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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를 중심으로-

정 이 든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관계에 따른 특성의 양

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전문가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질

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으로는 총 15명의 관련 전문가를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배포 및 수거한 후

총 170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T

검정, 다변량분산분석(MANOVA),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엘

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는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화의 관점에서 이론적 설명이 가능

하다. 그러나 제도화의 관점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자원

의존의 관점을 적용할 때 현상의 규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한국 엘리트 스포

츠 조직 간 관계에서는 협력적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작금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둘째, 대한체육회와 중앙경기가맹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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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간 관계의 이론적 접근은 통계적으로도 타당하게 나타났다. 한국 엘리트 스

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는 조직 간 신뢰, 의사소통, 의존성, 비강제적 권력의 특성

들이 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조직 간 특성들은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간 협력의 경우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통계 결과를

통해 인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직 간 관계 특성은 협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직 간 의사소통, 의존성, 비강제적 권력이 조직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제도화이론과 자원의존이론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결과라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본질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양상

을 나타낸다. 이는 독립·일원적 관계, 불가분적 관계, 상호 연관적 관계, 비대칭적

관계, 협력 지향적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개별 조직들의 독립성과 더불어 하나의

제도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불가분적이다. 또한 한국 엘리

트 스포츠 조직들은 이러한 전제 하에 상호 관계를 형성하며 비대칭성을 발현하

기도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는 협력을 지향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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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직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삶을 영위하고 있

으며 조직을 통하여 혼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

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를 조직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

이 아닐 것이다(양창삼, 2005; 오일영, 1996). 따라서 인간은 조직을 생활의 장으

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현대사회에서는 조직들

이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사회의 발전은 물론 인간

의 삶에 대한 질과 양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김기태, 1991).

그리고 세계화 혹은 전지구화(globalization), 기술의 발전, 경제적 도전의

직면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조직의 양태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

한 흐름과 함께 최근 조직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조직의 효율적이고 효과

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유효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1) 증진을 위하여 서

로 협력, 제휴, 연계하는 등의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이른바 조직 간의

관계(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IORs)가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 이

러한 조직 간 관계가 우리의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Giddens, 2001), 다양하고 다변화하는 사회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조직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조직 구조와 시장 구조와의

관계(Baker, Faulkner, & Fisher, 1998; Galaskiewicz, 1985), 조직 구성원의 시

민 행동과 젠더(gender)와 관계(Beckman & Phillips, 2005; Pina-Stranger &

Lazega, 2011), 조직 간 관계에 따른 권력이 미치는 영향(Turk, 1970), 조직 구

조와 사회 구조에 관한 거시적 분석(Allen, 1974; Bandelj, 2012; Mizruchi &

1) 조직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조직 유효

성’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임찬규, 박병도, 김대현, 2011; Miles & Perreault,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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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skiewicz, 1993; Laumann & Marsden, 1982; Stepan-Norris & Southworth,

2010; Wang & Soule, 2012), 조직 간 관계로 인한 사회생활의 변화(Aldrich,

2010) 등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조직 간 관계란 자원의 거래, 이동, 연결이 둘 혹은 그 이상의 조직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가리킨다(Daft, 2008; Oliver, 1990). 과거에는 이러

한 조직 간 관계가 조직의 필요 충족을 위한 필요악(necessary evil)이라 여겨졌

는데, 이는 세상이 서로 앞서나가기 위해 경쟁하는 독립적인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인하였다(Daft, 2008). 그러나 조직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조직이 다

른 조직이나 사람들과 파트너십(partnerships), 협력적 관계 구축(collaborative

relationships) 등 상호관련을 맺어야 생존에 용이하다는 주장에 따라 영리 및 비

영리를 막론한 수많은 조직들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 간 관

계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Clegg & Hardy, 1999; Doz & Hamel,

1998; Gray, 1989; Harrigan, 1995; Hennart & Zeng, 2005; Kanter, 1994).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이용식, 1998; Babiak, 2007, 2009; Doherty &

Murray, 2007; Thibault , Frisby, & Kikulis, 1999). 해외에서는 조직 간의 관계를

넘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스포츠 행정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스포츠 거버넌스

(sport governance)2)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Babiak, 2007,

2009; Enjolras & Waldahl, 2010; Ferkins, Shilbury, & McDonald, 2005, 2009;

Geisler, 1995; Shilbury & Moore, 2006; Thibault, Frisby, & Kikulis, 1999; Yeh,

Taylor, 2008).

그러나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조직 간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

2) 오늘날 주로 논의 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의 경계영역을 가로 질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와 ‘연대’, ‘소통’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발전방

향을 모색해 나가는 대안적인 통치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를 의미 한다 볼 수 있다

(이상일, 2011 : 402). 스포츠 거버넌스(sport governance)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의미를

스포츠의 맥락(sport context)에 적용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Hoye & Cuskell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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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조직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국내 체육계

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며, 국외에서도 소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

회변화에 따라 조직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직 간의 관계가 개개의 조

직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논

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하다(Atkinson & Maxwell, 2007; Babiak, 2009; Baker,

Faulkner, & Fisher, 1998; Turk, 1970).

현재 한국 체육계의 대표적인 조직으로서 엘리트 체육 분야로는 대한체육회

(現 Korean Olympic Committee·KOC, 前 Korea Sports Council·KSC), 생활체육

분야로는 국민생활체육회(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KOCOSA)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두 조직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한국의 체육계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 구조의 독특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을 상정한다. 최근 들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및 대한올림픽위원

회(Korean Olympic Committee, KOC)의 분리 등 한국 체육계 내부의 문제 해결

을 촉구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기는 하나(김경호, 2008; 김용섭,

2009, 2010; 탁민혁, 2007; 프레시안, 2012), 대한체육회를 위시한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이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이끌어 온 주체이며 원동력이

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중심 헤게모니(hegemony)에 의

하여 한국의 스포츠는 엘리트 체육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는 현실에 기인한다(박

보현, 2008).

이러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으로는 대한체육회, 중앙가맹경기단체, 시도

체육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조직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단순명료

하게 정의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대한체육회의 지부로 있는 시도

체육회의 회장직은 각 시도의 지자체장이 역임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와 시도체

육회 간의 권한에 있어 수직적인 명령체계는 문제를 일으킬 요지가 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인기종목의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비인기종

목의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과 같은 맥락에서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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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 간 관계는 스포츠 조직들 간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국

고의 보조를 받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중앙가맹경기단체에 경기력 향상 지원금

및 행정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가맹경기단체들 한국 스포

츠 발전에 있어 대한체육회에 가맹하여 협력 및 협조를 하는 자율성을 지닌 비

영리 성격을 지닌 자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

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대한체육회로부터의 지원 및 외부

찬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신승호, 2011).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중앙

가맹경기단체들과 대한체육회와의 관계를 일원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가능한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체육회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할수록 어떠한 중앙가

맹경기단체는 그 조직의 자율성이 다른 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을까,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권력의 균형이

상이한 조직마다 다른 양상을 나타내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는 것은 어찌 보

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또한 언론이나 매스컴 등을 통해 드러나는 스포츠 조직들 간 관계에 대한 복

잡성은 이러한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

어 올해 2월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된 김정행 회장이 대한유도협회장직에 출마하

려다가 주변의 반발로 인해 하루 만에 번복한 사건이나(김세훈, 2013), 대한체육

회장의 선출에 있어서도 중앙가맹경기단체와 시도가맹경기단체 등 협회 상황에

따른 투표권 권한 행사의 문제로서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Korean Amateur Boxing Federation, KABF)과 대의원총회를 열지 못한 대한스

키협회(Korea Ski, Association, KSA), 대의원총회에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대한체육회가 투표권 인준을 거부한 대한택견연맹(Korea Taekkyon Federation,

KTF) 등 3개 단체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건(스포

츠서울, 2013)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1초 논란’으로

인한 신아람 선수의 메달 수여 문제에 있어서 대한체육회와 대한펜싱협회

(Korean Fencing Federation, KFF) 간의 갈등3) 등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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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스포츠 조직들 간의 관계는 단순히 상명하복(上命下服)의 명령체계가 아

닌 복잡한 상호 관계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엘리트 체육계와 생활체육계 간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통합적 스포

츠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한국 스포츠의 근간이 되어 온 대한체육

회를 위시(爲始)한 중앙가맹경기단체 등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의 관계 규

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를 중심으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의 관계

를 고찰해보고 더 나아가 조직 간의 관계에 따른 특성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하

여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3) 2012 런던올림픽 당시 신아람은 여자 펜싱 에페에서 ‘1초 오심 논란’으로 인하여 결승

진출에 실패하였다. 이를 두고 대한체육회는 신아람이 동메달 결정전에 출전할 것을 지

시하였고, 대한펜싱협회는 이러한 처사는 오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동메달

결정전 출전을 반대하였다. 신아람은 이후 출전한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배하면서 노메달

에 머물렀다. 국제펜싱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crime, FIE)에서는 신아람의 억

울함을 감안하여 ‘특별상’을 수여하겠다고 하였으나 대한체육회와 대한펜싱연맹은 ‘명분’

과 ‘실리’ 사이에서 대립의 각을 세우면서 두 단체 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김민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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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관계에 따른 특성의 양

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민주적이며 합리적

인 스포츠 거버넌스 환경 구축의 기초 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무

엇을 알 수 있는가?

둘째,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 간에 형성된 협력과 관계 특성은 어떠한 양

상을 나타내는가?

셋째,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 간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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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에 대한 이해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의 개념

스포츠 조직(sport organizations)이란 스포츠 활동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구조화된 과정이며 스포츠 조직체란 일정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

포츠 활동을 매개로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포츠조

직의 범주에는 스포츠 동호인 클럽, 프로 스포츠 팀, 각종 경기가맹단체, 국제올

림픽위원회(IOC),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

적 조직체가 포함된다. 이들 조직은 공식화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공식적 스포츠 조직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임번장,

2010).

국내에는 다양한 스포츠 조직들이 존재하지만 국가의 엘리트 스포츠를 주관

하는 조직들과 생활체육을 주관하는 조직들이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 구조를 형

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 간의 관계 규명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에 대한 이해에 앞서 엘

리트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엘리트 스포츠(elite sport)란 전문체육분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생활체육

(sport for all)을 의미하는 풀뿌리 체육(grass root sport)과 상업주의에 입각한 프

로페셔널 스포츠(professional sport)와 구분되는 용어이다. 국내에서는 엘리트 스

포츠에 대하여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

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수행하는 운동경

기 활동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2012)의 2011 체육백서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한국

의 엘리트 스포츠 조직은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를 관장하는 조직이라 정의내릴



- 8 -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스포츠 조직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에서는 엘리트 스포츠를 주관하는

조직에 대하여 따로 엘리트 스포츠 조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내의 스포츠 환경을 살펴볼 때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이원화된 구

조를 상기하여 엘리트 스포츠 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임번장

(2010)은 국내의 대표적인 관료주의적 조직 구조로서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과 프

로 스포츠 조직 등의 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종목의 경우 실업팀이나

학생팀 등 순수 아마추어에서 선수를 차출하지만, 농구나 야구, 배구, 축구 등의

경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아마추어 경기에서도 프로선수를 차출한다는 독

특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보다는 엘리트 스포츠 조직이라는

용어가 좀 더 한국 스포츠 조직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김창호(1997)가 애틀랜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코

치의 리더십 행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엘리트 스포

츠 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국외에서는 Augestad, Bergsgard, &

Hansen(2006)이 올림피아토픈(Olympiatoppen)4)의 사례를 통하여 엘리트 스포츠

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르웨이 엘리트 스포츠 조직의 제도화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한 것으로 살펴볼 때, 한국의 스포츠 환경에 있어 엘리트 스포츠 조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2)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의 현황 및 역할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조직은 대한체육회(KOC)를 위시한 시도지부와 중앙가

맹경기단체, 그리고 시도지부와 중앙가맹경기단체와 연계성을 지니는 시도가맹경

기단체 등이 중추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해외에도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으나 상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스

4) 올림피아토픈(Olympiatoppen)은 노르웨이의 엘리트 스포츠 훈련에 책임 및 권한을 소유

하고 있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 각종 경기연맹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일컫는 용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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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 조직 간의 관계로 국한하고 있기에 해외 지부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된 특수법인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한국의 아마추어 및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하고 경기단체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무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하며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체육 발전 및 진흥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968년에는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학교체육회가 흡수 통합

되었는데, 당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불완전한 형태로 이원화되었던

것이 2009년 6월 16일에 일원화됨으로서 법적인 지위가 갖춰진 국가올림픽위원

회 중심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제 23조

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NOC)이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명칭은 과거 'Korea Sports

Council'에서 현재는 'Korean Olympic Committee'라 명명되고 있다(이상효,

2010; 이현정, 2009; 이혜숙, 황의룡, 2004).

대한체육회는 매년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등을 개최하여 국민의 스포츠

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고취하여 우수 선수 발굴 및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에 경

주하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선수 및 청소년 대표 선수들을 위한 강화훈련을 실시

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러한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상효, 2010).

이러한 대한체육회는 정관 5조에 의거하여 사업목적의 수행을 위해 각 시, 도

에 지부를 두고 있는데(이상효, 2010; 이혜숙, 황의룡, 2004), 현재 17개의 시도지

부가 설립되어 있으며5) 시도체육회의 회장은 각 지자체장이 역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체육회장은 서울 시장이, 경기도 체육회의 회장은 경기도지사

가, 부산광역시 체육회장은 부산 시장이 역임하고 있다. 시도체육회에서는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참가, 지역 엘리트 및 학교 체육 활성화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해외 국가, 도시 등과의 친선 경기 개최, 지역 대회 개최, 각종

5) 2012년 7월에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가 17번째 시도지부로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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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사업 지원 등 지역 규모의 사업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위임 받고 있는 자치

적 성격을 지닌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각 시도체육회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가맹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별 아

마추어 경기단체로서 조직한다.’는 정관 제 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61개의 중앙

경기가맹단체가 가맹되어 있으며 이를 정가맹단체, 준가맹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

분하고 있다. ‘정가맹단체’는 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

시도체육회 설립일 시도 정가맹경기단체수

서울특별시 체육회 1953. 2. 20 49

부산광역시 체육회 1963. 2. 14 51

대구광역시 체육회 1981. 7. 20 50

인천광역시 체육회 1981. 7. 1 51

광주광역시 체육회 1986. 11. 1 46

대전광역시 체육회 1989. 1. 1 46

울산광역시 체육회 1997. 7. 15 47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2012. 7. 10 29

경기도 체육회 1946. 2 52

강원도 체육회 1946. 5. 1 52

충청북도 체육회 1925. 4. 12 46

충청남도 체육회 1927. 3 42

전라북도 체육회 1947. 3. 13 49

전라남도 체육회 1945. 9 49

경상북도 체육회 1949. 1 42

경상남도 체육회 1946. 4. 1 47

제주도 체육회 1951. 6. 15 37

<표 1>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현황

의하여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 의결로서 가맹을 확정한 단체를

의미하며 2013년 현재 56개6)의 단체가 존재한다. ‘준가맹단체’는 대한체육회 이

사회의 의결로서 준가맹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경기단체를 의미하며

2013년 현재 5개의 단체7)가 존재한다.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6) 대한카바디협회가 2012년 12월 이사회를 통해 정가맹 단체로 승인되고 2013년 2월 대의

원 총회를 거쳐 정가맹 단체로 최종 승인되었다.

7) 준가맹단체 종목으로는 2013년 현재 라켓볼, 오리엔티어링, 킥복싱, 크리켓, 항공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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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단 체 명 영 문 시도지부현황 설립일

1 (사)대한육상경기연맹
Korea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17개 1945. 9. 23

2 대한축구협회(사)
Korea Football

Association
17개 1928 .5 .20

3 대한테니스협회(사)
Korea Tennis

Association
17개 1945. 10. 1

4 대한정구협회(사)
Korea Soft Tennis

Association

16개(제주도

제외)
1945. 10. 1

5 대한탁구협회(사)
Korea Table Tennis

Association
17개 1945. 9. 28

6 대한핸드볼협회(사)
Korea Handball

Federation

16개(세종시

제외)
1945. 7. 27

7 대한역도연맹(사)
Korea Weightlifting

Federation

16개(세종시

제외)
1936. 5. 1

8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Korean Amateur Boxing

Federation
17개 1945. 11. 10

9 대한빙상경기연맹(사) Korea Skating Union

14개(제주도,

세종시, 전남

제외)

1945. 11. 24

10 대한유도회(사) Korea Judo Association
16개(세종시

제외)
1945. 10. 28

11 대한체조협회(사)
Korea Gymnastic

Association

16개(세종시

제외)
1945. 9. 1

12 대한사이클연맹(사)
Korea Cycling

Federation

16개(세종시

제외)
1945. 11. 30

13 대한농구협회(사)
Korea Basketball

Association

16개(세종시

제외)
1945. 12. 19

14 대한배구협회(사)
Korea Volleyball

Association
17개 1945. 3. 10

<표 2> 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 현황

서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의미하며 2013년 현재 9개의 단체8)가 존재한다. 대한체육회에서 직

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연계되어 있는 단체는 정가맹단체로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에 참여 가능하고 경기력 향상 지원금 등 공식적인 예산 지원을 받는다. 각 중앙

가 있다.

8) 인정단체 종목으로는 2013년 현재 모터사이클, 무에타이, 브리지, 삼보, 용무도, e-스포츠,

족구, 체스, 플로어볼 등 9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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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한씨름협회
Korea Ssireum

Association
17개 1927. 11. 27

16 대한럭비협회(사) Korea Rugby Union
15개(제주도,

세종시 제외)
1946. 3. 10

17 사)대한레슬링협회
Korea Wrestling

Federation

16개(세종시

제외)
1946. 3. 14

18 대한수영연맹(사)
Korea Swimming

Federation
17개 1946. 3. 15

19 대한야구협회(사)
Korea Baseball

Association
17개 1946. 3. 18

20 대한스키협회(사) Korea Ski Association
15개(제주도,

세종시 제외)
1946. 4. 28

21 대한승마협회(사)
Korean Equestrian

Federation
17개 1946. 5. 20

22 대한아이스하키협회(사)
Korea IceHockey

Association

8 개 ( 서울시 ,

부산시, 대구

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

도, 전북, 경

북)

1930. 11. 1

23 대한하키협회
Korea Hockey

Association

15개(세종시,

울산시 제외)
1947. 6. 7

24 대한검도회(사)
Korea Kumdo

Association
17개 1953. 11. 20

25 대한궁도협회
Korea National Archery

Association
17개 1922. 7. 11

26 대한사격연맹(사)
Korea Shooting

Federation

16개(세종시

제외)
1955. 2. 8

27 대한펜싱협회(사)
Korean Fencing

Federation

15개(제주도,

세종시 제외)
1947. 11. 26

28 대한태권도협회(사)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7개 1961. 9. 16

29 대한배드민턴협회(사)
Badminton Korea

Association
17개 1957. 11. 15

30 대한조정협회(사)
Korean Rowing

Association

14개(제주도,

세종시,

울산시 제외)

1962. 10. 31

31 대한롤러경기연맹(사)
Korea Roller Sports

Federation

16개(제주도

제외)
1972. 1. 20

32 대한요트협회(사)
Korean Yachting

Association
17개 1979. 3. 17

33 대한볼링협회(사) Korea Bowling Congress 17개 1969.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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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한양궁협회
Korea Archery

Association

16개(세종시

제외)
1983. 3. 4

35 대한카누연맹(사)
Korean Canoe

Federation

14개(제주도,

세종시,

광주시 제외)

1983. 3. 26

36 대한골프협회(사) Korea Golf Association 17개 1965. 9. 23

37 대한근대5종연맹(사)
Korea Modern

Pentathlon Federation

16개(세종시

제외)
1982. 9. 15

38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

드협회(사)

Korea Waterski and

Wakeboard Association

13개(제주도,

울산시,

대전시, 전북

제외)

1979. 2. 10

39 대한산악연맹(사)
Korean Alpine

Federation
17개 1962. 4. 21

40 (사)대한보디빌딩협회
Korea Bodybuilding &

Fitness Federation

16개(세종시

제외)
1987. 6 .16

41 (사)대한세팍타크로협회
Korea Sepaktakraw

Association

15개(제주도,

서울시 제외)
1988. 8. 29

42 대한수중·핀수영협회(사)
Korea Underwater

Association

15개(제주도,

서울시 제외)
1968. 3. 6

43 (사)대한우슈쿵푸협회
Korea Wushu

Association
17개 1989. 1. 20

44 (사)대한소프트볼협회
Korea Softball

Federation

12개(세종시 ,

부산시, 대구

시, 울산시,

충북 제외)

1989. 1. 25

45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

기연맹

Korea Bobsleigh

Skeleton Federation

5개(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광주시, 전북)

1989. 5. 5.

46 대한컬링경기연맹
Korean Curling

Federation

16개(제주도

제외)
1994. 1. 25

47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사)

Korea Triathlon

Federation
17개 1987. 8. 2

48 대한바이애슬론연맹(사)
Biathlon Union of

Korea

8 개 ( 서울시 ,

경기도, 강원

도, 광주시,

대전시, 충북,

전북, 전남)

1982. 9. 15

49 대한스쿼시연맹
Korea Squash

Federation
17개 1989. 5. 24

50 대한당구연맹 Korea Billiards 17개 198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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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tion

51 대한택견연맹
Korea Taekkyon

Federation

14개(세종시,

대구시, 경남

제외)

1991. 1. 14

52 대한공수도연맹
Korea Karate-do

Federation
17개 1980. 8. 22

53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Korean Federation of

Dancesport
17개 2001. 10. 1

54 대한루지경기연맹 Korea Luge Federation
3개(경기도,

대구시, 전북)
1992. 2. 19

55 대한바둑협회(사)
Korea Amateur Baduk

Association

16개(세종시

제외)
2005. 11. 24

56 대한카바디협회
Korea Kabaddi

Association

16개(세종시

제외)
2002. 10. 4

가맹경기단체들은 해당 종목의 보급 및 선수 양성, 국내 및 국제 경기 대회의

개최, 파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9).

시도가맹경기단체는 중앙가맹경기단체의 시도지부이면서도 대한체육회 시도

지부의 가맹단체이기도 하다. 시도가맹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지부와 해당

종목의 중앙가맹경기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 규모의 경기 대회, 해당 종목

의 보급 및 선수의 양성, 대회 파견 협조 등의 업무를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3)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의 재정 및 지원 현황

현재 대한체육회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경륜·경정·스포츠토토 등을 통한 국민

체육진흥기금의 지원금, 그리고 자체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예산은 국고보조금 19.8%, 국민체육진흥기금 69.5%, 자체 수입 4.5%, 기타 6.2%

로 나타나고 있다(체육과학연구원, 2011). 2011년 당시 대한체육회의 전체 예산은

1,827억 7천 3백만원 정도이며 이 중 국가보조금이 361억 500만원, 국민체육진흥

기금이 1,270억 1천 4백만원 정도이고, 자체수입은 82억 6천 일백만원, 기타 113억

9) 대한체육회(http://www.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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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재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국고보조금
65,132

(50.2%)

72,864

(53.4%)

35,604

(25.3%)

36,105

(19.8%)

국민체육진흥기

금

57,504

(44.3%)

56,478

(41.4%)

80,917

(57.5%)

127,014

(69.5%)

자체수입
7,096

(5.5%)

7,096

(5.2%)

10,310

(7.3%)

8,216

(4.5%)

기타 - -
13,443

(9.5)

11,393

(6.2%)

합계 129,733 136,439 140,725 182,773

<표 3> 연도별 대한체육회 예산내역(단위 : 백만원)

<그림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지원 체계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9천 3백만원 정도이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감소 추세에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은 상승하는 추세이다(체육과학연구원, 2011). 2011년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2012년 런던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지원 상승으

로 볼 수 있다<표 3>. 경기 단체 지원의 경우 경기단체 운영비, 경기력 향상비,

가맹 경기단체 법인화 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선수 육성의 경우 훈련비 및 전임

지도자 운영 등을 지원한다. 또한 비인기 종목 활성화나 경기장 건립 등의 지원

도 실시하고 있다.

시도체육회의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체전 성취율

과 전국체전 참가율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원 총액의 50%는

균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를 차등지원에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체전 성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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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분계획 대상지부 지원액 비 고

균등배분 총액의 50% 16개지부 776,000 지부별 : 48,500

차등배분

(이전 연도

대비 차등

배분)

전국체전

성취율

(총액의 40%)

A그룹(120%) 4개지부 186,960 지부별 : 46,740

B그룹(110%) 4개지부 171,380 지부별 : 42,845

C그룹( 90%) 4개지부 140,220 지부별 : 35,055

D그룹( 80%) 4개지부 124,640 지부별 : 31,160

소 계 623,200

전국체전

참가율

(총액의 10%)

A그룹(120%) 4개지부 46,740 지부별 : 11,685

B그룹(110%) 4개지부 42,844 지부별 : 10,711

C그룹( 90%) 4개지부 35,056 지부별 : 8,764

D그룹( 80%) 4개지부 31,160 지부별 : 7,790

소 계 155,800

총 계 1,555,000

<표 4>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훈련비 지원 방안

취율의 경우 총액의 40%로서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전년도 대비 차등지원을 하고,

전국체전 참가율의 경우 총액의 10%로서 이 역시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전년도 대

비 차등 지원한다.10)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표 4>와 같다.

출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

2011년 예산에서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경기력 향

상 지원금, 경기단체 지원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약 240억 1천만원 정도로 대한

체육회 전체예산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어, 2009년 당시의 14.3%보다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신승호, 2011). 경기력 향상 지원금의 경우 올림픽, 아시안

게임 메달 획득 및 기여도, 올림픽 및 아시안 게임 참가 등을 반영하여 2008년까

지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9년

부터 8개의 그룹으로 이전보다 세분화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 그리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단체나 집중 육성이 필요한 단체의 경우 특

별 지원비를 책정하고 지급하고 있다.

중앙가맹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의 지원금과 자체 수입,

찬조금, 정부 지원 등을 통하여 운영된다. 그리고 중앙가맹경기단체와 시도체육

회는 각 시도가맹경기단체의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경우 국고보조 및 기금지원금 의존율이 점점 심

10) 대한체육회(http://www.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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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까지 2009년도 이후11)

분

류
기준내용 지원액

분

류
기준내용 지원액

A

등

급

올림픽 종목

으로 금메달

획득 단체

240,000 X

14단체

1
올

림

픽

종

목

최근 직전 올림픽대회 금메달 획득

단체
275,000

2 금메달 획득 단체(1항 제외 종목) 260,000

B

등

급

올림픽

종목으로

사업규모가

큰 단체

220,000 X

9단체
3

최근 직전 올림픽대회 은, 동메달

획득 단체
245,000

4
은, 동메달 획득 단체

(3항 제외 종목)
230,000

C

등

급

올림픽 종목

단체

190,000 X

10단체
아

시

안

게

임

5 최근 직전 금메달 획득 단체 220,000

D

등

급

아시아 종목

단체 및

메달 획득

단체

150,000 X

10단체

6 금메달 획득 단체(5항 제외 종목) 195,000

7 은, 동메달 획득 단체 170,000

E

등

급

기타 종목

및

사업규모가

작은 단체

100,000 X

10단체
8

올림픽대회 및 아시안게임 비메달 단체

및 기타 단체
100,000

<표 5> 중앙가맹경기단체 경기력 향상비 지원기준(단위 : 천원)

출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http://www.sports.or.kr), 신승호(2011)

화되어가고 있는데(신승호, 2011), 비인기 종목과 인기 종목 단체들 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축구나 야구, 배구, 농구 등의 소위 인기 종목들

의 재정 자립도는 높은 반면, 육상, 정구, 역도, 체조, 컬링, 사격 등의 비인기 종

목들은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6>. 카바디의 경우

2013년 2월에 정가맹단체 승인이 된 관계로 재정 자립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재

정 자립도의 경우 평균 약 46.52%를 나타내고 있었다.

대한체육회의 지원체계에 대하여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단체에 대한 지

원을 올림픽, 아시안게임메달 획득 기준만으로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

적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력 향상 지원비 배분에 있어 재정자립도, 예산집행율,

보조사업카드관리, 복식회계 운영실태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선안을 마

11) 8등급 기준 내에서 지원액은 상황에 따라 매년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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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재정 자립도 단체 재정 자립도

(사)대한육상경기연맹 16.87 대한배드민턴협회(사) 76.70

대한축구협회(사) 99.24 대한조정협회(사) 46.08

대한테니스협회(사)
90.00

(2009년 자료)
대한롤러경기연맹(사) 57.40

대한정구협회(사) 23.10 대한요트협회(사) 33.46

대한탁구협회(사) 43.67 대한볼링협회(사) 48.33

대한핸드볼협회(사) 47.13 대한양궁협회 9.19

대한역도연맹(사) 20.10 대한카누연맹(사) 34.17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31.66 대한골프협회(사) 59.78

대한빙상경기연맹(사) 59.18 대한근대5종연맹(사) 18.97

대한유도회(사) 60.20
대한수상스키 .웨이크보

드협회(사)
44.66

대한체조협회(사) 17.01 대한산악연맹(사) 75.45

대한사이클연맹(사) 50.51 (사)대한보디빌딩협회 33.49

대한농구협회(사)
84.30

(2009년 자료)
(사)대한세팍타크로협회 20.89

대한배구협회(사) 78.00 대한수중·핀수영협회(사) 80.69

대한씨름협회 82.78 (사)대한우슈쿵푸협회 32.40

대한럭비협회(사) 46.04 (사)대한소프트볼협회 5.68

사)대한레슬링협회 43.96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

기연맹
46.45

대한수영연맹(사) 33.21 대한컬링경기연맹
16.00

(2009년 자료)

대한야구협회(사) 80.68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사)
58.05

대한스키협회(사) 41.58 대한바이애슬론연맹(사) 17.12

대한승마협회(사)
79.10

(2009년 자료)
대한스쿼시연맹 23.29

대한아이스하키협회(사) 28.47 대한당구연맹 68.29

대한하키협회 18.78 대한택견연맹 39.56

대한검도회(사) 76.33 대한공수도연맹 40.15

대한궁도협회 64.34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59.20

대한사격연맹(사) 8.03 대한루지경기연맹
64.00

(2009년 자료)

대한펜싱협회(사) 25.10 대한바둑협회(사) 40.80

대한태권도협회(사) 59.15 대한카바디협회 -

<표 6> 중앙가맹경기단체의 재정 자립도(단위 : %)

련하였다. 재정자립도, 국제대회 성적은 2011년도 예산부터 적용하고, 나머지는 2

출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or.kr), 2009년 자료는 신승호(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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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S(80%이상) A(70~79%) B(30~69%) C(30%미만)

가중치 기준금액 x 1.2 기준금액 x 1.1 기준금액 x 1.0 기준금액 x 0.95

<표 7> 재정자립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주최단체지원금 수혜단체 제외) 

등 급 S(우수) A(양호) B(보통) C(미흡) D(부정적)

예산집행율 3(100%) 2(98%) 1(96%) 0(94%) -1(94%이하)

보조사업비카드
관리실태 3(미지적) 2(1회 지적) 1(2회 지적) 0(3회지적) -1(3회 이상 지적)

복식회계시스템

관리실태
3(미지적) 2(1회 지적) 1(2회 지적) 0(3회지적) -1(3회 이상 지적)

정산지침 미준수 3(미지적) 2(1회 지적) 1(2회 지적) 0(3회지적) -1(3회 이상 지적)

<표 9> 예산집행율, 보조사업비카드관리, 정산지침준수, (성)폭력적발건수 등

에 대한 가중치 부여 

011년도에 지표관리 후 2012년부터 적용하여, 경기단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단

체에 대해 인센티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평가가 안정된 이후에는(2013년 이후) 평

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에 가감치를 둠으로서 객관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대한체육회, 2013). 골프,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등의 주최단체지원금(스포

츠토토) 수혜단체들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대상에서 제외되며, 경기력

지원비 등급 8등급의 최하위지원 단체는 재정자립도에 따른 감액 대상에서 제외

된다. 가중치 부여의 기준은 다음의 <표 7>, <표 8>, <표 9>를 참고할 수 있다.

