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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복지국가, 무상복지라는 단어처럼 복지는 이제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게

되었다. 친숙한 단어만큼 시민들은 높은 복지수준과 복지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의도대로 작동하지 못해 적절한 서비스

가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전달체계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들

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조직의 설계나 기능구조 개편 등 거시적

측면에서만 바라본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달’이라는 행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냐에 대한 대답인데, 그동안은 행동원리에 대한

기초 없이 효과적인 조직설계에만 몰두해왔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복지전

달체계 논의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달체계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에서 출발해보았다. ‘체계’라는

뜻은 조직 간 연결로, 체계에 의한 복지서비스 전달이 이뤄지려면 조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조직행동에 대한 기초

적인 이해 없이 조직을 연결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사상누

각일 뿐이다.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

에서 집행이 조직행동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이에 조직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기초는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달’의 의미는 마지막 한 명에게까지 이른다는 뜻으로, 전달체계의 끝

부분에서 시민과 어떤 모습으로 접촉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민과

접촉하는 일선환경이 시민에게는 정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

선환경 속에서 전달체계는 어떤 모습으로 시민과 상호작용하며, 전달조직

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Lipsky(1976)의 일선관료제 이론을 바탕으로 일선조직인 동 주민센터를

관찰하고, 일선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나가고 있는지 메커니즘을 발견

하고자 노력하였다.

시민들과 면대 면으로 마주하는 일선업무환경에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

재했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원의 부족, 업무성과에 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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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다. 일선업무환경에 있

는 개인이나 조직 모두 마주한 업무들을 처리하기에는 자원이 턱없이 부

족했다.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없었다. 업무성과나 역

할에 대한 기대도 엇갈렸다. 수직적 형평성이 달성되길 바라면서도 수평

적 형평성을 요구하거나, 방문조사나 사각지대개선을 목표로 하면서도 합

법성의 잣대로만 업무성과를 측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칭찬보다는 지적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일상적으로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에 마주

하게 되었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조직은 조직루틴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 규정이

명시적일 때에는 이에 근거한 행동(rule-following)을 하고, 모호한 경우에

는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자 해석이 이루어진 루틴을 행동기준으로 삼았

다. 관찰 사례에서는 동 주민센터가 갖는 조직루틴들을 발견하고 여러 측

면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핌으로써 조직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한 예로 사람들은 흔히 조직루틴을 단순한 반복이나 관성적

인 측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직루틴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때문에 환경에 맞게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

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조직도 조금씩 적응해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조직

루틴은 조직행동을 설명하는 기초이자 핵심이다. 조직이 속한 환경 속에

서 조직만이 가진 리듬을 발견하고 읽는 데에서부터 조직의 변화가 시작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개편과 혁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마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요

한 것은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 때문에

지금의 복지전달체계 논의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은 실

제 조직행동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조직을 통폐합하고 신설하는데 치중했

다. 정권교체 때마다 빈번한 행정부의 조직개편이 그 예이다. 하지만 문제

가 크고 복잡하더라도 풀이는 단순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

다. 큰 문제에는 거창한 해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작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전달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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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조직구조처럼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기보다, 작지만 중요한 조직적

단위의 일상적인 행동들을 분석함으로써 개선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

것이 바로 조직행동의 기본 원리인 조직루틴에 주목해야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거칠게 분석한 한계가 있겠지만, 전달체계가 갖

는 조직적 측면과 조직루틴에 의한 조직행동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요어 : 조직루틴, 조직행동, rule-following, 미시적 기초, 일선업

무환경, 사회복지전달체계

∙학 번 : 2013-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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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6년 56조원에 불과했던 복지 예산은 10년이 채 안 돼 2014년 100조원

을 돌파하였으며 2015년 현재 약 115조원을 넘어섰다. 복지에 대한 요구

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관심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그 크기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그리 높지 않아 보

인다. 대응성이 높은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상 집단에게 단순히 서

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필요에 맞는 복지를 전달하는 방식

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달과정에서 시민들의 수요에 어떤 모습으로 접촉

하며 대응해 나가야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전달체

계 개선노력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시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두

