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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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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analyze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four independent variables 
(organization size, organization age, evaluation system, organization location) and goal ambiguity were empirically analyzed. 
Although there are existing studies on institutional evaluation, which is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ere are differences in research in that it is an empirical analys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goal 
ambiguity and that the evaluation system, which is the specificity of institutional evaluation, is included in th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rganizational location was the only independent variable that ha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goal ambiguity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for all independent variables. This indicates that goal 
ambigu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to reduce this, 
increase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pay attention to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for organizational age, and that it is 
desirable to have an independent research group in the government department for the organization location. In addition, it was 
supported that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evaluation system is proceeding in a desirable direction in terms of goal ambig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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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조직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공공 분야는 민간에 비
해 목표가 추상적이고 정치적이며 모호한 경향을 갖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30]. 또한, 연구개발의 경우 비정형의 복잡한 과제를 수
행하므로 목표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더 증가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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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연구개발을 위
한 공공조직으로 그 성과평가에 있어 목표 모호성의 영
향력이 클 가능성이 높다[8, 32, 35].
목표를 해석하거나 인식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측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목표 모호성(Goal 
ambiguity)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15, 17, 
30-32, 44, 49]. 목표 모호성 개념은 목표 달성을 위한 노
력이나 성과의 판단에 있어 해석의 여지로 정의된다[10]. 
해석의 여지가 클수록 조직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이 서
로 다른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목표 달성과 그 평가 및
평가 수용성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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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의 조직목표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일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 등에 의해 목표 모호성이 강화될 수 있
다[17, 21, 23, 30-31]. 
높은 목표 모호성은 낮은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낮은 성과는 평가 시 성과 달성수준을 부풀리는 관대화
오류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7, 31]. 이로 인해 평가는 더욱
정교화 될 필요가 생기며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투입될
자원이 평가에 투입되는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게 된다[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 모호성의 영향을 출연연

의 조직성과인 기관평가 관점에서 실증함으로써 출연연
평가 및 운영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시행되는 출연연의 기관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목표 모호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직성과와의 관계
를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출연연 기관평가

출연연은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KIST)을 최
초로 다수의 기관들이 설립되었으며, 기관의 중요성과 책
임성에 따라 기관평가 제도를 운영한지 27년이 되었다
[8]. 그동안 중대한 국가적 기여와 산업 파급효과 등으로
가시적 성과와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지만,  기술환경의 급
속한 발전과 민간의 연구역량 강화 등에 의해 출연연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4, 28, 38].
기관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의 가치를 판

단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기관의 임무 및 장기발전목표의 전략성,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기관운영의 효율성, 연구 및 사업
수행결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8].
이러한 출연연의 평가는 조직 효과성과 책임성 측면에

서 투입된 세금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정
확히 평가할 필요성도 갖고 있다. 그러나, 공공 분야의 연
구개발은 그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전문가의 동료평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연구의 결과는 불확실성을 내포하
고 있고 단기적으로 결과를 내기도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27, 31]. 따라서 정확한 평가의 필요성과 함께 평가의 어
려움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출연연의 기술적인 특
징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평가의 특징을 갖게 된다.
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메타평가(meta- 

evaluation)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8, 48].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로 “평가기조,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
가활용 등 평가활동의 과정과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정책평가의 질을 제고하여 결과 활용을 증
진시키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33].
기관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는 메타평가를 적용한

연구들[14, 33-34]과 지표체계 설계를 제안하는 연구[1, 9, 
22, 23, 39, 40, 42]로 구분할 수 있다.
메타평가 관련 연구는 평가기조, 평가체계 등을 포함

한 평가관리 방법에 대한 시사점 도출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또한 성과지표를 제안하는 연구의 경우, 적절한
지표를 찾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기관평
가의 구조적인 또는 기술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어 조
직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내용적이고 직접적인 요
인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분석보다

는 목표 모호성을 중심으로 한 기관평가 결과의 영향관계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관평가의 결과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타평가 요인 중 평가기조 및 평
가체계의 변화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2017년 이전에 비해
2018년 이후로 질적인 평가, 도전성과 자율성이 강화된
평가기조를 보이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수를 줄이고
질적이고 결과중심의 지표를 지향하는 평가체계로 변화
하고 있다[8, 25-27]. 기관평가의 결과는 출연연의 조직성
과이며 기관평가의 종합점수로 측정한다.