출처 : 대한체육회(2013)

구 분 직전 세계선수권 1위 직전 세계선수권 2~3위

가중치 기준금액 x 1.1 기준금액 x 1.05

<표 8> 국제대회 성적에 따른 가중치 부여

출처 : 대한체육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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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3(미지적) 2(1회 지적) 1(2회 지적) 0(3회지적) -1(3회 이상 지적)

스 포 츠 인 권
향 상 교 육 실 시

(❇ 자 료 배 포
수 준 의 교 육

제 외 )

3
체육회 지원교육
2회 이상 실시,
자체2회이상실시

2
체육회 지원교육
2회 실시, 자체
교육 1회 실시

1
체육회지원교육
또는 자체교육

2회 실시

0
체육회지원교육
또는 자체교육
실적 보유

-1
교육실적 없음

인권신고사항에
대한

기 한 (14일 )내
처 리 율

3(100%) 2(70% 이상) 1(50% 이상) 0(30% 이상) -1
(30% 미만)

계 21 14 7 0 -7

❇ (성)폭력 및 비리 적발건 : 1건당 총점에서 3점 감점

등 급 S(18점이상) A(17~12점) B(11~6점) C(5~0점) D(-1~-7점)

가중치
기준금액 x

1.1

기준금액 x

1.05

기준금액 x

1.0

기준금액 x

0.95
기준금액 x 0.9

출처 : 대한체육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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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간 관계 이론에 관한 고찰

1) 조직 간 관계의 개념

오늘날의 조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우리는 병원이라는 조직에서부터 세상을 처음 접하게 되고, 가정과 학교라

는 조직에서 사회화 되며, 이후 다양한 조직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고, 죽을 때야

비로소 해당 조직에서 빠져나가는 현상들을 살펴볼 때 현대사회를 조직의 사회

라 부르는 것은 허언(虛言)이 아닐 것이다.

조직들은 한 개인과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다른 조직들과도 상호관계를 형

성하고 있다(Giddens, 2001). 최근 조직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경쟁 조직과도 협력 관

계에 놓이기도 한다. 사회의 환경이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복잡해져서 어느 하나

의 조직이 경쟁력을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성과 자원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세계화 혹은 전지구화(globalization)적 경쟁과 기술,

의사소통 등의 급격한 변화는 조직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며, 이러

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조직 간 관계(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IORs) 혹은 조직 간 연결망(interorganizational networks or webs of

organizations)이 출현하고 있다(Daft, 2012).

조직 간 관계(IORs)란 자원의 거래, 이동, 연결이 둘 혹은 그 이상의 조직 사

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한다(Daft, 2012; Oliver, 1990). 과거에

는 이러한 조직 간 관계가 조직의 필요 충족을 위한 필요악(necessary evil)이라

여겨졌는데, 이는 이 세상이 서로 앞서나가기 위해 경쟁하는 독립적인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기인하였다. 그래서 조직 간 차이는 있지만 환경의 안

정성과 조직의 필요 정도에 따라 조직 간 관계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관점으

로 바라보았다(Daft, 2012). 그러나 조직 또한 인간과 같이 생태학적으로 바라보

아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었고 조직들이 생태 시스템으로 진화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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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초월하고 스스로 창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Moore, 1996). 따라

서 조직 간 관계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다변화하는 조직들의 변천 및 발전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에 이후 조직 행동(organizational

behavior)이 환경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진

행되었다(Cook, 1977; Glanz, Rimer, Viswanath, 2008). 이는 단일 조직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복잡한 사회구조를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조직 간 관계를 연

구하는 학자들은 조직을 폐쇄적인 구조가 아닌 개방적이고 환경에 적응하는 구

조로 개념화하여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조직의 생존에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Cook, 1977).

이러한 조직 간 상호작용적 관계에 중점을 둔 관점은 조직의 활동이 다른 조

직이나 환경의 영향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시각의 변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설계 또는 조직전략의 문제는 폐쇄적인 조직관(組織觀)과는 상이하다 할 수

있다(강선진, 2001).

한편, 조직 간 '관계'를 조직 간 ‘네트워크’와 혼용하고 있는 경향이 최근의 연

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Cresswell & Zhang(2000)은 공공부문의 정부 기관 간

지식공유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간 네트워크(interorganizational network)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Inkpen & Tsang(2005)은 영리 기업이 다른 조직과 맺고

있는 연결을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있다. Podolny & Page(1998)에 따르면 네트워

크는 지속적 관계라는 점에서 시장과 구별되며, 일방적 권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 계층제와 구별된다. 그러나 조직 간 관계가 네트워크와는 달리 계

층제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조직 간 관계의 개념이 네트워크를 포괄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 간 관계란 용어와 조직간 네트워크란 용어를 혼용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 ‘관계’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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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간 관계는 관계의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 네트워크는 그러한 형태 중 하나

이므로 정확히는 조직 간 관계와 조직 간 네트워크는 상이한 차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김대건, 황선욱, 2006).

이러한 조직 간 관계에 있어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점들이

Daft(2008), Kanter(1989a, 1989b), Mintzberg & Quinn(1991) 등의 연구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비대칭적인 관계성(asymmetrical relationships), 권력 혹

은 힘의 투쟁(power struggles), 자율성의 상실(loss of autonomy), 자원배분의 변

화(changes in resource allocation), 자원의 불균형(resource imbalances), 목표전

치(goal displacement), 변화에의 저항(resistance to change), 충성에 대한 갈등

(conflicting loyalties), 헌신의 수준성(different levels of commitment) 등으로 설

명된다. 조직 간에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그것이 제도화된 장(field)이건 경쟁적

인 장이건 서로 의존을 함에 있어 완전한 평등은 성립하기 어렵다(Kanter, 1989a,

1989b; Oliver, 1990; Pfeffer & Salancik, 2003).

이러한 조직 간 관계에 따른 쟁점들은 어느 하나만 따로 나타나지는 않는 경

우가 많다. 비대칭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에 따른 권력 및 힘의 투쟁이 발생

할 수 있고 어느 조직의 자율성이 침해 받거나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

고 자원의 배분이 변화함과 동시에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느 조직에 더욱 충성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일에

대한 헌신도 다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수 있다. 자원을 더욱 성

취하기 위하여 비영리집단이 영리를 취하고자 목표가 전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조직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화에 저항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조직 간 관계에서는 다발(多發)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Kanter, 1989a, 1989b; Oliver, 1990; Pfeffer &

Salancik, 2003; Scott, 1981, Thibault & Harvey, 1997). 조직 간 관계의 변화에

따라 어느 한 쪽에 균형이 쏠리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기업 환경의 경우 합병

(merger)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공공조직의 경우 자립성, 정체성, 자율성 등이

담보되지 못하는 현상에 이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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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조직 간 관계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에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쟁점들

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관찰이 요구된다. 이는 조직 간 관계의 규모와 수준,

이론적 접근 등에 따라서도 설명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2) 조직 간 관계의 분석 수준

조직 간 관계에 대한 분석 수준 또는 차원은 연구자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목

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즉, 조직 간 관계의 범위와 분석의 초점은 연구자의

필요와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관

관계의 분석 수준에 있어 Provan(1983)과 Hall(1991)의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직 간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Provan(1983)과 Hall(1991)은 개별 조직 간

관계(dyad or pairwise relationship), 조직집합의 관계(organization or

interorganizational set), 조직 네트워크의 관계(interorganizational network), 유사

조직군(population of organizations)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개별 조직 간 관계(dyad or pairwise relationship)는 조직 간 관계를 파

악하는 가장 단순한 분석수준이라 할 수 있다. 조직 간 관계를 개별조직 간의 관

계로 규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이 다른 하나의 조직과 상호작용

하는 관계에 주의를 한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수준의 연구는 많은 조직이 포

함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연계(linkage) 수준의 연구에서 간과될 수 있는 연결의

전개과정과 그 유대에 관하여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van, 1978).

두 번째로 조직집합의 관계(organization or interorganizational set)는 하나의

중심조직(local organization)의 입장에서 환경적 조직과의 관계를 이해하려 한다.

이 접근방법은 대상조직과 환경적 조직들 개개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하나의 중

심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구성 조직(member organization)과의 관계를 분석

하는 것으로서 중심조직과 구성 조직들 간의 상호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하

나의 조직과 또 다른 하나의 조직간 관계가 다른 일대일 조직 간 관계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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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별 조직 간 관계, 조직집합의 관계, 조직 네트워크 관계

출처 : 오석홍(2011)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할 수 있다. 또한 조직연계(organizational

linkage)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아울러 조직의 연결에 있어 구조와 행위에 대한

분석까지 아우를 수 있다(정찬근, 1992).

세 번째로 조직 네트워크의 관계(interorganizational network)는 조직들 사이

에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모든 조직 사이의 관계 유형으로 구성된다. 조직

네트워크를 분석 수준으로 삼는 접근 방법은 조직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조직들

을 연결하는 관계의 유형 또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는데, 중심조직과의 관계

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 유형을 형성하는 조직들 사이의 복잡하고 다양한 방향의

광범위한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조직 네트워크의 분석 수준은

조직집합의 분석 수준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오석홍, 2011). Aldrich(1979)에

따르면 조직 간 네트워크는 특정 유형의 관계에 의하여 연결되는 모든 조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첫째, 빈번한 혁신의 확산

(diffusion of innovation)이 조직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둘째, 비록 네

트워크 그 자체는 경계유지 시스템(boundary maintaining system)이 아니지만

조직들과 활동 집합이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을 창출하며, 셋째, 네트워크는 시장

구조의 개념과 같은 환경의 개념을 명백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네

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정은 네트워크가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직들의

활동과 활동 집합(action sets)을 제약할 수도 있고 정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오

석홍, 2011).

마지막으로 조직 간 관계를 유사조직군(population of organizations)으로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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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하는 분석 방법이다. 유사조직군은 유사한 조직들의 모음으로 정의되며

유사한 조직의 선별에는 구조의 유사성, 기능의 유사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적

용될 수 있다. 유사조직군은 조직집합 또는 조직 간 네트워크의 수준에서 함께

분석될 수 있다(오석홍, 2011; Hall, 1991).

3) 조직 간 관계 유형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

조직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이론적인 관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있어 기본적으로 선행되는 것은 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

로 하고 있다(Geisler, 1995). 이러한 조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양태

를 바라보는 견해는 협력(Cummings & Worley, 2009; Hall, 1991; Hodge &

Anthony, & Gales, 2003; Klonglan, Warren, Winkelpleck, & Paulson, 1976;

Koza & Lewin, 1998; Thompson & McEwen, 1958; Warren, 1967), 경쟁(Hall,

1991), 교환 및 의존(Cummings & Worley, 2009; Geisler, 1995; Koza & Lewin,

1998; Pfeffer & Salancik, 2003; Schmidt & Kochan, 1977), 갈등(Hall, 1991) 등

학자마다 다양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조직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하여 Daft(2008)는

네 가지 이론적인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원 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collaborative network theory), 조직

군 생태학 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 제도화 이론(institutional theory)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조직 간 관계는 서로 유사한가, 혹은 유사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과 서로 협력적인가 또는 경쟁적인가 하는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Daft,

2008) 이러한 분석 관점들은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론적 관점인 자원 의존 이론에서는 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하여 제시한다. 두 번째 이론

적 관점인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조직이 가치와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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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직 간 관계 이론들

출처 : Daft(2008 : 180).

른 조직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이론적 관점인 조

직군 생태학 이론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조직형태의 출현으로 인하

여 기존의 조직들이 점유하지 않은 틈새를 채우기 시작하고, 다양한 조직의 형태

가 존재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론적 관점인 제도화 이론에서는 특정한 조직의 형태가 조직이 속한 사회

안에서 어떻게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며, 그리고 특정한 구조를 서로 모방하게 되

는 계기와 과정을 설명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조직 간 관계 유형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원 의존 이론

자원 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은 조직 간 관계에 대한 가장 전

통적인 입장으로서 조직과 사회 환경의 관계에서 조직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중요시 한다(Pfeffer & Salanick, 2003; 오석홍, 2011). Pfeffer &

Salanick(2003)에 의하면 조직성과의 약 10% 정도만이 내부 조직적인 요소에 의

하여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조직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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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자신들이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까지 변경한다는 것이

다. Van de Ven & Walker(1984)나 Provan, Beyer & Kruytbosch(1980) 등과 같

은 조직간 관계(IORs) 이론가들은 조직이 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과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맹보학, 2003).

자원 의존 이론은 조직이 중요한 자원을 공급 받기 위하여 주변 환경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직이 환경적 영향에 수동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실

체라고 본다(Hall, 1991; Pfeffer & Salanick, 2003). 조직은 가능한 외부환경에 대

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 환경에 영향

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의존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기는 어렵다(Daft,

2012; Davis & Cobb, 2010).

자원 의존 이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조직 간 의존적인 관계

에 적응하거나 상호의존적(interdependency)인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 의존 이론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 변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세 가지로

서 첫째는 조직이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회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는 전제,

둘째는 조직이 환경과 관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전제, 셋째는 조직은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영향

을 미치려 한다는 전제이다(오석홍, 2011; Hall, 1991; Pfeffer & Salanick, 2003).

조직은 개방적인 사회 시스템 안에 속해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상호의존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수많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이 직면하는 사회적 환경으로는 산업적인 영역, 원자재의 영역, 인적 자원의

영역, 재무적인 문제 영역, 시장의 영역, 기술적인 영역, 경제적 영역, 정부의 영

역, 사회 문화적인 영역, 국제적인 영역 등 다양하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상

들이 모두 의존의 영역들이라 전제할 수 있다(Daft, 2012; Pfeffer & Salanick,

2003). 다양하고 다변화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환경 자체는 불확실성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환경은 조직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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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

을 일반적으로 자원 의존 관점이라고 표현한다(Pfeffer & Salanick, 2003). 이를

토대로 살펴볼 때 자원 의존(resource dependence)이란 조직이 생존을 위하여 다

양한 환경에 의존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은 불규칙한 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Pfeffer & Salancik, 2003; Ulrich & Barney,

1984). 조직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이 다른 조직에 의하여 통제될 경우 조직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은 가능한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조직이 다른 조직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성과가 저하되고 조직의 정

체성 또한 불분명해진다(Daft, 2008, 2012).

그리고 조직들은 의존의 대상으로서 다른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조직들은 다른 조직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하지만,

재정이나 업무의 위험성이 높을 경우에는 협력하고 서로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상호적인 시도를 하기도 한다(Pfeffer & Salanick, 2003). 다른

조직과 공식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원 의존을 할 경우 조직의 책임자는 딜레마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다른 조직과의 협력 관계로 인하여 자원의 확보에 대한 위험

을 낮춤과 동시에 조직 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원만한 연계를 위해서는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Leblebich & Salancik, 1982; Pfeffer & Salanick, 2003; Van de Ven & Walker,

1984), 이러한 경우 자신들의 조직만의 입장을 따라서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듯 조직 간 관계의 설정은 자원의 확보와 자율성 사이에서

상충적인 관계를 상정한다(Daft, 2012). 예를 들어, 이미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원이 충분한 조직은 새로운 관계에 인색하지만, 자원이 부족한 조직의 경

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유보하고 다른 조직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Davis & Cobb, 2010).

이러한 조직 간 관계에 있어 권력(power)의 방향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Daft, 2008, 2012). 조직 간 의존도의 차이에 따라 상호 의존적 관계가 아닌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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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어느 한 조직이 상대방 조직보다 더욱 큰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일방적

인 종속적인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은 환경의 변화에 따

라 변화되고 이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

사회 환경이 전지구화 혹은 세계화(globalization), 정보화, 민주화, 분권화 등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조직 간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조직 간의 관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

면서 그 복잡성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각으로는 이러한 설명에

한계성이 나타나게 되었다(맹보학, 2003).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조직 간의 경

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공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상호 의존 및 상호 이익

을 추구하는 동반자적 관계의 증가에 따라 조직의 경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Daft, 2012).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collaborative network theory)은 이러한 다변화하는 사

회 환경에 대한 설명에 있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으며, 이는 자원 의존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기도 한다. 조직들은 경쟁력을 높이고 희소한 자원을 공유

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존의 조직 간 자원

의존 관계를 넘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게

된다(Koza & Lewin, 1992).

우선 조직 이론 분야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O'Toole(1997)은 네트워크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다수의 조직들이 서로 의존적 관계에 있으나, 그들 간에 수직적 명령 통제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Kickert, Klijin, &

Koppenjan(1997)은 네트워크에 대하여 상호 의존적 행위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회 교류 관계의 다소 안정적인 패턴으로 정의하였다(맹보학,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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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관점 : 적대적 새로운 관점 : 동반자

∙낮은 의존성

∙의심, 경쟁적, 적대적

∙세부적 성과, 엄격한 기준

∙수지, 효율, 개별적 이익 추구

∙정보의 제한, 피드백 부족

∙법적인 갈등 해결

∙최소 관여, 분리된 자원

∙단기적 거래

∙관계를 제약하는 계약

∙높은 의존성

∙신뢰, 공동 가치 창출, 몰입

∙느슨한 성과 기준, 토론 등의 의사소통

∙공정, 공동체 의식, 양방향 이익 추구

∙정보의 공유, 충분한 피드백과 토의

∙상호 긴밀한 관계를 통한 조정, 조직 자

원 공유, 관여

∙장기적 거래

∙계약을 초월한 상호 지원

<표 10> 조직 간 관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

Powell(1990)은 네트워크를 상호 의존적인 자원의 흐름 및 상호 의사소통을 통하

여 이루어지는 수평적 혹은 수직적인 교환패턴으로 정의하였고, Axelsson &

Easton(1992)은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일련의 조직들 간에 나타

나는 관계 패턴, 하나 이상의 유대 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소 느슨하게

연결 된 조직 간 관계, 둘 이상의 교환 관계로 연결된 관계의 집합 등으로 정의

하기도 하였다.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이 관점은 조직 간의 협력

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조직들이 왜 협력이라는 요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일까? 조직 간 네트워크에서 공통적인 목적이 존재한다면 이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간의 네트워크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많은 학자

들은 언급하고 있다(Dill & Rochefort, 1989; Lambright, 1997; Koza & Lewin,

1992; O'Tool, 1995; Porta, Lopez-De-Silane, Shleifer, & Vishny 1996; Smith &

Barclay, 1999). 새로운 사회 환경에 진입할 때 따르는 위험 부담을 낮추거나, 개

별 조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에 대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특정 분야의 업

무 또는 기술 등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 간 협력을 수행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조직의 혁신, 문제 해결, 성과의 제고 등에 있어서 조직 간 협력은 필

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Koza & Lewin, 1992; Oliver, 1990; Smith, Carroll &

Ashford, 1995).

출처 : Daft(2012); Dyer(1996); Marchington & Vincent(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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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조직들은 전통적으로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되면서 서로 경쟁하는 것

에 익숙해 있었으나 국제화 경험 속에서 조직 간 협력 관계가 효과적이라는 사

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조직 간의 협력은 한 영역에서는 협력하면서

도 다른 영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내재할 수 있음을 주지한다(Daft, 2012).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은 독립성의 유지보다는 조직의 상호의존성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Daft, 2012; Koza & Lewin, 1992; O'Tool, 1995). 협력에 대한

성과는 가변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조직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토론과

대화 등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타 조직과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조직을 운영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였으며, 조직들

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기 보다는 서로에게 헌신하고 쌍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직 간 정보의 공유가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

다. 또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Koza

& Lewin, 1992; Marchington & Vincent 2004; Ring & Van de Ven, 1994).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다른 조직에 대한 의존은 위험을 증

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본다. 조직 간 관계에서 동반자로서

의 인식은 조직들 간 가치의 달성에 있어 더 높은 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증진시

킨다. 서로 협력하는 조직 간 관계 내에서 서로가 협력하는 시스템은 개개의 조

직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Daft, 2008).

(3) 조직군 생태학 이론

조직군 생태학 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은 1970년대 등장한 거시조직

이론 중 하나로서 조직 간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직

군 생태학 이론의 관점은 조직 개체군 내에서의 조직적 다양성과 적응

(adaptation)에 초점을 둔다(Aldrich, 1979; Baum, 1996; Carroll & Hannan, 2000;

Daft, 2008; Hannan & Carroll, 1992; Hannan & Freeman, 1977, 1984, 1987,

1989; Singh,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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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군 생태학 이론에서는 환경을 제도나 정책, 문화 등과 같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개념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Burns & Stalker, 1961; Woodward, 1965;

Thompson, 1967)에 비하여 환경의 대상을 조직들의 집합인 조직군으로 보는 관

점이다(Aldrich, 1979; Hannan & Freeman, 1977).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조직 현

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단위를 개별 조직이나 조직 간 관계가 아니라

전체 조직들의 조직군(popualtion)과 공동체(community)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생조직의 불리함(liability of newness), 자원 분할(resource partitioning), 밀도

의존성(density dependence)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이론들을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왔다(정진관, 2012; Carroll & Hannan, 2000; Hannan & Carroll, 1992;

Hannan & Freeman, 1989).

조직군(population)이란 유사한 형태의 자원 활용 및 산출물을 가지고 유사한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조직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Daft, 2008). 조직군에

대하여 생태 이론가들은 사회 안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조직 형태와 다른 변종

조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데, 새로운 조직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다

양한 조직형태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로 기존 조직이 내부적인 관성으로 인하여

사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군 내에서 발생하는 혁신과 변화는 기존 조직의 개혁 및 전환에 기

인하기보다는 주로 새로운 유형의 조직이 탄생함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본다. 조

직의 형태는 한 번 정착되면 변화하지 않으려는 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에 의하여 사회 전반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Donaldson, 1995).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적소(niche)라는 개념으

로서, 적소는 개체의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환경적 요소들의 복

합이라는 의미와 함께 조직들이 타 조직들과 구분되어 차별적 형태를 유지하도

록 하는 자원영역이라는 의미를 지닌다(정진관, 2012; Carrol & Hannan, 2000;

Hannan & Carroll, 1992; Hannan & Freeman, 1989). 조직군 생태학 이론의 관

점에서는 개별 조직이 구조적 관성에 의하여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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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직군 생태학 이론의 모형

출처 : Daft(2008 : 190).

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기존의 조직들은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조직 형태가 출현하여 적소를

차지하고 점차 기성 조직들을 대체해 나간다(Daft, 2008).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생물학의 자연선택 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생물학

에서의 변이는 우연한 결과로 발생하지만 조직에서의 변이는 우연의 결과일 수

도 있고 의도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Aldrich, 1979), 환경에 적응하려는

조직들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환경은 스스로 최적인 조직을 선택하므로 환경과

조직 간 구조의 동일성은 필연적이라고 본다(Hannan & Freeman, 1987). 조직군

생태학 이론의 관점에서는 사회라는 장 내에서 새로운 조직의 형태가 지속적으

로 출현하면서 조직군 또한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군에

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은 변이(variation), 선택(selection), 보존(retention)의 3단

계<그림 4>로 이루어진다(정진관, 2012; Daft, 2008). 변이란 새로운 조직이 조직

군 안에 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이란 새로운 조직이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생존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존이란 환경의 선택을 받은 조직이 제도화

되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서 조직의 생존에 가장 중요

한 요인은 환경으로서, 조직은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변이, 선택, 보존의 과정은 조직의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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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에서 새로운 조직의 형태가 자리 잡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Daft, 2008).

조직군 생태학 이론의 관점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중요 요인은 경쟁적 상

호작용으로써, 개별 조직이나 조직군은 자원의 확보와 생존을 위한 투쟁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Daft, 2008). 조직 생태학에서는 조직들이 동일한 적소를

점하고 있을 때, 제한된 자원을 서로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조직들 간의 경쟁적 배제(competitive exclusion)가 일어난다고

본다. 이러한 적소는 조직들 간의 경쟁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다. 그

결과 생태군의 분포는 경쟁적 상호작용의 확률과 강도를 규정하지만, 경쟁은 또

다시 생태군의 범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쟁과 적소 간에는 일종

의 순환적 영향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정진관, 2012). 조직들은 이러한

생태군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 제너럴리스트(generalist) 전략이나 스페셜리스트

(specialist)12)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

(4) 제도화 이론

제도화 이론(institutional theory)은 조직이 생존하기 위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이상으로 정당성(legitimacy)의 획득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Dacin, Goodstein, & Scott, 2002; Selznick, 1996; Suchman, 1995). Selznick(1996)

은 조직들은 환경, 개인 등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변화와 맞물려

변화하는 유기체라 언급하면서 안정적인 환경이 구축되지 못한다면 스스로 소멸

할 위험이 존재함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들의 영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도화라는 전략을 통해 환경이나 자원에 대한 경쟁 속에서 조직을 환경변화에

안정적으로 적합화(適合化)한다고 Selznick(1996)은 언급하였다. 이러한 조직은 외

부 이해 관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선택하며, 조직의 행

동에 대한 외부 이해 관계자의 기대는 조직에게 일종의 규칙으로 여겨진다. 제도

12)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란 넓은 범위의 적소 또는 활동 영역을 지닌 조직을 의미하며,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란 좁은 범위의 적소 또는 활동 영역을 지닌 조직을 의미한다

(Daf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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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가에 대한 사회

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Daft, 2012; Meyer & Rowan, 1977). 이러한 조직의

행동들은 정당성이란 측면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정당성이란 조직의 활동이 바람직하고 적절하며 환경의 사회적 환경의 규범

과 가치, 신념 등과 부합한다는 사회 전반의 시각으로서(Suchman, 1995)

Scott(1995)는 이러한 조직의 정당성에 대하여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적 정당성, 규범적 정당성, 인지적 정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적

정당성은 법이나 규칙에 기인하고, 규범적 정당성은 사회적 책임, 규범, 가치 등

에 기인하며, 인지적 정당성은 상징, 신념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제도

화 이론에서는 눈에 보이는 구조, 기술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 및 가치 등에 대하여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늘날 조직의 형태

와 관리의 행태에 그토록 많은 유사성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적절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부서, 은행, 학교, 병원 등

유사한 환경에 있는 조직들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이다(Daft, 2012).

제도적 이론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DiMaggio & Powell(1983)도 Scott(1995)

과 유사한 시각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조직들에 유사성을 향한 보이지 않는 힘

이 작용함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유사성을 향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동형

화(isomorphism)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동형화란 조직군 안에 존재하는 한 단위

의 조직이 유사한 조건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DiMaggio

& Powell, 1983; Selznick, 1996). 그들은 동형화에 대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

하고 있는데 모방적(mimetic) 힘, 강압적(coercive) 힘, 규범적(normative) 힘의 유

형으로 구분하고 있다(맹보학, 2003; Daft, 2008; DiMaggio & Powell, 1983).

모방적 유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대부분의 조직들

은 사회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다른 조직을 모방하여 그들의 성공 패턴을 따라하려는 모방적

힘이 작용할 수 있다. 강압적 힘이란 조직에 대하여 다른 조직과 유사한 구조와

행동, 전략을 선택하도록 가해지는 외부적 압력을 의미하는데, 공식적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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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으로 수많은 조직들은 정부와 규제기관, 그리고 환경 등의 압력을 받고

있음을 함의한다. 강제적 힘은 조직이 다른 조직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

을 강요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규범적 힘은 전문적인 기준을 수용하거나 전

문적인 기준을 수용한 전문가의 조직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규정한 기법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각기 다른 조직의 관리자들이 유사한 방식으

로 훈련 받거나, 전문적인 상호 교류가 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맹보학,

2003).

제도화 이론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조직 간 관계의 형성 원인을 DiMaggio

& Powell(1983)의 이론을 활용하여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강제

성으로서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직 간 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협력하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정당성으로서 유사 훈련이나 전문가적 교류는 조직들 간의

규범이나 가치, 신념 등의 공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

이든 혹은 타의에 의한 것이든지 조직들은 습득된 사회적 규범, 가치, 신념, 책무

등에 대하여 의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조직 구성원이 인식한 정당성은 조직

을 움직이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모방성으로서 조직은 미래

의 불확실성에 대한 극복 수단으로 성공적인 타 조직을 모방할 수 있다(맹보학,

2003; DiMaggio & Powell, 1983).

