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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조직성과 측정에 활용된 측정변인들을 살펴봄으로
써 향후 조직성과 측정변인의 보다 폭넓은 활용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분석된 41편의 논문 중
33편의 논문이 주관적 측정방법만을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는 조
직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상당수의 연구자가 주관적 측정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조직성과의 주관적 측정방법 중 대다수의 연구자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
의도, BSC 등을 주요 변인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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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조직은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리더십, 학습지향성,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교육훈련 등
의 다양한 조직개발기법을 통해 조직성과를 달성함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
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McLean, 2005; 조대연 외, 2012). 이러한 활동들은 궁극적으
로 조직성과에 대한 기여의 정도로 평가받기 때문에 조직성과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느냐
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조직성과 측정변인은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과 일치되도록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직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그 기준을 분
명히 함으로서 연구목적에 적합한 측정변인을 활용해야 한다.
조직성과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성과주의 인사의 확산으로(문
형구 외, 2011)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연구자마다 다양한 측정지표
로 조직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때 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시가/장
부가치 비율 등의 객관적 측정(Objective measures) 방법과 주관적 측정 방법(Subjective measures)인
주요 성과 요인에 대한 자가보고(Self-reporting) 설문 및 객관적 측정 변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준객관적(Quasi-objective measures)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객관적 측정방법은 기업 경
영지표로서 자료의 구체성과 객관화된 성과 분석 및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
만, 조직의 새로운 전략이나 제도 도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반영되는 시점 파악이 어려
우며, 연구대상이 다양한 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산업간 성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측정 오류를 범할 수 있다(박노윤, 1996). 주관적 성과 측정방법은 조직 구성원이 현재 인지하
고 있는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객관적 측정방법에 비해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용이하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측정 결과 역시 실제 객관적 측정 결과와는 무관하게 나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김하현, 나태준, 2011).
한편, 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조직성과를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
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Gregory & Richard, 1984; Venkatraman & Ramanujam,
1987; March & Sutton, 1997; Richard et al, 2009), 객관적인 측정과 주관적인 측정에 관한 측정
타당성의 문제가 조직성과에 관한 주요한 이슈였다. 특히, Gregory와 Richard(1984)는 주관적인
측정이 객관적인 측정을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인 조직성과의 측정 필요성을 주
장하였다.
반면, 국내의 경우 2000년 이후 조직성과를 결과변인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해
왔고, 여러 학문적 시도들이 조직개발 활동의 결과로서의 조직에 대한 다각도의 이해와 해석
의 장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성과에 대한 관심이 조직성과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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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순히 측정이 용이한 결과변수로서의 파악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향
후 조직연구에 유용한 변수로서 활용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국내 조직 연구 발전을 위해 커
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계제가 있다. 배종석과 사정혜(2003) 역시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성과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해 조직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 국내 조직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직성과 측정변인을 선택할 때,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대표 척도 또는 변인을 조합하여 측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자의 뚜렷한 기준이나
논리적 근거의 제시가 제한적이다(예를 들어, 이명신, 손승우, 장영철, 2009; 남기섭, 유병주,
2007; 이재익, 정수진, 2011; 이원일, 정수진, 2010; 여인길, 김성수, 2005; 이원기, 2005; 장태윤,
박찬식, 2001; 이유덕, 2011 등).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조직성과를 측정변인으로 활용한 연구들의 연구동향을 분석하
여 조직성과 측정변인에 대한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조직성과 측정변인의 보다 폭넓은
활용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국내 조직성과 측정변인의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외 조직성과 측정변인의 연구동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조직성과
성과란 조직 및 개인 등의 특정주체가 수행한 활동의 결과와 직․간접적으로 파생되는 모
든 영향을 포괄적으로 추상화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생산성(productivity)과 유사한 개념으로 능
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포괄하는 뜻으로 인식되고 있다(안경섭, 2008). 이러한 맥
락에서, 신형섭(2002)은 조직성과를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획
득을 위한 환경의 개척능력,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생존 능력, 인적자원개발과 구성원
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능력, 기업의 생산성 또는 수익성으로 정의하였다. 김성혁,
신형섭, 오재경(2002)은 조직성과를 두 분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체감, 직무몰
입, 동조성, 이직률 등 조직의 질적인 특성과 재무성과로 나누어 조직성과를 파악하였다. 유시
정, 김영택, 양태식(2006)은 조직성과란 조직유효성으로 조직의 장단기 목표와 달성정도로써 희
소하고 귀중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환경을 개척하는 조직체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통하여 조직성과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조직성과는 그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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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으로 인해 단일화된 개념 정의는 어렵지만, 조직성과에 대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공통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조직성과는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 결과물을 측정
하는 것으로서 조직이 설정한 목표 또는 조직이 바라는 결과물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조직
성과의 측정변인과 범위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조직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 수준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측정한 척도로 정의하고
자 한다.
2. 조직성과 측정지표
조직성과는 학자별로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여러 가지 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기준으로 조직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조
직은 매우 크고 다양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각기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조직성과
의 측정은 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Chenhall, 2007). 조직성과의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조직은
성과 측정을 통해 조직의 업무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며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
를 부여함은 물론 성과에서 도출된 결과로부터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거나 목표 달성에 대한 적
절한 보상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업무 성과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Behn, 2003).

