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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통한 통치:
국립대학 교수 성과연봉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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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성과를 통한 통치, 즉 성과주의(performocracy)는 교육을 포함한 사회의 제 영역을 관리하
고 통제하는 사회질서로 등장하고 있다. 성과주의는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기업에서 사용된 인적자원관리방식으로, 주로 시장원리, 경쟁원리, 관리주의, 경제적 합리
성과 같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 이 글은 국립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실
시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중심으로 성과주의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중심으로 개인을 관리하는 통치방식으로 교수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국가는 교수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연봉제를 통해 은밀하게 통치
한다. 이런 점에서 성과연봉제는 단순히 교수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교수들로 하여금 성과지표에 자신들의 사고와 행위를 ‘자율적으로’ 맞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아 테크놀로지이다. 진리체계로 간주되는 성과지표는 교수들을 규범화하고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통치 장치이다. 성취지표는 교수를 통치가 가능한 주체로 변화시키기 위해 수량화

― ‘주기적 반복’
― ‘성과에 기초한 경제적 인정’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쉼 없이 경
가 가능한 것들을 주로 포함하였다. 성과연봉제는 ‘자기평가를 통한 고백’

제적 보상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주체’, 자신의 성과에만 매몰되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눈먼 주체’ 그리고 성과주의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대항품행을 모색하는 ‘저
항 주체’와 같은 주체성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 결과 성과연봉제는 학문과 학자 공동체에 대
한 충성심은 사라지고, 오직 개별적 생존을 위해 애쓰는 불행한 주체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
러한 폭력적 성과주의에 저항하는 저항과 대항품행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성과주의, 성과연봉제, 통치성, 신자유주의,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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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성과(performance)’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보상하는 성과연봉제와 같이 성과를 평
가하고 그 결과를 강조하는 성과주의 정책이 사회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성과
를 근거로 구성원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주로 민간 기업에서 이용되던 것이었는데
최근에 학교나 관공서 등의 공공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성과주의는 성과를 중
심으로 개인들의 삶을 측정, 평가, 비교, 차등, 배제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쓸
모를 결정하는 사회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점점 더 성과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성과주의(performocracy)’ 사회1)에 살고 있으며, 성과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자신들
의 사고와 행위를 맞추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성과를 통한 통치는 시장과 경쟁원리, 관리주의, 수행성, 경제적 합리성 그리고 결과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신공공관리
는 전통적 관료제적 절차를 성과평가로 대체함으로써 성과 지향 문화의 촉진을 목표로 하
는 공공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이명석, 2001).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조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대신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관료제에 대신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근래의 많은 교육개혁은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 이데올로기에 따라 추진
되었다(Ball, 2003; Whitty and Halpin, 1998). 예를 들어, 교육적 투입이나 과정보다는 결과
를 중시하고, 교육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설정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
하는 성과평가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교육을 바꾸는 것을
정부는 ‘선진화’ 또는 ‘정상화’라고 주장한다. 교육의 정상화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저
성과자에 대한 퇴출 제도를 도입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학교를 성과중심
의 운영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했다(관계부처합동, 2013).
국립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제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

․

입 운영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보수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성과연봉제가 교수사
회의 발전적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교원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0; 교육부, 2016a). 2011년 1월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을 개정하여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로 바꾸었다.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업
1)

이 글에서는 성과를 강조하는 성과급제, 성과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를 구별하지 않고 성과주
의와 같은 의미로 번갈아 사용한다. 성과주의(performocracy)는 성과를 뜻하는 ‘performance’와 지
배나 통치를 뜻하는 ‘cracy’를 결합한 것으로 성과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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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
4조7항).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2011년에는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3년에는 정
년이 보장되지 않은 교수로 확대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립대학의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했다(교육부, 2016b: 6-7).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제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교원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및 기타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
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업적에 의한 보상의 일부가 가산, 누적되어 업적에 따라 교원 간
에 일정한 보수의 격차가 발생하며, 책정된 연봉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하는 제도(교
육부, 2016b: 3).

성과연봉제는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교수를 규정하고,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SS, S, A, B, C등급을 부여받은 새로운 유형의 교수를 생산한다. 성과주의는 단순히
교수들의 급여나 신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수들로 하여금 성과지표를 ‘자발적으로’
내면화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성과지표에 맞추어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한다. 교수
들은 성과지표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고 재편하여 성과에 합당한 주체가 되도록 요
구받기도 한다. 국가는 교수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발적’ 동기를 강조함으로써 교수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성과주의에 맞추도록
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취업을 둘러싼 경쟁이 심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교사, 교
수, 공무원과 같이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쉬운데,
성과주의는 이들 집단의 무능과 비효율을 해소할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기획재정
부, 2010). 예를 들어 일부 신문에서는 교수 집단의 안정적 급여제도나 고용조건을 ‘철밥
통’으로 비유하고 집중 공격함으로써 교수들이 성과연봉제를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국민일보, 2007; 동아일보, 2010; 조선일보, 2011). 뿐만 아니라 성과주의는 경
제적 비효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무책임을 해결할 ‘도덕적 테크놀로지(moral
technology)’로 간주되기도 한다(Ball, 1990). 이런 점에서 성과연봉제는 관료적 통제에 전적
으로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책무성에 따라 교수를 관
리하고 통치하는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다(Ball, 2003). 성과연봉제는 이미 오래 전에 영
국과 미국에서 교사를 관리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것으로 이제 국경을 가로질러 한국까지
‘흘러온 정책(the travelling policy)’이다(Ozga, 2005). 이처럼 성과를 통한 교육 통치는 한국
에서만 예외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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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성과연봉제가 교
수의 직업적 성격과 맞지 않다는 지적(정문종, 2005), 교수의 직업적 안정성을 해치고, 우
수한 교수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는 비판(장덕호 외, 2011), 국립대학 교수의 호봉이
다른 직종에 비해 낮기 때문에 성과연봉제가 결과적으로 급여 수준을 더욱 열악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강창동, 2011; 문병효, 201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0) 그리고 성
과연봉제가 상호 약탈식의 제로섬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비판(국교련, 2014; 문병효,
2014), 교수의 자질과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장상환, 2012) 등이 그것
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는 국립대학의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대학과 교수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쟁, 시
장, 책무성, 성과를 강조하면서 성과를 통해 교육을 통치하는 성과주의의 성격을 분석한
논의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도 성과연봉제의 도입과 실시를 둘러싼 쟁점, 그리고 개선방안
과 같은 제도적 수준의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박성환 외, 2016; 이석열 외, 2012; 정문종,
2005). 이 글의 목적은 국립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통한 통치를 강조하는 성과주의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통치성으로서 성과연봉제의 성격과 그 작동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교수의
주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치 테크놀로지로서 성과연봉제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부, 기획재정부, 교수단체, 신문, 개별 대학의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자
료를 검토하였다.