제도적인 환경에 대하여 조직의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변화의 요구는

모방적, 강압적, 규범적인 힘 세 가지 모두가 작용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의 힘

이 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조직들은 의존성, 불확실성, 모호한 목표, 전문성 등

에 대한 의존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위와 같은 힘의 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제도화 이론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조직 유형의 출

현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발현하는 조직의 모습과 관계들은 서로

유사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본다(Daf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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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간 관계의 특성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한 설명을 제시

하고 있다. 조직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다른 조직과

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하여 공동의 번영과 가치 창출을 하기도 하며, 사회 환경

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조직이 쇠퇴하고 다른 조직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도 하며, 경제적인 이익보다 외부 환경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주체이기도 하다(Daft, 2008).

이러한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어떠한 이론적 설명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

보려면 조직 간 관계 특성들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직 간 관계의 특성

들의 경향성을 유추해낼 수 있다면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Oliver(1990)는 기존의 조직 간 관계 이론들을 고찰하고 협력의 관점에서 하

나 이상의 조직 간 관계가 형성되는 요인으로는 여섯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여섯 가지 요인으로는 정당성(legitimacy), 안정성(stability),

법 혹은 규칙을 통한 명령의 필요성(necessity), 비대칭성(asymmetry), 상호작용

또는 호혜성(reciprocity), 효율성(efficiency) 등을 언급하고 있다. 조직 간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요인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조직 간 관계에 존

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비록 Oliver(1990)의 조직 간 관계 특성들이 조직 간 협력에 대한 동인을 적

절하게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조직 간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충분하

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Kouwenhoven(1993)은 조직 간 협력적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과 대인 간 연계성(interpersonal

network)이라는 요인들 또한 전제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Geisler(1995)는 조직 간 관계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조직 간 관계에 있

어 중요한 특성으로는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y)과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

언급하였다. 또한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로 분류될 수 있는데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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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ment), 신뢰(trust), 의사소통(communications patterns) 등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황은하(2011)는 조직 간 관계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다양한

조직 간 관계 특성들을 도출해내었고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특성에 한정되는 조

직 간 협력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이는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신뢰(trust), 의사소통(communications),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 권력(power)을 조직 간 관계의 특성 요인으로 분류하였

다. 또한 권력은 강제적 권력과 비강제적 권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조직 간 관계에는 많은 특성들이 존재하는데 조직 간 관계 이론에

대한 네 가지 관점들에서는 어떠한 특성들이 강하게 작용할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서로 협력적인가 아니면 서로 경쟁적인가 하는 차원

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조직 간 관계의 형성에

는 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며 경쟁적인 조직들조차도 상생을 도모하는 협력에

관심을 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황은하, 2011; Daft, 2008). 조직 간

에는 어떠한 영역에서는 경쟁을 하면서도 다른 영역에서는 협력을 할 수 밖에

없으며, 현대 사회는 이러한 이중적인 양면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Daft(2008)는

주장한다. 다음으로는 조직 간 관계에 있어 네 가지 이론적 관점들인 자원 의존

이론,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 조직군 생태학 이론, 제도화 이론에서 주요하게 설

명되어지는 특성들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자원 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에서는 의존성

(dependency)의 방향을 주요 특성으로 설명한다. 조직 간 관계에 있어 가장 우선

적인 전략은 의존적인 관계에 적응하거나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

이다(Daft, 2008; Ganesan, 1994; Pfeffer & Salancik, 2003). 또한 자원 의존 이론

을 설명하는데 있어 권력(Skinner, Gassenheimer, & Kelly, 1992)이 중요한 특성

으로 설명될 수 있다. 조직 간 권력의 비대칭성에 따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일

방적 의존의 관계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Daft, 2008). 이를 살펴볼 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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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존 이론의 관점에서는 의존성과 권력을 주요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collaborative network theory)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있어 조직 간 협력은 필수 요건이며(Daft, 2008; Oliver, 1990;

Smith, Carroll, & Ashford, 1995), 조직 간의 관계는 독립성의 유지 보다는 상호

의존성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Ganesan, 1994). 또한 자신의 이익 추구가 아

닌 조직 간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역시 조직 간 관계 형

성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Anderson & Weitz, 1989; Daft, 2008;

Morgan & Hunt, 1994).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은 서로 협력하는 조직 간

관계가 형성이 되면 모두가 번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고는 조직들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대비된다.

세 번째로 조직군 생태학 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의 관점에서는 조직

군 안에서의 조직적 다양성과 적응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Aldrich,

1979; Baum, 1996; Carroll & Hannan, 2000; Daft, 2008; Hannan & Carroll,

1992; Hannan & Freeman, 1977, 1984, 1987, 1989; Singh, 1990) 조직 간 관계에

서의 특성을 규명하기란 쉽지가 않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기존 조직들이 외면

하던 틈새 영역을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직 형태가 출현하여 조직적 다양성

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Daft, 2008). 즉, 조직 간 관계의

변화를 다루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직 간 관계 특성을 특정 짓는 것에 대하여 난

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사회적 환경 내에서 새로운 조직이 지속적으로 출현하

여 조직군이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 스포츠

조직군과 같은 비영리 및 공공기관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따른다. 또한 조

직군 생태학 이론의 관점에 내재되어 있는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생존을 위한 투

쟁, 즉 경쟁이기 때문에(Daft, 2008) 본 이론은 대체적으로 영리 기업 등의 조직

관점에서 분석이 용이하다 할 수 있다. 다만 경쟁적이고 유사한 유형의 조직 간

관계의 관점에서 특성을 설명할 때 자원 의존 이론에서 제기하는 의존성의 방향

과 권력 및 힘 등의 요인이 조직 생태학 이론의 관점에서 주요 특성으로 설명되

어 질 수 있다.



- 41 -

마지막 네 번째로 제도화 이론(institutional theory)의 관점에서는 조직 간 협

력의 시각을 견지하면서 조직 간 관계의 정당성에 초점을 둔다.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에서 제시하는 신뢰, 상호 의존성, 의사소통의 특성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제도화 이론에서는 조직들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유사성

(institutional similarity)을 향한 보이지 않는 힘(power)의 특성이 작용한다고 설

명한다(Daft, 2008; Skinner, Gassenheimer, & Kelly, 1992). 이러한 힘은 자원 의

존 이론에서 설명한 권력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강압적인 권력과 모방적

인 힘, 규범적인 힘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Daft, 2008), 모방적인 힘과 규범적인

힘은 비강제적 권력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황은하, 2011, Daf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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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자율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조직 자율성의 개념

조직 자율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자율성이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자율성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성질이나 특성”을 의미한다(정진경, 2008). 자율성의 개념은 그

동안 조직 내 개인들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업무의 일정 계획과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 조직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실질적인 자유, 독립성 등 조직이 개인에게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유재량 등으로 정의되어져 왔다(Hackman & Oldham,

1976; Turner & Lawrence, 1965). 그러나 Breaugh(1985)는 자율성이 개인의 자유

재량뿐만 아니라 통제기제와도 결합되는 개념이라 주장하면서 자율성을 작업 방

식, 계획, 목적과 같은 업무의 기준에 관하여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통제 혹은

자유재량의 정도라 정의하고 있다.

조직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자율성과 같이 오랫동안 논의되어지거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양승초, 2009). Rousseau(1985)는 조직의 자율성

에 대하여 업무의 운영과 그 방식에 관한 결정의 권한이라 정의하고 있다.

Kaufman(1981)은 조직의 자율성을 조직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 제약

없이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Verhoest, Peters,

Bouck(2004)에 따르면 조직의 자율성은 자치적인 조직에 위임된 의사결정 역량

의 수준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여의 정도를 일컫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밝

히고 있다. 조직적 차원에서 자율성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의 어원

인 ‘autonomy’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autonomy’는 그리스어인

‘auto-nomos’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self의 의미인 접두사 ‘auto’와 law 혹은 rule

의 의미를 지니는 ‘nomos’가 결합되어 ‘스스로 규칙을 정하다’의 의미를 갖는 '자

치(self-government)'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조직의 자율성 개념은

Salamon & Anheir(1998)가 정립한 비영리조직이 지니는 7가지 특성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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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governing'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self-governing'의 의미는

조직을 관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등의 모든 절차가 조직 내부의 정관 혹은 규

율에 의해 시행되며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 의미로서 자율성과 자치

가 유사한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남재석, 2002; 양승초, 2009; 주성수, 2003). 따

라서 조직의 자율성이란 조직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의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정광호, 권기헌(2003)은 비영리조직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외부

의 어떠한 환경 요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하였다. 즉, 조직의 의사결정이 외부의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며 조직

내부의 방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 외

부의 조직, 단체, 사회 환경 등으로부터 좌우된다면 그 조직은 그 영향을 받은

만큼 자율성이 훼손됨을 의미한다(정광호, 권기헌, 2003; 정진경, 2008).

2) 사회 환경 변화와 조직 자율성의 관계

자율성은 조직들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환경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

으로 생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정성한, 1998).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다원화, 욕구의 다양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전지구화 혹은

세계화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다원화로 인한 조직의 변화는 국가, 가족, 기업, 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

비정부 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와 상호 경쟁적 관계를 발

전시키고 있다(오정수, 1999). 이로 인하여 조직 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 인구

의 노령화,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 확산, 탈시설화, 서비스 다양화 등의 현상에

직면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축소와 함께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참가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공식, 비공식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은 강조되고, 기존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조직의 자율성은 이와 같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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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기제로서, 조직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대중들의 욕구 다양화에 의하여 조직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가

족의 구조가 과거와는 달리 대가족, 핵가족 등으로 단순 분류가 불가능해지고,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로 넘어가는 작금의 시기에 진입함에 따라 대중의 욕구

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또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허만형, 2004). 조직들은 이와

같이 변화하는 대중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양승초, 2009). 이러한 욕구

의 다양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 사이에서 이를 조

절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조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맞물려 조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정보

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과거

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

하여 가상공간의 형성 및 정보 수요의 급증, 가속화되는 정보 기술의 발달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에 맞

는 유연성이 조직에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의

자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허만형, 2004).

네 번째로 전지구화 혹은 세계화에 따라 조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다.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적 교류, 물적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

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조직은 단순히 지역적, 국가적 영역을 넘

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다. 지구촌

(global village)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직의 자율성 확보는

필연적이다(허만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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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자율성과 조직 간 관계 이론 적용

조직 자율성의 개념은 조직 간 관계 이론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조

직의 자율성은 조직과 조직, 조직과 국가, 조직과 시민 사회 등 외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 되고 있으며, 이는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 agent theory),

자원 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collaborative

network theory), 제도화 이론(institutional theory) 등과 연관 지어 설명이 가능

하다(정광호, 권기헌, 2003; 정진경, 2008). 본 연구의 필요성을 통하여 스포츠 조

직 간 관계는 단순한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고찰하였기에 주인-

대리인 이론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주인-대리인 이론을 포함한 네 가지 이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 한다. 자원 의존 이론과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 제도화 이론은 앞 장에서 자

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자율성과 관련된 맥락만 짚고 넘어가고

자 한다. 여기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언급되지 않음은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서

각 조직들은 경쟁이라는 환경이 전제된 영역에서 조직들의 군(population)을 중

심으로 이러한 조직군 내에서 개별성을 갖춘 조직들이 생존과 소멸을 지속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적용

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의 정가맹 중앙경기단체들의 경우 과

거 준가맹이나 인정단체로 격하된 사례가 없으며, 이러한 스포츠 조직들은 비영

리 기관으로서 가맹 규정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거나 해당 스포츠 종목이 없어지

지 않는 한 조직의 존폐가 위협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 기인한다.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 agent theory)은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어떠한 조직

의 업무에 대하여 계약을 통해 대신 수행하는 조직의 관계성을 설명할 때 주로

이용된다(DeHoog, 1990; Ferris & Graddy, 1986). 예를 들어, 주인 조직(principal

organization)이 재정 및 행정, 물적 자원 등을 비영리 조직에게 지원하면서 이를

관리, 감독하게 되는데 이때 주인 조직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려는 경향을 가

지고 통제를 강화한다. 그럼으로써 대리인 조직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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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할 수 있으나 대리인 조직의 가치나 운영, 목표 등에 주인 조직의 방침 및

정책을 강요하게 되어 대리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정진경, 2008). 이

와는 반대로 대리인 조직은 주인 조직에 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와 전문

성에 우위에 있을 경우 주인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 의사결정과 활동에 있어

상대적 자율성과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인-대리인 이론은 양 조직

간 관계에 대하여 상반된 권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광호, 권기헌,

2003)

자원 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에서는 조직의 최종적인 관심이

조직 유효성 증대에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

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다(조병석, 박광국, 조

경호, 2000). 자원 의존 이론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직의 경쟁에서 생존하는 전략적 선택을 강조한다(Daft, 2008; Ginsberg &

Buchholtz, 1990). 조직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하여 자원의 공급에 변화가 일어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의 성공 여부는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다(정광호, 권기헌, 2003). 자원 의존 이론에 따르면 자원이 안정적이어야만 자율

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은 필수이며, 때로는 조직 간

의 경쟁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은 축소시키면서 다른 조

직이 자신들의 조직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다양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Pfeffer & Salancik, 2003).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collaborative network theory)에서는 조직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재원이나 자원 등을 확대함에 있어 조직

간에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조직 간 관계에 있어서 중

요하다고 본다(정진경, 2008).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들을 행동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Coleman, 1990), 조직

간 인적 자원 네트워크의 경우 조직 구성원이 과거 혹은 현재 속해 있거나 미래

에 속할 조직의 성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율성 침해의 가능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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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어 전문 계약직 공무원, 퇴직 공무원 등이 민관(民官)을 넘나드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타 조직과의 협력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

로 자율성이 낮아질 가능성 또한 내포한다는 것이다(정진경, 2008).

마지막으로 제도화 이론(institutional theory)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 따라 조

직의 대응전략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전략적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조직이

능동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구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며 자

원 의존 이론보다 환경에 대한 조직의 능동적 대응능력을 덜 강조하는 측면을

나타낸다. 제도화 이론에서는 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의 수단으로 정당성

(legitimacy)을 강조하며, 조직들은 제도적 환경 속에 상호 관련을 맺고 있기 때

문에 정당성이 부족하면 자원을 획득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본다(Daft, 2008;

Tolbert, 1985). 제도화 이론은 자원의존이론과 어느 정도 비교 가능한데, 자원의

존이론에서는 조직의 전략적 선택은 조직의 자원 동원 능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직이 자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나, 제도화 이론에서는 제도적 환경

이라는 구조에 따라 정당성이라는 명분에 맞춰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음

을 강조한다(정광호, 권기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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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앞에서 주지했다시피 조직 간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조직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국내 체육계에서는 미흡한 상황이

며, 해외 또한 선행연구가 많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국외의 경우 스포츠 조

직 간의 관계에 대하여 규명하려는 연구가 소수이긴 하지만 점차 진행 중에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조직 간 관계와 관련된 연구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Thibault & Harvey(1997)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캐나다 경제의 악화로 인

하여 경제적 환경의 불확실성 시대가 도래(到來)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대폭 축소하였고 캐나다 스포츠 전달체계(Canadian Sport

Delivery System) 또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언급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

간부문(private sector),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 간 연계에 따른 협력이 필요

함을 주장하면서 자원의존이론을 바탕으로 각 조직들의 목표를 온전하게 수행하

기 위한 조직들 간의 연계(interorganizational linkages)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였

다. 이러한 캐나다 스포츠 전달체계에서의 조직 간 연계에 있어 권력 또는 힘의

분쟁, 자율성의 상실, 비대칭적 관계성, 충성의 갈등이 연관되는 쟁점들이라고 제

기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macro) 시각을 견지하였으나 향후 연구들은 거

시적, 미시적(micro) 차원에서 다양하게 수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였다.

Thibault, Frisby, & Kikulis(1999)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경제, 정치, 그리고 사

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캐나다 지방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맞서 어떠한 여가 서

비스 체계를 구축하는지 조직 간 연계(interorganizational linkages)의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경제, 정치, 사회의 환경적 압력에 대항하여 지방정

부는 공공, 비영리, 상업적 조직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 서비스 수

행을 위한 질(quality)의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중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O'Brien & Slack(2003)은 영국럭비연맹(England Rugby Union)의 프로페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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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professionaliztion)에 대한 조직 장(organizational field)에서의 변화를 분석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도적 논리(institutional logic) 또는 지배적

논리(dominant logic)가 조직 장의 변화에서 투영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아마추

어리즘(amateurism)에 집착하고 있던 연맹이 프로페셔널화라는 급격한 전지구적

추세 속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연구자들은 기존 럭비연맹이 주도하던 교환과정(exchange processes)과 조

직 간 연계(interorganzaiotnal linkages)도 자본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행위자

들(new actors)에게 넘어가고, 프로 시대의 도래에 따른 규제 구조의 변화

(changes in regulatory structures)로 인한 혼란 등을 통하여 기존의 연맹이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를 예측해내는데 실패함으로써 어려운 국면을 초래했다고 지적

하였다.

Frisby, Thibault, & Kikulis(2004)는 캐나다 지자체의 여가 서비스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under-managed) 파트너십(partnership)의 조직 역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공, 비영리, 영리 부문을 막론하고 경제적인 제약과

정치적 압력, 사회의 서비스 수요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파트너십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서의 능력부족과 파트너십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로서 가이드라인의 부족(lack of guidelines), 불충

분한 훈련(insufficient training), 열악한 협력(poor coordination) 등을 언급하면

서, 이에 따라 성공적이지 못한 파트너십과 조직 간 갈등 및 불균형 등 부정적

결과가 파트너십에 포함된 모든 조직에 양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헌신과 투자, 변화하는 환경에의 대응, 관리자

들이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선 및 유지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Augestad, Bergsgard, & Hansen(2006)은 올림피아토픈(Olympiatoppen)의 사

례를 통하여 엘리트 스포츠 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노르웨이 엘리트 스

포츠 조직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르웨이의 엘리

트 스포츠 조직들이 사회적 변화 흐름에 따라 동형화되고 이를 통한 정당성 확

보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노르웨이 올림피아토픈 조직들이 신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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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institutionalization) 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높은 수준의 스포츠 조직들은

성공한 조직을 모방하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며 이러한 성향에 따라 조직

공동체 내에서 관련 시스템이 유사해지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Babiak(2007)은 최근 스포츠 조직 간의 협력(partnership)이 중요해짐에 따라

캐나다 비영리 스포츠 조직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CSC(Canaian Sport Centre)를

중심으로 조직 간 관계(IORs)의 결정요인과 그 조건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는 조직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Oliver(1990)와 Kouwenhoven(1993)의 이

론을 중심으로 조직 간 협력 관계를 규명하였다. CSC의 협력 관계에는 상호의존

성(interdependence)이 필수적이며 대인 간 연계성(interpersonal network)이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정당성(legitimacy), 안정성(stability), 필요성

(necessity), 불균형성(asymmetry), 상호 작용(reciprocity), 효율성(efficiency) 등이

주요·부수적으로 기여한다고 언급하였다. CSC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

였기에 조직 간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협력의 요인들을 위에

설명한 요인들로 한정짓기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 관련 연구가 필요함

을 제시하고 있다.

Babiak(2009)은 캐나다 비영리 스포츠 조직,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르는

관계에 있는 협력적 관계 부문들(sectors)의 조직 유효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 기준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

동체, 네트워크, 조직 단계별로 조직 유효성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경쟁

가치적(competing values)인 조직간 관계 유효성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조직들 간 다양한 부문들의 관계 형성은 가치 있

고 유용하며, 메리트(merit)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Babiak & Thibault(2009)는 캐나다 스포츠 구조에서의 비영리 조직과 공공, 상

업적 부문들 간 다양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

한 부문들(multiple cross-sectors)의 협력은 구조적, 전략적인 영역에서 도전에 직

면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조적 도전에 대한 문제로서 거버넌스(governance), 역

할(roles), 책임감과 파트너십의 유형 및 구조의 복잡성 등이 협력을 이끌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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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도전의 문제로서 파트너십의

경쟁, 관계 형성 기간 동안 사명(missions)과 목표(objectives)들 간 협력의 간극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궁극적으로 조직들

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다양한 조직들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

다.

Misener & Doherty(2012)는 비영리 생활체육 스포츠 조직들(community sport

organizations, CSOs) 간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이러한 관계의 형성은 필요

한 자원 및 지식의 획득을 요구하며, 중요한 공공의 목적과 커뮤니티 응집

(community cohesion) 등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

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는 신뢰(trust), 일관성(consistency), 균형(balance), 그리

고 관련성(engagement)과 세부적인 관리 능력(specific management skills) 등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저자들은 이러한 관계의 형성은 프

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과 운영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커뮤니티의 존재를 강화시

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스포츠 조직들 간 관계는 과거 불완전한 환경

에 직면하여 생존을 위한 선택의 측면이 다분하였다면, 현재에는 협력을 기반으

로 하는 불가분의 요소로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변화해야 할 성격의 기제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 조직들에 관한 연구가 비영리의 측면에서

다수 수행되고 있다는 것 또한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는 스포츠가 국내뿐만 아니

라 국외에서도 국가 프레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측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지만 선행연구

의 고찰은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대다수 국외의 스포츠 조직들이

국가의 지원 하에 안정된 제도권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및

영리부문 등 외부 환경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의 협력을 통해 윈-윈(win-win)

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래 조직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확산

되어가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과 해결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또한

향후 국내 스포츠 조직 간 연구 수행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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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한체육회를 위시한 시도체육회, 중앙가맹경기단체 등 한

국의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또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 간 관계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조직 유

효성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전문가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연구의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의 선정, 자료수

집 및 분석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한국의 스포츠는 엘리트 체육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으로는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중앙가맹경기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 직원

들을 면담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스포츠 조직 관련 연구자, 체육 행정 전반을 조

망할 수 있는 문체부 관계자 등 1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면담

대상자는 O’Brien & Slack(2003)이 사용한 "게이트키퍼(gatekeeper)" 방식을 통하

여 선정하였다. 자신의 조직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으며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및 직위에 있는 조직 구성원 11명(대한체육회 1명, 경기단체 10명)이

본 연구에 전문가 면담 대상자로 참여하였다. 또한 학계 조직 관련 전문가(연구

원 혹은 교수) 2명, 前 문체부 관계자 중 고위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2명을 연

구대상자로 참여시켜 연구에 타당성을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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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대한

체육회

중앙가맹

경기단체

연령

20대 이상 6 37 25.30

30대 이상 20 51 41.76

40대 이상 9 20 17.06

50대 이상 9 18 15.88

학력

고졸 이하 4 5 5.29

전문대졸 0 5 2.94

대학교졸 27 97 72.94

대학원석사 13 17 17.65

대학원박사 0 2 1.12

성별
남자 26 80 62.35

여자 18 46 37.65

주요업무

국내경기관련 2 61 37.06(15.11)

국제경기관련 7 56 37.06(15.11)

학교체육관련 5 31 21.18(8.63)

선수촌관련 7 28 20.59(8.39)

예산관련 7 41 28.24(11.51)

경영전략관련 3 22 14.71(6.00)

총무 및 법무관련 3 30 19.41(7.91)

경영 및 기획관련 5 39 25.88(10.55)

홍보 및 기타 14 56 41.18(16.79)

근무위치

올림픽 회관 37 54 53.53

SK 핸드볼 경기장 0 50 29.41

벨로드룸 0 11 6.47

기타 외부 태릉4, 진천3 11 10.59

평균 업무수행기간 126.73개월 74.97개월

친분 유무
있다 34 60 55.29

없다 10 66 44.71

친분 직원 수 평균 14.47명 8.28명

<표 11>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대상으로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의 직원들로 설정을 하

였다. 설문지 315부를 배포하였으며 총 20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이중 불

성실하게 답변이 된 설문지 36부를 제외한 후, 총 170부가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

에 사용되었으며 대한체육회 44명, 중앙가맹경기단체 47개 종목 12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경기단체의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설문에 참가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1>, <표 12>와 같다.

*주요업무의 경우 중복응답 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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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내용 체크

1

올

림

픽

종

목

최근 직전 올림픽대회

금메달 획득 단체

레슬링, 빙상, 양궁, 유도, 체조, 태권도,

펜싱

2
금메달 획득 단체

(1항 제외 종목)

배드민턴, 복싱, 수영, 역도, 육상, 탁구,

핸드볼

3
최근 직전 올림픽대회

은, 동메달 획득 단체
축구

4
은, 동메달 획득 단체

(3항 제외 종목)
농구, 배구, 하키

5
아

시

안

게

임

최근 직전 금메달 획득 단체
롤러, 바둑, 볼링, 사이클, 승마, 야구,

요트, 정구, 컬링, 스키

6
금메달 획득 단체

(5항 제외 종목)

당구, 럭비, 세팍타크로, 우슈쿵푸, 조정,

테니스

7 은, 동메달 획득 단체
댄스스포츠, 바이애슬론, 스쿼시, 아이스

하키

8
올림픽대회 및 아시안게임

비메달 단체 및 기타 단체

검도, 루지, 봅슬레이, 소프트볼, 씨름,

카누, 수상스키, 수중, 보디빌딩

계 총 56개 중 47개 종목 경기단체

<표 12> 설문조사 참가 종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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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먼저 자료 수집을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비영리 국가 스포츠 조직과

관련된 선행연구, 언론 및 미디어 자료, 서적 등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한국 엘리

트 스포츠 조직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전문가 면담과 설문조사를 위한 준비 과

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문가 면담과 설문조사를

병행되었다. 전문가 면담은 문헌 연구를 통하여 얻지 못한 정보들을 탐색하는 과

정으로서 대상자별 1~2차에 걸쳐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성별,

연령, 학력, 근무처 등의 기본적인 인구 사회적 특성은 물론 조직 간 관계 특성

과 조직 간 협력을 분석할 수 있는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환경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조사는 직접 방문과 이메일(e-mail)

등을 활용하여 배포 및 수거하였다.

1) 전문가 면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면담을 위하여 사전 각 스포츠 조직의 담당 직원들과

유선 통화 및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1~2차례의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직접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면담자의 양해를 구한 후

녹음 및 메모를 하였다. 그리고 모든 면담 대상자들은 익명, 경기단체명 및 나이,

직위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도록 하였다. 연구에서는 스포츠조직전

문가, 문체부관계자, 경기단체관계자 등으로 표현되며 각각 ＃를 붙여 최소한의

구분을 할 정도로만 전문가 면담 대상자의 비밀 보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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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조직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하여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직접 혹은 이메일로 배포하여 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평가 기입

방법(self-administration method)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간 관계 특성 요인을 의존성(dependence), 신뢰(trust), 강

제적 권력(coercive power), 간접적 권력(non-coercive power), 의사소통

(communication) 등으로 설정하고 이들 조직 간 관계 특성의 상위 요인인 조직

간 협력(collaboration)도 함께 설정하여 국외에서 사용된 척도를 번안하였으며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관계자 등과 협의 등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후 배포하였

다.

의존성과 권력, 협력은 Skinner, Gassenheimer, & Kelly(1992)의 조직 간 연구

에서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의존성 6문항, 강제적 권력 3문항, 비강제적 권

력 4문항, 협력은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는 Ganesan(1994)의 조직 간 연구에

서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의사소통은 Mohr &

Nevin(1990)의 조직 간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8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 57 -

3. 자료 분석

1) 전문가 면담

면담은 김영천(2006)의 전사, 코딩, 주제생성이라는 귀납적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자료수집 과정에서도 분석 작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

였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사(transcription) 단계로서, 면담 시 녹취한 내용을 기록지에 그대로

옮겨 적었으며, 이 때 연구대상자의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둘째, 코딩(coding)의 단계로서 최종 정리된 면담 전사내용을 토대로 핵심내

용과 주요 의미를 뜻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그룹을 형성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제 생성 단계로서, 형성된 핵심 단어들을 그룹별로 분류

하여 유의미한 주제를 생성하였다.

2)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응답 내용 중 부실하거나 이

중답변, 미기입 등으로 인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제외시키고

부호화(coding)된 응답 내용을 입력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과 설문지의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 ɑ를 사용하고, 타당도 분

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결과 분석은 PASW Statistics 18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여

빈도분석, 평균분석, 일표본 및 독립 T 검정, 다변량분산분석(MANOVA), 상관관

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고 평균분석의 수치를 토대로 정량 및 정성적인 분

석도 함께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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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직 간 관계 및 조직 간 협력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내적일관성 분석, 문항 간 상

관분석 등의 문항 분석을 실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

를 구하여 1차적으로 문항을 검토한 결과 협력 6번 문항이 첨도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내어 이를 삭제하였다. 2차적으로 한 척도에서 50%이상 반응비율이 있는 정

상분포에 벗어난 문항 및 심하게 편중되어 변별력이 약한 문항들을 검토하였고

신뢰 2번, 5번 문항, 의사소통 4번, 6번, 7번 문항, 의존성 5번 문항, 비강제 1번

문항, 협력 3번, 6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신뢰도 분석과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통하여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는

PASW Statistics 18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Cronbach ɑ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표

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설문지의 신뢰도는 조직 간 관계 특성의 경우

Cronbach ɑ값이 0.875, 조직 간 협력의 경우 0.639, 전체적으로는 0.883으로 나타

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AMOS 20.0을 사용하였으며, 최대우도추정치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방법을 통해 요인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

도 지수는 /df, CFI(comparative fit index)와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제시하였으며(김계수, 2010), 결과는 <표 15>와 같다. 조직 간 관계 특성은 /df

= 303.783/179, CFI = 0.922, NFI = 0.832, TLI = 0.908, RMSEA = 0.064로 전반

적으로 적합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조직 간 협력의 경우 /df = 4.274/2, CFI =

0.980, NFI = 0.964, TLI = 0.940, RMSEA = 0.082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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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첨도 왜도 빈도(%) Score

신뢰2 -.232 .002 54.1 4

신뢰5 .389 -.411 51.2 4

의사소통4 -.253 -.458 50.6 4

의사소통6 .605 -.544 55.3 4

의사소통7 .733 -.093 55.3 3

의존성5 .393 -.659 56.5 4

비강제적권력1 .739 -.657 63.5 4

협력3 -.182 .100 50.0 3

협력6 1.010 -.366 55.9 3

<표 13> 설문지 삭제 문항

문항 Cronbach ɑ
신뢰1

.862

.875

.883

신뢰3

신뢰4

신뢰6

의사소통1

.843

의사소통2

의사소통3

의사소통5

의사소통8

의존성1

.856

의존성2

의존성3

의존성4

의존성6

강제적 권력1

.786강제적 권력2

강제적 권력3

비강제적 권력2

.779
비강제적 권력3

비강제적 권력4

비강제적 권력5

협력1

.639협력2

협력4

협력5

<표 14> 설문지의 신뢰도(Cronbach 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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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CFI NFI TLI RMSEA

조직 간 관계 특성 303.783/179 .922 .832 .908 .064

조직 간 협력 4.274/2 .980 .964 .940 .082

<표 15> 설문지의 적합도 수준

5. 자료의 진실성 검증 및 윤리적 고려

1) 자료의 진실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면담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진실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자료의 진실성이란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통하여 확보된다.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작업은 질적 연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평가 준거에 근거하여 연구자의 연구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

는지 검토해 보는 과정을 의미한다(김영천,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Guba &

Lincoln(1981)이 제시한 타당도준거(trustworthiness criteria) 중 삼각검증법

(triangulation),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 전문가 및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의 과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의 방법적, 절차적, 해석적 오류

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첫째, 삼각검증법이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오류를 감소시켜 내적 타당도

를 높이는 방법이다. 삼각검증법은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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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 다음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전제의 경우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이해는 특정한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이나 자료

에 의존했을 때 정확해진다는 것이다(김영천, 2006; Mathison, 1988). 다른 한 가

지 전제는 상이한 두개 이상의 방법들이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같은 결과를 도

출했을 때, 연구자의 결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구성원 간 검토란 연구 참여자의 일부를 선정하여 연구자가 도출한 임

의적 분석과 결론의 타당도를 재평가해 주도록 요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김영

천, 2006). 이를 통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얼마나 심층적으로 이해

하였는가를 알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전문가 및 동료 간 협의란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자료 수집

방법이 적절했는지, 수집된 자료가 연구 문제에 타당한지 등 연구내용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조언과 평가 등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하여 연구자는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 치우쳐 객관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하여 제고할 수 있다.