성과측정은 조직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념으로 재무적, 비재무적 지표를 성과평가
로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와 관련된 조직성과를 무엇으
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측정변인의 활용이 가능하다. Dyer와 Reeves(1995)는 선행연구 검
토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성과를 인적자원 성과(HR outcomes; 이직률, 결근률, 직무만족), 조직성
과(Organizational Outcomes; 생산성, 품질, 서비스), 재무적 성과(Financial accounting outcomes; ROA:
Return on Asset: 총자산순이익율, 수익성), 자본시장성과(Capital market outcomes; 주가, 성장률과
수익률)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인석(2003)의 경우 조직성과를 기업
의 본질과 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성과
는 성장성, 수익성 등 재무적 성과와 기술경쟁력 등 시장적 성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
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종업원 만족도 등 내부사회적 성과와 소비자 만족도 등 외부 사회적
성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진, 이홍우, 이진춘(2006)은 조직성과의 특정 분야
를 선정하여 생산관리 분야에서는 수량척도, 즉, 생산량, 불량률, 재고수준 등을 측정함과 동시
에, 조직원이 관련되는 조직이론, 행동과학론, 마케팅 등에서는 고객 및 종업원의 만족도를 성
과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학자들마다 조직성과의 측정변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 연구방법의 설계는 물론 연구결과에 있어 많은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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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기 때문에 측정변인 선택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배종석, 2001). 본 연구에서는 성과
측정지표를 수치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 측정 방법과 설문응답자의 인지적 상태를 측정
하는 주관적 측정 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객관적 측정방법
일반적으로, 객관적 측정 방법은 전통적인 경제성에 기초를 둔 성과개념이다. 기업 경영활
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전통적인 재무적 목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기업성과
의 평가는 일차적으로 재무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조원섭, 2007). 재무적 관점에 의한
조직성과의 측정방법으로는 총자본순이익률, 매출증가율, 인당 매출액, 제안성과, 인당 매출액,
시가/장부가치 비율 등이 있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조직의 가시적인 재정적 성과, 상품의 질,
시장점유율과 같은 객관화된 성과 분석이 가능하며, 경쟁업체 및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가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중요한 측정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Richard 등(2009)은 <표 1>과 같이
조직성과가 (a) 재무성과, (b) 제품시장성과, (c) 주주수익성과 등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자(Stakeholders), 이질성(Heterogeneity), 기간(Timeframe)의 관점과 같은
더욱 다양한 측정 변인을 통한 조직성과 변인의 차원수를 강조하였다.
1)

<표 1> Richard 등(2009)의 조직성과 변인(연구자 재수정)
구분
항목
이익, ROA(Return on Asset: 총자산순 이익율), ROI(Return in Investement: 투자자
본 수익율), 영업현금흐름, EBIT(Earning Before Interest, Texes: 이자 및 법인세 이
전 영업이익),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e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법인세,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순영업이익, 매출액 이익률,
재무성과 이자
ROCE(Return on Capital Employed: 자본 이익율),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이익율), ROIC(Return on Invesed Capital: 투하자본 순이익율), RONA(Return on
Net Asset: 순자산 수익율), ROS(Return on Sales: 매출액 수익율), RORAC(Return
on Risk-adjusted Capital: 위험조정자본 수익율)
, 시장점유율, 인당 판매량, 판매 변화량, 판매 성장, 시장 이익, 생존(ex
제품시장성과 판매량
벤쳐기업), 시장가치
주주수익성과 기업의 사회적 성과, 총 주주 수익, 경제적 부가가치, 투자자 수익