Ⅱ. 통치 테크놀로지로서 성과연봉제의 성격
1. 신자유주의 국가의 관치(官治)로서 성과연봉제

象牙塔)은 근대 대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은유였다. 대학은 진리탐구, 자유, 순

상아탑(

수함, 사회봉사, 탈세속의 공간으로 실용이나 상품, 그리고 돈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졌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전달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간주했다. 교수들은 진리를 사용가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가
치 있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했다(Shil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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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지식의 가치가 진리 여부가 아니라 상품화 가능성과 같
은 경제적 관점에 따라 결정되면서, 자유로운 지적 활동을 통해 지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르치던 교수들의 삶이 변화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신속하
게 전환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교수의 중요한 역할로 등장했다(Lyotard,
1992). 대학은 절대적 자유를 기반으로 진리를 탐구하던 ‘조건 없는 대학’(Derrida, 2002)에
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식 대학’(Marginson and Considine, 2000)으로
재편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에서도 경쟁, 성과, 보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교수들의 삶을 구성하고자 했다.
교수들의 일상적 삶은 모두 성과와 관련하여 평가받는 대상이 되었고, 성과연봉제는 성과
평가를 금전적 보상과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에서 성과연봉제는 국가 주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공공기
관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교육
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22일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제목
의 2010년도 업무보고에서 국립대학 교수 성과연봉제 추진을 교육부문 선진화 방안으로
공식화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33).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주도
할 선진형 교원 운영’을 위해 국립대학 교수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액 인건
비 제도의 도입과 연공서열 중심의 교수 봉급 체계를 업적과 보수가 연계되는 성과연봉제
로의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과연봉제는 국가가 주도하여 경쟁, 민영화,
성과, 평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대학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처럼 성과연봉제는 국가가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하고, 교수를 자율과 경쟁이라
는 시장 담론을 통해 통치하는 국가의 새로운 교육개입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
의 국가는 대학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주의를 전략적으로 활
용하면서 교육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필요에 따
라 서로를 포섭하는 전략적 관계를 유지한다(이창희, 2012). 국가에 의한 교육개입을 관치

官治)나 규제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면서 시장논리에 따라 교육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한

(

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가는 시장, 경쟁, 자율, 평가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교육적
개입을 정교화하고 있으며 보다 은밀한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 ‘관치는 신자유주의 국가의
필수적 요소’(지주형, 2015: 361)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과연봉제는 다음의 지적
처럼 신자유주의 국가가 성과평가를 매개로 교수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계발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닦달하는 변형된 형태의 관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개인화, 사사화, 상품화를 통해 자본에 대항하는 사회적 집합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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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화시키고 지배적 자본의 사회적 권력을 강화시킨다.

… 신자유주의 국가는 한편으

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억압적 사회질서를 재생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과 사회에게 생애 리스크 관리와 자기통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확대함으로 질서를
생산하는 것이다(지주형, 2015: 389-390).

관치로서 성과연봉제의 도입과 실행에 교육부의 관료는 그 중심에 있었다.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선출되거나 선발된 관료들로 구성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노중기, 2016; Crouch, 2009). 이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

甲

다. 교육부는 국립대학과의 관계에서 ‘갑( )’의 행태를 보이며, ‘사소한 사안이라도 교육부
와 협의 없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거의 없다. 협의라고 하나 사실은 지침을 확인하는 것
이다. 지침에 순응하는 대학에는 보상을 준다. 그러지 않는 대학은 징벌적 불이익을 감수’

–

(전홍찬, 2013)해야 한다. 이를 고원(2008: 207-210)은 전문가 엘리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

기술 경영 관료주의로 정의한다. 스스로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엘리트 관료들은 대중을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일종의 ‘전문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성과연봉제는 행정 관료에 의한 관
치를 기반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의 통치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다.

2. 신자유주의 통치성으로서 성과주의
성과연봉제를 포함하여 교수들이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업적평가, 강의평가, 자기평가
등은 모두 성과주의의 구체적 모습들이다. 이들은 교수들을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이끈다
는 점에서 통치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치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품행의 통솔(conduct of conduct)’을 말한다(Foucault,
1982). 이는 자신이나 타인, 타인의 신체, 나아가 영혼이나 행동방식에 대한 지배를 뜻한다
(Foucault, 2011: 178). 국가는 담론이나 사물의 배치를 통해 국민들을 적절한 모습으로 인
도함으로써 국가를 온전하고 평온하며 평화롭게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다양
한 통치 규칙이나 기술 그리고 제도를 필요로 하는데, 정신의학에서의 격리기술, 형벌체계
에서의 규율기술, 의학제도에서의 생명관리정치 등이 바로 국가를 아래로부터 지탱하는
것들이었다(Foucault, 2011: 175, 390).
그런데 권력이라는 것이 잠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국가는 기존의 권력관계를 안
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통치에 필요한 새로운 수단들과 통치 합리성을 모색하
게 된다. 예컨대, 주권권력이 제한된 영토 안의 국민을 대상으로 징세나 처벌 등을 통해

성과를 통한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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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를 행사했다면, 규율권력은 영토 안의 사람들을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 규제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했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 통치성(governmentality)은 살아 있는 개인들
에 주목하고, 그들을 장차 ‘길러질, 사용될 그리고 최적화될 자원으로 간주한다.’(Dean,
2010: 29).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법이나 행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한 목적을 위해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사
물을 올바르게 배치’한 것이다(Foucault, 2011: 151). 이때 자유가 통치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Foucault, 2011: 478). 통치는 자유로운 주체를 전제로
한다. 주체는 억압적 지배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통치할 자유를 갖게
된다. 이제 통치는 개인의 밖에서 부과되는 권력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행위’를 의미하는 자아 테크놀로지를 통
해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사실, 국가 통치 행위의 핵심은 주체의 생산을 둘러싼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Negri and
Hardt, 2001). 국가는 통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통제와 관리가 용이한 주체로 만드는 것
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통치는 ‘모든 철학적 문제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현재와 바
로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문제’(Foucault, 1982: 785)를 의미한다. Foucault는 주체를 형
성하고 지속적으로 주체성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을 권력으로 정의한다.2) 그에게 권력이
란 누군가가 소유하는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관계적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행위의 조합(ensemble of action)’
을 말한다(Foucault, 1982: 786). 따라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개인을 특정한 주체로 구
성하고 생산하며, 그들의 행위를 교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점에서 통치한다는 것은 개
인의 몸과 정신에 권력을 새겨 넣어 특정 주체로 만든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권력에 의해 구성되는 주체는 역사적 및 사회적 산물이다. 예컨대, 사목권
력이 신의 뜻대로 타인을 위한 부양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헌신적 주체를 형성하고자
했다면, 규율권력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규범화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위해 필요한 생산
적이며 복종적인 주체를 생산하고자 했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무엇을 금지하
고 욕망을 억제하며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기존 권력과 달리 개인으로 하여금 경제
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욕망을 부추기고 서로 경쟁시킴으로써 자신을 더욱 더 유용하게 만
든다. 국가는 개인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자유롭게 통치하도록 자극하고 그러한 생각
2)