2)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개인적인 면담이 이루어졌기 때문

에 연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연

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마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

분히 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 동의서’를 준비하고 본 연구에 대하여 숙지하게 한 후 서명을 받도록 하였

다. ‘연구 동의서’는 두 부를 준비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각각 한 장씩 보

관하였다. 연구 동의서에는 연구자의 신분과 연락처, 연구 목적과 연구절차, 비밀

보장 등을 제시 하였다.

둘째,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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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자와의 상의를 거친 후, 필요 시 연구 참여자의 실명에 대한 무기명 혹은

가명 처리를 하였다. 또한 비공개 희망자에 관한 수집된 면담 내용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참여자의 신분, 직위, 직장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

을 것임을 서약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후 수

행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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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엘리

트 스포츠 조직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관계에 따른 특성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조

직 관련 전문가, 문체부 관계자, 경기단체 관계자 등 1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면

담을 실시하여 면담 자료와 문헌 고찰 등을 토대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어떠한 이론적 설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한국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론적 고찰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간 협력과 관련된 신뢰, 의사소통, 의존성, 강제적 권력, 비

강제적 권력 등 조직 간 관계 특성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도 알아보았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는 제도화 이론, 자원의존

이론,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 등을 토대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다음으로 조직 간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통하여 도출된 협력, 협력에 연관된 조직 간 관계 특성

인 신뢰·의사소통·의존성·정당성, 조직 간 협력의 양상, 연관성 등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마지막으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본질에서는 독립·일원적 관

계, 상호 연관적 관계, 비대칭적 관계, 불가분적 관계, 협력 지향적 관계 등의 내

용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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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이론적 분석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그 근저의 본질을 면밀히 규명함에 앞서 이론적 분석은 우리에게 유용한 설명을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의 사회 환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복잡, 다변화

함에 따라 어느 하나의 조직이 경쟁력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자원

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작금의 현실에 기인하여 조직 간 관계가 형성

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자원들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향후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는 대한체

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 간 비대칭성을 내재하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독립성

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조직 장(organizational field)을 형성하면서 갈등

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신뢰

하고 소통하며, 의존하는 경향이 면담과 문헌, 언론 및 미디어 고찰 등을 통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 간 관계는 상호작용을 전제하는 것으로서(Geisler, 1995), 상호작용하

는 가운데 조직의 전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근거

한 제도화 이론, 자원의존이론,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 등을 통하여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장에서 이론적 배경에 제시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대한체육회와 중앙가

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엘리트 조직 간 관계의 적용에는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이 가맹이라는 명칭 하

에 제도화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군에서 탈퇴한 사례가 없었으며 환경의

대상을 다른 조직체로 보기 어려운 측면에 기인한다. 또한 조직의 변이, 선택,

보존 등의 변화를 이 이론에서는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경쟁적 상호작용으로

써 조직군이 자원을 확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배재될 수 없다는 조직군

생태학 이론적 관점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단체들인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

경기단체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물론 적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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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스키협회의 크로스컨트리 종목이나 바이애슬론

협회의 바이애슬론 종목의 경우 선수들이 두 가지 종목을 모두 숙지하여 대회

에 교환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측면을 살펴볼 때 두 협회 간 경쟁과 변화, 배타

성이 담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두 조직 간 관계에서 협

력보다는 경쟁적 요소가 두드러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라는 두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두 조직군 간에 이루고

있는 제도화된 조직군이 근본적으로 조직들이 적소를 차지하고 제한된 자원을

서로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충돌하는 경쟁적 상호작용의 장으로 판단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판단된다. 이는 중앙가맹경기단체의 탈퇴와 관련된 가맹․탈퇴

규정 제8조의 탈퇴요건(대한체육회, 2013) 및 <대한체육회관계자>의 면담내용과

공수도와 우슈쿵푸 종목의 관리 단체 지정과 관련된 언론 기사들(전영지, 2013)

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다.13)

첫째, 해당 가맹 경기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하였을 경우

둘째, 체육회가 해당 가맹경기단체를 탈퇴를 시키는 경우

- 제5조의 가맹요건을 상실하여 가맹 경기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

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 가맹 경기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정관, 규정, 지시

13) 대한체육회(KOC)가 대한공수도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중략-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회의록을 임의 작성하는 등 국가대표선발과정에서 투명

하지 못한 절차도 문제가 됐다. 촌외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을 지도 관리한 사실이 없는

지도자 2명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허위 훈련보고서를 제출한 후 2년 반 동안 지도자 수

당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중략- 이전에 관리단체로 지정된 사례는 2007년 대한우

슈협회, 2009년 대한루지경기연맹, 2010년 2012년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등이 있었다. 한

편 최근 국정감사 현장에서 협회장의 해외출장 시 비리 혐의 등이 제기된 대한우슈쿵푸

협회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우슈협회측은 이날 회의석상에서 '해외대회 기간중

들른 업소가 일반적인 마사지업소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자녀 출전경기에 아버지를

심판장으로 선임해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심판은 회장이 선임하는 것

이 아니라 심판위원장의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경기단체 감사가 끝나지

않은 데다 설사 감사가 됐더라도 이런 사유가 관리단체 지정까지 갈 수 있는지 의문이

라고 주장했다. 체육회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결과를 지켜본 후 관리단체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감사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된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대해서도 서울시체육회가 적법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전영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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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위배하여 가맹 경기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가맹 경기단체

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가맹 경

기단체인 경우

<가맹․탈퇴 규정 제8조의 탈퇴요건>

탈퇴요건이 발생한 가맹단체를 탈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한편으

로 경기단체를 지원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단체 지정을 통한

경기단체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의 복싱이나 현재 우슈,

공수도 등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부분

의 일환이라 볼 수 있죠.

<대한체육회관계자>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관계에 있어서 <前 문체부관계자 #1>

의 면담을 살펴보면 조직 간 관계 변화의 가능성이 탐지될 수도 있지만 <경기단

체관계자 #5>외 대다수가14) 지금의 관계와 조직군 흐름 및 체계 자체가 변화하

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한다.

성과를 기반으로 한 조직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인기나 분위기에

의해 단체들이 예산지원을 받고 운영이 되는데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내

실 있게 한다면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前문체부관계자 ＃1>

음...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체계에서 변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데, 두 관계가.. 과거에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려고 시도한 적

14) 모든 면담 대상자들이 이를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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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있지만.. -중략- 결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과 같이

하나만 조지면 되는...

<경기단체관계자 ＃5>

또한 지금까지 시대변화의 흐름과 저항에 반하여 조직들의 모습이 전근대성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포츠조직전문가 #2>, <前문체부관

계자 #2>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들이 전근대성에서 벗어나 점

차 변화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기단체관계자 # 2> 등의 면담내용도 존재한다.

또 하나는 요것이 경기단체가 전근대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나 사

회로부터 이미.. 욕이.. 욕하고 있잖아!

<스포츠조직전문가 ＃2>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중략- 옛날하고 변화가 없지.. 오히려 생활체육회

가 잘 변해요, 일도 많이 하고.

<前문체부관계자 ＃2>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무식한 얘기를 한 거고

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느 조직이나 발전을 해가고 있거든요?

<경기단체관계자 ＃2>

따라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의 적용에 관련해서는 향후 연구 제언 등을 통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본 장에서는 제도화이론, 자원의존이론, 협력적 네트워크이론의

적용과 분석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론적 분석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 간의 관계는 제도화를

전제한 조직 장을 형성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원의존이론이 적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또한 조직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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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제약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한국 엘리트 스

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제도화가 전제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의 장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 간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는 제

도화 이론을 적용하여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화 이론만으로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현상을 규명하는 것에는 한계도 작용

한다. 본 장에서는 제도화 이론과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가능

성 및 제약의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제도화

제도화 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조직들 간에는 안정적인 제도적인 환경을 구축

하여 그 안에서 상호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

당성(legitimacy)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정당성이 부족하면 필요한 자원을 획

득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본다(Dacin, Goodstein, & Scott, 2002; Daft, 2008;

Selznick, 1996; Suchman, 1995; Tolbert, 1985). 그리고 이러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유사성(institutional similarity) 혹은 동형화(isomorphism)를

향한 보이지 않는 힘 또는 권력(power)이 작용한다고 보는데(Daft, 2012;

DiMaggio & Powell, 1983; Skinner, Gassenheimer, & Kelly, 1992) 이는 강압적

힘(coercive power), 규범적 힘(normative power), 모방적 힘(mimetic power)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는 국가 헤게모니에 따라 국유화되고(박보현, 2008; 탁민

혁, 2007) 이러한 연유로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 또한 국가라는 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한국 스포츠의 특성상 태생적으로 국가의 영향권 하에 조직의

절대적인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 69 -

제도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 이는 <스포츠조직전문가

＃2>와 <前문체부관계자 ＃2>의 면담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본질 부분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국가헤게모니도 그렇고, 이러한 것은 그냥 국가, 나라들의 스타일로 보

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만 뭐..특이하지만 부정적이다

하기 보다는.. 엘리트 위주의 스타일, 국가의.. 뭐, 어쨌든..

<스포츠조직전문가 ＃2>

하나는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국 시장이

라는 거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스포츠 인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그 태

동의 과정 속에서 정부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타협의 산물로

계속 지적되는 거라고. 국가 프레임의...

<前문체부관계자 ＃2>

대한체육회는 사단법인이자 기타공공기관으로서, 56개의 정가맹경기단체 중

약 42개의 경기단체는 사단법인으로서 문체부의 영향권에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리고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은 독립적인 조직들이 ‘가맹’이라는 동맹

의 형태를 통하여 하나의 제도화된 조직 권역을 형성하고 서로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는 상호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권의 권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당성의 특성이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성이란 조직의 활동이 바람직하고 적절하며 환경의 사회적 환경 규범과

가치, 신념 등과 부합한다는 사회 전반적 시각으로(Suchman, 1995), 한국 엘리트

15) 경기단체들이 그 설립 당시부터 대한체육회에 필연적으로 가맹되지 않는 사실에서 미

루어볼 때 제도화라 명명된 이론의 적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들이 처음부터

제도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조직에서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

였다는 측면에서 그들의 생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차원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자원의존이론과 부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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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조직의 장에서는 국내 및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위선양, 국민체

육진흥, 경기종목의 저변 확대 및 발전 등의 미션(mission)을 수행하고 한국 체육

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때로는 강제성을 담보하는 행정업무적인 협력,

그리고 모방적 힘, 규범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

단체들 간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함께 미션을 공유하는 가운데 강제적 권력과

비강제적 권력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강제적 권력은 다른 조직과 유사한 구조와 행동, 전략을 선택하도록 가해지는

외부적 압력을 의미하며 이는 조직이 다른 조직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

을 강요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규범적 힘은 전문적인 기준을 수용하거나 전

문적인 기준을 수용하는 것이 조직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규

정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모방적 힘은 대부분의 조직들은 사회 환경의 불확

실성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다

른 조직을 모방하는 힘이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의 정당성으로

강제적 권력의 양상은 업무 체계에서의 기한 엄수,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 간 업

무의 하향성 등을 들 수 있다. 비강제적 권력 중 규범적 힘의 측면은 가맹에 따

른 정관의 규정, 모방적 힘의 측면은 조직 구조 및 정관의 유사성, 매년 반복되

는 업무의 유사성, 직원 채용 시 구인·구직란에 경기단체명 앞에 대한체육회 대

한OO협회로 모집16)을 하는 현상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당성에 대하여 향후

더욱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본질 부분에서도

인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기단체관계자 ＃3>, <스포츠조직전문가 ＃1>, <경

기단체관계자 ＃9> 등의 전문가 면담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 네이버 카페인 스포츠 잡 알리오(http://cafe.naver.com/sportsjobalio/)나 사람인

(http://www.saramin.co.kr) 등 여러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단

체의 초임 연봉은 천차만별이나 대체적으로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차이

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단체 직원들이 대한체육회 직원들에

비하여 근속기간이 평균적으로 짧은 본 논문의 52쪽 <표 11>을 통해 어느 정도 납득 가

능한 부분이며 실제 면담 대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감지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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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화, 모든 제도적인 규정이나 정책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싫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올해부

터 전국체전에 23세 이하 못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돈 있다고 23살짜리

내보낼 수 없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행정적인 조직 구조에

있어서 상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돈 있다고, F협회에서

아무리 돈 있다고 체육회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경기단체관계자 ＃3>

서로 주고받고 할 관계는 다 규정화 돼 있고 그 규정은 이미 틀이 지어

져서 그 물 흐르는.. 물꼬에 따라서 흘러갈 뿐이에요.

<스포츠조직전문가 ＃1>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관도 대한체육회 정관을 그대로 따와서

약간의 수정만 있을 뿐이지 기본 토대는 똑같거든요? 똑같고.. 뭐.. 다른

신문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 독단적으로

하기 보다는 체육회랑 상의를 거치는...

<경기단체관계자 ＃9>

제도적인 환경에 대하여 조직의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변화의 요구는

모방적, 강압적, 규범적인 힘 세 가지 모두가 작용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의 힘

이 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조직들은 의존성, 불확실성, 모호한 목표, 전문성 등

에 대한 의존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위와 같은 힘의 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Daft, 2012). 그리고 이러한 제도화가 전제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에서는 서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때로는 공식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의 대한체육회로의 정가맹을 통한 제도화는 조직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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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안정적 환경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언급하고

있었다. 이는 <대한체육회관계자>, <경기단체관계자 #2>, <경기단체관계자 #7>

등의 면담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가맹이 되면 임원 와서 대의원을 파견해서 회장, 부회장, 이사를 선출

하잖아, 표를 던지잖아. 그 다음에 아까 그..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잖아,

준가맹은 안줘. 그리고 이게 되면 전국체전에 종목 채택이 되느냐 아니

냐.. 가맹도 안한 단체를 할 수가 없잖아?

<대한체육회관계자>

당연하죠. 안 하면 안 되죠. 모든 게.. 지원뿐만이 아니라 권위도. 누가

알아줍니까? 대한체육회 가맹이 아니고 그러면.. 위상 자체가 떨어지죠.

<경기단체관계자 #2>

웬만큼 대한체육회에 지원을 받을 라면 정가맹은 필수죠. IF와의 관계

라던가 그런 걸 볼 때도.. 보통은 체육회를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략- 혼자서 살아남을 수준이 된다면 독립된 단체로서 살아남는다는

거에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러기가 힘든 게 현실이죠.

<경기단체관계자 #7>

(2)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 제도화 이론의 한계

제도화 이론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 따라 조직의 대응전략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전략적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조직이 능동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략

을 구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리고 조직의 능동적 대응능력을

덜 강조하는 측면에 따른 정당성을 강조한다(Daft, 2012; Tolber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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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는 이러한 제도화 이론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운 현상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56개의 경기단체들은 그

수만큼 문화가 천태만상(千態萬象)이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측면들은 차후 세 번째 연구결과인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본질

을 통해서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스포츠조직전문가 ＃1>, <스

포츠조직전문가 ＃2> 등의 면담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살펴볼

자원의존이론과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의 적용에서는 이러한 면들에 대하여 고찰

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복합체여서 여러 가지 미션을 요구하잖아?

조직 내에서 -중략- 규정집에 가면 이거는 몇 년도부터 뭐라고, 뭐라고

막 했잖아. 이거를 제정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 성문화만 돼있

지, 제도화라고 할 수 없다니까?

<스포츠조직전문가 ＃1>

그래, 체육이라는 장 자체가 제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이

지만 일부 경기 단체에서는 생활체육자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시군구

등 체육회와 서로 의존, 연계하는 자원의존이 나타난다는 말이지. 제도

론 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현상들이 조직 연구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가 확대되고 파급력이 강해지면 또 하부구조에서의 무부

먼트 변화 등 조직은 복잡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C협회 등도 단

순히 엘리트 체육 경기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연계하는 등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 간의 장에서만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스포츠조직전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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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자원의존의 장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 간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는 제

도화가 전제되지만 이 조직 간 관계에 자원의존이론을 적용하여 제도화이론에서

는 한계가 있는 현상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본 장에서는 자원의존 이론과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다

각적인 가능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제도화된 한국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의 자원의존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직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한다

는 것이며(Pfeffer & Salanick, 2003; Ginsberg & Buchholz, 1990). 여기서 자원은

정보일수도 있고 돈이나 권력 등 일수도 있다(Pfeffer & Salanick, 2003). 이는 조

직 간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으로서 조직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서 조직의

주도적으로 능동적인 측면을 중요시 한다(Daft, 2012; Pfeffer & Salanick, 2003;

오석홍, 2011). 조직이 중요한 자원을 공급 받기 위하여 주변 환경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환경적 영향에 수동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는 실체라고 보는 관점으

로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조직 간 의존적인 관계에 적응하거나 상호의존적

인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Hall, 1991; Pfeffer & Salancik, 2003; Ulrich &

Barney, 1984; 오석홍, 2011).

이러한 조직이 직면하는 사회적 환경으로는 산업적인 영역, 원자재의 영역,

인적 자원의 영역, 재무적인 영역, 시장의 영역, 기술적인 영역, 경제적 영역, 정

부의 영역, 사회 문화적인 영역, 국제적인 영역 등 다양하다 할 수 있다. 환경 자

체는 불확실성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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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조직이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에 대한 관점을 일반적으로 자원 의존 관점이라 표현할 수 있다(Pfeffer &

Salanick, 2003).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자원의

존이론의 적용은 일견 타당하게 설명될 수 있다.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는 자원의 확보를 위

해 인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대한체육회, 2013;

신승호, 2011) 이러한 측면은 향후 조직 간 관계의 본질 부분에서 더욱 명확히

규명해낼 수 있다. 이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제도화된 환경에서 자원의

존의 장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화 또한 자원의존을

통해 나타나는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단체들

의 대한체육회로의 가맹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조직의 선택적

측면이 강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가맹이 아닌 다수 경기단체들은 가맹

에 맞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제도권역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러한 체육회로의 가맹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17)

대한체육회는 정부의 영역에서 국가적 상황에 따른 지원의 변화를 경험하긴

하지만 매년 경기단체 및 체육저변 확대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중앙가맹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로부터 경기력 향상 지원비, 일부 직원

인건비 보조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어떻게 보

면 대한체육회가 중앙가맹경기단체에 재정적으로 일방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이는 <경기단체관계자 ＃7>의 면담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음.. 가장 의존이 많은 경우는 자료 요청할 때? 하하.. 체육회에서 요청할

때도 있고. 체육회에도 국회의원들이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17) 1920년 조선체육회 창립 당시 9개 회원단체이던 것이 광복 후 26개 단체가 되었고, 그

뒤에 많은 경기종목이 보급되어 2013년 말 현재는 17개 시도지부와 56개 경기단체로 구

성되어 있다(대한체육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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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여기서 뿌리면은 우리 연맹에 맞게끔 그걸 써서 제출을 하는 경우들..

근데 재정적으로는 그쪽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없고, 행정 협조 그

정도.. 지원을 해준 만큼 경기력이 향상되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경기단체관계자 ＃7>

그러나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재정적인 지원은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는 않으며 상호의존적으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상정한다. 이는 <前문체부관

계자 ＃1>과 <경기단체관계자 ＃8>의 면담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단체들이 우수한 성과에 따라 대한체육회 지원의 변화 가능성이 있

습니다. 예산 반영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사회 분위기나 국민의식

이 예산반영에 영향을 미치니까.

<前 문체부관계자 ＃1>

저희가 지원받는 만큼 성과를 많이 내면 체육회는 정부로부터, 재정경제

부 뭐 이런 예산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과가 나는 만큼

그만큼 예산이 느는 거고...

<경기단체관계자 ＃8>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과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

기단체들 간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경기단체관계자 ＃9>와 <경기단

체관계자 ＃10>의 면담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가운데

재정적인 지원이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을 수반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저희 회장님도 협회장 당선되시고 체육회에서 직책하나 맡아달

라고 내려오니까요.

<경기단체관계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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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금전적 부분은 체육회 지원을 안 받는 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더

편합니다. 체육회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데 정산하기가 무척 까다

롭거든요.

<경기단체관계자 ＃10>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은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제도화가 전제된 사회 환경

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환경과 관계하는 것은 ‘가맹’이라는

형태의 동맹을 통한 조직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전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중앙가

맹경기단체들은 대한체육회와의 관계에 있어 나름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노

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원 의존 이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

제되는 조직 간 의존적인 관계에 적응하거나 상호의존적(interdependency)인 관

계로 변화시키려 한다는 Daft(2012)와 Hall(1991), Pfeffer & Salancik(2003), 오석

홍(2011)의 설명을 지지해준다. 이들은 자원의존에서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전제

로 사회 환경에 대한 의존, 조직 환경과 관계함에 있어 조직의 전략적 선택, 조

직과 환경의 관계에 있어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측면을 제시하였는데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제

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관

계자>와 <경기단체관계자 ＃2>의 면담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가맹이 되면 임원 와서 대의원을 파견해서 회장, 부회장, 이사를 선출

하잖아. 표를 던지잖아? 그 다음에 아까 그..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잖아.

<대한체육회관계자>

아, 불용액을 말씀하는 건가보네요.. -중략- 다른데 줄 수도 있었던 돈이

에요. 근데 거기 먼저 우선순위 적으로 편성을 했을 뿐이야.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한 번 또 물어봐요. -중략- 어떻게 보면 자기 사정을 위에

많이.. 설명을 하는 경우는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더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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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된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고 하면은.. 돈은 이만큼 똑같이 써요? 그러면 그것을 56개 경기단체들

이 나눠서 써야 돼. 그럼 우리는 이만큼 더 해서, 포장을 잘 해서 이야

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거죠, 포장을 잘 해서 하면은..

<경기단체관계자 ＃2>

또한 대한체육회도 국내, 국제 경기단체의 사정에 따라 특별평가지원금, 성과

평가지원금, 세계선수권가중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체육회, 2013). 이렇듯 대한체육회와 중앙

가맹경기단체들 간에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직들은 다른 조직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하지

만 재정적이나 업무의 위험성이 높을 경우에는 딜레마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 조직과의 협력 관계로 인하여 자원의 확보에 대한 위험을 낮춤과 동시에 조

직 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 간의 원만한 관계에

있어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한데(Leblebich & Salancik, 1982; Van de Ven

& Walker, 1984) 이러한 경우 자신들의 조직만의 입장을 따라서만 의사결정을 내

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듯 조직 간 관계의 설정은 자원의 확보와 자율성

사이에서 상충적인 관계를 상정한다(Daft, 2012). 물론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 권력의 방향성에 따라 어느 한 조직이 상대방 조직보다 더욱 큰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탐지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향후 조직 간 관계의 본질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의 경우 이러한 일방적인 의존

성향을 줄이고자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대한체육회, 2013). 이러한 현상에 맞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 자원의존의 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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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자원의존의 장 형성과 제약

대한체육회의 경우 중앙가맹경기단체들에 비하여 국가의 관리와 직접적인 예

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적 측면에 있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

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분의 경기단체들은 대한체육회의 지원에 많은 부분을 의

존하고 있지만 이런 지원으로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스포츠

조직전문가 ＃1>은 중앙가맹경기단체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면담을 통

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결국은 뭐 땜에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인제.. 경기단체가 자원적인 그런.. 조직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 에요. 경기단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재정 문제나 자기

의 어떤 생존과 발전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자원을 스스로 조달

하고, 조정하고, 회장을 뽑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립적으로 어느 정

도는 갖고 있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스포츠조직전문가 ＃1>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넉넉한 회원사의 후원, 기금의 형성, 스폰서 유치를 통

한 마케팅의 활용 등 제도화된 스포츠 조직의 환경을 넘어 다른 사회 영역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이는 다음의 <대한체육회관계자>, <경기단체관계자 ＃9>,

<경기단체관계자 ＃2> 등의 면담내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 예산이 이거야.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는 예산은 이만큼인데 육상이 요거, 축구가 요거 몇 개

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한 종목을 많이 해달라 , 그러면 어딘가는

나가야돼. 보내야지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략- N종목

은 2000년 시드니 때 K가 금메달 따고 카테고리가 올라갔단 말이야.



- 80 -

그리고 S기업이 회장을 하면서 지원을 많이 했다고. 결국은 지원을 많

이 한다는 말은 해외전지 많이 보내고 훈련 많이 시키는 거야. 국제대

회 많이 나가면 랭킹 올라가. 배드민턴, 탁구도 그렇고.. 랭킹가지고

하는 종목들은 많이 나갈 거 아냐? 대회 많이 나갈 라면 경기가 들어

가잖아? 우리가 전 종목을 대줄 수도 없어. 그럼 경기단체가 알아서

하는데 S라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을 하니까 성적이 쭉쭉쭉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

<대한체육회관계자>

음.. 다른 단체들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지원은 다 나와요.

기본적으론 다 나오기 때문에.. 100%를 받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는 매번 마찬가지일 거 같고.. 음..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메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들죠.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이 형성이 되

어 있구요..

<경기단체관계자 ＃9>

예측 가능한 살림. 그러니까 이 돈이 이만큼 생기니까 후보 선수들도 대

표 선수들 밑에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돈 가지고 경

기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했어요. 당연히 경기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요. 경기력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스포츠 마케팅에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대한체육회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잘 하는

데, 성적 내니까 그 쪽으로 돈을 더 지원해주자,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

온 것이고.. -중략- 만약 예측이 안 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

요? 새로 사업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자

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지요.

<경기단체관계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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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크다보니까 마케팅 업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

면은 대표 선수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 입장엔

좋아지니까 더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죠.

<경기단체관계자 ＃2>

이렇듯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은 불확실성을 내재하는 환경에 맞서 제도화된 조

직군의 환경을 넘어 또 다른 자원의존의 장을 형성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의존의 형태는 조직의 정체성 혼란, 자율성 손실 등 조직 자체의 정

체성 및 독립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Leblebich & Salancik, 1982; Van de

Ven & Walker, 1984), 한국의 56개 중앙가맹경기단체 중 불규칙한 사회적 환경

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대로 충족하고 확보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조직의 수가 몇몇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승호

(2011)의 연구에서 수많은 경기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는 연구결과가 지지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상호의존적 관계 발전에 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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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장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의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를 고찰해보았을 때

그 가능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 협력적 네트워크의 장의 관점에서 고

찰해보고 타진해보고 적용이 어려운 면에 대하여 면밀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협력적 네트워크 가능성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은 조직들의 경쟁력 제고와 희소한 자원의 공유를 위하

여 서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기존의 조직 간 자원 의존 관계를 넘어 협력적 네트

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관점이다(Koza & Lewin, 1992). 조직

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는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재원이나 자원 등을 확보하는데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정진경, 2008).

사회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조직 간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불

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시각으로는 이론적 설명에 한계성이 나타나게 되었

다(맹보학, 2003). 조직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상

호 의존 및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적 관계의 증가에 따라 조직의 경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Daft, 2012).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은 이러한 다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설명에 있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으며 이 관점에서는 조직 간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Daft, 2012; Koza & Lewin, 1992). 조직 간 네트워크에서 공통적인 목적이 존재

한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간의 네트워크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고 Smith & Barclay(1999) 등이 언급하고 있다.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은 독립

성의 유지보다는 조직의 상호의존성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Daft, 20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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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직

자율성 침해의 가능성 등의 양면성이 존재함을 주지한다(Coleman, 1990; 정진경,

2008). 그러나 Oliver(1990), Carroll & Ashford(1995)는 현대사회에서 조직의 혁

신, 문제 해결, 성과의 제고 등에 있어서 조직 간 협력은 필수 조건이라 주장하

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일방향이 아닌 다방향성을 내재하며

같은 조직군에 있는 조직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상호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이다(Daft, 2012).

대한체육회를 위시한 중앙가맹경기단체 등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에서는 한국 스포츠 저변 확대 및 발전을 위한 공통적인 목적이 존재하고 있으

며, 조직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경우 공식 문서나 유선 상의 행정적

인 부분과 친밀 관계 등을 통한 비공식적 관계 형성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등 다방향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관계성이 탐지된다. 한국 스포츠의 환경도 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

도로 그 면면이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최근

2013년 2월에는 김정행 회장이 경기단체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경기단체와 경기단체 간, 시도체육회 등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한 순환

근무제 방안18)의 도입을 고려하였으며(고진현, 2013), 국제 경기단체(IF)들의 연맹

단체인 스포츠어코드(SportAccord)19)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경기단체연

합회의 존재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서도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의 적용 가능성이 탐지된다. 실제로 <경기단체관계자 ＃7>의 면담 내용은

경기단체협의회에 관하여 경기단체와 경기단체 간 협력에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

할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18)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지방과 중앙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방

안이며 현재 공문이 발송되어 있는 상황이다.