제조업의 경우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전사적 품질 경영) 성과를 생산성, 품질, 고객
서비스, 경쟁력, 수익성, 작업자만족, 이직, 결근 및 질적 근로생활의 요소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으며(Lawler et al., 1992), 생산관리 분야에서는 수량척도, 즉, 생산량, 불량률, 재고수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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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이 관련되는 조직이론, 행동과학론, 마케팅 등에서는 고객 및 종업원의 만족을 성과척도
로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측정방법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조직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재정적 성과가 주로 활용되었으나
(Venkatraman & Ramanujam, 1986), 2000년 이후 조직성과를 측정할 때 응답자의 지각과 진술에
기반하는 주관적인 측정방법이 흔히 이용되고 있다. 주관적 측정방법은 자가보고 설문과 객관
적인 측정 변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준객관적 측정 방법으로 구성된다.
먼저 자가보고 설문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그리고 조직시민행동과 같이 직원의
태도 및 행위와 관련된 심리적 및 행위적 지표로 측정 가능하다(Dalton et al., 1980). 이러한 자
가보고 설문은 상대적인 성과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그 비교점은 경쟁사나 경영진의 기대, 벤
치마킹의 대상이 된다(Richard et al., 2009). 주관적 측정방법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객관적인 성
과 정보를 응답자의 의견을 통해 측정하는 준객관적 측정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조직
의 성과, 조직의 수익성, 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을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자
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주관적 성과 지표가 계량화가 어렵고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성과 측정 시 주관적 성과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측정 가능한 객관적
요인 외에도 조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외생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
형수, 이주민, 2010). 따라서 주관적 측정 방법은 새로운 조직전략이나 제도의 효과가 실질적인
조직성과에 반영되는 정확한 시점의 파악과 순수한 효과의 분리가 어렵다는 한계점 때문에 실
질적인 조직성과를 대신할 수 있는 변인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김희선, 백정숙, 2005).
2)

Ⅲ. 연구 방법
1. 선정기준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논문들의 수집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였
다. 첫째, 논문의 검색은 국회도서관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현
재까지 발표된 국내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사명으로 ‘조직성과’를 입력하여 검색
되는 논문을 살펴보았다. 첫째 단계에 충족하는 논문은 총 246편이었으며, 그 중 비영리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 주로 조직의 성과 측정에 있어 재무적 성과보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조직의
특수성을 가진 산업군을 제외한 103편의 연구물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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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103편의 논문 중 본 연구의 연구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2차 검색방법
으로 논문의 초록을 검토하여 실증분석을 제외한 문헌연구, 패널데이터, 중복 논문 등은 논문
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논문, 총 41편을 본
논문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41편의 논문을 학술지별로 보면, 대한경영학회, 한국경
영과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인적자
원관리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이며, 검토된 논문은 주로 경영학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2. 분석방법
내용분석을 위해서 선정된 연구 논문에 대한 귀납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분석의
대상이 되는 논문들을 고찰한 후 주요 주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분석적 틀과 동향을 파악하
였다.
국내 조직성과 측정변인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의 측정 변인의 유형은 크게 객관적 변인, 주관적 변인으로 분류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
였으며, 주관적 변인은 주관적 변인과 준객관적 변인으로 세분류하였다. 객관적 변인은 경제성
에 기초를 둔 성과개념으로 조직의 실질적인 재정적성과, 시장점유율 등과 같은 객관화된 성
과분석이 가능하며, 총자본순이익률, 매출증가율, 인당 매출액, 제안성과, 인당 매출액, 시가/장
부가치 비율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주관적 변인은 응답자의 지각과 진술을 기반으로 한 자가
보고 설문기법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조직의 성과, 조직의 수익성, 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을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측
정할 수 있다. 준객관적 변인은 객관적인 측정 변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응답자가 인지하는 조직의 성과, 수익성,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을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
자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