Foucault(1982)는 권력이 영속적 합의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합의가 자연적이
거나 보편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대문자 권력
(Power)이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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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면화하도록 한다. 이것은 국가가 ‘통치할 의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체
를 통해 스스로를 통치하도록 만드는 테크놀로지이다(손준종, 2015).
신자유주의 통치성으로 기능하는 성과연봉제는 개인들로 하여금 더 나은 성과를 거두
도록 끊임없이 채근한다. 그런데 적정한 성과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비해 성과가 낮
은 저성과자나 유용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
은 쓸모없는 잉여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 누구나 잉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
인은 잉여로 분류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성과를 높이도록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독려한
다. 이러한 성과주의는 교수사회를 지배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
오랫동안 교수들은 근무 연한에 따라 그 능력이나 가치를 다르게 평가받아 왔다. 예를

號俸)은 교수들의 위계와 급여를 결정하는 주된 기

들어 연령이나 근무연한에 기초한 호봉(

준이었다. 연공서열이나 호봉제는 생물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느슨하게 결합된 것이
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더욱 능숙해진다는 것을 의미
했다. 나이든 사람의 경험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
서 나이든 사람을 경제적으로 차등 보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모든 교수들을 동질적으로 간주하고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성과
급(performance-related pay)’은 자격, 학력, 경력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3) 더 이상 나이나 경력이 쓸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심지어
경력이나 경험이 늘어날수록 그 가치가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력이
많은 나이든 교수들은 경제적 자원을 축내는 불편한 존재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과주의는 일을 잘하고 말을 잘 듣는 표준화된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산업사
회를 지배한 능력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능력
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실체가 있는 고정된 어떤 것으로 가정한다. 능력(merit)이 ’IQ+노력’
이라는 정의는 특정 지능검사나 시험을 통해 측정된 지능이나 성적이 개인의 고정된 자질
이라고 전제한다. 때문에 능력주의는 능력을 성과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능력이 좋은
사람이 당연히 성과도 좋을 것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이에 비해 성과주의는 성과가 능력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능력과 동일한

3)

성과급(performance-related pay)은 ‘능력급(merit pay)’과 구별하기도 한다. 성과급은 결과를 측정하
는 것이 가능한 육체노동에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능력급은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문직이나 비육체노동에 사용되었다(Chamberlin et al., 2002: 32). 그러나 최근에는 성과
급이 모든 노동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국립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
의 정확한 명칭은 ‘성과급적 연봉제’이다.

성과를 통한 통치

9

것은 아니라고 본다. 능력이 ‘있다’ 혹은 ‘없다’와 같은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고정된 어
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취를 거두었느냐가 중요하다. 능력이
성과를 저절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통해 자신이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개인은 추상적 능력이나 의지 그리고 계획이 아니라 정해진 기
준에 합당한 구체적인 실적이나 결과를 보여야 한다. ‘앞으로 할 것’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것’이 중요하다. 이제 사람들은 각자의 사회적 위치에서 해야 할
것을 유연하게 수행하고,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가치를 인정받는다.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성과를 개선함으로써 합당한 보상
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차등적으로 보상받을 기회의 평등성을 가정한다. 성과가 낮은
교수들도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동기를 유발하게 되면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
다는 것이다. 성과가 낮은 것은 일할 동기가 부족한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과
를 개선하도록 교수 개개인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상황에 합당한 행
위를 하도록 ‘인도’할 뿐이다. 그 결과 개인은 자신의 일을 성과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조
직하며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사고하며 책임지는 주체로 형성된다. 이런 점에서 성과주의
는 주체들이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하는 테크놀로지인 것이다.
성과주의는 성과와 결과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최적화
된 규율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규율권력이 몸과 정신을 정해진 틀에 맞추어
만드는 것에 주목했다면, 신자유주의는 개인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하는 모든 것
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회이다. 개인의 모든 것은 성과나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
이스화되어 관리되며, 그렇게 저장된 성과는 개인들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대학에서의 성과주의도 연말에 정례적으로 행하는 세금정산이나, 병원의 진료기
록, 자동차 수리기록과 그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개인의 모든 일상은 빠짐없이
성과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저장되고 있다. 성과주의는 우리를 감시하는 시선이 외부에
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똬리를 틀고 앉아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자아의 테크놀로지인
것이다.

3. 진리체계로서 성과지표
신자유주의 통치 테크놀로지로서 성과연봉제는 특정 주체를 생산하고 호명하는 기능을
한다. 성과연봉제에서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성과지표는 기대하는 교수의 모습을
구체화한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교수들이 성과지표라는 제도적 규범에 얼마나 잘 반응했
느냐를 따지는 것으로, 교수들은 성과지표에 따라 ‘교수다움’이 평가된다. 성과지표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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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을 수량화하여 숫자로 재현하고 표준화함으로써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만든다. 성과주의는 모든 교수들을 단일한 지표에 따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수
량화되지 않는 활동은 의미가 없다(손준종, 2012). 이렇게 만들어진 성과지표는 교수들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하나의 진리체계로 간주된다.
진리체계(regime of truth)란 정상성과 규범성을 생산하는 기준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것에 맞추어 자신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Foucault에 따르면 진리체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모든 사회는 진리로 간주되고 기능하는 나름의
진리체계를 갖는다.’(Dreyfus and Rabinow, 1982: 117). 이처럼 진리체계는 사람과 사물을
배치하고 참과 거짓을 ‘분리하는 사회적 실천’이다. 진리체계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 선과
악, 우수함과 평범함, 유용함과 무익함, 보상과 처벌, 합격과 불합격 등이 구분된다. 성과
를 판단하는 성과지표도 이러한 진리체계로 기능하는 것이다.
성과지표를 통해 교수들의 삶은 다름, 차이, 독자성과 같은 질적 속성보다는 서로 비교
가 가능하도록 수량화된다. 교수들의 삶은 숫자로 계산되고 재현되며, 그 결과 교수들 사
이의 질적인 수평적 다양성은 양적인 수직적 서열로 바뀌게 된다. 모든 교수는 동질적인
단일 집단으로 간주되고, 전적으로 지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몇 유형의 교수로 분류될 뿐
이다. 한마디로 교수들은 성과지표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교수로 만들어진다.
원래 분류체계는 통계적 분포에 관한 지식의 발달과 관련이 있었다. 사람들은 정규분포
도 상에서 정상과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때
분포도의 중앙에 위치한 사람들은 정상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분포도의 양극단에 위치한
사람들은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Hacking, 2012). 그러나 성과주의에는 이런 식의 정
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교수는 계속해서 오른쪽 극단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쟁
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아무도 늘 정상 범주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모든 교수들
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규모의 저성과자를 불가피하
게 전제한다. 다른 교수와 비교하여 성과지표를 충족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수는
암묵적으로 쓸모가 없거나 무능한 존재로 간주되어 Foucault(2015: 306)가 간접 살해라고
부르는 사회적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이처럼 성과지표는 성과를 근거로 교수들을 자신과
타자로 계속해서 분리하는 실천을 한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교수들이 스스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정부나 대학 차원에서 제도화
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각 대
학이 대학실정에 맞는 평가체계를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한다.’(교육부, 2012: 20)는 점을
강조한다.4) 그러나 개별 대학이 성과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학의 특성화, 산학협력, 학
문의 융 복합, 취업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요구하거나, 대학 특성화 전략에 따른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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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교수의 관심 능력에 따라 교육지향 교수, 연구지향 교수, 산학
협력지향 교수 등으로 특성화하는 업적평가 모델을 개발할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교육부
(2016b: 18-19).5)
이와 같이 성과지표는 교수들이 달성해야 할 것으로 국가가 그 틀과 방향을 미리 정의
해 놓은 구체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발휘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한다. 교수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 자율적 합의를 통
해 성과지표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성과지표는 일종의 ‘합의된 강요’라는 특징을 갖는다.
성과지표는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한 것으로 교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성과지표에 따라 교수를 분류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느 정도’ 배점으로 성과