19) “스포츠어코드(SportAccord, 이전 이름: 국제 스포츠 연맹 기구/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GAISF, 프랑스어: Association Générale des

Fédérations Internationales des Sports (AGFIS))는 다양한 국제 스포츠 협회 간 협력과

소통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오늘날 100개 이상의 스포츠를 대표하고 있는

이 기구는 올림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9년 4월 이후로 스포트어코드로 이름이 변

경되었으며, 2009년 이후로 로잔(Lausanne)에 본사를 두고 있다(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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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경기단체 직원들 몇 명이 부당하게 해고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분들이 나서서 모임을 만들어주고 의

견을 듣고, 그거를 대한체육회에 가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부당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전문인력이라는 직원

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체육인재 육성재단에서 하던 사업인데 체육회로

넘어오면서 이게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어느 연맹에서는 돈은.. 지원 나

오는 금액만큼만 줄 수가 없다, 어느 연맹에서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재정적으로.. 가능한데서는 옛날에 받았던 만큼 채워서 주겠다.. 라고 하

는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기단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인력들

이 대폭 나가야 하는 상황인거에요.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경기단체연합

회 사무총장님이 상의하고 체육회 부르고 해서..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결과는 바뀐 건 없었지만.. 많이 나갔으니까요 결

국에는.. 그래도 노력을 해줬다는 게.. 그래도 그나마 의미가..

<경기단체관계자 ＃7>

그러나 작금의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는 협력적 네트워크 이

론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며 불완전성을 내재한다.

(2)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협력적 네트워크 제한점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이 적용 가능

하려면 일방향이 아닌 다방향성을 내재하며 같은 스포츠 조직군에 있는 조직

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상호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나 담보되어

야 한다. 그러나 중앙가맹경기단체들 간 관계는 매우 배타적인 것 전문가 면

담을 통해 드러났다. 심지어는 유사한 종목들 간에도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

고 있었고 업무에 있어 원만히 처리되지 않으며 선수 자원에 대하여 경쟁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의 <스포츠조직전문가 ＃1>, <경기단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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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단체관계자 ＃3>, <경기단체관계자 ＃8> 등의 면담 내용은 이러한

스포츠 조직 간 배타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대의만 같이 하는 거고 공동으로 뭔가.. 자기 이

익을 지키거나 방어할 때의 그런 결속 외에는 행정 업무 적으로 뭐 이

런 건 없죠. -중략- 전혀, 오히려 일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유사한 종

목들끼리도 더 배타적일 수 있어요. 차지해야 되니까 자원을...

<스포츠조직전문가 ＃1>

저희 쪽에서는 뭐 그런 거 없는데.. S에서는 티는 안 내도 민감해 할 수

있죠. CC종목 선수들이.. BA하다가 잘 되고.. 그러면 저라도 기분 나쁘

죠. 그래서 뭐.. S연맹하고..서로 안 도와주고 그런 거 없고 다 잘 처리는

되는데.. 썩 원만하게 처리되지는 않죠.

<경기단체관계자 ＃6>

더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선수를 넘겨주고 그러면

손실인거거든요? 협회입장에서는.. 선수가 많아야 거기서 더 좋은 선수

가 나오는 거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경기단체관계자 ＃3>

경기단체 사이에서는 ..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봐도 될 거 같은

데? 완전히 종목이 틀리고.. 사업, 경영이 겹치면 충돌이 일어나거나 협

력 관계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별도기 때문에..

<경기단체관계자 ＃8>

그리고 순환근무제에 있어서도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의 면담 대

상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순환 근무제의 취지는 서로의 이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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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동질감 향상, 협력적 관계의 강화 등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업무 순환에 따른 업무 공백, 전문성의 상실, 현실적 제약 등을 이유로 순

환근무제가 비현실적 방안임을 제기하였다. <경기단체관계자 ＃8>, <경기단체

관계자 ＃9>, <경기단체관계자 ＃3>의 면담내용은 이러한 순환근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표 16>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

실히 드러난다. Likert 5점 척도로 순환근무제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한체육회의 경우 평균 2.66점,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경우 평균 2.93점으

로 순환근무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체육회 입장에서는 그게 되는데.. 업

무 순환을 했을 때.. 어떤 단체는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피

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중략- 경기단체가 그렇게 구조

적으로 잘 나눠져 있고 조직이 돼있다면 충분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협회는 일당백 개념으로... 업무 분장도.. 분야별로 잘 돼 있는 것도 아닌

데 한 명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공백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입장에

서.. -중략- 연봉이라든가 급여에 대해서도.. 체육회에서 돈을 다 주고 뭐

나라에서 나온다고 하면.. 뿌리가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저희 같

은 경우도 그렇고.. 세 명만 지원을 받고 그것도 일부.. 지원을 받고 나

머지는 협회장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걸 우리 돈 내는 사람을 거

기다 보낸다는 게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단체관계자 ＃8>

그 직원들이 여기 와서 이 종목 다 새로 배워야 되는데 그 적응하는데

시간 다 갈 거 에요. 효율성이 엄청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기단체관계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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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 중앙과 지방,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의 순환근무제에 대하

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단체 Mean N SD

대한체육회 2.66 44 .987

중앙가맹경기단체 2.93 126 1.075

총합 2.86 170 1.056

Mean=평균, N=응답자 수, SD=표준편차

<표 16> 순환근무제에 관한 설문의 평균 분석

이게.. 융화가 어차피 안 될 거 면은 무리해서 겉보기 좋고 순환근무 이

딴 말 쓰지 말고 차라리 체육대회, 등산, 봉사활동 이런데 경기단체를

의무 참석시켜가지고 섞일 수 있게끔 자리 형성하는데 확실히 하는 게

낫다 이거지. 그게, 경기단체에서 순환근무를 요구했던 궁극적인 취지..

상호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교류를 증진시키고, 친밀도 높이고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있지, 현실적으로 안 되는걸 포장해가지고 그런 목

적으로 이걸 하겠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거야 말로 탁상공론

이지.. 신청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무데도 없을 걸? 체육회에서 신청하

라는데 신청 누가해? 일 잘하고 있는 애를, 체육회가서 일해, 그럼 얘

일하는 거 어떻게? 체육회에서 와가지고 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

하지..

<경기단체관계자 ＃3>

또한 경기단체연합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경기단체관계자 ＃5>, <경기단체관계자 ＃2>, <경기단체

관계자 ＃3> 등은 이러한 이유로 단합의 부재, 정치 권력화, 구심점의 부재 및

의지의 부족 등을 언급하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단체연합회가 커지고 활성화되고.. 힘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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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그런 힘이 생기면 가장 막강한 대항력을.. 대한체육회에 대항력

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그거 하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기단체연

합회니까..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기단체끼리 단합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똘똘 뭉쳐야 되는데.. 아무래도 회장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경기단체관계자 ＃5>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유명무실해졌어요. -중략- 우리 직원들의 혜택관

계 때문에 회비는 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낸 게 아까우니까.

뭐 있고 하면 거기서 경조비 뭐 이렇게 지불.. 그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

요. 갑자기 탈퇴하면 그런 게 없으니까.. -중략- 대한체육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죠.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발로 찼다.. 그거죠.

<경기단체관계자 ＃2>

국제 연맹으로 봐서도 GAISF라고 있잖아, 현재 스포츠 어코든데.. 가이

스프, 경기연맹들끼리 모이는 유니온이 있잖아? 걔들은 좀 힘이 쎄거든?

-중략- 정확한 구심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확 힘이 발휘될 때 조직

이 확 뭉쳐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지금.. 그 경기단체연합회거든? 경

기단체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줄만 한 구심점도 없고, 나머지

경기단체에 있는 각 개별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자발적인

의지가 별로 없어.

<경기단체관계자 ＃3>

이러한 측면들을 살펴볼 때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는 협력

적 네트워크의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앞으로의 조직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적 네트워크이론의 관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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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협력과 관계 특성의 양상

본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나타난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관계 특성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조직 간 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살펴봄으

로써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특성의 정도와 차이,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협력의 정도와 차이,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특성과 협력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였다.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특성의 분석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특성의 정도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신뢰, 의사소통, 의존성, 강제적 권력, 비

강제적 권력의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서 평균분석(Mea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또한 일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평균치의 정도가 리

커트 5점 척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검정값 3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첫째, 대한체육회의 경우 중앙가맹경기단체와의 신뢰 정도에서 2.9943의 평균

치를 나타냈으며,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와의 신뢰 정도에서

3.6032의 평균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신뢰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3.4456의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일표본 T검정에서도 두 조직

군 간의 신뢰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었다(p<.001). 일표본 T검정의 경우 N

수가 많아 대체적으로 유의하게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좀 더 명확히

살펴보고자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살펴볼 때 대한체육회보다 중앙가맹

경기단체가 상대 조직을 더욱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대한체육회의 경우 중앙가맹경기단체와의 의사소통 정도에서 3.259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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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치를 나타냈으며,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서 3.5095의 평균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의사

소통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3.4447의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일표본 T검정에서도

두 조직군 간의 의사소통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었다(p<.001). 이를 토대로

살펴볼 때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한체육회의 경우 중앙가맹경기단체와의 의존성 정도에서 3.6545의 평

균치를 나타냈으며,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와의 의존성 정도에서

3.4111의 평균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의존성

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3.4741의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일표본 T검정에서도 두

조직군 간의 의존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었다(p<.001). 이는 한국 엘리트 스

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상호의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

앙가맹경기단체보다 대한체육회의 의존성 평균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사료되며 이는 조직 간 관계의 본질 중 상호관계성에서 나타난다.

넷째, 대한체육회의 경우 중앙가맹경기단체와의 강제적 권력 정도에서 2.7955

의 평균치를 나타냈으며,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와의 강제적 권력

정도에서 2.9206의 평균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강제적 권력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2.8882의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일표본 T

검정에서도 두 조직군 간의 강제적 권력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나(p<.05) 수

치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볼 때 이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

강제적 권력의 정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섯째, 대한체육회의 경우 중앙가맹경기단체와의 비강제적 권력 정도에서

2.9489의 평균치를 나타냈으며,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와의 비강제

적 권력 정도에서 3.4742의 평균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

기단체 간 비강제적 권력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3.3382의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일표본 T검정에서도 두 조직군 간의 비강제적 권력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

었다(p<.001). 전반적으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 비강제적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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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군 분석명
조직 간

신뢰

조직 간

의사소통

조직 간

의존성

조직 간

강제적

권력

조직 간

비강제적

권력

대한체육회

Mean 2.9943 3.2591 3.6545 2.7955 2.9489

N 44

SD .59428 .58601 .66173 .61512 .41965

중앙가맹

경기단체

Mean 3.6032 3.5095 3.4111 2.9206 3.4742

N 126

SD .65136 .61792 .67991 .76062 .61386

합계

Mean 3.4456 3.4447 3.4741 2.8882 3.3382

N 170

SD .68935 .61798 .68174 .72609 .61383

Mean: 평균, N=대상자 수, SE: 표준편차

<표 17>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특성의 정도

검정값 = 3

t p(양쪽) 평균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신뢰 8.428 <.001 .44559 .3412 .5500

의사소통 9.383 <.001 .44471 .3511 .5383

의존성 9.068 <.001 .47412 .3709 .5773

강제적 권력 -2.007 .046 -.11176 -.2217 .0018

비강제적 권력 7.185 <.001 .33824 .2453 .4312

<표 18>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특성의 일표본 T 검정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대한체육회보다 중앙가맹경기단

체들의 비강제적 권력 평균 수치가 높은 것은 두 조직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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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특성의 차이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를 중심으로 조직 간 관계 특성인 신뢰, 의사

소통, 의존성, 강제적 권력, 비강제적 권력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

분석(MANOVA)을 실시하기에 앞서 확보된 자료가 다변량 분석에 적합한지 평

가하고자 동질성과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Box's M 검증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Box's M 분석결과 동질성 가정이 기각되어

(Box's M=35.154, F=2.237, p<.01) 종속변인들의 동질성을 가정하기 어렵다.

Bartlett의 구형성 분석결과 상관이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였으며

(chi-square=180.004, p<.000) 종속변인들의 상호 상관이 유의하므로 다변량 분산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변량 분산분석의 기본

가정 분석에서 동질성 검증은 기각되었으나 종속변인들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

므로 Pillai's Trace 값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노형진, 2011).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신뢰, 의사소통, 의존성, 강제적 권력, 비

강제적 권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표 19>와 같다. 조직 간 관계 특성의 값을 살펴보면 중앙가맹경기단체가 의

존성을 제외한 모든 특성의 평균에서 대한체육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illai Trace=.266, F=11.900, p<.001). 조직 간 관계 특성 중 신뢰(F=29.772,

p<.001), 의사소통(F=5.498, p=.020), 의존성(F=4.238, p=0.041), 비강제적 권력

(F=27.655,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의존성을 제외한 신뢰, 의사소통,

비강제적 권력에서 대한체육회보다 중앙가맹경기단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성의 경우 두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수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대한체육회의

업무가 중앙가맹경기단체의 업무에 의존을 하는 정도가 더욱 높으며 향후 본질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대한체육회가 경기단체들의 가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존재 목적을 잃는다는 부분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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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대한체육회

(n=44)

중앙가맹경기

단체

(n=126)
F p

M(SD) M(SD)

조직 간

관계 특성

신뢰 2.9943(.59428) 3.6032(.65136) 29.772 <.001

의사소통 3.2591(.58601) 3.5095(.61792) 5.498 .020

의존성 3.6545(.66173) 3.4111(.67991) 4.238 .041

강제적

권력
2.7955(.61512) 2.9206(.76062) .969 .326

비강제적

권력
2.9489(.41965) 3.4742(.61386) 27.655 <.001

Pillai Trace=.266, F=11.900, p<.001

<표 19>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신뢰, 의사소통, 의존성, 강제적

권력, 비강제적 권력의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2)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협력의 분석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협력의 정도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협력의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서 평균분석

(Mea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또한 일표본 T 검정

을 실시하여 평균치의 정도가 리커트 5점 척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검정값 3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1>과 같다. 일표본 T검정의 경우 N수가 많아 대체적으로 유의하게 결과가 나타

날 가능성이 높지만 좀 더 명확히 살펴보고자 조직 간 관계특성과 더불어 본 절

에서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중앙가맹경기단체와의 협력 정도에서 3.2241의 평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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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군 분석명 조직 간 협력

대한체육회

Mean 3.2841

N 44

SD .58715

중앙가맹경기단체

Mean 3.2500

N 126

SD .55136

합계

Mean 3.2588

N 170

SD .55928

Mean: 평균, N=대상자 수, SE: 표준편차

<표 20>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협력의 정도

검정값 = 3

t p(양쪽) 평균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협력 6.034 <.001 .25882 .1741 .3435

<표 2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특성의 일표본 T 검정  

나타냈으며,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와의 협력 정도에서 3.2500의

평균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협력의 정도를 살

펴본 결과 3.2588의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일표본 T검정에서도 두 조직군 간의

협력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었다(p<.001). 이를 토대로 살펴볼 때 한국 엘리

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어느 정도의 협

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협

력 지향적 관계로서 개선 및 발전의 여지가 다분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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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대한체육회

(n=34)

중앙가맹경기단체

(n=124) F p(양쪽)

M(SD) M(SD)

조직 간 협력 3.2841(.58715) 3.2500(.55136) .259 .611

<표 22>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협력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2)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협력의 차이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협력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2>와 같다. 우선 조직

간 협력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대한체육회의 경우 3.2841로 중앙가맹경기단체의

3.2500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F=.259, p=.611).

3)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특성과 협력의 연관성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특성과 협력의 상관관계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특성인 신뢰, 의사소통, 의존, 강제적 권력,

비강제적 권력과 협력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3>과 같다. 조직 간 관계 특성과 협력의 상관계수는 0.495로 어

느 정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직 간

신뢰와 협력의 경우 0.258, 조직 간 의사소통과 협력의 경우 0.417, 조직 간 의존

성과 협력의 경우 0.364, 조직 간 비강제적 권력과 협력의 경우 0.411 등으로 조

직 간 강제적 권력(0.147), 조직 간 신뢰와 의존성(0.068), 조직 간 의사소통과 강

제적 권력(0.081) 등을 제외하고는 상관계수가 0.207~0.750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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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신뢰 1

2 의사소통 .542  1

3 의존성 .068 .312  1

4 강제적 권력 .076 .081 .314  1

5 비강제적 권력 .545  .463  .319  .207  1

6 조직 간 관계 특성 .668  .754  .653  .457  .750  1

7 협력 .258  .417  .364  .147 .411  .495  1

<표 23> 조직 간 관계 특성과 조직 간 협력의 상관관계 

독립변인 B SE β t p

(상수) 1.149 .288 3.986 <.001

조직 간 관계 특성 .629 .085 .495 7.381 <.001

종속변인 : 조직 간 협력

F=54.482(p<.001),  =.245

B:비표준화 계수, SE:표준오차, β:표준화 계수

<표 24> 조직 간 관계 특성과 조직 간 협력의 단순회귀분석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2)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특성과 협력의 회귀분석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특성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4>와 같다. 조직 간 관계 특

성 전반은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F=54.482, p<.001), 협력 전체 변량의 약 2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직 간 관계 특성이 조직 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계수

B값이 .629로 나타났다(t=7.38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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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B SE β t p

(상수) 1.192 .287 4.153 <.001

조직 간 신뢰 -.020 .072 -.024 -.275 .784

조직 간 의사소통 .230 .077 .254 2.993 .003

조직 간 의존성 .168 .063 .205 2.684 .008

조직 간 강제적 권력 .011 .055 .014 .204 .838

조직간비강제적권력 .217 .078 .238 2.783 .006

종속변인 : 조직 간 협력

F=12.409(p<.001),  =.274

B:비표준화 계수, SE:표준오차, β:표준화 계수

<표 25> 조직 간 관계 특성의 하위요인과 조직 간 협력의 다중회귀분석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특성의 5가지 하위요인들이 조직 간 협력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5>와

같다. 조직 간 협력은 의사소통(B=.230, t=2.993, p<.01)과 의존성(B=.168, t=2.684,

p<.01), 비강제적 권력(B=.217, t=2.783,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표준화 계수인 β값에 의거하여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의사소

통(β=.230), 비강제적 권력(β=.217), 의존성(β=.168)의 순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도출된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2.409, p<.001),

이들 변인들은 조직 간 협력 전체변량의 약 27.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74). 이를 통해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 정당성의 기반

하에 의사소통, 의존성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제도화 이론(Daft, 2008;

Skinner, Gassenheimer, & Kelly, 1992)과 의존성과 권력의 특성이 나타나는 자

원의존 이론(Daft, 2008; Ganesan, 1994; Pfeffer & Salancik, 2003)의 적용 및 설

명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신뢰와 상호의존성이 전제되는 협력적 네트워크이론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 가능성의 타진이 어느 정도 불완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조직

간 협력과 조직 간 신뢰의 p값이 0.784로 나타난 것에만 의거하여 기각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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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B SE β t p

(상수) 2.537 .212 11.940 <.001

조직 간 신뢰 .210 .060 .258 3.466 .001

종속변인 : 조직 간 협력

F=12.013(p<.001),  =.067

B:비표준화 계수, SE:표준오차, β:표준화 계수

<표 26> 조직 간 신뢰와 조직 간 협력의 단순회귀분석

언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조직 간 비강제적 권력과 조직

간 신뢰, 조직 간 의사소통과 조직 간 신뢰의 상관관계에서 각각 0.545(p<.01),

0.542(p<.01)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연유로 조직 간 신뢰의 값이 상쇄되었을 가

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직 간 신뢰와 조직 간 협력의 단순회귀분석 결

과 <표 26>과 같이 나타났으며 조직 간 신뢰 및 조직 간 비강제적 권력과 조

직 간 협력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7>, 조직 간 신뢰와 조직 간 의사소

통과 조직 간 협력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8>, 조직 간 신뢰와 조직 간

의사소통 및 조직 간 비강제적 권력, 조직 간 협력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표 29>등과 같이 나타났는데 이는 상쇄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0>은 조직 간 신뢰와 조직 간 의존성 및 조직 간 강제적 권력과

조직 간 협력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로서 신뢰, 의사소통, 비강제적권력이 조직

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특성의 유사성과 상쇄 가능한 측면에 일견 타

당한 준거를 제공한다. 조직 간 강제적 권력과 조직 간 협력의 경우 단순회귀

분석 시 p=.056의 유의확률을 나타내었다<표 31>. 이를 통해 신뢰와 상호의존

성이 전제되는 협력적 네트워크이론(Ganesan, 1994)의 가능성은 모색할 수 있

으나 그 적용 및 설명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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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B SE β t p

(상수) 1.952 .238 8.203 <.001

조직 간 신뢰 .040 .068 .049 .581 .562

조직간비강제적권력 .351 .077 .385 4.581 <.001

종속변인 : 조직 간 협력

F=17.213(p<.001),  =.171

B:비표준화 계수, SE:표준오차, β:표준화 계수

<표 27> 조직 간 신뢰, 비강제적 권력과 조직 간 협력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B SE β t p

(상수) 1.909 .241 7.920 <.001

조직 간 신뢰 .037 .068 .046 .552 .582

조직 간 의사소통 .354 .076 .392 4.683 <.001

종속변인 : 조직 간 협력

F=17.718(p<.001),  =.175

B:비표준화 계수, SE:표준오차, β:표준화 계수

<표 28> 조직 간 신뢰, 의사소통과 조직 간 협력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B SE β t p

(상수) 1.557 .251 6.209 <.001

조직 간 신뢰 -.067 .071 -.082 -.938 .349

조직 간 의사소통 .288 .075 .318 3.834 <.001

조직간비강제적권력 .281 .076 .309 3.715 <.001

종속변인 : 조직 간 협력

F=17.317(p<.001),  =.238

B:비표준화 계수, SE:표준오차, β:표준화 계수

<표 29> 조직 간 신뢰, 의사소통, 비강제적 권력과 조직 간 협력의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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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B SE β t p

(상수) 1.586 .287 5.532 <.001

조직 간 신뢰 .189 .057 .233 3.321 .001

조직 간 의존성 .280 .061 .341 4.620 <.001

조직 간 강제적 권력 .017 .057 .022 .299 .766

종속변인 : 조직 간 협력

F=12.769(p<.001),  =.187

B:비표준화 계수, SE:표준오차, β:표준화 계수

<표 30> 조직 간 신뢰, 의존성, 강제적 권력과 조직간 협력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B SE β t p

(상수) 2.932 .175 16.751 <.001

조직 간 강제적 권력 .113 .059 .147 1.925 .056

종속변인 : 조직 간 협력

F=3.707(p=.056),  =.022

B:비표준화 계수, SE:표준오차, β:표준화 계수

<표 31> 조직 간 강제적 권력과 조직 간 협력의 단순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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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미 단위

독립·일원적 관계
조직의 독립성

하나의 제도권

불가분적 관계
관계의 자생성

관계의 영속성

상호 연관적 관계

힘·권력의 영향에 따른 관계 변화

관계의 연쇄성

재정자립도에 따른 관계 변화

비공식적 관계의 형성

비대칭적 관계

인지적 불평등

지원의 차등화

체계·구조의 문제

자원의 불균형성

종목·단체 이해도의 차이

협력 지향적 관계

조직 간 신뢰

조직 간 의사소통

조직 간 상호의존성

조직 간 정당성

<표 32>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본질

3.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본질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제도화의 환경 하에 자

원의존의 현상이 혼재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를 거시적으로 규명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이러한 조직 간 관계의 복잡하고 다차원적

인 양상에 대한 근저의 본질을 면밀히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제도권을 형성한 일원적 관계가 기본 전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적인 조직들이 하나의 제도권을 형성하고 있

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성 또한 전

제되고 있었는데 조직들 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관계의 자생성, 계속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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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미 단위

독립·일원적 관계
조직의 독립성

하나의 제도권

<표 33>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의 독립·일원적 관계

없는 관계를 의미 하는 관계의 영속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

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은 상호 연관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는 힘·권력의

영향에 따른 관계 변화, 물고 물리는 연쇄성, 재정자립도에 따른 관계 변화, 비공

식적 관계 등 변화를 담보하는 측면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 연관적 관계가 성

립함에 따라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에는 비대칭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

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인지적 불평등, 지원의 계급화, 체계·구조의 문제, 자원

의 불균형성, 종목 이해도의 차이 등으로 나타났다.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간

에는 서로 다른 비대칭성이 필연적이기는 하나 그 차이가 극명해질수록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언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엘리트 스포

츠 조직들 간 관계에 있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으로써 협력을 들 수 있었는

데 이들 조직은 대부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협

력의 요인으로는 조직 간 신뢰, 조직 간 의사소통, 조직 간 상호의존성, 조직 간

정당성으로 나타났으며 정당성의 경우 강제적인 권력, 규범적 힘, 모방적 힘 등

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힘과 모방적 힘은 비강제적 권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면담자료들에서 공통되는 내용

들을 추출하여 최대한 범주화하고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1) 독립ㆍ일원적 관계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은 독립·일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은 각각 독립성을 지니는 조직임과 동시

에 ‘대한’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된 하나의 제도권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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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의 독립성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인 대한체육회, 56개의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은 각각

개별적인 조직들로서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민법

상 사단법인이며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의 경우 56개 경기단체 중 약 42개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법적으로도 대등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조직전문가 ＃1>의 경우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은 명확하게 독점

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한을

침해받을 수 없음을 명시한다. <前 문체부관계자 ＃2>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

경기단체가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경기단체관계자 ＃2>

또한 본인의 조직이 독자적인 단체임을 밝히면서 조직과 관련된 자발적인 역할

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체육회하고 경기단체하고 관련한.. 매우 독점적이고 서로..

저.. 그 독립적인 기구들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필요할 때 자료 내고, 자

료 받고.. 그 다음에.. 아무리 NOC라 그래도 A협회에서 갖고 있는 기본

적인 권한을 절대 침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한 독점적,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NOC를 거

치거나 이런 관계 밖에 없어요. 그런.. 매우 독립적이죠, 서로의 관계가.

<스포츠조직전문가 ＃1>

그래서 법상으로 보면은 대등한 관계야. 법인이 대한체육회라는 특수법

인체의 하나의 가맹단체인데.. 법적으로 보면은 대등관계라고, 경기단체

랑.. -중략- 지금도 독립적으로 움직이긴 하지.

<前 문체부관계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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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독자적인 단쳅니다, 사단법인.. 그래서 우리가 경기실적이라든가 이

런 모든 것을 우리에 맞게 개발을 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서 한다고, 거기

에 맞춰야 된다고, 그러고 손 안대고 바꾼다고 우리가 올려준 거 가지고

거기서 모든 거 정보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경기실적을 자기네들이 띠어 준

다고 하고.. 이건 뭔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거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

요? 여기는 무슨 조직이야 그러면은? 창구역할이지 그냥.. 말이 안 돼.

<경기단체관계자 ＃2>

대한체육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몇몇 전문가들은 대한체육회를 국가의 에이전트로 표현하였으나 <대한체육회관

계자>는 대한체육회 또한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

주하는 주체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체육회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실제적인 성과를 사례로 들 수 있는데 2007년 4월 2일 정부는 대한체육회

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려하였으나 대한체육회에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을 겸임하는 대한체육회장을 정부가 선임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

장 규정을 위배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정부 측을 강하게 압박하였고 같은 달 25

일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번복을 이끌어냈다(손대선, 2007).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운영에 대한 법률이 있어. 거기 보면 공기업, 준정

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우리는 준정부기관인데, 그런데 우리가 IOC와의

관계 때문에.. 준정부기관은 뭐냐하면 기관장 선출할 때 3배수로 뽑아

서.. 기관장 후보자 선출위원회를 구성해서 3배수 뽑아서 추천을 해. 그

러면 IOC헌장에 걸리는 거야. 정식으로 걸리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

면 안 된다, 우리는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무조건 준정부기관이야. 그런

데 우리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기타공공기

관으로 바꿨어. 이건 조금 간섭이 덜하거든.

<대한체육회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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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제도권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 간에는 독립적인 관계면서도 또한 하나의

제도권을 형성하는 일원적인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은 가맹

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대한체육회를 조직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리된 듯 하면

서도 실제로는 하나라고 <대한체육회관계자>는 언급하고 있다. <前 문체부관계

자 #2>가 언급했듯이 가맹경기단체 규정이 존재하며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 및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 가맹경기단체의 조직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가맹경기단체는 당해 종목의 대표성을 가지고 명칭을

정하되, 대한❍❍협회(회 또는 연맹)라 칭하고 영문명칭도 정하여야 한다.”(대한

체육회, 2013)고 대한체육회 정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맹경기단체로는 정가

맹단체, 준가맹단체, 인정단체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중앙가

맹경기단체들은 정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

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한(대한체육회, 2013) 스포

츠 조직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대한”이라는 명칭 하에 하나 된 조직 군, 이를

테면 하나의 제도화된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체육회가.. 정관에서 가맹경기단체 표준 정관이 있을 거야. 명칭을 쓸 때

도 꼭 대한을 해야 되고.. 대한이 안 들어간 단체는 없을 거야. 이걸 넣

지 않으면 가맹이 안 돼.

<前 문체부관계자 ＃2>

가맹이라는 의미는 대한체육회가 경기단체가 56개 가맹이 돼서 만들어

진 게 대한체육회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겉으로는 대한체육회랑 경기단

체가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론 하나다 이거지.

<대한체육회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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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미 단위

불가분적 관계
관계의 자생성

관계의 영속성

<표 34>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불가분적 관계

대한체육회라는 것이 처음 창립이 된 게 체육인들이 한 거 아니겠어요?

체육인이라면 경기인들.. 육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배구하는 사

람도 있을 수 있고.. 각 종목의 경기인 출신들이 체육이라는 걸 하나로

조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맹이 맞거든요?