국내․외 조직성과 측정변인 연구동향 비교 분석
국내 조직성과 측정변인의 연구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외의 조직성과 측정변인에 관련
된 메타분석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Richard 등(2009)은 조직성과 측정변인과 관련된
213편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주로 활용되는 성과지표가 무엇인지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국내 조직성과 객관적․주관적 측정변인과 국외의 조직성과 객관적․주관적 측정
변인을 비교하였다.
객관적 지표와 달리 주관적 지표는 동일 변인이라 하더라도 활용한 도구가 연구자들마다
상이하여 국내 연구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주관적 변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도구를 활용하여 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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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측정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단, 선정된 41편의 논문 중 누구의 도구를 활용했는지 명시한
논문에 한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방법
1. 국내 조직성과 측정변인의 연구동향
조직성과 연구자별 측정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41편의 논문 중 객관
적 측정방법과 주관적 측정방법을 모두 활용한 연구는 이상완, 신성호, 김순기(2012), 이철기
(2012), 박주승, 이건우(2007), 김영조(2003) 논문 4편이며, 객관적 측정방법만을 활용한 연구는 4
편으로, 문윤지와 김효근(2007), 송보화(2006), 현선해(2002), 김동배, 주낙선(2001)이 이에 해당한
다. 8편을 제외한 나머지 33편의 논문은 모두 주관적인 측정방법으로 조직성과를 측정하였다.
먼저, 이철기(2012)는 객관적인 측정방법으로 회사의 매출액을 회사의 인원 수로 나눈 인당
매출액을 자연대수값으로 변환하여 측정하였고 주관적인 측정 방법의 조직성과로써 기술 수
준, 인력 수준, 마케팅 능력의 향상 등 세 가지 항목을 리커트의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이상완, 신성호, 김순기(2012)는 객관적인 측정방법으로 매출액성장률, ROA(Return on
Asset: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으로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측정방법으로 경쟁사 대비 성과
의 달성 정도를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박주승, 이건
우(2007)는 조직성과를 직무만족도와 재무 성과로 구분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조직성과를 측
정하였다. 먼저 재무성과는 표본기업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대차대조표 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7년도의 매출액을 전년도의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2003년
부터 2005년까지의 각 매출액증가율을 평균한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ackman과 Oldham(1976)의 직무특성 분석의 조직성과 문항들을 측정하였다. 김영조
(2003)는 객관적 측정방법으로 총자본이익률과 주관적 측정방법으로 직장생활 만족도를 측정하
였다. 총자본이익률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에서 제공하는 사업보고
서를 활용하였으며, 특정 연도의 예외적 상황으로 인한 재무성과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의 평균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주관적
조직성과인 직장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보수, 승진, 직무, 장래 비전 등 개인의 직무
관련 요소들에 대한 만족과 전반적인 회사생활, 경영이념, 기업이미지 등 조직 전체 수준의 요
소들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객관적 측정방법만을 활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문윤지, 김효근(2007)은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이익율)와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 순이익율)의 평균값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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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변인으로 선택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측정치는 한국신용평가원의 KIS-FAS 데이터베이스
에서 제시하는 2년 간(2004-2005)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송보화(2006)는 종업원의 행위변인인
이직율과 인당매출액을 조직성과 측정변인으로 선택했다. 월평균 이직율과 한국신용평가원의
재무정보 자료에서 추출한 기업 매출액을 기업 전체 종업원수로 나눠 인당매출액을 산출하였
다. 현선해(2002)는 조직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에 있어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에게 수익률이 조
직성과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그리고 시장가치/장부
가치 비율로 측정하였다. 자본이익률과 당기순이익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3개년도의 평
균치를 측정하였으며, 시가/장부가 비율은 1999년도의 수치만을 활용하였다. 김동배, 주낙선
(2001)은 조직성과를 이직률과 제안성과, 그리고 인당매출액으로 측정하였다. 이직률은 연평균
이직률로 측정하였고, 제안성과는 인당 채택되는 제안건수로서, 인당매출액은 공장별 매출액을
공장종업원 총 수로 나누어서 구하였다.
또한, 주관적 측정방법으로 조직성과를 측정하고 있었는데, 연구자들은 주관적 측정방법 중
에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 평가제도), 이직의도 등이 논문에
서 활용되고 있다. 조직성과를 측정하는데 주관적 측정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주관적 판단
을 통해 측정한 성과와 객관적 지표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선행연구(Wall et al., 2004;
Guthrie, 2001; Venkatraman & Ramanujam, 1987)에 기인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국내 조직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주로 사용되는 하위변인에 대해 요약한 자료는 <표 2>
와 같다. 국내 연구자들이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객관적 측정방법이 활용된 연구
는 총 8편이었으며 주관적 측정방법인 자가보고 설문방식과 준객관적 측정 방법이 활용된 연
구가 총 37편이었다.
2. 국내․외 조직성과 측정 변인 연구동향 비교
분석 논문 41편 중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 중 객관적 측정 방법은 20%(8편)
그리고 주관적 측정 방법은 90%(37편)을 사용하였다(객관적 측정 방법과 주관적 측정 방법을
동시에 포함한 4편의 연구는 중복 체크함). 이러한 빈도는 조직성과와 관련된 213편의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를 연구한 Richard 등(2009)의 연구 결과와 대조적이다([그림 1]
참조).
Richard 등(2009)에 따르면, 국외 연구는 조직성과 측정에 있어 객관적 측정 방법이 73%(155
편), 주관적 측정 방법 34%(72편)로 국내 연구 동향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객관적 측
정 방법과 주관적 측정 방법을 동시에 포함한 14편의 연구는 중복 체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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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외 객관적/주관적 측정방법 연구결과 비교