－ －

지표에 넣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성과지표는 크게 교육 연구 봉사라는 전통적인 교수
역할을 중심으로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257호)에 따르면

ㆍ ㆍ

성과연봉은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제39조의2의

①항)된다. 성과연봉이 ‘교육－연구－봉사’와 관련된 성과를 중심

으로 교수를 비율에 따라 나누고 급여를 차등 배분되는 것이다. 평가 영역은 각각 일정한
점수를 배정받으며, 그것들은 서로 합산 과정을 거쳐 교수들의 성과를 판단할 새로운 점
수로 탄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점수는 교수들 사이의 상대적 우열을 따져 우수함을 드러
내는 객관적 지표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우수한 S등급의 교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극
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양적인 형태로 적극 구성해야 한다.6) 모든 교수가 S등급의 교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순위가 비교 대상이 되는 동료 교수와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결정되
기 때문에 교수 각자가 통제할 수 없다. 실제로 공무원보수규정에는 교수들이 부여받게
될 등급과 비율 그리고 경제적 보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4)

5)

6)

정부가 제시한 최소 기준이란 ‘S, A, B, C 등급 중 C등급 인원이 최소 1인 이상이 되도록 평가
단위를 설정, 평가주기는 1년으로 하되 평가대상기간은 1년 이상 차등설정 가능, 매년 2월말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5월말 평가 완료 등’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0).
일부 대학은 이런 지침에 따라 교수들이 교육, 연구, 봉사 중 특정 분야를 선택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교육트랙, 연구트랙, 산학협력트랙으로 평가받기도 한다(전북대학교, 2016).
교육부는 성과연봉의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의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C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의 공통영역은 교육(매 학년도 법령상의 책임시수 미달 여부), 연구(최근
3년간 1편 이상의 연구실적), ‘윤리(연구부정행위 여부)’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6b: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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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
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로 하여 각각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
요한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더하거나
빼어 조정할 수 있다(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③항).

– –

그런데 교수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교육 연구 봉사가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되기는 하
지만, 모든 활동이 성과로 승인되지는 않는다. 어떤 활동은 교수의 주체 형성에 중요함에
도 불구하고 수량화가 어려워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성과지표에 포함
되지 못하는 것들은 정상과 거리가 먼 것들로 무시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되며 심지어 적
대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7) 이때 주목할 점은 성과연봉제가 ‘교수의 나이, 성, 전공, 경
력 등 성과와 관계없는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금지’(교
육부, 2016b) 한다는 점이다. 성과연봉제는 모든 교수가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평등
한 조건에 있으며, 학문 영역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가정한다. 성과주의 아래에서 모든 교수들은 오직 성과를 통해서만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Ⅲ. 통치 테크놀로지로서 성과연봉제의 작동 과정
1. 고백
성과연봉제는 교수가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평가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자기평가(self
evaluation)로부터 시작된다. 자기평가는 성과지표에 비추어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내가 한

告白, confession)이라고

일을 ‘솔직하게’ ‘자신에게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일종의 고백(

할 수 있다. 자기평가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교
수로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백으로서의 자기평가는 내

7)

대학별로 성과지표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논문 편수로 평가되는 연구의 상대적 영향력
이 크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때문에 성과연봉제가 대학의 교육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
이 제기되기도 한다(경북대학교 교수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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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요구받는다.’(Foucault, 2005: 80).
흔히 고백은 ‘종교적 질서에 복종한다.’라는 신앙고백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고백은 13
세기에 종교는 물론이고 사법제도나 일상생활에서도 진리와 진실을 생산하는 중요한 의례
로 등장했다. 고백은 내가 결코 신을 부정하는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신부에게 고해함으
로써 신앙을 인정받는 방법이었지만,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음을
법관의 심문에 진술함으로써 무죄를 확인받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고백은 다른 사

認可)’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자신의 진실한 내면을 드
러냄으로써 정당성을 ‘인정(認定)’받는 것이었다. 고백은 자신의 내면을 공개하고 자신이
람이 나의 존재를 ‘인가(

규범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새로운 의례로
등장했다.
그런데 고백은 고백을 요구하고, 고백을 듣고, 그 진실 여부를 판단하며 고백하는 사람
을 해방시킬 권한을 가진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어나기 어렵다. 권력관계로 연결되
어 있는 우리는 고백을 통해 서로의 내면을 알고 판단하고 확인한다. 고백은 개개인으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요구하는 권력에 의한 개별화 과정이었으며, 삶의 거의 모든 장
면에서 개인을 통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고백은 진실을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되었고, 우리 사회는 고백사회가 되었으며, 우리는 고백하는 동물이
되었다(Foucault, 2005: 80-81).
‘진리말하기(truth-telling)’의

형식인

고백에서는

말로

자신을

나타내는

‘언어화

(verbalization)’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은 말하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동시에 자신을 증
명한다. 심문, 상담, 이야기, 편지 등은 모두 자신의 내면을 거짓 없이 말하는 일종의 고백
양식들로써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성과연봉제는 말로
행해지던 고백을 점수, 횟수, 평균 등과 같이 계량 가능한 숫자로 변형시킨다. 신자와 사
제, 범죄자와 검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자신의 내면을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성과를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낱낱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해석이 필요한 말