<경기단체관계자 ＃2>

2) 불가분적 관계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적 관계가 형성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측면인 관계의 자생성, 계속 지속

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영속성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관계의 자생성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 국가 헤게모니가 작용하는 것은 불

가피한 현상일지도 모른다(박보현, 2008).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경우 1920년 7월

에 설립된 국가 정부 수립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조직이며 핸드볼, 역도, 배구,

씨름, 아이스하키, 궁도 등의 종목 조직들 역시 광복 이전에 설립된 민간이 기반

이 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조직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前 문체부관계자 ＃1>

의 면담내용은 의미 있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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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체 간의 관계에 있어 국가의 힘이 어느 정도는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 엘리

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계임을 언급하면서 관계는

자생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대한체육회관계자> 역시 체육회는 정부와 관계

없이 스스로 존재함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영향권 아래 있을지언정 소멸하지는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경기단체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는 하지만 중앙가맹경기단체들 또한 스스로 존재하는 조직임을 강조하면서 이들

과의 관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계임을 지지하고 있다.

관계에 있어서는 문체부 역할이 약하고, 대한체육회는 총회가 있는 전

통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문체부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는 할 수 없겠

네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 간에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계

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前문체부관계자 ＃1>

체육회는 정부에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 만든 단체라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경기단체 가맹해서.. 그걸 알면 간단해, 심플해. 싸우고 해도

예산상 핍박을 받을망정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야. 아니, 정부보다 더

이전 단첸데 어떻게 해. 그리고 우리도 경기단체를 맘대로 없앨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 한다는데. 정 안되면 탈퇴를 시킬 수 있겠지만 스스

로 존재하는 단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

<대한체육회관계자>

(2) 관계의 영속성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는 떼

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된 조직이면서도 하나의 제

도권을 형성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측면과 대한체육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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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자체가 중앙가맹경기단체들 없이 성립 될 수 없는 측면들을 함의한다. <스

포츠조직전문가 ＃2>는 정가맹경기단체가 준가맹이나 인정단체로 격하되기 어려

우며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자도 문헌고찰 및 데이터 검색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물론 대한합기도총연맹과 같은 예외

가 존재하긴 하나 이는 대한체육회가 창립 이후 최초의 결정이었으며, 대한체육

회와의 관계 갈등이 아닌 합기도계 내부의 갈등문제로서 종목 또한 인정종목이

기에(스포츠서울, 2011) 정가맹경기단체가 격하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이는 <대한체육회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어쨌든 한 번 정가맹단체가 되어서 격하된다는 것은 뭐랄까, 비약적으

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스포츠조직전문가 ＃2>

체육회는 합기도연맹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체육회와의 권리, 의무관계가 없는 인정단체로 지정하였으

나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대표성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있어 인정단

체를 취소한 것으로 탈퇴와는 성격이 다른 것 이죠.

<대한체육회관계자>

그리고 <대한체육회관계자>, <경기단체관계자 ＃4>, <경기단체관계자 ＃7>

등은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관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한다.

설령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가맹에 의거한 기준의 지원은 마땅히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문체부나 기재부에 가서 술 같이 먹거나 회식 하면서 관계 좋

게 할라고 그럴 목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경기단체가 그럴 필요는

없어. 우리는 그거 안 해도 지원을 하니까. 막 단체하고 안 좋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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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하고 우리가 안 좋다고? 그래도 얄미워도 지원을 해야 돼. 경기력

좋으니까.

<대한체육회관계자>

생각이 다 틀리지만 둘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회장님은 우리에게 자

금적인 측면이나 방향에서 중요하고,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계속 사업을 해야 하고, 변할 수 없는 관계니까...

<경기단체관계자 ＃4>

일단은 체육회랑은 계속 같이 가야 하는 관계인거고. 문체부는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보답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가 틀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체

육회는 바뀔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경기단체관계자 ＃7>

<경기단체관계자 ＃2>는 많은 조직들이 국가나 회장단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

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업무현장의 이해를 위해서는 계속 존재하고 관계를 형

성해 나가야 하는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속성에 따라 관계 중요도는 시대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

여 왔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한체육회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문체부보다는 대한체육회가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하면은.. 전문가가 없잖아요, 문체부에서는? 거기는

언제 어떻게 갈 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현장감이 없잖아요? 정부 개

편에 따라서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계속 존재

하잖아요.

<경기단체관계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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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미 단위

상호 연관적 관계

힘·권력의 영향에 따른 관계 변화

관계의 연쇄성

재정자립도에 따른 관계 변화

비공식적 관계의 형성

<표 35>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상호 연관적 관계

3) 상호 연관적 관계

Babiak(2007)은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상호 작용 및 상호 호혜성

(reciprocal relationship)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연관성에 따른 관계의 변화 측면이 나타났다. 이

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리더나 조직의 힘·권력, 상대 조직의 영향력 등에 따른

관계의 중요성이 변화할 수 있는 측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

의 연쇄성, 조직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관계의 측면, 공식적 관계

이외에 비공식적 관계가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의

측면 등이 도출되었다.

아래의 <표 36>은 서로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대한체육회

와 중앙가맹경기단체 모두 서로의 관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p<01). 그리고 <표 37>에서는 문체부와의 관

계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었으나, 대한체육회의 경우 중앙가맹경기단체

보다 문체부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p<001). 이는 한국 엘리

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영향력 있는 다른 힘의 개입에 따라 관계가 변

화할 수 있는 상호 연관적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장 다음 부분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의 관계, 협력 지향적 관계에서의 의존성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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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 귀하조직과 대한체육회(혹은 중앙가맹경기단체)와의 관계는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하다.

대한체육회

(n=34)

중앙가맹경기단체

(n=124) F p(양쪽)

M(SD) M(SD)

4.14(.765) 3.85(.682) .277 .021

<표 36>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증요성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설문 : 문체부와의 관계가 대한체육회(혹은 중앙가맹경기단체)와의 관계보다 더

욱 중요하다.

대한체육회

(n=34)

중앙가맹경기단체

(n=124) F p(양쪽)

M(SD) M(SD)

3.45(.730) 2.94(.762) 2.531 .000

<표 37>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문체부 관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1) 힘ㆍ권력의 영향에 따른 관계 변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관계는 힘이나 권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나타났다. Hall(1991)은 조직 간 관계에는 협력뿐만 아니라 갈등, 경쟁 등

의 관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한국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도

이러한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예전 정몽준 前대한축구협회장과

김운용 前대한체육회장 간 정치적 갈등에 따른 두 조직 간 파워게임이 존재하기

도 하였다(한국일보, 2000). <前 문체부관계자 ＃2>의 경우 조직의 리더가 누구냐

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관계가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경기단체관계자 ＃10>의 경우 리더의 정치적 힘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

치며 국내 경기단체 회장직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하였다. <스포츠조직전문가 ＃1>은 재정적 상황에 따라 관계 변화가 이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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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갈등이 있긴 했지만.. 누가 회장을 맡느냐

에 따라 대한체육회랑 경기단체 관계가 많이 바뀌지.

<前 문체부관계자 ＃2>

개인적으로 협회장의 리더십보다는 정치적 파워의 문제라고 봅니다. 많

은 경기가맹단체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

도 같은 맥락이구요. 결론적으로 묻고자 하는 리더십에 의미에 정치적

파워가 포함된다면 예스, 아니다면 저는 리더십보다는 정치적 파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단체관계자 ＃10>

그러니까 일단 성적이나 우수한 선수가 나오면.. 그 나온 거, 자체를 보

면서 이 단체를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이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폰서십이나 뭐 다른.. 자원이 흘러 들어오는 것 때문에 조

직이 이제 힘이.. 재정적으로 힘이 좀 더 쌔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제나 이중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지..

<스포츠조직전문가 ＃1>

그리고 조직 리더의 지원은 대한체육회와의 관계보다 회장단과의 관계가 더

욱 중요하게 인식되게 하는 등 관계 중요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대다수의 면담 대상자들은 대한체육회보다 회장단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

시 여기고 있었다. <경기단체관계자 ＃9>의 경우 예전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

은 회장이 조직의 리더를 맡았을 경우 대한체육회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인지하였으나 지금의 경우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는 회장단과의 관계가 더욱 중

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기단체관계자 ＃3>은 대신 이러한 현상을 성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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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하면서 조직의 리더가 스포츠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어야 진정한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둘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회장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돈도 많이 없으셨고 힘도 많이 없었던 분이라서 그 때 같은 질문을 하

셨으면 체육회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충

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뀐 거 같아요.

<경기단체관계자 ＃9>

그 리더십이라는 게.. 그 사람이 아무리 경제인이고 돈이 많아도 스포츠

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겠지만, 스포츠에 관심이 있

고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가 리더십이잖아, 어떻게 보

면? 그런 의지가 있는 바탕에서는 충분히 좋은 관계 형성의 도움이 될

수 있지. 돈 아무리 많아도 스포츠에 별 관심 없고 이름만 올려놓고, 체

육회 별.. 필요가 없는데.. 저 사람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고 돈을 쓸 의

향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을 때는, 그거는 스포츠에 대해서 리더십이

있는 거고, 그런 스포츠에 대한 리더십이 체육회에 긍정적으로, 긍정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경기단체관계자 ＃3>

(2) 관계의 연쇄성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관계는 물고 물리는 연쇄적 특징이 나타

난다. 어느 한 쪽의 결과에 따라 다른 한쪽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꼬

리에 꼬리를 무는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장은 선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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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며 이러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앙가맹경기단체의 장들이다. 이런 면

에서 <경기단체관계자 ＃1>은 선거와 관련되어서도 정치적인 관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 자신도 모르게 발을 깊숙이

들여 놓은 것과 같은 이치로 설명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체육회가 선거위원회에서 대표를 뽑는 조직이잖

아? 권력이 발성해서 대립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

한.. 그러니까 이걸 경기단체의 대표로서 대한체육회라고. 가맹단체가 대

한체육회 대표를 뽑는 건데.. 근데 왜 그 의미가 그럼 다시 충돌하는지

를 볼 때..정치적 관점을 무시할 수가 없지.

<경기단체관계자 ＃1>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연쇄적 관계는 재정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한체육회가 중앙가맹경기단체에 업무, 행정, 지원 등에 불만족스런 처

리를 할 경우 이는 단순히 중앙가맹경기단체 한 조직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 더 나아가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군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상정한다. 이는 <대한체육회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고객 만족 평가를 통하여 기획재정부의 재정 평가를 받는 대한체육회로

서는 중앙가맹경기단체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인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

실이다. <경기단체관계자 ＃7>은 이를 상생관계라는 비유를 통하여 서로 도움과

영향을 주고받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공공기관운영법령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받아. 그게

저.. 기재부에서 만든 그런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해. 다 점검하고.. 그

리고 고객 만족 평가를 받아. 우리 고객이 누구냐 하면.. 세 가지가.. 경

기단체라고! 시도체육회고 선수고! 그럼 불만이 무지하게 나와. 우리가

평가를 굉장히 안 좋게 받는 거야. 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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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 대한체육회와 관계에 있어 중앙가맹경기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중요하다

단체 Mean N SD

대한체육회 3.91 44 .640

중앙가맹경기단체 3.94 126 .777

총합 3.93 170 .742

Mean=평균, N=응답자 수, SD=표준편차

<표 38> 재정자립도 중요성에 관한 설문의 평균 분석

자, 그럼 어떻게 돼냐,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 예산이 삭감돼. 기획재정

부가 그럼 우리가 경기단체에 주는 돈이 또 줄어들어. 그렇잖아? 그게

이제 악순환이지.

<대한체육회관계자>

저는 상생관계라고 생각해요. 대한체육회는 우리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

가 없는 거고, 우리도 대한체육회가 없으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거

고.. 전국체전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팀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체전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세계

대회나 이런 거에 나갈 때 좀 제재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어

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경기단체관계자 ＃7>

(3) 재정자립도에 따른 관계 변화

조직의 자율성, 독립성을 제대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신승호(2011)는 국내 경기단체들의 대다수가 낮은 재정 자립

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진정한 의미로 대한체육회와 일원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면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의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표

38>의 재정자립도 중요성에 관한 설문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문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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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 중앙가맹경기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수록 대한체욱회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단체 Mean N SD

대한체육회 3.52 44 .849

중앙가맹경기단체 3.59 126 .783

총합 3.54 158 .798

Mean=평균, N=응답자 수, SD=표준편차

<표 39> 재정자립도와 관계 변화에 관한 설문의 평균 분석

을 통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재정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조직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질 경우 관계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매년 재정자립도를 평가하는 등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

직 간 관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될 수 있음을 상정한다. <경

기단체관계자 ＃7>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질수록 대한체육회와의 관계에서 대등해

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표 3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돈이 있어서 체육회에서도

떵떵 거릴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는 돈 있으니까 대표팀 훈련

하는 데 돈 안 받아도 돼, 이러면은 거기에 뭐.. 가서 돈 주십쇼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린.. 정말.. 이렇게.. 돈 받으러 가는 업체가

아닌 정말 동등한 조직이 될 수 있죠.

<경기단체관계자 ＃7>

조직의 재정적 사정이 여유가 있으면 대한체육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덜 의존

적이고, 재정적 사정에 여유가 없으면 더 의존적이라고 무조건적 일반화를 시키

기는 어렵지만 <대한체육회관계자>와 <경기단체관계자 ＃10> 등의 면담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117 -

그.. 재정적으로 좀 풍족하면 아쉬운 소리를 덜 하는 거고, 아무래도 회

장이 내는 출연금이 약하거나 전체적인 재정이 부족하면 와서 국고 지

원을 더 받을 라고 하고.

<대한체육회관계자>

무조건 변화하고, 변화해야 맞는 거죠... 체육회 가맹단체 중 체육회 예

산 지원이 없으면 조직 운영 자체가 되지 않는 단체일수록 체육회에 더

협조적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올라 갈수록 그 반대이구요.

<경기단체관계자 ＃10>

<경기단체관계자 ＃3>의 경우 공공기관인 경기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중요해

진다면 이것이 과연 수익사업을 하는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 그 목적이

대치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지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구조를 갖추는 것

은 조직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확실한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는 좀 중요한 거 같아. 그러니까.. 확

실한 회장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고정적인 수입처를 만들어

놓는 거는.. 뭐.. 단증사업을 한다 던지, 어떤 뭐가 됐든, 일정한 수입

처가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는 중요한 거 같아.

<경기단체관계자 ＃3>

(4) 비공식적 관계의 형성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는 비공식적 관계의 형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백

정현(2010)은 조직에 대하여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그 안에서 행동하는 인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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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주관 등이 조직의 행태에 유의미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대한체육회관계자>와 <경기단체관계자 ＃2>의 경우 이러한 비공식적 관계에

서 훈련이나 조직 예산 편성을 위한 로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경

기단체관계자 ＃6>의 면담내용은 이러한 비공식적 행동들이 수많은 조직 간의

관계에 혼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로비.. 가급적 훈련 더 시켜 달라 얘기를 하지. 훈련 인원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그거라 그랬잖아. 국가대표 선발은 경기단체

고유 권한이야. 우리는 그 중에서 몇 명을 며칠 간 입촌 시킬 것인가...

<대한체육회관계자>

아, 불용액을 말씀하는 건가 보네요. -중략- 다른 데 줄 수도 있었던 돈이

에요. 근데, 거기 먼저 우선순위 적으로 편성을 했을 뿐이야.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한 번 또 물어봐요, 경기단체에. 어.. 얼마.. 상당으로 해서

어디 국제대회라던가 그런데 계획 있으면 제출을 해달라, 그런 경우가 있

죠. -중략- 자기 주관가지고 개인적인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경기단체관계자 ＃2>

그거 참 민감한데.. 그게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에요. 다 한 번 볼려고

하죠. 그런 거 때문에.. 직원들끼리 이야기 나눠보면.. 체육회랑 밥 먹고

그런 자리를.. 자기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들 그거 노리고 하는 거죠.

남는 돈 우리 이거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거 있는 거죠.

<경기단체관계자 ＃6>

이러한 비공식적 관계는 때때로 예상치 못 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기도 하

는데, <경기단체관계자 ＃4>의 경우 대한체육회와 면담자의 조직 간 관계의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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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형성으로 인하여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TV예능프로에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장시간 나타남으로 인하여 해당 종목의 노출효과 증대, 종목

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대하였다.

아, 단적인 예로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대한체육회랑.. 우리가 모 예능

프로에 우리종목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거를 대한체육회에서 해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종목을 정해준거에요, N방송국한테. -중략- 그러니까 관

계가 좋으니까 인제 우리종목이 거의 20분이 나왔어요, 한 시간 반 중

에.. 그럼 엄청 난거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데서 노출효과가 나는 거

죠, 의도하지 않게...

<경기단체관계자 ＃4>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서로 간 친밀 관계의 형성은 직무를 경험하는데 있

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단체관계자 ＃2>, <경기단체관

계자 ＃6>은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 시 비공식적인 친밀 관계로 인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을 언급하였다. 조직과 조직 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또한 사람과 사

람 간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백정현, 2010) 주관적인 측면이 작용할

수 있음을 전문가 면담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죠. 사람은 많이 대화를 나눠봐야.. 나쁘게만 생각

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대화를 많이 해서 정보도 알고 있고,

돈 있는 지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할 수도 있지, 모든

게 다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정보도 좀 얻고 하기 위해서 저녁도 같이

먹고, 점심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에요.

<경기단체관계자 ＃2>

그죠, 도움이 되죠. 체육회랑 일을 하면.. 업무 처리를 하면 유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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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미 단위

비대칭적 관계

인지적 불평등

지원의 차등화

체계·구조의 문제

자원의 불균형성

종목·단체 이해도의 차이

<표 40>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비대칭적 관계

서, 공문.. 그런 상으로만 일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전화로만 통화했던

사람을 얼굴을 알 게 되니까 그나마 낫죠. 조직도 사람이 있는 곳이니

까.. -중략- 개인적으로 친하신 분들은 자주 보고요.

<경기단체관계자 ＃6>

4) 비대칭적 관계

Thibault & Harvey(1997)는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서로 간의 관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비대칭적 관계

(asymmetrical relationships)가 중요함을 언급하였고, Babiak(2007) 또한 조직 간

협력에 있어 이러한 비대칭성(asymmetry)이 주요·부수적으로 작용함을 설명하였

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도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면담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이 짚고 넘어간 부분으로 평등하지만 평등하

지 않은 관계, 대등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하관계 등으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

직 간 관계를 언급한 부분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인 태도와 심정

에 기인하는 인지적 불평등, 경기단체 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에 있어 등급을 나

누어 책정하는 지원의 계급화, 하향식 지원 구조와 인사체계의 괴리성, 감사 체

계 등으로 나타나는 체계·구조의 문제, 각 조직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자원의

불균형성, 그리고 종목의 이해도에 따른 차이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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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관계는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대한체육회

(n=34)

중앙가맹경기단체

(n=124) F p(양쪽)

M(SD) M(SD)

3.52(.927) 2.86(1.115) .914 .000

<표 41>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평등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대칭적 관계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인식

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미 있는 관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표 41>에서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관계는 평등한가라고 물었을

때 대한체육회의 경우 대체적으로 평등하다는 평균치가 나왔으나 중앙가맹경기

단체의 경우 불평등에 가까운 평균치가 나왔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이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비대칭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측면은 언론의 기사에서도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대한체

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는 독립성을 지닌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

고 수많은 언론 매체들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산하단체라고 지칭하면서 대중

들에게도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주종관계 혹은 수직적 관계로서 대한체육회 산

하에 있는 기구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지난 10월 대한체육회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산하경기단체에 국가대표

훈련예산을 줄인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훈련일수가 남은 종목은 최대

15일까지 훈련비를 지원하고, 이를 소진한 종목은 협회 자비로 충당하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기 단체의 궁핍한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성철, 2013. 11. 28.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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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체육센터는 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비리 및 불공정 행위 신고 접

수와 조사·감사, 제도 개선사항 발굴, 체육계 분쟁 조정·중재, 반부패·

청렴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편파판정, 승부조작, 인권침해 등 윤리·

공정 위반행위 조사,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시도체육회, 시도경기

단체 정관 및 제규정 공정성 침해여부 검토 등의 업무를 맡는다.

<배진환, 2013. 11. 20. 세계일보>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평균업무 수행기간 및 주요업무

등을 나타낸 52페이지의 <표 11>에서도 이러한 비대칭성을 추측할 수 있다. 경

기단체의 경우 74.97개월로 대한체육회의 126.73개월과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주

요업무에 있어서도 경기단체 직원들은 대한체육회 직원들에 비하여 중복되는 부

분이 많았는데 이는 경기단체의 업무환경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고단하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경기단체관계자 #3>과 <경기단체관계자 #6>의 면담내용

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특히 <경기단체관계자 #3>은 조직의 전근

대성과 관련지어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열 명 있다 쳐? 다섯 명은 평균 근속 연수가 15년

이상이야? 원래 협회 있을 때 했던 사람들이야, 그 밑에는 20~30대 사

람들이야? 적응 안 돼? 들어왔는데 나가, 적응 안 돼, 나가.. -중략- 밑

에 직원들이 계속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재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

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왔다 나가. 여기는 발전이 안 되는 거지. 전근대

적 조직에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오면 올라가고 갈리고

신진들이 들어오고 물갈이도 되고 그게 되야 되는데.. 대한체육회는 그

게 낫지.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잘 되고, 여기 생활

체육회.. 다 그래도 시대 흐름에 맞게 조금씩은 느린 걸음이지만 변화하

고 진보하고 있거든?

<경기단체관계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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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일당백 개념으로... 업무 분장도.. 분야별로 잘 되 있는 것도 아

닌데 한 명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공백이 너무 크거든요?

<경기단체관계자 #6>

조직 간 관계에 있어 비대칭성은 너와 내가 다르듯이 사회라는 장에서 필연

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불평등의 의미로써 극명하게 드러나는 비대

칭성의 경우 서로의 관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이러한 조직 간 비대칭성의 원인들로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인지적 불평등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으로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

기단체 간의 관계는 평등하면서 평등하지 않다는 양면성에 관련된 것이었다. 대

체적으로 중앙가맹경기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인지적

으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장의 제목인

비대칭적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스포츠조직전문가 ＃2>와 <대한체육회관계자>의 경우 갑을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

고 있다. <경기단체관계자 ＃2>의 대화 내용은 경기단체가 가맹이 아닌 산하단

체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이 대체적으로 느끼는

불평등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 면담,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경기단체 구성원들은 가맹이 아닌 산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동등한 수준이라 함은 대한체육회와 국생체 정도가 가능하지 대한체육

회랑 경기단체 사이에 동등하다는 가정이 성립할까 의심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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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종목 같은 아웃라이어의 경우에야 동등 혹은 자원이 더 많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에야 그런 가정이 성립 가능하겠지

만 일반 국소 경기단체의 경우 어찌 보면 갑을관계에요. 물론 두 조직

간의 관계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평등하다 볼 수

도 있는 거고 상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를 테면..

<스포츠조직전문가 ＃2>

그런 게.. 그렇게 느끼는 거야. 갑을 관계가 아닌데 느끼는 거야. 예산

받아야지, -중략- 우리가 문체부에 느끼는 거랑 마찬가지야. 무슨 계획

서 내라는 게.. 오늘 주면서 내일 내라 그래, 거기도 사정이 있긴 있을

거야. 우리가 받았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냐 하면.. 우

리도 경기단체에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난감하지, 막 기다리고 있다

그것만 하겠나..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거야. 근데 일부러 막 경

기단체 골탕 먹일라고 시간 막 보내고 있다가 딱, 그러진 않는단 말이

야. -중략- 생각에 따라서 종속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수평관계라

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대한체육회관계자>

글쎄요, 저는.. 명칭은 가맹경기단체니까.. 가맹경기단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료적인 전반적으로, 같은 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에 들어서서 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거기에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모든 제제의 움직임을.. 산하단체의.. 음.. 산하단

체로 보여지죠. 남들이 볼 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가맹경기단체라

고 되어 있지만 산하단체인 것.

<경기단체관계자 ＃2>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의 인지에는 인건비, 공간적 불편함, 업무의 과도성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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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단체관계자 ＃2>의 면담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한 사람

이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는 소위 일당백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경기단체

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대한체육회 직원들보다 초임 연봉부터 대체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20) 본 연구자가 면담을 수행하거나 설문지를 배포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및 수많은 경기단체를 다녀본 결과 업무 환경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었다. 예전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체육

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인건비 및 업무 환경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

히려 84년 당시 경기단체의 경우 첫 월급이 35만원정도, 대한체육회의 경우 30만

원정도로 중앙가맹경기단체가 더 대우를 받았으나21) 국가적인 큰 행사를 치르면

서 대한체육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러한 불평등

의 인지는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 온 주관 아닌 주관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사실

임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 환경에 대해서도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올림픽회관에 상주하는 경기단체들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의 업무

환경에 비해 상당히 열악함을 본 연구자가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

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경기단체관계자 ＃5>는 중앙가맹경기단체 조직 구성원

들이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처음 84년도에 경기단체에 직원들 봉급을 35만원을 줬어요. 85년도에

또 올 때 35만원을 줬는데 대한체육회 직원들은 30만원을 받았어요,

밑에서 고생한다고 업무추진비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사람들은 일억 가까이 넘어요, 국장급들은.. -

중략-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그리

고 또 한 가지, 사무실을 돌아다녀보셨죠? 대한체육회하고 여기하고...

<경기단체관계자 ＃2>

20)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와 스포츠잡 알리오(cafe.naver.com/sportsjobalio/), 사

람인(www.saramin.co.kr), 주변 지인들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 <경기단체관계자 ＃2>의 면담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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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는 밑뿌리거든요? 행정의 제일 밑뿌리에요. 우리 입장에서만

얘기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대한체육회 직원들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

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앉아서.. 일을 하면서 우리보다

너무.. 좀.. 대우가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입

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기단체관계자 ＃2>

솔직히 뭐..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열등감일 수도 있는데.. 느끼기에는

조금.. 위에서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쪽에서 의도하진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잠

재의식적으로 뭔가 자기네들이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고.. 뭔가..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솔직히 부딪힐 때가 있긴 있어요.

<경기단체관계자 ＃5>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한체육회 조직 구성원과 중앙가맹경기단체 조직

구성원 간의 상하관계가 암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경기단체관계자 ＃7>의

경우 조직 간 업무 환경 상 전화 통화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담당 직원

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적인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러한 환경 속에서 <경기단체관계자 ＃3>은 대한체육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

들을 그냥 ‘을’의 포지션에 적응시키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어.. 그죠,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한체육회에서는 자기가 상위 기관

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경기단

체들을 산하단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가끔 뭐

일 진행할 때 빨리 이거 해 주세요 부탁 보다는 왜 안 해주십니까, 이

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인간적인 게 많죠.

<경기단체관계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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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공조나 협조가 일정부분에서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

그런 파트너라는 개념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상하조직의 그런 개념

이 암묵적으로 형성이 되는 분위기지. -중략- 말투. 전화통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음번 예산 반영에 불이익이 갈 수

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다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

우도 있고. 자포자기지. 야, 어쩔 수 없어, 체육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데

우리가 어떡해? 그냥.. 자기를 을의 포지션에 놓는 거야, 그냥.

<경기단체관계자 ＃3>

이 외에도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의 관계에 대하여 아버지와 아

들(스포츠조직전문가 ＃2), 교수와 학생(前 문체부관계자 ＃2), 동네 큰 형(경기단

체관계자 ＃9), 큰 집과 작은 집(경기단체관계자 ＃10) 등의 비유가 존재하였으나

하나 같이 대한체육회가 아버지, 교수, 동네 큰 형, 큰 집 등 관계에 있어 더욱

상위에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

(2) 지원의 차등화

대한체육회는 중앙가맹경기단체에 경기력 향상 지원비를 8개 등급으로 나누

어서 지원하고 있다(대한체육회, 2013). 2008년 이전에 A~E까지 5개 등급에서

2009년부터는 8개의 등급으로 더욱 구간을 세부화 시켰다. 이러한 차등적 지원에

대하여 <스포츠조직전문가 ＃1>은 대한체육회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모든 조직이 하는 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일

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주지 않아요. 자기 말을 더 듣고 자기의 목적 달

성에 더 유리한 조직에 더 많은 것을 주고 덜 주고 함으로써 차등화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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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거를 통제, 감독할 수 있는 그 틀을 자기 스스로 좀 더 강화시키죠.

<스포츠조직전문가 ＃1>

이에 대하여 <경기단체관계자 ＃7>은 이러한 차등적 배분이 합리적이지는 않

다고 언급하면서도 작금의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

고 있었다. <경기단체관계자 ＃8>도 이러한 차등적 배분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문제가 되지만 현대사회의 세태에서는 받아들이고 인정해

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경기단체관계자 ＃9>는 앞의 두 면담 대상자와는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시각

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스포츠라는 특성이 조직 업무 환경에도 적용되며 이러

한 차등적 배분의 현실은 일견 타당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선택과 집중의 측면

에 프레임을 둔 면담 내용이라고 판단되며 다른 몇몇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현

상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표 42>와 <표 43>의 등급의 세분화에 대하여

부정보다는 긍정에 가까운 응답 평균치를 나타낸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죠, 못하는 애들을 더 지원을 해줘야

더 크고 그런 건데.. 근데 얘네들이 발전을 못하면 더 투자를 할 필요

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아요. 잘 하는 애들은 더 넣어주면 또 메달 따고, 그리고 못 하는

애들은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대신에 막 10억씩 넣을 수 있으면 상

관은 없지만 1, 2억씩 준다고 해서 경기력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요. 근데 같은 1, 2억을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얘네는 그만큼만 투자

해도 더 잘될 수 있는데.. 얘네는 어차피 밑바닥 있는데 60등에서 30

등 올라간다 그러면 체육회 입장에서 솔직히 어떤 걸 택하겠어요?