객관적 측정 변인
객관적 측정 변인은 주로 조직목표의 달성 여부로 평가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무성
과, 제품시장성과, 주주수익성과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한 Richard 등(2009)의 객관적 측정 방
법 분류를 활용하여 국내 조직성과 연구에 활용된 변인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국내의 조직성과 측정방법으로 사용된 8편의 연구에서 활용된 7개 변인 중 재무
1)

<표 3> 국내․외 조직성과 객관적 측정 변인 비교
구분
국외연구
국내연구
이익, ROA(Return on Asset: 총자산 순이익율), ROI
(Return in Investement: 투자자본 수익율), 영업현금흐
름, EBIT(Earning Before Interest, Texes: 이자 및 법인세
이전 영업이익),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e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 법인세, 감가상각
당기순이익,
, 차감 전 영업이익), 순영업이익, 매출액 이익률,
재무성과 비ROCE(Return
ROA(Return on Asset:
on Capital Employed: 자본 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이익율), ROIC(Return
on Invesed Capital: 투하자본 순이익율), RONA(Return
on Net Asset: 순자산 수익율), ROS(Return on Sales: 매
출액 수익율), RORAC(Return on Risk-adjusted Capital:
위험조정자본 수익율)
, 시장점유율, 인당 판매량, 판매 변화량, 판매 시가/장부 가치비율, 인당 매출액,
제품시장성과 판매량
성장, 시장 이익, 생존(ex 벤쳐기업), 시장가치
매출 증가율, 제안성과
사회적 성과, 총 주주 수익, 경제적 부가가치,
주주수익성과 기업의
없음
투자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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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관련된 변인은 2개, 제품시장성과와 관련된 변인이 4개 그리고 별도로 이직율이 사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측정 변인
<표 2>를 토대로 국내 연구자들이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주관적 측정변인에
대한 도구 개발자의 빈도수를 분석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먼저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Curry 등(1986)의 도구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Hackman과 Oldham(1976)
의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경우 Mowday 등(1979), Meyer와
Allen(1991), Buchanan(1974)의 측정도구를 각 2편의 논문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
도의 경우 Mobley(1982), Becker(1982), Robinson과 Roussequ(1994), Sandra(1996)의 도구를 각 1편의
논문에서 활용하였다.
2)