數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감할 수 있는 수( )가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성과연봉제의 고
백 양식은 언어화에서 수량화(quantification)로 변화하였다. 성과연봉제와 같은 성과주의는
고백이라는 통치 테크놀로지에 수량화라는 과학의 외피를 덧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백 실천으로서 성과연봉제는 교수들이 성과지표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는 것으로 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내가 나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고백이다. 전자는 Butler(2013)가 ‘자신을 자기 자신
에게 설명하는 것’이라 부르는 것으로 자기평가를 말한다. 자기평가는 아무 것이나 고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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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진리체계로서 성과지표에 비추어 고백한다. 고백이 진리를 생산하는 테크
놀로지이기 때문에, 내가 자기평가를 통해 자신에게 설명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는 성과
지표라는 진리체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내가 주관적으로 아무리 좋은 교수로서의 삶
을 살았다고 생각해도, 성과지표를 통해 인정받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는 규범과 관련되지 않은 ‘나’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Butler, 2013: 18-19). 결국 교수
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각자의 성과를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다. 이를 통해 교수는 성과를 통해 재현되는 행정적으로 관리되는 주체로 변모한다.
자기평가는 교수로서 계속해서 실천하고 지켜야 하는 규범인 성과지표를 내가 얼마나
적절히 수행했는가를 드러내도록 하는 일이다. 이러한 행위를 수행성(performativity)이라고
한다. 수행성은 모름지기 교수라면 그런 정도의 성취는 보여야 된다는 일종의 윤리를 말
한다. 이러한 윤리에 기초한 수행성은 교수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이런 점에서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자기 밖에서 행해지는 통치라면, 고백은 자기 안에서
자신을 주시하고 관리하며 통제하는 자아 테크놀로지이다. 이처럼 고백으로서 자기평가는
수행성을 중심으로 교수 개개인의 책무성을 확인하는 의례화된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백의 다른 차원은 교수가 행한 자기평가에 대한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앞
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백은 권력관계의 밖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자기평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를 고백하는 것이다. 교수들이 자기평가를 행정적
으로 마무리하면 누군가가 나의 고백을 평가한다. 고백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자기가 평가한 내용이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 간혹 성과를 고백하는 자기평가는
과장하고자 하는 욕망에 휘둘릴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은 거짓 고백이나 위장된 고백과 같
이 성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가려내고자 한다. 이처럼 고백 실천으로서 자기평가는 자
신이 거둔 성과를 투명하고 가시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성과평가는 종교에서 행하는 죄의 고백처럼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공개성은 고백이라는 자아 테크놀로지의 주된 특징인 ‘투명성
(transparency)’과 ‘가시성(visibility)’의 조건이다. ‘투명하다’는 것은 숨김이 없다는 것이고,
숨김이 없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Ball, 2003; Strathern, 2000). 따라서 투명성
은 개별적 수준의 관리와 통제를 통해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력의 테크놀로지로 작
동한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모든 것을 투명하고 가시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성과주의는 개인의
모든 것을 무조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선택하여 공개한다. 숫
자로 재현되기 어려운 것이나 통치에 중요하지 않은 활동은 고백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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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시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고백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제된다. 권력관계는 평가라는 고백을 통해 ‘어떤 것들’은 더욱 드러나고 투명
하게 만드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은 더욱 더 은폐하고 보이지 않게 만든다. 이는 일
상의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부분만이 투명성과
가시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교수의 삶을 투명하고 가시적으로 만드는 고백은
성과지표에 맞추어 교수를 새롭게 배치하고 그것에 맞추어 교수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통
치 행위인 것이다.

2. 반복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성과를 평
가하여 책정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성과평가는 단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실천이다. 이처럼 권력은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체의 형성에 개

反

입한다. 통치테크놀로지가 권력으로서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중단 없이 고백을 ‘반복(

復, reiteration)’해야 하며, 이러한 반복을 통해 권력관계가 생산되고 유지되며 강화된다(전

혜은, 2011: 159; Butler, 1997, 2013). 성과주의도 상대적 비교를 통해 차이와 타자를 생산
하는 효과적인 통치 테크놀로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연봉제가 효과적인 통치 테크놀
로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들의 사고
와 행동이 반복적으로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성과평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누군
가의 강요 때문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하는
반복이란 자연적이고 생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특정 행위와 생각을 반복해서
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적 힘이다. 고등학생이 매달 모의고사를 보는 것, 직장인이 2년 주기
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 그리고 교수들이 해마다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반복은 누구도 완전하고 안정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SS등급의 유능한 교수로 평가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다음 평가에서 그
러한 등급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성과지표가 고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평
가결과 또한 유동적이며 잠정적이다.
성과평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성과지표에 맞추어 자신의 주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면 구성된 주
체성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반복은 기존의 것들을 비우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채
우도록 한다. 반복은 비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완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해마다 성과

16

교육사회학연구 제26권 제4호

를 채우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이제 완전한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
다(Butler, 2013). 이런 점에서 성과평가를 반복하는 것은 이전의 평가 결과를 무효화하여
나를 ‘벌거벗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성과평가가 끝나면 나는 이내 곧 비워진다. 지금까
지의 나는 사라지고 의미가 없게 된다. 대신에 나는 새로운 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나
에게 나는 늘 낯선 존재이다.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수들은 비움과 채움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도록 요구받는다.
성과지표에 따라 애쓰는 모습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이 차
있지 않으면 나는 게으르거나 부족하며 교수답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물의 ‘양’은
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내가 기울인 노력이나 밑이 빠진 독의 상태, 그리고 물의
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 독에 물을 넘치도록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고백은 나를 설명하는 동시에 나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그저 반복하는 교수들은 평가결과에 따라 특정 등급으로 객체화된다. 교수
들은 연례적으로 성과평가를 반복하고 그 결과에 따른 호명에 응답한다. 교수들은 늘 변
함없는 주체가 아니라 해마다 새롭게 구성된다. 규범에 합당한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더
나은 등급으로 호명되기도 한다. 교수들은 해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평가받고 그 결과
에 따라 통치되는 삶을 산다. 이런 점에서 교수들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은 줄어
들게 된다. 교수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규범
을 반복(전혜은, 2011: 159)하는 것처럼 정해진 제도적 규범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예속
적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반복되는 성과평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권력관계는 교
수들로 하여금 성과를 통해 자신의 쓸모를 계속해서 증명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무
리 제도적으로 교수라는 신분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교수다움을 규정하는 성과지표에 맞추
어 활동하지 않으면 교수로서의 쓸모와 위치가 늘 의심받는다. 교수들은 살아남기 위해
불만스럽지만 성과주의에 적응하게 된다. 더구나 권력관계는 성과평가에 대한 사소한 불
평과 불만을 전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함으로써 저항을 방지하고, 성
과주의가 반복되도록 한다. 교수의 주체성은 성과평가의 의례적 반복을 통해 계속해서 구
성되며, 권력관계는 성과연봉제와 같은 규칙의 반복을 기반으로 유지된다.