2.2 목표 모호성의 개념

목표 모호성은 “조직 목표가 조직의 원하는 미래 상태
를 나타낼 때, 조직 목표 또는 목표 집합이 해석의 여지를
허용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10]. 조직관리와 성과
관리에서는 모호한 목표 가 조직의 개별 구성원, 과제 및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10, 16]. 특히, 민간 분야보다 목표의 모
호성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공공 분야의 성과관리에서 더
욱 주목받고 있다[17, 21, 31, 44, 49]. 
목표 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에서는 목표 명확성

또는 명료성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목표 모
호성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2, 7, 12, 15].
목표 모호성 이론에서 목표 모호성은 조직성과, 동기

부여, 조직통제, 업무몰입 등과 관련 지어 연구하고 있다
[10, 23, 49]. 다수의 연구에서 목표 모호성이 높거나 목
표 명확성이 낮을수록 조직의 성과는 감소한다는 일관적
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10, 16]. 이는 업무몰입이나 동
기부여를 떨어뜨려 개별 구성원의 성과와 조직성과를 감
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23, 49].
목표 모호성의 개념정의와 측정을 위해 다양한 하위

차원이 제안되어 왔다. 제안된 목표모호성 하위차원은 사
명이해 목표 모호성, 우선순위 목표 모호성, 평가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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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성, 지시적 목표 모호성[10], 대상 목표 모호성, 시간
목표 모호성, 평가 목표 모호성[19]의 7개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는 대상 모호성, 시간 모호성, 평가 모호성을 준용하고자
한다[17, 19, 32, 44]. 대상 목표 모호성은 사업 범위에
대한 양적, 질적 해석의 여지를 의미하며, 시간 목표 모
호성은 장기 사업목표와 단기 목표에 대한 구별이 어려
운 수준을, 평가 목표 모호성은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평
가 상의 불명확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상의 선행 이론 및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한 목표 모호성을 적용하
여 분석한다. 

2.3 목표 모호성의 영향 요인과 조직성과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목표 모호성의 영향 요인은 조
직특성 관점, 관리적 관점, 외부환경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5].
조직특성 관점의 영향요인은 조직규모, 조직나이,  재무

적 공공성(financial publicness), 산업구분(sector) 등이다. 
조직규모가 클수록 목표 모호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론
적 주장은 복잡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17]. 조직의
구성원은 각 임무와 위치를 갖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목표와 지표가 설정된다. 이러한 구성원이 증가하면 그
목표와 지표도 증가하므로 목표 모호성이 증가할 것이라
는 추론이다[47]. 그러나, 이러한 역할 이론과 목표 모호
성 이론에 근거한 실증연구에서는 충분히 유의한 영향관
계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10, 17]. 미국 정부기관을 대
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조직규모가 조직성과에의 유
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목표 모호성은 경우에 따라
유의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다만, 
한국의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
선순위 목표 모호성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통제변수
로 사용된 조직규모가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는 조직규모가 증가할수록 우선순위에
대한 모호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확하고 도전
적인 목표가 조직의 목표 달성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
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일관된 결과지만, 
조직규모가 목표 모호성을 통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17, 18].
공공관리에 있어서도 조직규모와 조직성과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부호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6, 17]. 조직규
모와 조직성과 간의 음의 영향을 주장하는 일부 연구는, 
큰 조직은 관료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재무적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공공선택이론을 지지한
다고 볼 수 있다[6]. 한국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에서는 사업규모가 평가결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
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13, 53, 54]. 이는 사업규모가
큰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므로 이미 타당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수준의 사업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53]. 조직규모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큰 조
직일수록 다양한 타당성 검증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
을 것이므로 목표 달성에 대한 가능성과 관리수준 또한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직나이는 목표 모호성을 줄여주는 요인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10]. 초기의 입법
이나 정책입안에서의 모호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듬어
지고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조직나이는 목표 모호성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37]. 반면에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조직의 목표와 기능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새로운 공공의 목표나 기능이 필요하게 되면 새로
운 기관을 설립하여 수행하기 보다는 기존의 기관을 활
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0]. 또한 사회의 변화, 
기술 및 정치적 변화 등에 의해 새로운 이해관계와 요구
가 발생되며 이는 관련 조직의 목표와 기능을 추가 또는
보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11]. 따라서 조직나이는 목
표 모호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미
국 정부기관에 대한 목표 모호성 실증연구에서 조직나이
가 음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11]. 
그러나, 3가지 목표 모호성 차원에 대한 개별적 회귀분
석 중 지시적 목표 모호성에 대해서만 약한 음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직나이가 유의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 외의 다른 실증연구는
찾기 힘들어 조직나이와 목표 모호성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규모와 조직나이를 목표 모호성
의 매개효과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목
표 모호성에 대한 유의성의 부호가 기존 연구에서 상반
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특정한 유의성의 방향은 가
설로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관리적 관점의 영향요인은 정서적 몰입이나 리더십