<표 4> 국내 조직성과 주관적 측정 변인의 활용 빈도수
조직성과 측정변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조직성과 측정도구
Hackman & Oldham(1976)
2건
Everett(1981), Jurgenson(1978)
1건
Camman et al.(1979)
1건
Price & Mueller(1981)
1건
Curry et al.(1986)
3건
Buchanan(1974)
2건
Mowday et al.(1979)
2건
Meyer & Allen(1993)
3건
Mobley(1982)
1건
Becker(1992)
1건
Robinson & Roussequ(1994), Sandra(1996)
1건
Kaplan & Norton(1992)

BSC

건

6

또한 국외 연구(Richard et al., 2009)와 비교하면 국내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주관적 측정변
인들의 구성이 매우 상이함을 살펴볼 수 있다. 국외의 경우 주관적 지표를 측정함에 있어 166
개의 변인 중 성과향상(98개)과 판매향상(50개)과 같은 조직의 실질적인 성과와 관련된 변인이
전체 변인의 89%(148개)에 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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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외 연구의 주관적 지표의 하위변인 빈도 분석
구분
성과향상
판매향상 조직효과성
Others
,
판매 증가, 직원근속기간, 기타 조직
하위 변인 조직목표달성
순이익
시장
점유율 직무수행 자체 기준
구성 예
증가 등
증가 등
능력 등
빈도수
98(59%)
50(30%)
11(7%)
7(4%)

소계
-

166(100%)