3. 인정
성과연봉제는 교수들의 경제적 욕망을 기반으로 한다. 국립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제는 매년 5월 말일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성과평가가 완료되면 교수들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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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위치에 따라 특정 등급으로 분류되고, 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의 액수가 결정된다(교육
부, 2016b: 24). 성과가 우수한 교수들은 ‘SS등급’으로 호명되며,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인센
티브나 보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는 교수 중에서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수를 선정하
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성과연봉

認定, recognition)’받는 대표적

제에서 차등적인 경제적 보상은 교수가 자신의 성과를 ‘인정(

인 방식이다. 교수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설명함으로써 경제적 쓸모를 인정
받고자 한다. 성과주의는 금전적 보상이라는 경제적 인정을 기반으로 한 통치 테크놀로지
라고 할 수 있다.
성과주의가 강조하는 인정이란 차이나 다양성을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화적 부정의
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적 인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나이, 성, 자격, 경력 등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성과와 관계없는 것들로 구분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가능
성을 가능한 배제한다. 성과주의는 모든 교수가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를 달성하는 능력이
나 기회에 있어서 평등한 조건에 있음을 가정한다. 교수 개개인의 재능이나 장애와 같은
개인적 자원은 적극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신에 교수들은 개인적 및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성과지표라는 규범에 따른 동질적

– –

이고 표준화된 활동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모든 교수들은 균질적이며 교육 연구 봉사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에 따른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물론 교육부는 ‘학문 또는 전공 분야의 유사성 및 평가의 적

․

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수
를 동질 집단으로 간주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좌판의 배와 사과가 그 질적인 차이는
고려되지 않은 채 과일이라는 점에서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개수로 표현되는 것처럼, 서
로 다른 교수들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활동은 무시되고 수량화되어 비교된다. 이처럼 성
과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계량, 비교, 서열이 가능한 수
량화에 따라 이루어진다.
성과연봉제에서 인정이란 성과라는 결과물을 경제적 합리성과 연결하는 것이다. 교수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이해한다. 성과평가에서 등급
이 낮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책임은 전적
으로 개인의 몫이 된다. 이런 점에서 성과에 따라 교수의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인정하는
것은 급여의 재분배 등을 통해 물질적 불평등을 교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8) 오히려
8)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제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 생
활이 가능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성과를 통한 차등적 급여를 비판하는 것

18

교육사회학연구 제26권 제4호

성과주의는 경제적 인정이 유능한 교수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
이라는 경쟁적 개인주의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교수 개개인이 경쟁을 통해 성과를 향상
시키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취업을 향상한다.’(교육부,
2016b: 4-5)는 공리적 관점을 취한다.
한편, 성과주의는 경제적 인정뿐만 아니라 도덕적 이유를 들어 성과연봉제를 정당화하
기도 한다. 예컨대,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수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도덕적 우월함을 강조한다(Ball, 2003). 성과가 낮아 경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수는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게을러서 연구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도덕적 비난을 받는다. 성과연봉제가 게으른 교수들의 ‘철밥통’을 깨는 것이라는 주장은
성과주의가 도덕 테크놀로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수들이 평가결과를 인정한다는 것은 성과지표를 하나의 규범으로 내면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평가의 결과를 인정하는 순간 진리체계로서 성과지표의 규범성에 종속되고,
개별 교수는 그 규범을 수행하는 도구적 위치로 바뀌게 된다(Butler, 2013: 48). 그런데 모
든 교수는 성과주의의 인정 양식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부
교수는 성과지표의 진리체계로서의 성격을 의심하고 그것에 맞추어 반응하지 않으며, 성
과평가를 통해 생산된 사회적 구성물로서 교수 유형을 별 볼일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성과지표를 의심한다는 것은 인정을 생산하는 규범을 부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다른 교수들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과주의에 의해 구성되는 자신의 주체
성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다(Butler, 2013: 42). 비록 성과지표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따라 교수들의 주체성이 늘 결정되는 것은 아니
다. 이는 교수들에게 인정을 부여하는 규범으로서 성과지표가 권력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과지표를 통해 부여되는 경제적 또는 도덕적 인정이 우수한 교수에 대한 ‘제
도화된 해석과 평가의 결과’(Fraser, 2016: 94-95)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과와 관
련된 인정을 단순히 교수 개개인의 동기나 도덕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쟁하는 권력관계의 실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은 설득력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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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연봉제와 교수의 주체성
1. 기업가적 주체
통치성이란 단지 지배의 형식이 아니라 주체 형성을 통해 지배 상태를 이끄는 통치 테
크놀로지이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으로서 성과연봉제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교수를 구성
하고자 한다. 성과주의는 교수를 자율성, 시장, 경쟁, 기업가 정신, 책무성 등을 내면화한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형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체를 ‘기업가적 주체(the entrepreneurial
self)’라고 한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경영하며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기업가적 정신
은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이다(Rose, 1999).
기업가적 주체는 경력에 따라 저절로 신분이나 급여가 결정되는 호봉제를 비판한다. 교
수가 호봉에 따라 주어지는 급여를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에서 벗어나 성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 합리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다른 사람
과 구별되는 상품적 가치가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가적 자아는
자신의 특징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민감하다. 교수는 경제적 보상을 극대
화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더욱 확실히 내면화하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자신의 자
본화를 촉진한다. 교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위자에서 벗어나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합리적 주체, 기대 효용의 극대화를 모색하는 주체,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찾는 주체로 변화한다. 기업가적 주체는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늘 더 나은 성과를 거두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을 들볶는다. 성과주의는 교수를 이와 같은
기업가적 주체성의 격자 안에 위치시키고 그것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이 성과연봉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교수들의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기업가적 주체를 생산한다. 교수들은 자율적으로 성과지표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치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자신의 활동을 경제적 보상과 연계하여 수행
함으로써 자신이 한 일, 즉 성과를 상품화하게 된다. 교수들은 성과지표라는 정해진 기준
과 절차를 자발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를 기업가적 주체로 형성하지만, 동시에 성
과지표를 매개로 권력에 예속되기도 한다(Foucault, 1982).
성과연봉제를 통해 구성하고자 하는 기업가적 주체는 교수의 삶을 경제적 생존의 문제
로 변화시켜 정치적 성격을 지워버린다는 특징이 있다. 탈정치화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작동하는 조건이자 그 결과이다. 성과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은 긴박하지 않거나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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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일들로 치부된다. 경제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며, 비판
과 저항은 성과가 낮은 사람들의 불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성과주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난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근대적 개인이 원자화된 소비주의와 이윤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협소한 이기적 개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2. 눈먼 주체
통치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주체적으로 살도록 채근한
다. 권력은 교수를 경제적 합리성을 내면화한 기업가적 주체나 자율적으로 더 많은 성과
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하는 주체로 만든다. 성과주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교수들이 더욱더 기업가적 주체와 노력하는 주체로 생활하도록 한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수가 기업가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권력에 의
해 대상화된 종속된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주의는 쉼 없이 성과를 달성함으
로써 경제적 가치를 높이도록 교수를 압박한다. 성과를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은 경
쟁을 내면화한 기업가적 주체를 만들고, 이와 함께 오직 성과에 목숨을 거는 폭력적이고
물신에 찌든 속물적 주체를 생산하기도 한다. 어떤 점에서 성과주의는 속물이 되어야 생
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정투쟁을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업가적이든 속물
적이든 성과, 경쟁, 비교, 경제, 욕망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우리는 자신에게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고자 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책임이라는 구실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자신을 닦달하고 힘들게 하며, 그러
한 압박의 대가로 경제적 보상이나 쾌락을 얻는다. 이런 점에서 성과평가에서 더 좋은 인
정을 받기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을 예속적 삶으로 내모는 ‘불행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수를 기업가적 주체로 형성하는 성과주의는 동시에 교수를 물화(objectification)
한다. 물화란 교수를 표준화하고 비교가 가능한 존재로 변화시켜 서로를 대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Lukács는 물화를 습관적으로 고착된 일종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사람과 사건에 대
한 관심과 공감을 잃어버린 것으로 이해했다(Honneth, 2006: 64). 즉, 사람과 사건을 단순히
객체로 지각함으로써 실존적 감응을 상실한 ‘눈멂(blindness)’ 상태를 말한다(Honneth, 2006:
75). 사람이 눈멂 상태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보지 못하
게 됨으로써 그들의 실존적 의미를 무시하고 나아가 인정하지 않게 된다.
오직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에만 주목하는 성과주의는 교수들의 다양성이나 실존적 의
미에 주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성과와 관계가 없는 것들로 배제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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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능한 자신의 우월함을 돋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동료성
(collegiality)은 무시된다. 동료 교수는 더 나은 교육과 삶을 위해 함께 연대할 좋은 친구이
기 보다는 경제적 인정을 둘러싸고 경쟁해야 하는 불편한 적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러
한 눈멂 상태가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점이다. 성과주의는 일정한 주기로 성과를 채우고 비우는 행위를 반복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물화 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성과평가의 결과에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물화 상
태에 있는 교수들도 눈먼 주체의 다른 모습이다. 그들은 성과연봉제에 무관심하고 방관하
는 태도를 보인다. 교수들은 성과연봉제에 ‘초연’해 하거나 그 결과를 감내하며 지붕 위의
닭 보듯 수동적으로 ‘관조’하기도 한다(Honneth, 2006: 28-29). 문제는 성과연봉제가 무기력
하고 무감각한 눈먼 주체를 생산하고, 그들로 하여금 삶에 초연하고 단지 소극적으로 관
조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냉소는 이와 같이 전도된 현실에서 발생한다. 성과지표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