등으로 구성원의 관리적 특성에 대한 것이다. 이는 정서
적 몰입이나 리더십에 의해 개별 구성원들의 목표 모호
성이 통제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성과로 연결된다는 주
장이다[5, 41]. 2.1절에서 언급한 평가기조 및 평가체계의
변화는 변화적 리더십으로 볼 수 있으며, 관리적 관점의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외부환경 관점의 영향요인은 정치적 영향력, 정치적

지원, 정치적 통제 등 주로 외부의 정치 환경에 의한 목
표 모호성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5]. 공공의 조직이나 정
책은 정확하고 쉽고 명확하게 그 목표와 범위 등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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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충과 압
력 및 입법화 과정의 어려움들로 인해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19, 37].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다양
하고 복잡한 역학관계를 갖으며 까다로운 문제일수록 목표
는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설정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10]. 
미국과 영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목표
모호성이 클수록 관료적 영향력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6, 51].
조직위치(institutional location)는 주로 공공 조직에 대

한 목표 설정 이론이나 목표 모호성 이론에서 다루어지
는 개념으로 해당 조직이 중앙부처와 같은 실행 조직 내
부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조직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11].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경
우,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
를 필요로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된 부처에서
독립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10, 17]. 독립적인 조직의 경
우 다양한 정부부처를 고객으로 대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방법론이나 특수한 기능 수행을 위해 독립성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위치는 목표 모호성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조직의
설립과정과 그동안의 역학 관계 등에 따라 목표 모호성
과의 관계는 정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10, 17].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이 특정 정부부처에 소속된 기관

인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관인지로 조직위치를 구분
하여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 정부부처에 소속된 기관은
상위부처에의 종속성으로 인해 기관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어 목표 모호성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목표 모호성과 조직성과 간의 연구는 대체로 동일한

영향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이론적 연구와 실증연구 결과
모두 목표 모호성은 조직성과에 음의 영향을 갖는다는 것
이다[5, 17, 23, 31, 45].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불

확실하고 명확하지 않거나 까다롭지 않은 목표 보다 향
상된 성과를 도출한다고 주장한다[43]. 명확하고 구체적
인 목표가 구성원들의 인지와 이해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노력을 꾸준히 발휘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실증연구에서도 다수 보고 되고 있는데, 목표 설정과
관련된 110개의 연구 중 99개의 연구 결과가 목표 설정
이론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36]. 네덜란드의 공공조직의
105개 부서(team)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목표 명
확성(goal clarity)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다고 보고하고 있다[50].  목표 명확성은 목표 설정 이론에
서 사용되는 이론으로 목표 모호성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조직성과에 대한 양의 관계를 주장한다
[52]. 