이에 반해 국내의 연구는 BSC를 제외하고 조직성과의 측정 변인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
리고 이직의도와 같은 구성원 개인이 인지하는 개인 수준의 성과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Ⅴ. 결 론
조직성과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명하게 나타내줄 수 있는 명료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측정변인 및 방법이 무엇인지
밝혀내 향후 조직성과 연구의 보다 폭넓은 활용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조직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상당수의 연구자가 주관적 측정방법을 활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분석된 33편의 논문이 주관적 측정방법만을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였으며, 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BSC, 준객관적 성과를 주요 변인으로 사용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Venkatraman & Ramanujam, 1987; Guthrie, 2001; Wall et al., 2004)에 기인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관적 측정 방법은 측정 시 관대화 경향, 후광 효과와 같은 심리적인
편견들에 의해서 측정 오류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객관적 조직성과 지표에 해당
하는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나 조직연구의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
측정 방법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외 조직성과 측정 변인 연구 동향 비교 결과, 국내 연구가 조직성과 측정 방법
에 있어서 국외 연구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직성과를 측정함에 있
어 주로 객관적 측정방법을 활용하는 국외의 연구와는 달리 국내의 연구는 주로 주관적 측정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와 달리 국외의 경우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또는 객관적
데이터를 중시하는 연구풍토가 활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 방법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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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정확히 어떠한 기업 환경이나 연구 풍토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국내 조직성과 연구에 있어 타당한 조직성과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조직성과를 주관적 측정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주로 활용되는 도구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직무만족을 측정하는데 있어 Curry 등(1986)의 도구가 다른 개발자의 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조직몰입의 경우 Buchanan(1974), Meyer와 Allen(1991),
Mowday 등(1979)의 도구가 주로 활용되었다. 동일한 변인을 측정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도구가
사용될 경우 측정한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연구결과의 차이가 실질적인 차이
인지 아니면 측정도구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
는 측정도구 활용에 있어 연구목적과 부합하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개발된 지 20~40년이 지난 조사 도구들이 변화된 현대 조직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
는지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국외 논문의 분석 결과 주관적 성과를 측정한 변인의 대부분이 생산성, 판매향상과
같은 조직 차원에서의 성과 요인들을 주로 측정한 반면, 국내의 경우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
직의도 등과 같은 개인 차원의 인식 수준을 변인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 차원의 측정
변인들이 비록 조직성과와 연계성은 높다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로 조직성과가 아닌 조직성과
의 선행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이해관계자나 최고경영자들이 궁극적
으로 원하는 조직성과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직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보다 명확한 변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연구에서 측정되는 조직성과의 하위변인들이 조직의 경쟁우위를 근본
적으로 제고 시킨 주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직성과에 대한 의미있는 평가
를 위해서는 조직성과의 질적인 수준의 차이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Swanson(1995)은 성
과분류(Taxonomy of performance)를 통해 성과를 전체 조직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성과와 변화시
키는 성과로 구분하면서 성과에도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모든 성과가
같은 수준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성과의 질적인 차이를 분류하여 실제로 조직의 지속가능
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 조직성과 측정변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조직성과 측정변인의 연구방향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성과 관점의 다양화 측면에서 측정방법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
들은 대다수 주관적 측정 방법들을 많이 활용해 왔으며, 특히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주 측정
변인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객관적 측정 방법이나 객관적 및 주관
적 측정 방법이 통합된 관점의 활용도 점차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Rogers와 Wright(1998)는
각각의 성과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시에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포함하는 다중 기준 성
과의 활용이 의의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단지 하나의 조직성과 변인을 통한 측정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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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성과 변화를 온전히 포함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차원적인
(Multidimensionality) 조직성과 변인의 설정을 통해 조직성과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특정한 산업군에 있어 조직성과 측정방법 및 변인의 일관된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물론 해당 연구자가 연구 목적이나 연구표본에 적합한 측정방법 및 변인을 선정하다보면
조직성과의 측정도구는 다양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다양한 조직성과 측정방법 및 변인의
활용은 조직성과 연구들의 비교 및 통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조직성과 측정변인은 대부분 국외 학자들에 의해 개
발되었다. 이는, 한국적 상황에서 국외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조직성과의 측정변인이 타당한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국내 실증연구의 축적
및 조직성과 측정변인이 한국의 국가적,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지 타당성 평가 차원에서 조직
성과 측정변인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성과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 동향이 조직성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조직
성과의 선행요인을 측정하여 조직성과와의 연계성을 증명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조직성과 측정 변인 설정과 측정의 타당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조직성과
의 하위 요인들을 구성할 때, 동일편의방법(Common method bias)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
설계 단계에서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박오원, 2013).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차원으
로 한정된 주관적 측정 방법을 지양하고 좀 더 실질적인 경영 지표와 경영성과와 연계된 주관
적 지표를 지향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측정변인 중 박건실(2003)의 연구에서 심리적 차원의 하위문항으로 사회
적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현재 조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윤 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
고 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영리에만 목적을 맞추어서는 사회로부터 외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영리조직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분
야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즉 기업은
단순히 소비자의 경제적 욕구만을 충족시켜 주는 기능보다 오히려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다른 집단 또는 다른 조직들과의 연관성을 갖고 서로에게 상호적
인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조직은 단순한 이윤창출이 아닌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이윤극
대화 방안을 조직성과 변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직성과의 측정변인을 분석함으로서 국내에서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향후 측정변인 적용에 있어 방향성을 일부 도출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된 연구표본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업 조직이 연구의 표본으로 활용되었으며,
기업 조직 이외에 군 조직, 병원, 비영리조직, 정부기관 등을 표본으로 하는 연구들은 분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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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한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본 대상을 국한하지 않고 조직성과 측정변인을 산업별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증연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향
후 사례연구, 심층인터뷰, 문헌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 분석을 통해 조직성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조직성과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의 연구 동향 비교 분석 중 특히 객관적
측정방법과 주관적 측정 방법의 차이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국외 조직성과 연구의 측정변인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연
구 세팅과 측정 결과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함의점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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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variables relat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2000-2012

Kwon Dae-bong

Kwon Ki-beom

Korea University

Jeong Hong-in
Gyeonggi Do Provincial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cent research trends about organizational performance
variables by investigating empirical articles published in Korea from 2000 to 2012. In this study, we
critically analyzed 41 studie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variables from academic journa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e recognized the only 37 studies use subjective measurements for
investigating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s. In Korea studies, it was more likely to use subjective
measurements than studies were conducted in foreign journals where were more focused on proving
direct impact of organizational variables. Second, we found tha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BSC, and quasi-objective measures had been addressed as variable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most studies. Also, it was showed that even subjective measurement
investigat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the indirect variables, compared with foreign studie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about actual business results. Because pattern of result
favored the use of subjective measure in Korea studies, finally, the authors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to use more objective measure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method of appropriately aligning what
intend to measure and what actually to be measured.
Key words : Organizational Performance, Empirical Measurement, Objective Measurement, Subjective Measurement,
Quasi-objectiv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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