘 연계되

어 있는지, ⑤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한 성과

측정방식이 한지 등에 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

다. 

한편 2) 성과지표의 설정  측정과 련하여서는 ① 

달성하기 쉽고 측정하기 용이한 지표를 선정하는 경향

이 있는지, ② 조직 체의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지

엽 인 목표를 추구하거나 최선의 목표보다는 차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지, ③ 장기 이기보다는 단기

인 성과달성에 유리한 지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는지, 

④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는지, ⑤ 목표

치를 이미 달성한 업무(지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

는지, ⑥ 계량 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만을 심으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3) 성과지표의 개선 의견과 련하여 ① 성

과지표를 제시할 때, 정량  지표보다는 정성  지표의 

비 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② 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요도를 더욱더 강조하

고 확  반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③ 도 성이 높

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더욱더 강조

하고 확  반 할 필요가 있는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문조사 결과

2.1. 응답자 기술통계

설문응답 문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설문응답자는 

총 67명으로서 형사법, 범죄학, 경찰학, 기타 순으로 각

각 28명, 21명, 14명, 그리고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 구분 빈도 %

성별
남 53 79.1

여 14 20.9

지역

강원도 3 4.48

경기도 4 5.97

경상남도 2 2.99

경상북도 2 2.99

대구 3 4.48

대전 1 1.49

부산 4 5.97

서울 29 43.28

인천 1 1.49

전라북도 7 10.45

제주 1 1.49

충청남도(세종포함) 6 8.96

충청북도 4 5.97

세부전공

경찰학 14 20.90

범죄학 22 32.84

형사법 28 41.79

기타 3 4.48

표 5. 응답자 기술통계

2.2 전문가 인식도 조사 결과

우선 행 성과 리 체계의 성에 한 문가들

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반 으로 다소 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설문5(성과목표 달

성도를 측정하기 한 성과측정방식이 한지 정도)

에 해서는 평균 3 이하의 값이 나타나 성과목표-주요 

업무 간 연계성 간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2(성과목표의 국민의 

심사항 반 정도)의 경우에도 평균 수 인 3에 근 하

는 값으로 나타나 문가들이 상 으로 낮게 평가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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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법무부의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다음으로 문가들은 반 으로 법무부의 성과지표 

설정  측정에 해 비 인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

다. 우선 달성하기 쉽고 측정하기 용이한 지표를 선정

하는 경향(설문1)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3.46) 조

직 체의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지엽 인 목표를 추

구하거나 최선의 목표보다는 차선을 추구하는 경향(설

문2)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3.52). 아울러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설문4)이 있으며(3.17),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업무(지표)를 소홀히 하는 경향(설문5)이 

강하며(3.29), 마지막으로 계량 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

만을 심으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진다(설문6)고 보는 

인식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62).

그림 3. 지표의 설정 및 측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련하여 개선과 련된 의견

은 3가지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성과지

표를 제시할 때, 정량  지표보다는 정성  지표의 비

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설문1), 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요도를 더욱더 강조하

고 확  반 할 필요가 있는지(설문2), 그리고 도 성

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확  반 할 필요가 있는지(설문3) 등이다. 

설문 결과 3가지 개선방안에 해 반 으로 동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성이 높은 성과지

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요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확  

반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상 으로 높은 공감도

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성과지표 개선 관련 전문가 의견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 행정기 인 법무부의 성과

리체계  성과지표 구성 황을 살펴보고 최근 5년

간 제기되어 온 법무부의 성과 리 련 문제 들을 성

과계획과 성과보고 두 부문으로 나 어 정리하 다. 이

와 함께 형사사법 련 문가들을 상으로 법무부의 

성과 리체계  성과지표에 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행 성과 리체계  성과지표에 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성과계획과 련된 감사원의 지 사항들은 기

본 으로 성과지표  측정치에 한 것들로서 지 사

항을 반 하여 일정 기간 내에 부분은 보완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

히 정량  지표보다는 정성  지표의 비 을 확 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의 표성과 결과 지향성이 보

다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과지표의 목표가 

무 과소하거나 과도하지 않도록, 즉 성과목표치가 

정하게 설정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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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과보고와 련된 감사원의 지 사항들을 살

펴보면 성과측정 시 단순 오류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성과달성도를 높이기 한 의도성

과 고의성이 엿보이는 문제들도 발견되고 있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성과보고서의 목표치를 성

과계획과 다르게 임의로 하향 조정하거나 부 한 실

을 성과실 에 포함한 경우, 그리고 만족도 조사 

상 선정을 성과평가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만으로 한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향후 성과보고 시 의도 으로 성과보고를 과장하거

나 왜곡하는 경우에 해서는 기 에 한 산상 페

티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명시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아울러 성과계획서

와 성과보고서에 로그램과 단 사업의 담당 부서나 

담당자를 표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는 성과

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로그램의 담당부서명을 표기

하고 있는 호주의 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18]. 이

를 통해 성과지표 작성 시 담당 부서  담당자의 책임

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언론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

하는 정 인 효과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형사사법 기 의 성과 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성과 리 업무에는 순환보직을 제한하

고 승진  보수에 한 인센티 를 제공해야 하며 조

직 차원의 성과 리 역량 강화를 한 지원이 극 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례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TBS의 산하조직인 CEE(Center for Excellence 

Evaluation)는 개별부서의 성과계획, 리, 평가에 걸쳐 

문 인 컨설   교육훈련을 통하여 개별부서의 성

과 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18]. 우리나라도 부

서의 성과 리 역량 향상 지원을 해, 별도의 성과평

가 문기 을 설립하거나 성과평가 업무를 병행하고 

기존의 기 을 통하여 개별부서의 성과 리  평가 업

무 반에 한 컨설   교육훈련을 종합 으로 수행

하는 방법도 검토할만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15년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시 산체계와 성과 리 목표체계를 일치시켜 부처별 

로그램-단 사업 단 로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

하고 있다. 그러나 로그램 산제도의 제로 사업에 

한 체계 인 분류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직 사

업별 산편성과 성과 리의 기본을 형성하는 사업 단

의 분류가 체계화되지 못하고, 목표와 사업간 연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19]. 따라서 실제 성과 심의 재정 운용이 가

능한 기반을 조성하려면, 산체계와 성과목표체계 일

치화가 단순히 형식 으로 양자를 맞추는 데 그치지 않

고, 산체계의 로그램이 정책 목 을 제 로 나타내

고, 로그램의 성과지표는 정책의 궁극  목 을 측정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  성과지표  측정과 련된 유사한 문제 들

이 반복 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성과계획

서 작성지침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성과지표 개발과 성

과 리에 한 교육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성과정보 자

체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성과정

보의 유용성과 신뢰성 상실은 성과정보의 활용을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부처의 업무 부담만을 

가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형사

사법 개별 기  수 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성과

리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  

일부를 논문으로 발 시킨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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