反

과주의가 반( )성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일부 교수들은 뛰어난 성과를 보인 ‘우수한’
교수라는 개념을 허구적인 것으로 재구성한다. 더구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수들은 우수
한 교수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SS’나 ‘S’라는 의미 없는 기호로 호명되며, 심지어 공개되
기 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는 교수를 쉼 없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압박함으
로써 ‘자기 자신에게 예속된 눈멂 상태’에 빠지게 한다. Foucault(2007: 303)는 스스로를 끊
임없이 성취를 위해 내모는 ‘자기 자신에 대한 노예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비록 개인의 주체성이 권력관계에 의해 형성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노예
가 되는 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
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중단하는 것
으로 나를 지나치게 ‘닦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이윤에 결부
시키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예컨대 자기가 한 일을 봉급, 이익 분배, 보상이라는 형태로
일상적으로 부여하는 행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두 조건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
진정한 자유를 가진 주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노예적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한
다. 그것은 자신을 약탈하고 자신을 공감적으로 감응하지 못하는 자기물화의 상태에서 벗
어나는 것이다. 이를 Honneth(2006)는 주체가 스스로에게 해야 하고 보여야 하는 주체의
자기관계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눈먼 주체는 성과주의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
이다. 그러나 성과주의를 내면화함으로써 교수들이 경험하는 모순은 그들을 내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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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된 상태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주의라는 규범을 전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Foucault의 적절한 지적처럼 교수들은 권력의 테크놀로지에 복종
하지만 그 안에는 예속적 삶을 변화시킬 저항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3. 저항 주체
교수들은 성과평가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허함
을 경험하기도 한다. 때로 성과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
다. 성과주의가 ‘개별화하면서 동시에 전체화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점에서 교수
들은 개인적 불만이나 답답함을 해소할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수
들은 공허함, 무력감,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성과주의라는 통치 테크놀로지의 밖으로 나아
갈 수는 없는 것인가?
저항은 개인을 특정 주체로 형성하고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권력형식에 대한 투쟁을 말
한다. 개인을 범주화하고, 개별성과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하며, ‘개인을 주체로 형성’하는
권력의 형식이 바로 저항의 대상이다(Foucault, 1982: 781). 권력관계에 저항한다는 것은 무
엇보다도 개인의 지위를 묻는 투쟁을 말한다. 저항은 서로 다르게 될 권리를 주장하고, 개
인들을 진정으로 개인으로 만드는 모든 것에 주목한다. 개인을 분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단절하며, 공동체의 삶을 분열시키고, 개인에게 특정한 모습을 강요하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정체성에 얽매이도록 하는 모든 것을 공격한다. 이런 점에서 저항은 ‘개
별화하는 통치에 투쟁하는 것’이다(Foucault, 1982: 781).
이러한 저항은 ‘권력관계의 외부에 있지 않다. 즉, 권력관계는 반대, 표적, 지지, 조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저항 지점에 의존해서만 존재’한다(Foucault, 1982: 95, 115). 저항
은 권력에 외재하여 존재할 수 없고, 저항과 권력관계는 분리될 수 없으며, 나아가 저항은
권력관계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저항은 권력관계의 어디에나 존재하며,
권력관계의 균열을 초래하며, 심지어 혁명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저항은 해방이나 혁명
그리고 계급투쟁의 종식과 같은 거창한 문제보다는 자신에게 행사된 권력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직접적인 것에 주목한다(Foucault, 1982: 780-781).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착취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나 육식에 반대하여 채식하는 행동처럼 다른 목표
와 절차 그리고 다른 방법에 의해 다르게 행동하고자 하는 대항품행(counter-conduct)은 저
항의 대표적 형태이다(Dean, 2010: 21; Foucault, 2011).
이와 같이 저항은 지배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항은 자신의 삶과 품행의 통솔에 대한 통제를 비판하고 문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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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Lilja and Vinthagen, 2014: 120). 구체적으로 권력관계와 지배담론을 대신할 대안적 윤
리체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정식화함으로써 자신을 특정 주체로 형성하고자 하는 권력에
저항한다. 이런 점에서 저항은 정치적 뿐만 아니라 윤리적 저항이며, 이들은 서로 독립적
이지 않으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교수들의 성과주의에 대한 저항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구체화된 대항품행도
잘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과연봉제는 한편으로는 교