<경기단체관계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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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에서 기준틀을 나눠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현상이 생

기는 거죠, 죽어가는 협회는 바닥으로 가는 거고.. 뭐.. 정말 올림픽 메

달 따고 스폰서들 많고 이런 협회들은 그럼과 동시에 체육회에서도 지

원을 많이 하니까 자체 예산은 거의, 지출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면서 재정 자립도는 점점 높아져가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

를 만드는.. 협회 사정을 잘 알고 어떤 협회가 이러한 예산이 정말 필

요한데.. 이런.. 근데 현대사회에서 그런 당연한 거 같아요. 부익부 빈익

빈이긴 하지만.. 공산당처럼 뭐.. 다 똑같이 배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경기단체관계자 ＃8>

스포츠니까.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더 지원해주고 성과에 따라서 움직

이죠. -중략- 저 같아도 메달을 따는 단체에다가 더 지원을 해줄 거 같

거든요? 당장 드러나는 게 그거고.. 그리고 뭐.. 아무리 올림픽 종목이

라고 하지만... 참가에 의의를 두는 종목도 많단 말이죠. 거기 보다는

육성하는 육성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 지원을..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엔...

<경기단체관계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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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 2008년 이전 경기력 향상 지원비의 등급이 5개에서 2009년 8개 등급으

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등급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단체 Mean N SD

대한체육회 3.45 44 .663

중앙가맹경기단체 3.24 126 .784

총합 3.29 170 .759

Mean=평균, N=응답자 수, SD=표준편차

<표 42> 2009년 등급 변화에 관한 설문의 평균 분석

설문 : 앞으로 경기력 향상 지원비 등급이 더욱 더 세분화되는 것에 대하여 긍

정적으로 생각한다.

단체 Mean N SD

대한체육회 3.27 44 .845

중앙가맹경기단체 3.19 126 .892

총합 3.29 170 .878

Mean=평균, N=응답자 수, SD=표준편차

<표 43> 등급 세분화에 관한 설문의 평균 분석

(3) 체계ㆍ구조의 문제

대등 및 평등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는

체계와 구조에 따른 문제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업무 프로세스의 하향식 구조, 대한체육회의 중앙가맹경기단체 감사권

한, 인사체계의 괴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관계자>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업무 프로세스나 방향성으로 생기

는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 하향식 구

조의 난점을 인정하고 있다. <경기단체관계자 ＃2>는 이러한 하향식 구조로 인

하여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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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지금 주면서 내일 내라면 어떻게 하냐, 그런 관계가 있고.. 아까

아마 그런 느낌. 어떤 업무 프로세스나 관계 방향성으로 생기는 문제,

뭐 그럴 수 있어.

<대한체육회관계자>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그 구조거든요?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에 대한체육회가 있으니까.. 그럼 모든 게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경기

단체에 모든 게 전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지원하는 계원들 지원

금도 대한체육회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 버

리는 거에요. 경기단체 예산이라는 게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나오기 때

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기단체관계자 ＃2>

그리고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 비대칭의 측면이 나타나는 이

유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에서도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한체육회에 가맹을 하여 예산을 지원 받고 이

러한 예산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은 온당한 절차이긴 하지만 당연한 환경 속에

서 느끼는 이중고-대한체육회 및 자체 내부 감사와 인지적 불평등-를 배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단체관계자 ＃5>는 일당백으로 일하는 어려운 현

실 속에서 상하관계를 심정적으로 느끼는 가운데 받는 감사는 분명 불편함이 존

재한다고 언급하였다.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이런 감사와 참견 등을 피하기 위하

여 사단법인화를 미뤄오다가 국회의 국감으로 인하여 잘못된 관행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진통을 겪은 끝에 2005년도 결국에는 사단법인화 하였다(곽영완, 2005).

우리가 체육회 감사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

아 있고, 자체 감사도 받고 체육회 감사도 받고.. 이중고가 있죠.

<경기단체관계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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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에는 인사체계의 불명확성, 괴리 등으

로 인하여 나타나는 갈등을 감지할 수 있었다. <경기단체관계자 ＃3>은 중앙가

맹경기단체의 특성 상 대부분의 조직들이 많은 구성원을 수반하지 않으며 장기

근속자가 많아 승진 체계나 업무 순환 등이 부족함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경

기단체의 직원들은 대한체육회의 직원들이 자신보다 적은 업무 경력에도 불구하

고 대우에 차이가 존재함을 인지하는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경

기단체 직원들은 10년을 근무하고도 아직까지 대리, 사원인 경우가 많은데 대한

체육회 직원들을 3년 후에 대리되고 10년 후에는 차장, 부장급이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심정적인 상하관계가 존재함이 면담 내용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인사체계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오히려 10년 뒤에도 아직도 십

년 지나도 대리고, 15년 대리고 여자직원들 같은 경우 대리고 그런 거

있는데 대한체육회 입사하자마자 주무되었다가 이 삼 년 뒤에 대리 되

고, 좀 있다가 과장되고, 차장 되고, -중략- 입사한지 2~3년 밖에 안됐고

내가 이미 한참 일할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놈들인데 자기들이 되게

막 높은 줄 알아. 경기단체랑 뭐 토론하고 같이 일하는 가운데서.. 그런

걸 보면은 뭐지? 쟤...

<경기단체관계자 ＃3>

물론 지금과 같은 대한체육회를 거치는 하향식 체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있

었다.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서서 법인화 시키고 이런 사

단법인들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90년대 초에 잠시 있었

으나 수많은 경기단체를 관리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규모가 부적절하

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미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진통을 겪고 난 후 지금과

같은 체계로 다시 회귀하게 되었다. 사실 이에 대하여 문체부 관계자와 대한체육

회 관계자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측면이 존재하긴 하지만 향후 다시 위

와 같은 체계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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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의 면담자료는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경기단체관계자 ＃3> 또한 지금의

체계가 관리에 더욱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법인이 아니었었는데, 골프협회가 아마 처

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했고 나머지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체

부가 체육회가 커진다, 어? 체육회가 좀 자기들 관계 영향력 그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우리가 경기단체 법인화 되면 관장은 장관이하니

까.. 직접 하기로 했다고. 하라고 했어. 근데 경기단체가 오십 몇 개잖

아? -중략- 하니까 안 되거든? 할 수가 없어, 문체부 직원이 몇 명인

데.. -중략- 처음에 하려다가 나중에 다 원위치 시킨 거야. 직거래를 우

리가 반대할 이유도 없어...

<대한체육회관계자>

문체부에서 56개 경기단체 다 전화 해가지고 예산 받고, 이게 틀렸잖

아요..? 안되지. 체육회 하나만 조지면 되는 구존데.

<경기단체관계자 ＃3>

(4) 자원의 불균형성

어찌 보면 필연적인 요소로서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그리고 중앙가

맹경기단체들 간에도 자원의 불균형성이 존재하고 있다. Daft(2008),

Kanter(1989a, 1989b), Mintzberg & Quinn(1991) 등은 조직 간 관계에 있어서 자

원의 불균형성은 필연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불규칙한 현대 사회의 환경 속에서

이는 내재될 수밖에 없는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불

균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었는데 국가 대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축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아웃라이어(outlier)라고 표현하면서 경기단체들 간에

는 그 차이가 천차만별일 수 있음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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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직전문가 ＃1>의 경우 생활체육 저변과 엘리트 스포츠 퍼포먼스

(performance)의 측면에서 조직 간 자원의 불균형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

고 있다. 그리고 <경기단체관계자 ＃3>은 이러한 자원의 불균형성이 시간이 갈

수록 만성화됨을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훈련을 하거나 대회

에 나가는 현상까지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로 그런.. 그 사람 수하고.. 생활체육참

여자 수하고, 엘리트 퍼포먼스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 유지하는.. 그

것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그 경기단체가 조금 더 삐딱하게 나가도

제어력이 조금 덜 들어오는 거고...

<스포츠조직전문가 ＃1>

그러니까 못 가는 애는 죽어도 맨날 못가고.. 가는 애들은 계속 가고

계속 잘하고 못 가는 애들은 계속 못가고 계속 못하고.. 올림픽 쿼터

못 따지 당연히.. 뭐 국제대회 나가서 경험이.. 실력 향상이 돼야지 따

야 되는데.. 올림픽 쿼터 계속 못 따고 못한다고 계속 예산 안주고..

그런 형태가 있고.. -중략- 내가 아는 H종목의 모 선수는 협회에 돈이

없어서 2000천만원 가량 사비 털어서.. 시합, 훈련 나가고.. 비일비재할

거야, 아마...

<경기단체관계자 ＃3>

이러한 자원의 불균형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단체관계자 ＃2>의 종목은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스폰서를 통해 재정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소수에 불과하며 <경기단체관계자 ＃6>의 경우처럼 조직의 재

정적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단체들은 대한체육회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

으며 이로 인한 비대칭성의 심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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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마케팅에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대한

체육회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잘 하는데, 성적 내니까 그 쪽으로 돈을

더 지원해주자.. -중략- 그러다보니 스폰서도 생기고 살림이 좋아지죠.

<경기단체관계자 ＃2>

거의 없죠. 다 돈이 다른 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데라고는 일차적으

로 회장님. 스폰서가 있으면 스폰서. 뭐 그렇게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맹은 없으니까.. -중략- 충분하지 않죠. 모자란 부분

채우려고 여기저기 연락하고, 대한체육회에 의지하고...

<경기단체관계자 ＃6>

(5) 종목ㆍ단체 이해도의 차이

대한체육회는 현재 56개의 정가맹 단체가 있으며 종목들 간 편차나 특성 등

은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하나의 조직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타당하게 조

정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조직의 행동이 천태만상(千態萬象)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종목들 또한 그 특

성, 특징 등이 서로 간에 동일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스포츠조직전문가 ＃1>은

대한체육회가 이러한 종목적 특성의 차이를 인지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나름 객

관화시키기 위한 합리성을 적용하여도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의 불만을 제어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종목의 어떤 특성이나 뭐나 균질적이면 이게 조정이 되는데 이게 균

질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조정 잘 안 돼. 그러니까 언제나 임의성이

나.. 임의적인 그 어떤 커트라인이 발생하거든. 예를 들면 일에서부터

오 등급, 일에서부터 팔 등급, 이런 거를 제정할 때, 이 룰을 아무리

이거를 객관화시키기 위한 합리성을 가동시켜도 이 룰이 절대,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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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몇 개 조직을 한.. 절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끊임없이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가장 큰 불만이 여기서 나오지.

<스포츠조직전문가 ＃1>

이러한 현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종목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국내 스포츠 환경의

경우 대중적 인기가 높은 종목과 엘리트 퍼포먼스가 탁월한 종목들에 지원 및

이해가 편중되다 보니까 비인기 종목 및 국제대회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

들의 경우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다. <경기단체관계자 ＃9>의 경우 자

신의 종목에 필요한 코치의 쿼터를 대한체육회에서 계속적으로 제한함을 언급하

면서 다른 종목과 같은 이해의 범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현실과 떨

어진 그런 지원을 해줄 때도 가끔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는 N코치라고 있는데 그 직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쿼터를 자꾸 자르는 거죠. N코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니넨 이미 감독, 코치가 있는데 뭐 하러 코치를 하나 더 뽑

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N코치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니넨 이미 두 명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을

거 같다.. 인기종목들이랑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경기단체관계자 ＃9>

그리고 단체마다 규모가 다르고 특성이 제각각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기준에 묶어 조직을 관리하는 대한체육회의 이해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는

데, <경기단체관계자 ＃10>의 면담 내용은 이러한 설명을 지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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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단체 입장에서는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 지시가 필요한 것

같네요. 우리는 그냥 우리이지만 체육회 입장에서는 50여개 중 하나일

뿐이니... 선수가 1000명도 안 되는 경기단체와 협회를 한 기준 안에

묶는다는 거 자체가 모순인거죠.. 하지만 체육회 입장은 아직도 확고

하구요..

<경기단체관계자 ＃10>

이러한 종목 및 단체 이해도에 따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체육과학연구원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경기단체관계자 ＃6>은 현장과

연구간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지원을 한다면 종

목 및 협회의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체육과학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에서 담당 박사님들, 연구원들 배정해

줘서 지원해주고.. 관리.. 지원한다고 해야 되나? 종목적 이해도를 위

해서 연맹 입장에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그래야지 현

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신 분들은 연맹에

다 있으니까.. 그 분들 얘기랑 체육과학연구원분들 얘기 들어보면 안

맞는 부분이 다르니까.. 근데 이쪽도 맞는 말이 있고 이쪽도 맞는 말

이 있고...

<경기단체관계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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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미 단위

협력 지향적 관계

조직 간 신뢰

조직 간 의사소통

조직 간 상호의존성

조직 간 정당성

<표 44>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협력 지향적 관계

5) 협력 지향적 관계

조직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양태로 많은 학자들이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Babiak, 2007, 2009; Cummings & Worley, 2009; Frisby,

Thibault, & Kikulis, 2004; Hall, 1991; Hodge & Anthony, & Gales, 2003;

Klonglan, Warren, Winkelpleck, & Paulson, 1976; Koza & Lewin, 1998;

Thompson & McEwen, 1958; Warren, 1967).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면담에서도 조직 간 관계에서 필수적인 것으로써 협력이 가장 중요함을 면담 대

상자들은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스포츠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갈등이 약간씩 있기는 하지만 협

력 관계라고 봐야 해요.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갈등이 있긴 했지

만 그걸 부각해서 나누는 건 아닌 거 같고. 협력 관계를 전재하고 보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협력 관계, 대등관계로 보고..

<前 문체부관계자 ＃2>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의 관계에 있어 협력이 필수지. 협력적인 관계가

맞지. 그리고 그러니까.. 국제 대회 파견하는 데 직접적으로 파견하고 성

적 내고 하는 게 협회기 때문에 걔들이 성적을 잘 내줬을 때 체육회에

서도 정부로부터 잘 했다는 인정을 받으니까..

<경기단체관계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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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한국 스포츠 조직 간 협력에 있어 신뢰, 의사소통, 의존성, 강

제적 권력, 비강제적 권력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면담 대상자들은 언급하고 있는

데, 이는 자원의존이론, 협력적 네트워크 이론, 제도화 이론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다(황은하, 2011). 권력에 있어서는 비강제적 권력의 성향이 강하

나 강제적 권력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협력적 관계 혹은 협력 관계가 아닌 협력 지향 관계라 명명한 것은

모든 조직이 협력적이라는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피하기 위함이며 이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만약에 강제성이 담보된다면 그것을

협력이라고 칭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자 본인의 고민에 의한 결과이다.

(1) 조직 간 신뢰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는 신뢰가 기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으로 불평등성을 느

끼며 상황에 따라 관계의 중요도가 변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가 중앙

가맹경기단체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서로 투명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것

이 <경기단체관계자 ＃2>와 <경기단체관계자 ＃6>, <경기단체관계자 ＃7>의 면

담내용을 통해 밝혀졌다.

신뢰는 하죠.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들을 해요. -중

략- 어 그렇죠. 믿음 같은 거 그렇죠. 일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러진 않아요.

<경기단체관계자 ＃2>

신뢰를 해주죠. 다른 경기단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기단체에

서는 요청한 거.. 서로 정직하게 하는 거죠.

<경기단체관계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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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없으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경기단체관계자 ＃7>

그러나 중앙가맹경기단체가 대한체육회 간 관계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단체관계자 ＃10>의 경우 서로가 어느 정도의

독립성 및 배타성을 담보하고 있기에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신뢰 하는가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아니다가 답변일 것 같습니다. 협

회가 체육회 가맹단체이지만 독립적인 조직이고 어떻게 보면 해당 종

목을 위한 이해집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 종목을 관장하는

체육회와의 마찰이 없을 수가 없죠? 형제라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신뢰 받는 결정도 결국엔 체육회 조직의 이익과 맞아 떨

어질 때 가능한 것 같군요.

<경기단체관계자 ＃10>

(2) 조직 간 의사소통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단체관계자 ＃

6>과 <경기단체관계자 ＃4>의 경우 조직 간 업무에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업무적인 소통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사무국장님이 워낙 체육

회분들이랑.. 잘 이뤄져 있으니까, 관계가...

<경기단체관계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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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에서 요청한 거 많이 들어줬죠. 뭐,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근

데.. 들어줬고 우리도 요청하면 대부분 들어주려고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니까. 업무에 있어 서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죠.

<경기단체관계자 ＃4>

<경기단체관계자 ＃2>와 <대한체육회관계자>, <경기단체관계자 ＃9>의 경우

공식적인 업무 소통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의사소통도 조직 간 관계 형성에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간

적인 관계 형성이 조직의 발전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백정현(2010)의 의견을

지지한다.

음.. 한 울타리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교환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눈치만 봐도 아는 입장이 되겠죠? 음.. 그런 입장인데,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의견 교환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경기단체관계자 ＃2>

조직 간의 관계에서는 포멀보다는 인포멀. 오히려 거기서 되게 그런

게 생긴단 말이야, 그게 소통이야. 그 정식으로 못하던 거를 술 한 잔

딱 하면서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는 거야, 술 먹다가.

<대한체육회관계자>

굉장히 인포멀 한 거 에요. 체육회는 인포멀이에요. -중략- 공식적으로 처

리하죠, 공문 보내라고. 그 공문을 전화 통화.. 아, 그거 보내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께요, 일단 공문 보내봐.. 그렇게.. 당연히 되게 형식적이에요.

오피셜 하죠, 공문으로 진행을 하니까. 근데 뒤 배경이 있다 이거죠.

<경기단체관계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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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 친밀 관계에 의한 의사소통이 업무적 의사소통에 비

하여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문가 면담을 토대로 확인할 수가 있었

는데 <경기단체관계자 ＃3>은 대한체육회 관련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경기단체

직원들은 객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또한 <경기단체관계자 ＃2>

는 과거와 현재의 단절을 설명하면서 소통의 장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는데,

<표 45>의 결과를 살펴볼 때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모두 비공식적인

소통의 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균치를 보였지만 대

한체육회보다 중앙가맹경기단체의 평균치가 약간 낮게 나타났다.

예전에는 또 그게 훨씬 잘했고..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활동들로 같

이 엮이고 같이 친해지고 이랬던 적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교류의 장이 되게 적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회에서 만약에 주관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경기단체도, 경기단체 임직원들도 참여를 오픈을

하지만, 독려하거나 장려하거나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오픈했으니까

너네가 올려면 와라? 근데 우리? 안가지. 가봤자 객체. 겉돌 수밖에

없는데.. 안가지.

<경기단체관계자 ＃3>

전에는 그래도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졌던 것이 일 년에 한번 씩은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체육과학연구원.. 모든 체육인들

이 체육대회도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없어졌습

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깰 수 있는 뭐가 좀 지금 나와야 되지 않을

까..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맞대고 발전을 위해서 같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 게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요.

<경기단체관계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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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 대한체육회(혹은 중앙가맹경기단체)와 함께 하는 체육대회, 야유회, 등

산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이가 있다.

단체 Mean N SD

대한체육회 3.43 44 .925

중앙가맹경기단체 3.35 126 .861

총합 3.37 170 .876

Mean=평균, N=응답자 수, SD=표준편차

<표 45>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행사 참여 여부에 대한 평균 분석

이러한 소통의 부재에 대하여 <경기단체관계자 ＃3>은 중앙가맹경기단체의

역량부족이 주된 이유라 설명하면서 대한체육회의 존재목적이 경기단체들에 대

한 무시와 탄압이 아니며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지 논리성 있게 따지면은 체육회나 문체부에서

도 막 까지 않는다니까? 체육회나 문체부 존재목적이 선수들 권리 신

장 안 시키고 무시하고 억압하기 위한 단체는 아니라니까? 대화의 문

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있고 걔들도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는 정책 수

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노력은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경기단체의

역량부족이다.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단체 역량 부족으로 피

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문체부나 체육회에서 일방적인 정책 통

보로 피해를 보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얘들이 정책 시행할 때 올

해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다 확 바꿔버리고 이런 건

잘 없어.

<경기단체관계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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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간 상호의존성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일방적 의존이 아닌 상호의존성이 발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상호관계성에서 살펴본 연쇄적 관계와 맞물리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재정적 자원의 경우 대다수 경기단체가 대한체육회에 많은 부분 의존을 하는 형

태가 나타날 수 있지만 행정적 지원, 인적 지원, 서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통

한 상생 등의 측면을 살펴볼 때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상호의존성

은 조직 간 관계의 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할 수 있다.

<경기단체관계자 ＃8>의 경우 관계의 연쇄적 측면을, <경기단체관계자 ＃7>

의 경우 행정적 업무 지원에 관련된 측면을, <경기단체관계자 ＃3>의 경우 대한

체육회 이미지 제고에 대한 측면을 제기하면서 이들 조직 간에는 서로 상호 의

존하면서 긍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저희가 지원받은 만큼 성적을 많이 내면 체육

회는 정부로부터, 재정 경제부 뭐 이런 예산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과가 나는 만큼 그만큼 예산이 느는 거고...

<경기단체관계자 ＃8>

음.. 가장 의존이 많은 경우는 자료 요청할 때? 하하.. 체육회에서 요청

할 때도 있고. 체육회에도 국회의원들이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서 뿌리면은 우리 연맹에 맞게끔 그걸 써서 제출을 하는

경우들.. 근데 재정적으로는 그쪽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없고, 행정

협조 그 정도.. 지원을 해준 만큼 경기력이 향상되고 그런 면이 있으니

까요.

<경기단체관계자 ＃7>



- 145 -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를 주지. 경기력 향상.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눈치,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조직이잖아? 그럼 문체부 뭘

로 평가하겠어?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아니 뭐 엘리트 스포츠에서 폭

력, 성희롱 사건 줄었다고 대한체육회를 높이 평가하겠냐? 그런 거는

극히 미비해. 런던 가서 5등하고 4등하고 금메달 몇 개 따고 그러면은

끝 인거고. 대한체육회 잘 했다 이거지. 금메달 누가 따?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가서 따냐? 각 종목 선수들이 따는 거 아냐. 각 종목 선수들

을 제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딘데? 경기단체 아냐. -중략- 결

국에는 감독, 국가대표 감독들이랑 코치 선임하고 관리하고, 독려해서

더 훈련시키고 하는 거는 경기단체들 몫이거든. 경기성적 내면은 그걸

로 보상받는 거지.

<경기단체관계자 ＃3>

몇몇 소수의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은 대한체육회의 재정적 지원을 달가워하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단체관계자 ＃10>의 경우는 재정적 지원에 대

한 업무 처리가 민감한 부분이 존재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는 의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대한체육회와의 상호의존성은 조직 간

관계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임을 주지하고 있다.

사실 금전적 부분은 체육회 지원을 안 받는 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더 편합니다. -중략- 정산하기가 무척 까다롭거든요. 결론적으로 의존

은 행정적인 부분에 한정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단체관계자 ＃10>

그러나 이러한 의존성이 과연 상호의존인지 그 방향성의 측면에서도 해석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스포츠조직전문가 #2>의 경우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에

더 의존해 있으며 자원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대칭성의 측면을 언



- 146 -

급하면서 상호의존적 관계로의 발전에 대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설명하고 있

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조직 간 관계에 있어서 발현하는 비대칭성이 대한체육

회와 경기단체 간 직원들의 연봉 차이에서도 비롯됨을 주장하였던 <경기단체관

계자 #2>의 면담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NOC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기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

든? 개혁의 속도를.. 근데 NOC 스스로가 이미 모든 자원을.. 월급이나

이런 걸 전부 정부로부터 받아. 오히려 경기단체보다 더 많이 받아.

더 의존해 있어. 그러기 때문에 얘는 정부 대응자로서 충실히 하인 역

할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죽던 말던 정부가 쪼이면 여

기다 무조건 내려, 떨어뜨려. 그러니까 이거를 현장을 변화시킬 때는

우리가 내적 동기, 외적 동기를 만들어 가면서 그 어떤.. 상황에 따라

서 어떤 거는 좀 빨리 조치를 하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렇게 못하고 있잖아. 경기단체 불만의 그거에서 나와.

<스포츠조직전문가 ＃2>

(4) 조직 간 정당성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는 하나의 제도화된 환경에서 상호연관을 맺고 있는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수행하는 체육 행정은 정부의 영역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김종희, 2004). 이러한 환경에서 조직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민체

육진흥, 체육저변활성화를 위한 정당성 획득이 조직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정당성은 강제적 권력, 규범적 힘, 모방적 힘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Daft, 2012)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도 이러한 특성들이 발견되

고 있었다. <경기단체관계자 ＃2>는 국가적 사업인 스포츠 행정을 수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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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지의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경기단체관계자 ＃5>는 규범적 힘의 측면을,

<경기단체관계자 ＃6>은 모방적 힘의 측면을 설명하면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

직 간 관계에 있어 이러한 비강제적 권력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대한체육회의 엘리트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아시안게임을

디딤돌로 해서 메달을 잘 따야 되고.. 종합대회 성적을 내야 되거든

요. 거기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엔 체육 행정을 깔

끔하게 해서 대한체육회의.. 이미지가.. 대한체육회의 이미지가 나빠지

지 않도록 경기단체들이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경기단체관계자 ＃2>

협조라기보다는 좀.. 상위 규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정이 됐으면

우리들도 개정을 해야 되요. 모법이죠, 모법.

<경기단체관계자 ＃5>

전부터 처리 돼 온 방식 그대로를 따라 가는 거죠. 우리 연맹 지원해

주는 금액이 무슨 건, 무슨 건, 무슨 건으로 항상 매년 정해져있었으

니까. 강제적은 아니고 좀 비강제의 이야기가.. 기존 방식을 따르는 정

당성 같은 거죠. 그게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건데..

<경기단체관계자 ＃6>

그리고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는 비강제적 권력뿐만 아니라 강제

적 권력 또한 발생하게 된다. <경기단체관계자 ＃4>는 업무 시 기한의 한정되는 측

면과 이에 대한 의무를 언급하여 조직 간 관계에 있어 강제적 권력이 작용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강제성이 어느 정도는 필요함을 주지한다. 또한 <경기단체관계

자 ＃7>은 이러한 강제적 권력의 측면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임을 인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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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가 있죠. 왜냐하면 기한을 정해주니까.. 8월 13일까지 해주세요,

8월 21일까지 제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면 기한을 안 놔요. 근

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죠. 강제성도 필요하죠.

<경기단체관계자 ＃4>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좋게 말하면 협조를 계속 구하는 거죠. 어디 국

회의원이 자료를 갑자기 요청을 하면 거기도 제출을 해야 하는 입장

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강제성?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어쩔 수 없

이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 기한 맞춰달라고 하는 경

우는 있고요. 근데 그 때 우리가 대회 중인 경우.. 미리 전화를 해서

좀 늦게 제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가끔은 좀 짜증나죠. 우

리도 바빠 죽겠는데 좀.. 그들도 근데 일을 해야 하니까...

<경기단체관계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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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먼저 결론 및 제언을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자가 왜 이러한 주제로 본 논

문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스포

츠 조직과 관련된 과거의 한 기사를 우연히 읽어보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제

법 오래된 기사이지만 지금 읽어봐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얼마나 고자세며 독선적인가를 나타내는 좋은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체육회 사무처는 이러한 업무수행자세로 30여가맹단체에

군림해 오래전부터 가맹단체의 불평을 사오고 있다. 체육회가 대부분의

가맹단체에 체육회의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하거나 연1백만원의 보조금

을 지급하고 있지만 체육회가 결코 가맹단체에 대해 절대의 힘을 행사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상식. 그러나 체육회는 가맹단체를

종속관계로 격하시켜 가맹단체의 상전노릇을 해온 것이 저간의 사정. -

중략- 가맹단체가 신청한 선수해외파견심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질질

끄는가하면 결국 승인해줄 것을 으례 한번쯤 부결시키곤 하는 것이 상

식처럼 되어있다.

<동아일보, 1981. 9. 10. 8면 기사 발췌>

어떠한가, 지금의 현실과 많이 닮아있지 않은가? 과거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

직 간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명쾌한 답을 이끌어 낼 수는 없지만 현재와 대동소

이(大同小異)한 것으로 본 연구자는 판단하나, 과거와 현재의 조직 간 관계가 어

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추측은 본 논문을 읽는 연구자, 혹은 후속 연구

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 기사에서 아직까지도 ‘산

하’라는 표현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명시되는 현상을 보면서 이

러한 무지함을 앎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감지하고 본 연구의 수행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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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하

여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자 또한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까지 대다수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바이다. 즉, 본 연구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을 상쇄(相殺)하기 위한 결과의 소산

(所産)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드러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찰을 하고자 했지만 우려되는 부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조직 간 관계는 항상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가 과연 이

러한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가,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과연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 등의 부분들

과 직면한다. 실제로 근래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조직의 장에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4 소치 동계올림픽, 2014 브라질 월드컵 등 다양한 스포츠 메가 이벤트(sports

mega events)를 앞두고 한국 스포츠 조직들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따른 체육

단체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실시되었으며 경기단체들의 행정적 문제 및 몇몇 단체의 도덕적 불감(不感) 등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도 하였다(김도헌, 2014; 김지한, 2014;

남장현, 2013).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진천선수촌 건립과 더불어 태릉선수촌의 이

전 문제 등 국가 및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이준호, 2013) 안현수 선

수의 러시아 귀화를 둘러싼 갈등, 2014 소치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아이스하키의 귀화 외국인 국가대표 선발 등 국내외적 변화에 따라 한국의 엘리

트 스포츠 조직들도 급격한 동전(動轉)의 흐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면과 맞물려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의 장이 어떠한 전략적 행동을

수행하면서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관계적 측면

과 본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함의한다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이 다양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

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조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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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한

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는 제도화에 따른 협력, 그리고 조직 자체의 생존

과 상생을 위한 자원의존 관점의 설명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이론의

복합적 관점이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를 규명하는 데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극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협력적 네트워크이론

이나 조직군 생태학이론의 관점에서 규명 가능한 관계가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

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점은 몇몇 변화를 향한 과거의 시도에도 불구

하고 지금과 같은 관계 틀 및 본질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사료 및

문헌과 지금의 현실을 살펴볼 때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가 변화했다

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관계적 설명이 계속적으

로 유효하다는 주장은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일 것이다. 본 연구자도 감지하는 부

분이지만 개개 조직들 자체적으로 느리지만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 측면을 살펴

볼 때 조직 간 관계 또한 조금씩 변천하고 있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담보한다.