목표 모호성 이론에서는 다양한 하위차원으로 목표
모호성을 구분하고 있으며 모든 목표 모호성 차원은 조
직성과에 음의 영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5, 17, 20, 23, 
31, 45]. 미국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목표모
호성을 대상 목표 모호성, 평가 목표 모호성, 시간 목표
모호성의 3가지 차원으로 측정한 후 97개 연방기관을 분
석하였는데 3가지 목표 모호성 차원이 모두 기관 성과에
음의 영향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17, 18]. 조직성과 대
신 개별 구성원의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유사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음의 관계를 보고하였다[16].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 이론과 연구결과를 근거

로 4개의 변수(조직규모, 조직나이, 조직위치와 2.1절에
서 제시된 평가체계)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목표 모
호성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3. 실증분석

목표 모호성을 중심으로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에 대
한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
비스(NTIS)에 공개되어 있는 기관평가 결과보고서를 대
상으로 하였다. 전체 46개 출연연 중 40개 기관1)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으며 이는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3년에 걸쳐 산포되어 있다. 
출연연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양한 독립변수

와 통제변수, 목표 모호성을 매개변수로 하는 연구 모형
(<Figure 1> 참조)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의 일종인
경로분석을 활용하였다[3, 29]. 경로분석을 위해 AMOS 
24를 사용하였다.
조직규모와 조직나이의 경우는 조직성과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위치의 경우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정치적 영향 및 통제에 대한 요인
으로 볼 수 있다. 2.1절에서 제시된 평가체계와 함께 조
직규모, 조직나이, 조직위치는 목표 모호성과 조직성과
의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고, 목표 모호성은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4가지 요인인 조직규모, 조직나이, 조직위치, 평가체계를
독립변수로,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목포 모호성은 매
개변수로 설정하여 모형화하고자 한다. 또한, 과거 조직
성과의 측정변수로 직전 기관평가 결과를 조직성과의 통
제변수로 사용하여 4가지 독립변수와 목표 모호성의 영
향요인이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17].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22개 과학기술연
구회 소속 기관과기초과학연구원, 고등과학원 등 18개중앙부
처 소속 기관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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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기관평가 결과보고서 상의 종
합점수를 사용한다[17, 31].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와 기관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독립변수인 조직규모는 각 기관의 정규직 인원 수를

사용한다[17, 31]. 조직성과와의 선형성을 고려하여 정규
직 인원 수의 로그 변환 값을 사용하였다. 정규직 인원 수
는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기관평가 보고서 상의 최근 연
도의 정규직 인원 수를 사용하였다.
조직나이는 각 출연연의 설립연도를 기관 홈페이지

상의 연혁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2020년을 기준으로
연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10]. 일부 출연연의 경우, 설
립 근거가 마련된 시기와 실제 조직이 운영되기 시작한
시기가 다른 경우는 실제 조직 운영을 기준으로 설립연
도를 설정하였다.
조직위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기관인 경우는 1, 

중앙부처 소속 기관은 0을 부여하였다[17].
평가체계는 2017년까지와 그 이후가 지표 설정 등에

있어 변화가 있으므로 연도를 기준으로 2017년 이전과
2018년 이후를 구분하여 변수화하였다[8, 25, 27]. 2017년
이전은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고 평
가점수의 배점 기준도 2018년 이후와 다르다. 2018년 이
후의 평가체계와 기준은 보다 질적인 평가와 자율성 및
도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율성과 도전성은 목표설정
이론에서 높은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요인에 해당한다. 
또한 질적인 평가 강화는 성과지표에 있어 결과지향적 지
표 설정을 유도함으로써 평가적 목표 모호성을 줄이는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18, 31].
매개변수인 목표 모호성은 대상 목표 모호성, 시간 목

표 모호성, 평가 목표 모호성의 3가지 차원을 측정하여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2) 
대상 목표 모호성은  목표의 달성이 특정한 대상집단

에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경쟁적 해석의 정도로 정의되므
로, 전체 성과목표 중 대상집단이나 수혜대상이 명기되
지 않은 성과목표의 비율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31].
시간 목표 모호성은 성과목표가 장기적 목표와 단계

별 목표의 경쟁적 해석의 정도로 정의되며, 전체 성과목
표 중 장기 목표와 단계별 목표가 구분되지 않는 성과목
표의 비율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17, 31].