– –

육 연구 봉사의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생산적 기능을 담당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들의 성과지표에 대한 저항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권력관계를 유지
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통해 의도한 주체를
생산하기 위해 교수들의 저항과 비판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권력관계를 전복할 저항
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약화시키고 축소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교
수들이 강하게 비판했던 ‘누적식’ 성과연봉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하
는 성과연봉제를 지켜낸 것이다.
한편, 교수들의 저항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눈먼 주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
다. 교수들의 저항이 전통적인 대학의 모순이나 관료적 대학지배체제를 개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방어하는 소극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노중기,
2016: 97). 교수들은 성과주의를 전적으로 무시할 정도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렇
다고 규범에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교수들은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과
정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성과지표를 전통적 교수 정체성에 따라 구성하고자
한다.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통해 교수를 통치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와 성과지표를 구성
하는 권력을 전유함으로써 전통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수집단의 의지가 갈등하는
저항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교수들은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성과주의라는 삶의 조
건들 때문에 갈등한다(Butler, 2013: 36). 성과주의에 저항하는 주체는 바로 이와 같이 규범
과 갈등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교수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한다. 교수들에 의
해 일상적으로 실천되는 저항은 수동성, 오해, 충성하지 않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 회피,
대충 등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성과연봉제와 같은 정책에 대한 저항은 사소하고 일상적
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은 성과평가와 같은 제도적 규칙을 반복함으로써
통치가 가능한 주체로 형성되는 것처럼 자잘한 일상적 저항을 반복함으로써 권력이 강요
하는 규범에 도전하기도 한다.
교수는 성과평가와 같은 규칙을 반복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구성되지만 동시에
그것에 대한 저항을 반복함으로써 전복의 가능성도 키우는 것이다(Butler, 1997: 29-3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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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중요한 것은 기업가적 주체나 눈먼 주체에 저항하는 주체가 어떤 실체가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신에 일상적 삶에서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은 절대적으로
옳은 주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된 위험인지를 결정하는 것’(Dreyfus &
Rabinow, 1982: 232)을 말한다. 이를 Foucault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나의 요점은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위험하다는 것 나쁘다는 것

—

과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다 이다. 모든 것이 위험하다면, 우리는 언제나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Dreyfus & Rabinow, 1982: 231-232).

이런 점에서 성과주의에 대한 일상적 저항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망한 일이 아니라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를 말하는 윤리적 결단이다(Foucault, 2001: 19).9) 이러한 윤리적 결단
으로서 파레지아(parrhesia)는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하며,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자유로움을 의미한다.’(Foucault, 2007: 394). 그
러나 교수로서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비판하고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위
험스러운 일이며, 때로는 사느냐 또는 죽느냐와 같은 게임이기도 하다(Foucault, 2001: 16).
이런 점에서 성과연봉제와 같은 성과주의에 저항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말해야 하는 것을 말
하는 윤리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Foucault, 2007: 413).

Ⅴ. 결론
최근 성과연봉제와 같이 성과를 통한 통치가 교육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과 비경쟁적인 제도를 혁신하고 사람들 사이의 경
쟁을 통해 급여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자극하여 개인과 조직의 업무
성과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립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 –

성과연봉제는 교수들의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을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숫자로 재현한다. 성과평가가 마무리되면 교수들은 비교 대상이 되는 교수집단 내에서의
9)

Foucault는 진리(truth)를 고정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따라 구성되는 우연적인 것
으로 이해한다. 그는 ‘권력이 지식과 진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저항을 낳는다.’리는 진리에 대
한 구성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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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위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SS, S, A, B, C등급으로 분류되고, 그 등급에 따라 경
제적으로 차등화된 성과급을 받는다. 이는 성과라는 증거를 바탕으로 교수들의 책임을 묻
고 확인하는 신자유주의 책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성과연봉제는 단지 교수들
의 성과만을 평가하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교수들로 하여금 성과지표에 자신들의 행위
를 ‘자율적으로’ 맞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아 테크놀로지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
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교수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연봉제와 같은 새로운 통치 테크
놀로지를 통해 마치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은밀하게 개입하였다. 성과연봉제는 새로운 형
태의 관치라고 할 수 있다. 진리체계로 간주되는 성과지표는 교수들을 규범화하고 새로운
주체로 형성하는 통치 장치였다. 우수한 교수를 규정하는 성취지표는 교수의 전통적 역할

– –

로 간주되던 ‘교육 연구 봉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수가 수행하는 모든

– –

교육 연구 봉사가 성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권력관계는 성취지표로 포함될 것과
배제될 것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교수를 통치가 가능한 주체로 변화시키기 위해 수량
화가 가능한 것들을 주로 포함하였다. 성과연봉제는 자기평가를 통한 ‘고백’
적인 ‘반복’

– 매년 주기

– 성과에 기초한 경제적 ‘인정’의 과정을 거쳐 작동되었다. 성과주의는 경제

적 인정을 쉼 없이 추구하는 ‘기업가적 주체’, 개인의 성과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들에 대
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눈먼 주체’ 그리고 성과주의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항하
는 품행을 모색하는 ‘저항 주체’와 같은 교수 주체를 생산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주의는 교수를 철저하게 개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교수사회 전체를 통
치하고, 나아가 교수의 정체성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연봉
제는 교수의 정체성을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재구성하는 통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쟁
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성과연봉제는 학문과 학자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은 사라지게 하고,
대신에 개별적 생존을 위해 성과지표에 복종하는 것으로 교수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 교
수들은 다른 교수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성찰하며 연대를 도모하기 보다는 개인의 생존
과 이익을 중심으로 타자를 파악함으로써 관계를 파괴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과주의는 각

各自圖生)을 최선의 덕으로 강조함으로써 성과 없는 반(反)성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도생(

오직 생존만을 고민하는 동물적이고 생물적인 ‘조에(Zoe)’적 삶만 남고, 정치적이고 사회적
인 ‘비오스(Bios)’적 삶은 점점 사라지게 한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연봉제가 교수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Foucault는 성과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인도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인도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Foucault, 2011: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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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verning Through Performance:
A Critical Analysis on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Professors in Korea National Universities

Son, JoonJong(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is article, I critically analyze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performocracy as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Korean universities. Performocracy is the neoliberal governmentality that
control and manage our society through performance-based ideology. It functions like a new
social order and also dominates our mentality and behavior. Performocracy is very familiar with
the new public management used by business to increase economic productivity and efficiency.
State has implemented performance-related university policies to manage professor. Neoliberal
university policies have changed from the direct administrative intervention to the indirect
self-formation technology. Many professors became subjects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They
think performance indicators as a regime of truth. Performance indicators are to quantify
professor’s lives, and are functioned as the technology of self that make them neoliberal
subjectivities. Performocracy operates through three technologies: confession, reiteration and
recognition. Performacracy makes three different subjectivies that struggle with each other: the
entrepreneurial self, the blindness self, and the resistance self. Performance-related policies have
many negative effects on Korean university. It overemphasis individual competition, economic
rationality and instrumental reason, but undermine collegiality, solidarity, and public virtues. I
suggest the importance of ethical resistance and counter-behavior in order to struggle with the
oppressive domination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Key Words: performacracy,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governmentality, neoliberalism,
university profess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