향후 이러한 조직의 변화에 대한 측면을 면밀히 고찰해 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 연구자는 판단한다. 실제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관련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후반에는 조직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및 발전

을 위한 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Thibault, Harvey, 1997; Thibault, Frisby &

Kikulis, 1999)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조직 관계의 변화(O'Brien & Slack, 2003),

그리고 최근에는 조직 간 관계에 있어서 협력의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Babiak,

2007, 2009; Babiak & Thibault, 2009; Frisby, Thibault & Kikulis, 2004; Misener

& Doherty, 2012)이 수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스포츠 분야의 연구가 소수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연구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본 연구가 국내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연

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초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한국 스포츠, 그리고 체육과 스포츠 사회학이란 나의 전

공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고 공부해 나가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스포츠

조직을 연구하다보니 한국의 스포츠 그 자체를 더듬어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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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현대사회는 조직의 사회이다“라는 Presthus(1979 : 4)의 언급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조직의 연구는 우리 사회, 그리고 인간들의 삶 그 자체를 연구하는 작

업일 수 있으니 그럴 만도 하였던 것이리라.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를 조사하

면서 국내에는 스포츠 조직 간 관계와 연관된 연구가 거의 전무하며 국외에서도

많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척이나 힘들지 않을까하는 고민과 걱정을 많

이 하였지만 그래도 젊음을 밑천삼아, 앎을 추구하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어찌 보

면 무모하리만치 호기롭게 도전을 하게 되었다. 문헌 고찰, 언론·미디어 분석, 면

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접근의 어려움 , 설문지 배포 등 연구도중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였으나 무사히 연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불평등과 차별의 측면을 반영하는 조직 간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추었

으나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 간에는 궁극적으로 협력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경주하는 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서 향후

한국 스포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한 것 또한 중요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라 이

에 대한 기틀을 잘 잡아나갈 수 있을지 스스로도 많은 의문과 인고의 세월을 보

내야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 및 제언에 이르게 되었다. 설(說)이 매우 길

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관계에 따른 특성의 양

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민주적이며 합리적

인 스포츠 거버넌스 환경 구축의 기초 자료 제공의 기여에도 목적을 둔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전문가 면담,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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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는 등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으로는 스포츠조직 관련 전문가 2명, 문체부 관계자 2명, 대한체육회

관계자 1명, 경기단체 관계자 10명 등 총 15명을 전문가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더하기 위한 설문조사로

는 올림픽 회관, 태릉선수촌, 진천선수촌 등 대한체육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들과 56개 중앙가맹경기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

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대한체육회 44명, 중앙가맹경기단체 126명 등 총

170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전문가 면담의 경우 1~2차례의 반구조

화 면담으로 실시되었으며 전사, 코딩, 주제생성이라는 귀납적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경우 PASW Statistics 18,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평균분

석, 일표본 및 독립 T검정, 다변량분산분석(MANOVA),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하

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는 한 마디로 정의내릴 수 없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는 조직 간 관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제도화가 전제되

나 제도화만으로 풀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자원의존의 관점에서 설명

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는 협력적 네트워크 관

점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화된 장에서는 안정적이

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맹’이라는 동맹의 형태를 통해 하나의

제도화된 권역을 형성하면서 상호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

도화를 위해서는 정당성이 요구되는데(Suchman, 1995) 정당성은 강압적 힘, 규범

적 힘, 모방적 힘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세 가지 모두 작용하기도 하고

어느 하나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기도 한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의 장에서

는 국내 및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위선양, 국민체육진흥, 경기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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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변확대 및 발전 등의 미션(mission)을 수행하고 한국 체육의 긍정적 이미지 형

성을 위하여 때로는 강제성을 담보하는 행정업무적인 협력, 그리고 조직 간 유사

한 업무 방식 및 조항 등 모방적 힘, 가맹 하에 명시된 규범적 힘 등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하에 재정 및 행정, 인적자원 등에 대한 상호의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정하며 서로의 관계에 있어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행동들이 수행되고 있었는데 안정적인 제도화 또한 자원의존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측면을 함의한다. 이러한 관계의 장에서 대한체육

회의 경우 중앙가맹경기단체들에 비하여 국가의 관리와 직접적인 예산 지원 등

조직의 안정적 측면에 있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부분의

경기단체들은 대한체육회의 지원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이런 지원만으로

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넉넉한 회원사

의 후원, 기금의 형성, 스폰서 유치를 통한 마케팅의 활용 등 제도화된 환경을

넘어 다른 사회 영역으로 시선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불확실성을 내

재하는 환경에서 제도화된 조직군의 환경을 넘어 또 다른 자원의존의 장을 형성

하는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장

을 형성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순환근무제 방안 도입의 시도, 경기단체연합회의

존재 등에서 가능성을 타진할 수도 있으나 조직 간 배타성 및 순환근무제에 대

한 부정적 견해, 경기단체연합회의 유명무실 등으로 작금의 현실에서는 이론적

설명에 제약이 따른다.

둘째, 대한체육회와 중앙경기가맹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이론적 접근은 통계적으로도 타당하게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는 조직 간 신뢰, 의사소통, 의존

성, 비강제적 권력의 특성들이 주로 작용하며 강제적 권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

균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조직 간 특성들 중 신뢰, 의사소통, 의존

성, 비강제적 권력에서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앙가맹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보다 신뢰, 의사소통,

비강제적권력의 특성에서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한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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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중앙가맹경기단체보다 의존성의 특성에서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직 간 협력의 경우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통계 결과를 통해 인지할 수 있지만 아직 조직

간 협력의 부분에 있어 발전 및 개선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

고 조직 간 관계 특성은 협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직 간 의사소통, 의존성, 비강제적 권력이 조직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으며 이는 제도화이론과 자원의존이론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의 관계의 본질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양

상을 나타낸다. 이는 독립·일원적 관계, 불가분적 관계, 상호 연관적 관계, 비대칭

적 관계, 협력 지향적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제도권을 형성한 일원적 관계가 기본

전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적인 조직들이 하나의 제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성 또한

전제되고 있었는데 조직들 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관계의 자생성, 계속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의미 하는 관계의 영속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

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은 상호 연관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는 힘·권력의

영향에 따른 관계 변화, 물고 물리는 연쇄성, 재정자립도에 따른 관계 변화, 비공

식적 관계 등으로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에는 비대칭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인지적 불평등, 지원의 계급화, 체계·구조의 문제, 자원의 불균형성,

종목 이해도의 차이 등으로 나타났다.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간에는 서로 다

른 비대칭성이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차이가 극명해질수록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는 협력을 지향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조직은 대부분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

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요인으로는 조직 간 신뢰, 조

직 간 의사소통, 조직 간 상호의존성, 조직 간 정당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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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강제적인 권력, 규범적 힘, 모방적 힘 등의 측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2. 제언

세계화 혹은 전지구화 (globalization), 기술의 발전, 경제적 도전의 직면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조직의 양태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과 함께 최근 조직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조직 간의 관계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IORs)가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Babiak, 2007, 2009; Shilbury & Moore, 2006; Geisler, 1995; Thibault, Frisby,

& Kikulis, 1999). 이러한 조직 간 관계가 우리의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인식하고(Giddens, 2001), 다양하고 다변화하는 사회현상을 규명하

는데 있어 조직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조직 간

관계가 사회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

한 상황이며 국외에서도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

하여 거시적 및 미시적 맥락에서 어떠한 관계성이 존재하는지를 고찰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사실, 연구를 하는 연구자마다 본 논문에 대하여

나름 할 말이 참으로 많을 것이라 본다. 각자의 프레임 (frame)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조직 간 관계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우선 본 연구자는 이러한

각각의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

을 견지하고자 노력하였다 . 다양한 프레임을 반영하지는 못하였지만 스포츠 조

직 간 관계 연구를 시도하는 연구자들에게 나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라 판단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몇몇 제한점이 존재하

는 것 또한 사실인데 이에 따라 향후 한국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발전을 위

한 후속 연구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본 연구자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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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면담을 통해 어떻게 하면 조직 간 관계가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

계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단체들마다 천태만상으로 나타나는 관계의 특수성

및 개별성을 감안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중앙가맹경기단

체들마다 대한체육회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대한체육회와의 관계에 있어 축구협회와 같

은 아웃라이어 조직과 택견 종목을 관장하는 협회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바라보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프로종목과 연계된 아마추어 종목의 조

직들과 순수 아마추어 조직, 올림픽 종목과 비 올림픽 종목 등의 조직들과의 관

계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한체육회와의 관계에 있

어 경기단체들의 사정 및 규모 등에 따라 드러나는 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면밀

히 분석하는 연구는 향후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의 경우 세부

적인 업무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관계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

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경기, 국제경기, 학교체육, 선수촌, 프로 및 아마

추어 등 세부업무의 장에 따른 관계를 감안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

직들은 일률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체계적인 세부업무를 구분

하고 다른 조직의 관련 부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때

문에 이에 따른 조직 간 관계 또한 다른 양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

다. 한국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종목들과 관련된 다양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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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하는 측면들을 고려한 세분화된 업무를 참작하여 이를 면밀히 파악하는

연구는 향후 한국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발전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조직 간 관계에서 발현하는 본질 규명과 이론적 분

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변화 및 구체적인 관계 발전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 엘리트 조직 간 관계에 대한 변화의 측면과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 조

직 간 관계에 대한 연구의 수행이 미비하였던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간 관

계의 현재와 과거를 규명하는 작업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조직 간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이를 위한 신뢰, 소통, 의존, 규범화 등의 측면에서 아직

발전 및 개선될 여지가 본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서로 진정으로 평

등하고 대등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협력이 원활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한국 스포츠 조직 간 관계

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면밀한 고찰을 통하여 향후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가 어떠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을지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감지해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조직 간 관계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스포츠 조직 간 관계와 조직 유효성, 조직 효과성 등 관계가 긍정

적일 경우 조직들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 간 관계가 좋을 경우 조직 유효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사회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다뤄져오고 있지만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는 아직 거의 시도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체육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조직 간 관계와 조직의 실질적인 업무 유효성, 효과성, 성

취 등의 관계를 밝혀내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섯째, 본 논문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 간 관계로 국한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를 넘어 문체부, 국민생활체육회, 시도 및 시군구 체육

회, 생활체육조직, 영리목적의 조직 등 스포츠와 관계된 다양한 조직들 간 관계

를 거시적·미시적인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스포츠 조직의 장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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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 간 관계를 넘어 정부, 영리, 비영리, 학

교, 생활체육,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부문의 영역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도화이론, 자원의존이론, 조직군

생태학이론, 협력적 네트워크이론 등은 복잡한 스포츠 조직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복잡한 실타래들을

풀어내고 면밀히 분석해내는 시도는 한국 스포츠 조직 간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스포츠 그 자체를 이해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향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한국 스

포츠 거버넌스의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기틀을 마련에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2) 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 회계 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두 조직군의 특성

상 서로가 업무에 연관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 교육프로

그램의 개발은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능력에 대하여 질

적 재고를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교류와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서로의 업무와 에로사항을 이해하는 자리를 통해 공식

적 관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를 강화함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정보 교환

및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 등 조직 간 관계를 원만히 구축하게 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다분하다 여겨진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몇

몇 경기단체들에게도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스포츠 관련 언론 및

미디어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워크숍, 공청회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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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마련된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의 지원 및 감사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종목의 저변확대 및 발전에 있어 지금까지 한국의 체육계는 부익부 빈익빈의

지원을 실시해온 것이 주지된 사실이다. 또한 감사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감사와

대한체육회의 감사 등으로 인하여 경기단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

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나름 안정적으로 기틀이 잡힌 체계를 단번에 바꾸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도 평등하고 대등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로가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인기 종목이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

직 자체적인 자립성뿐만 아니라 정부, 체육회 차원에서의 원시안적(遠視眼的) 지

원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가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

록 대승적(大乘的)이고도 심도 있는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등에 대한 고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bault, Frisby, &

Kikulis(1999), Frisby, Thibault, & Kikulis(2004), Babiak(2007, 2009), Babiak &

Thibault(2009), Misener & Doherty(2012) 등은 스포츠 조직 간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이러한 협력 관계 구축에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써 가이

드라인의 부족, 불충분한 훈련, 열악한 조건, 구조적 문제, 전략적 충돌 등을 언

급하면서(Babiak & Thibault, 2009; Frisby, Thibault, & Kikulis, 2004) 복잡한 조

직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관리 능력 향상 및 개선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측면들에 대비한 심도 있는 고려와 연구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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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성인용)
연구 과제명 :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연구 :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를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명 : 정 이 든(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본질에 대하여 규명하고 이를 통

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스포츠 거버넌스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행하는 연구입

니다. 귀하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관련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또 스포

츠 조직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숙지하고 있기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정이든 연구원(C.P : 
010-XXXX-XXXX)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

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을 중심으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관계에 따른 특성의 양상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내 엘리트 스포츠

조직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스포츠 거버넌스 환

경 구축의 기초 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

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대한체육회 및 중앙가맹경기단체에서 현재 혹은 과거에 사무국장, 임원급으로 근

무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지닌 전문가 5-1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조직 전

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장급 및 관련 연구소 연구

원 등의 전문가 5명 등 총 10~15명 이상이 참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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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본 연구는 면담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당 1~2시간 정도의

면담을 1~2회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 1~2회의 추가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귀하의 동의하에 모든 면담 내용은 녹취할 예정이며 불편하거

나 원하지 않는다면 즉시 연구자에게 말해 면담과 녹음을 중단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귀하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총 연구 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2월 1일까지이며 면담의 경우

2013년 7월 20일부터 9월 달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면담은 1~2시간 진행하여

1~2회 정도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

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면담과 참여관찰 중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귀하는 언제

든지 면담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178 -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권순용 교수(Tel: 02-XXX-XXXX)입니
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

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

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

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

락하십시오.

이름:   정 이 든     전화번호: 010-XXXX-XXXX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

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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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면담 진행 중 면담 내용을 녹취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

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6.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

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열람하는 것에동의합니다.
7.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

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정 이 든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정 이 든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만일 있을 경우

                                                                           
법정 대리인 성명(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만 18세 이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반드시 부모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입회인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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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 기반

한 것으로서 조직 간 관계 특성이 조직 간의 협력 및 조직 자율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 조직과 다른 조직의 관계에 따라 조직 간 신뢰, 의사소

통, 의존, 권력 등의 관계특성이 어떠한 성향을 지니는지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조직 간 협력, 조직 자체의 자율성이 얼마

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 되며, 분석 결과는 연구 목적

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미 응답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본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

며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서울대학교

지도교수 : 권 순 용(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조 사 자 : 정 이 든(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 과정)

문 의 : OOOOOOOO@OOO.OO.OO, 010-XXXX-XXXX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설문

(대한체육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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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조직이 스포츠 이벤트 및 경기 등에 참가하

여 중앙가맹경기단체들과 업무를 수행할 때 중앙

가맹경기단체들의 협력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은 귀하조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체적으로 정직하게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20대 이상   ② 30대 이상   ③ 40대 이상   ④ 50대 이상

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학교졸   ④ 대학원석사   ⑤대학원박사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남성   ② 여성

4. 귀하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중복의 경우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국내 경기 관련 업무   ② 국제 경기 관련 업무   ③ 학교 체육 관련 업무   

  ④ 선수촌 관련 업무   ⑤ 예산 관련 업무   ⑥ 경영 전략 관련 업무 

  ⑦ 총무 및 법무 관련 업무   ⑧ 경영 및 기획 관련 업무   ⑨ 기타 업무

5. 귀하의 근무 위치는 어디입니까? (     )

  ① 올림픽 회관   ② 선수촌   

  ③ 올림픽 회관과 선수촌을 제외한 올림픽 공원 내   ④ 기타 외부

5. 귀하의 업무수행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정확하게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경우 대략적으

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년 (    )개월

6. 귀하께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중앙가맹경기단체 직원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친분이 있는 중앙가맹경기단체 명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있다, 친분이 있는 중앙가맹경기단체  : (                                       )

  ② 없다

※ 다음은 조직 간 관계에서의 “신뢰”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시

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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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가맹경기단체들은 귀하조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은 귀하조직과 관련된 제반 

업무 시간을 대체적으로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은 귀하조직과 관련된 제반 업

무에서 발생한 정보를 악용하거나 누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은 귀하조직이 업무에 관련

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으로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과 서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빈번하게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과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빈번하게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과 관련 제반 

업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사전

에 빈번하게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과 커뮤니케이션

을 위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

앙가맹경기단체들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의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과의 관계가 단

절될 경우 업무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제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앙가

맹경기단체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제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앙가

맹경기단체들이 선행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업

무를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조직 간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

하시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직 간 관계에서의 “의존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

시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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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조직은 제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앙가

맹경기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관련 제반 업무 수행 시 중앙가맹

경기단체에서 해당 문서를 받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이 협력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조직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 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이 협력에 동

의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이 협력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삭

감이 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의 업무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임무를 완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의 의사결정 내

용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의 조직 업무 수행 

절차 및 프로세스를 우리 조직에 적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이 관련 업무 수행

에 필요한 자원을 요청할 경우 기꺼이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의 인력지원 요

청에 대하여 기꺼이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조직은 관련 제반 업무 수행 시 중앙가맹

경기단체와 업무절차에 대한 공식 규정을 마련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관련 제반 업무 수행 시 중앙가맹

경기단체와 TFT(Task Force Team)를 구축하

여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조직 간 관계에서의 “강제적 권력”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시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직 간 관계에서의 “비강제적 권력”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시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직 간 관계에서의 “협력”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시

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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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조직의 관련 업무에 대한 계획은 귀하조직

의 사정에 따라 외부(문화체육관광부, 중앙가맹

경기단체 등)에서 제시한 지침에서 다소 벗어나

더라도 융통성 있게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 직원의 채용(채용직원의 수와 자격)은 

외부의 간섭 없이 조직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

이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의 목표는 외부의 간섭 

없이 조직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의 수업 우선순위 또는 수행순서는 외

부의 간섭 없이 귀하조직 스스로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의 사업 내용을 조직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변경하게 될 경우, 귀하조직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의 사업 지침에 명시된 사업이 아닌 

새로운(실험적인) 업무일지라도 이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직에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

이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규정

(법, 제도 등)보다 조직의 판단에 따라 일 할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이 달성해야 할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

들은 반드시 조직에서 정한 목표를 따를 필요

는 없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과 공동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들과 함께 교육, 

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중앙가맹경기단체와 관련 제반 업

무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조정활동에 참여하여 업무를 진행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조직 간 관계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

시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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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앙과 지방,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의 순환근무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08년 이전 경기력 향상 지원비의 등급이 5개에

서 2009년 이후 8개 등급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등급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앞으로 경기력 향상 지원비 등급이 더욱 더 세

분화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 조직의 업무 수행에 있어 중앙가맹경기단

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중앙가맹경기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귀

하조직과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 조직과 중앙 가맹 경기단체와의 관계는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체부와의 관계가 중앙 가맹 경기단체들과의 

관계보다 더욱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중앙가맹경기단체들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야

유회, 등산 등의 행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참

여할 용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관계는 평등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08년 이전 경기력 향상 지원비 등급 및 

지원액(단위 : 천원)

2009년 이후 경기력 향상 지원비 등급 및

지원액(단위 : 천원)

올림픽 종목으로 금메달 획득단체 A 240,000
최근 직전 올림픽 금메달 획득 단체 1 275,000

올림픽 금메달 획득 단체(1항 제외 종목) 2 260,000

올림픽 종목으로 사업규모가 큰 단체 B 220,000 최근 직전 올림픽 은, 동메달 획득 단체 3 245,000

올림픽 은, 동메달 획득 단체(3항 제외 종목) 4 230,000
올림픽 종목단체 C 190,000

최근 직전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단체 5 220,000

아시아 종목단체 및 메달 획득단체 D 150,000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단체(5항 제외 종목) 6 195,000

아시안게임 은, 동메달 획득 단체 7 170,000

기타종목 및 사업규모가 작은 단체 E 100,000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비메달 단체 및 기타 단체 8 100,000

※ 다음은 조직 간 관계 주요 이슈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설문입니다. 참고사항을 먼저 확인

하신 후,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시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

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a. 순환근무제 :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지방과 중앙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

해 도입하려는 방안임

    b. 경기력 향상 지원비 등급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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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 기반

한 것으로서 조직 간 관계 특성이 조직 간의 협력 및 조직 자율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 조직과 다른 조직의 관계에 따라 조직 간 신뢰, 의사소

통, 의존, 권력 등의 관계특성이 어떠한 성향을 지니는지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조직 간 협력, 조직 자체의 자율성이 얼마

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 되며, 분석 결과는 연구 목적

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미 응답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본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

며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서울대학교

지도교수 : 권 순 용(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조 사 자 : 정 이 든(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 과정)

문 의 : OOOOOOOO@OOO.OO.OO, 010-XXXX-XXXX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설문

(중앙가맹경기단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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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20대 이상   ② 30대 이상   ③ 40대 이상   ④ 50대 이상

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학교졸   ④ 대학원석사   ⑤대학원박사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남성   ② 여성

4. 귀하의 소속 조직은 어떤 종목을 관장하십니까? 그리고 귀하 조직의 분류가 어디에 속

하는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목 : (                                 )

   ❍ 등급

분류 기준내용 체크

1

올 림 픽

종목

최근 직전 올림픽대회 금메달 획득 단체

2 금메달 획득 단체(1항 제외 종목)

3 최근 직전 올림픽대회 은, 동메달 획득 단체

4 은, 동메달 획득 단체(3항 제외 종목)

5

아 시 안

게임

최근 직전 금메달 획득 단체

6 금메달 획득 단체(5항 제외 종목)

7 은, 동메달 획득 단체

8 올림픽대회 및 아시안게임 비메달 단체 및 기타 단체

5. 귀하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중복의 경우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국내 경기 관련 업무   ② 국제 경기 관련 업무   ③ 학교 체육 관련 업무   

  ④ 선수촌 관련 업무   ⑤ 예산 관련 업무   ⑥ 경영 전략 관련 업무 

  ⑦ 총무 및 법무 관련 업무   ⑧ 경영 및 기획 관련 업무   ⑨ 기타 업무

6. 귀하의 근무 위치는 어디입니까? (     )

  ① 올림픽 회관   ② 핸드볼 경기장   

  ③ 올림픽 회관과 핸드볼 경기장을 제외한 올림픽 공원 내   ④ 기타 외부



- 188 -

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조직이 스포츠 이벤트 및 경기 등에 참가하

여 대한체육회와 업무를 수행할 때 중앙가맹경기

단체들의 협력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대한체육회는 귀하조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체적으로 정직하게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대한체육회는 귀하조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대한체육회는 귀하조직과 관련된 제반 업무 시

간을 대체적으로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대한체육회는 귀하조직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서 발

생한 정보를 악용하거나 누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대한체육회는 귀하조직이 업무에 관련된 도움

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으로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와 서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빈번하게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빈번하게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와 관련 제반 업무의 변

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사전에 빈번하

게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하

여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

한체육회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의 업무수행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정확하게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경우 대략적으

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년 (    )개월

8. 귀하께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대한체육회 직원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친분

이 있는 직원의 수가 몇 명인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있다, 친분이 있는 대한체육회 직원 수 : (     )명

  ② 없다

※ 다음은 조직 간 관계에서의 “신뢰”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시

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직 간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

하시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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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의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와의 관계가 단절될 경

우 업무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대한체육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제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체

육회의 확인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제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체

육회가 선행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업무를 진행

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제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체

육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관련 제반 업무 수행 시 대한체육

회에서 해당 문서를 받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의 협력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조직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 조직은 대한체육회의 협력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의 협력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삭감이 있

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의 업무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임무를 완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조직 간 관계에서의 “의존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

시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직 간 관계에서의 “강제적 권력”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시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직 간 관계에서의 “비강제적 권력”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시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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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의 의사결정 내용을 신

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의 조직 업무 수행 절차 

및 프로세스를 우리 조직에 적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자원을 요청할 경우 기꺼이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의 인력지원 요청에 대

하여 기꺼이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조직의 관련 업무에 대한 계획은 귀하조직

의 사정에 따라 외부(주로 대한체육회, 문화체육

관광부, 스폰서 기업 등)에서 제시한 지침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융통성 있게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 직원의 채용(채용직원의 수와 자격)은 

외부의 간섭 없이 조직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

이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의 목표는 외부의 간

섭 없이 조직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조직은 관련 제반 업무 수행 시 대한체육

회와 업무절차에 대한 공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관련 제반 업무 수행 시 대한체육

회와 TFT(Task Force Team)를 구축하여 업무

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와 함께 공동으로 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와 공동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와 함께 교육, 훈련 등

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은 대한체육회와 관련 제반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조정활동에 참여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조직 간 관계에서의 “협력”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시

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직 간 관계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

시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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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조직의 수업 우선순위 또는 수행순서는 외

부의 간섭 없이 귀하조직 스스로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의 사업 내용을 조직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변경하게 될 경우, 귀하조직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의 사업 지침에 명시된 사업이 아닌 

새로운(실험적인) 업무일지라도 이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직에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

이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규정

(법, 제도 등)보다 조직의 판단에 따라 일 할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조직이 달성해야 할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

들은 반드시 조직에서 정한 목표를 따를 필요

는 없다.

① ② ③ ④ ⑤

2008년 이전 경기력 향상 지원비 등급 및 

지원액(단위 : 천원)

2009년 이후 경기력 향상 지원비 등급 및

지원액(단위 : 천원)

올림픽 종목으로 금메달 획득단체 A 240,000
최근 직전 올림픽 금메달 획득 단체 1 275,000

올림픽 금메달 획득 단체(1항 제외 종목) 2 260,000

올림픽 종목으로 사업규모가 큰 단체 B 220,000 최근 직전 올림픽 은, 동메달 획득 단체 3 245,000

올림픽 은, 동메달 획득 단체(3항 제외 종목) 4 230,000
올림픽 종목단체 C 190,000

최근 직전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단체 5 220,000

아시아 종목단체 및 메달 획득단체 D 150,000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단체(5항 제외 종목) 6 195,000

아시안게임 은, 동메달 획득 단체 7 170,000

기타종목 및 사업규모가 작은 단체 E 100,000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비메달 단체 및 기타 단체 8 100,000

※ 다음은 조직 간 관계 주요 이슈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설문입니다. 참고사항을 먼저 확인

하신 후, 각 설문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시는 수준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체크(○, √ 등)해주

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a. 순환근무제 :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지방과 중앙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

해 도입하려는 방안임

    b. 경기력 향상 지원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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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앙과 지방,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 간

의 순환근무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08년 이전 경기력 향상 지원비의 등급이 5개에

서 2009년 이후 8개 등급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등급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앞으로 경기력 향상 지원비 등급이 더욱 더 세

분화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 조직의 업무 수행에 있어 중앙가맹경기단

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중앙가맹경기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귀

하조직과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 조직과 중앙 가맹 경기단체와의 관계는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체부와의 관계가 중앙 가맹 경기단체들과의 

관계보다 더욱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중앙가맹경기단체들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야

유회, 등산 등의 행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참

여할 용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대한체육회와 중앙가맹경기단체의 관계는 평등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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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mong Elite Spor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The Case of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and Its Affiliated National Sport
Federations

Eden Jeo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IORs) among the Korean elite sport organizations,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Korean Olympic Committee(KOC) and its affiliated national

sport federations(NSFs). A set of mixed research methods were utilized

including document analysis, in-depth interview, and questionnair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sport administration experts.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the finding from in-depth interviews,

and distributed to 170 members of KOC and NSFs. Statistical analyses were

utilized to analyse data, including t-test, M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KOC and NSFs are legitimatized within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But the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can be used to help expand the institutional

understanding of the IOR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collaborative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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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also provides an useful, but limited explanation of the IORs.

Second, it was found that empirical data analyses, collected by

questionnaire survey,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theoretically identified variables of IORs. Trust, communication, dependence

and non-compulsory forces between the organizations are major variables

affecting the relationships, showing statistically differences between the KOC

and NSFs. The existence of collaborative relationships,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the variables of communication, dependence, and

non-compulsory forces, is also partially supported. The results show a

theoretical relevance with the institutional theory and the resource dependence

theory.

Third, it is notable that the nature of IORs is found to be complex,

multi-dimensional. This nature can be understood with diverse aspects

including independent and unitary relationship, inseparable relationship,

reciprocal relationship, asymmetrical relationship, and collaborative relationship.

The diverse aspects of the nature of IORs functions as an interlinked set of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For example, the basic premise of the IORs is a

unitary relationship, which is also independent uni-institutional. Also,

inseparability is premised on the IORs. In these relationships, the organizations

also supports reciprocal relationships and asymmetrical relationships. And

ultimately, the organizations overall work together to build collaborative

relationships.



- 195 -

Keywords : Korean elite sport organizations, Korean Olympic

Committee(KOC), National sport federations(NSFs),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IORs), Institutional theory,

Resource dependence theory, Collaborative networks theory

Student Number : 2011-2366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문제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에 대한 이해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의 개념 
	2)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의 현황 및 역할 
	3)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의 재정 및 지원 현황 

	2. 조직 간 관계 이론에 관한 고찰 
	1) 조직 간 관계의 개념 
	2) 조직 간 관계의 분석 수준 
	3) 조직 간 관계 유형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 
	4) 조직 간 관계의 특성 

	3. 조직 자율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조직 자율성의 개념 
	2) 사회 환경 변화와 조직 자율성의 관계 
	3) 조직 자율성과 조직 간 관계 이론 적용 

	4.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2. 자료 수집 
	1) 전문가 면담 
	2) 설문조사 

	3. 자료 분석 
	1) 전문가 면담 
	2) 설문조사 

	4.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5. 자료의 진실성 검증 및 윤리적 고려 
	1) 자료의 진실성 검증 
	2) 윤리적 고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이론적 분석 
	1) 제도화가 전제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의 장 
	2)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자원의존의 장 
	3)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장 

	2.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협력과 관계 특성의 양상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협력의 분석 
	2)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특성의 분석 
	3)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 협력과 관계 특성의 연관성 

	3. 한국 엘리트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본질 
	1) 독립일원적 관계 
	2) 불가분적 관계 
	3) 상호 연관적 관계 
	4) 비대칭적 관계 
	5) 협력 지향적 관계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1)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2) 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