2) 목표모호성에관한기존연구에서는특정하위차원을사용하거
나 하위차원의 고려 없이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측정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다[11, 18, 19, 30, 32]. 본 연구에서는 측정의
신뢰성을위해객관적지표만을사용하였으며하위차원의모호
성을총합한개념으로 목표모호성을 고려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평가 목표 모호성은 사업목표 달성의 수준을 평가함
에 있어 경쟁적 해석의 정도로 정의되며, 전체 성과지표
중 과정지표, 투입지표 및 산출지표의 비율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17, 31].
통제변수인 직전 평가결과는 일반적으로 3년 이전의

기관평가의 결과로 평가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17].
연구변수의 측정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ean Std. Dev.

OP 51.09 87.40 75.55 7.67
PR 2 5 3.20 0.72
OS 3.40 7.60 5.55 1.03
OA 10 62 28.78 15.49
ES 0(13) 1(27) 0.68 0.47
OL 0(18) 1(22) 0.55 0.50
GA 36.56 90.91 67.64 12.01

*frequencies in parentheses, OP : organization performance, PR : pre-
vious result, OS : organization size, OA : organization age, ES : 
evaluation system, OL : organization location, GA : goal ambiguity.

3.2 분석 결과

조직성과를 비롯한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변수 간 상관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조직성과와의 상관성은 평가체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목표 모호성의 경우 유의한 상
관성을 갖는 변수인 조직성과, 조직규모, 조직위치가 모
두 음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Var. OS OA ES OL PR GA

OP .442** -.341* 0.061 .456** .526** -.596**

OS 1 -.691** 0.089 .462** 0.289 -.429**

OA - 1 -0.019 -.558** -0.154 0.127
ES - - 1 -.413** -0.03 -0.188
OL - - - 1 0.042 -.355*

PR - - - - 1 -0.188
*significance of 0.05, **significance of 0.01, OS : organization size, 
OA : organization age, ES : evaluation system, OL : organization 
location, PR : previous result, GA : goal ambiguity, OP : organization 
performance)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카이제곱값 1.056(p- 
value 0.304)으로 연구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
적합도 지표도 적합한 수준(NFI = 0.991, TLI = 0.988, CFI 
= 0.999, RMSEA = 0.038)으로 나타났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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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포함한 경로분석 결과는 <Figure 
1>에 요약하였다. 조직성과에 대한 독립변수의 유의성은
조직 위치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조직위치는 조직성과에 양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
내었는데 이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소속된 기관이 더
높은 조직성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독립변
수의 조직성과에 대한 직접효과만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
표 모호성의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통제변수인 직전 평가결과는 조직성과에 양의 유의성

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기관의 수준이
비교적 잘 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Organization 
Size

Organization 
Age

Evaluation 
System

Organization 
Performance

-0.51*

*  : significant level of 0.05

0.62

Previous Result

Goal AmbiguityOrganization 
Location

0.47

-0.57*

-0.40*

-0.61*

0.38*
-0.38*

0.47*

<Figure 1> Result of Path Analysis(Standardized Path Co-

efficient is on Each Path)

목표 모호성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독립변수가 음의 유의한 관
계를 보임으로써 각 독립변수가 목표 모호성을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Table 3> Mediation Analysis(Bootstrapping)

Independent 
Variables

Indirect 
Effect

Upper 
Bound

Lower 
Bound

p-value

OS 1.409 3.541 0.322 0.007
OA 3.234 7.596 0.667 0.005
ES 2.443 6.094 0.483 0.013
OL 3.451 8.146 0.856 0.006

OS : organization size, OA : organization age, ES : evaluation system, 
OL : organization location

목표 모호성은 조직성과에 음의 유의한 관계를 보임
으로써 기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목표 모호성의 영향요인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조

직성과 간의 직접적인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므로 목표 모
호성의 간접효과인 매개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목표
모호성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 소벨 테스트(sobel test)
보다 보수적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

하였다[3]. 편의수정 부트스트래핑을 95% 신뢰수준에서
1,000회 수행한 결과, 목표 모호성은 4개 독립변수와 조직
성과 간에 유의수준 0.05에서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
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3> 참조).
목표 모호성의 매개효과는 모두 양의 유의한 값을 나타

내어, 독립변수가 목표 모호성에 갖는 음의 영향과 목표
모호성이 조직성과에 갖는 음의 영향의 곱으로 양의 효과
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조직위치는 조직성과에 대한 유
의한 직접효과와 목표 모호성에 의한 유의한 간접효과를
동시에 갖는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조직성과는 조직규모, 조직

나이, 평가체계, 조직위치에 의한 간접적 영향을 받으며, 
이는 목표 모호성에 의해 매개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
직위치는 조직성과에 직접적 영향과 목표 모호성을 통한
간접효과를 동시에 갖는 주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상관분석(<Table 2> 참조)에서 나타난 독립변수의 조직
성과로의 상관성은 주로 목표 모호성의 매개효과에 기인
함을 알 수 있다. 평가체계의 경우, 조직성과와의 상관성
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 모호성을 통한 유의한 간
접효과를 보이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한계

본 연구에서는 공공 연구기관인 출연연의 조직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목표 모호성을 중심으로 조직규모, 조
직나이, 평가체계, 조직위치의 영향관계를 기관평가 결
과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출연연의 조직성
과인 기관평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지만, 목표 모
호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실증분석이라는 점과 기관평가
의 특수성인 평가체계를 분석에 포함한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연연의 조직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목표 모호성

의 영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4가지 독립변수
와 조직성과에 대한 목표 모호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모든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독립변
수들이 목표 모호성을 낮추는데 유의한 기여를 하며 이는
조직성과를 제고하는 결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목표 모호성을 관
리하는데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조직규모에 따라 조직성과가 달라진

다는 기존의 주장은 목표 모호성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것만으로 조직성과가 증가하
는 것이 아니라, 조직 규모가 목표 모호성을 줄이는 효과
를 갖는 이유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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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직나이는 목표 모호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나이가 많은 기관이 상대적
으로 신생의 기관보다 대내외적으로 목표 설정이 명확하
고, 구성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인식도 명료한
것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는 조직나이가 늘어나면서
초기의 모호한 조직목표가 다듬어진다는 기존 연구의 주
장을 지지하는 것이다[37]. 그러나, 공공 조직에 있어 새
로운 요구와 기능을 기존 기관에 부여하려는 경향 등에
의해 조직나이는 목표 모호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
존의 주장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10, 11]. 
이는 출연연이 타 공공기관 보다는 조직목표와 기능이
명확하고 또한 연구개발이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필요로 하는 특징도 이러한 차이를 갖게 할 것이
라 판단한다. 
넷째, 평가체계의 변화는 목표 모호성을 줄이는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정
책자료 등에서 주장하는 평가체계의 개선효과가 목표 모
호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8, 25, 
27]. 특히 질적인 평가체계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수를
줄이고 질적인 결과지표를 지향함으로써 목표 모호성 감
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조직위치는 조직성과에 직접적 양의 영향과

목표 모호성을 통한 간접효과를 동시에 갖는다. 연구회
중심의 출연연 체계에 대한 고민과 논쟁이 여전하지만
조직성과와 목표 모호성 측면에서 연구회의 역할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8]. 정부부처에 소속된 기관
의 독립성 이슈와 목표 모호성을 강화시키는 역학적 구
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의 한계와 함께 40개 출연연에 대

한 평가자료를 사용하여 소표본의 통계적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출연연의 전체집단을 포함한 것
으로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워 데이터 신
뢰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목표 모호성의 경우 이론 정립
이 진행 중인 구성개념으로 타당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
할 수 있다. 
이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거나, 보다 넓은 범위의 공공연구기관으로의 확대
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조직목표의 세분화와 부서단위
의 분석과 함께 개별 구성원 수준의 분석도 추후 연구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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