고 있었다. 제시된 수많은 대안들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살

을 고려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현장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달체계’에서 ‘전달’과 ‘체계’가 갖는 본래 의미에 주목

하여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의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s)를 이해하고

자 한다. 체계(system)에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 각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전달체계는

여러 조직들 간의 연결로 볼 수 있기에, 복지정책의 집행을 조직적인 행

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수급자들

에게 동일한 형태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볼 때, 집행의 주체를

개인이 아니라 조직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달(delivery)도

결정된 복지서비스가 시민 ‘하나하나에게까지 이르는’ 의미인 만큼, 전달

체계가 시민과의 접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상호관계를 보이는지 일선업무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체계가 갖는 조직행동의 측면과 서비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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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더 나은 설명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 질문

체계가 조직 간 연결을 의미한다면, 전달체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전달은

조직에 의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직행동에 대한 이해 없이 효

율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조직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조직에 존재하는 조직루틴(Organizational Routines)

때문이다. 조직루틴에는 조직의 과거 경험이나 대안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조직행동에 있어 인지상의 절약을 가져오거나(Cyert and March, 1963)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의 저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Hodgson and

Knudsen, 2004; Becker, 2005). 이처럼 조직루틴은 조직 행동의 기초가 되

며, 조직에 의한 정책결정과 집행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1). 복지서

비스제공이 조직행동이라면, 전달체계에서도 조직루틴이 발견되는가? 마

주한 환경에서 조직은 어떻게 행동하고 적응하는가? 그 속에서 조직루틴

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앞선 질문들에 뿌리를 두고 본 연구에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흔히 일선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대표적인 일선관료제 연구인 Lipsky(1976)도 일선관료들이 단순화

(simplifications)와 정형화(routines)를 통해 자신들에게 알맞게끔 업무환

경을 구조화하고 적응해나간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2013년에 사회복지공

무원 5명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자살한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그들의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결정이란 일반적인 정책결정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일 수

있다. 전달, 즉 집행과정에서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정책(제공될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과 유사하나, 기본적인 방향과 테두리가 결정된 상태에서

구체화된 세부사항이 확정될 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정책결정에 비해 덜

정치적이며 하위조직에 의한 기술적·기계적·전문적인 결정이기에 구분되어야 한다(정

정길 외, 2014: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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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질문 :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연구 질문 1 : 일선사회복지업무 환경에는 어떤 어려움이 존재하는가?

연구 질문 1-1 :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일이 쉽다고 생각하는가?

- 연구 질문 2 : 마주한 업무환경에 조직은 어떻게 행동하고 적응하는가?

연구 질문 2-1 : 그 속에서 조직루틴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일이나 환경이 설명만큼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단순반복에

무료한 9급 공무원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왜 공무원들은 어려움을 토로

하는 것일까? 그들의 업무에 미처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가? 왜 사

회복지공무원들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그들이 마주한

일선업무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되짚어봄으로써 전달과정의 문

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앞선 질문들에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시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

구 속에서 일선 조직의 복지업무 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질문들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제 3 절 연구대상 및 방법

이 부분은 연구자가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어떤 기준

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충

분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본 연구의 신뢰성

(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을 확보하기를 기대해본다.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일선환경의 모습은 어떠하며, 전달체계

속에서 조직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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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설문지나 행동의 빈도분석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통계자료에서 이끌어낸 유의미한 차이도 충분한 설명력을 보일

수 없었다. 때문에 풍부한 설명이 가능한 질적 연구를 선택하게 되었고,

질적 연구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도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관찰을 진

행하게 되었다.

단일사례연구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하나의 대상에만 초점을 두고 관

찰을 했다는 점에서 관찰결과가 타당하며 일반화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사례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도 충분히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2). 사례연구는 실험에서처럼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표본’을 통해 그 빈도를 조사하고 확인하

는 것이 아니라(통계적 일반화), 선정한 사례 자체가 가진 내용들을 풀어

가면서 기존 이론의 의미들을 확장하고 일반화(분석적 일반화)하는데 목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잘 알려진 이론들을 검증하는 데에 구체적

인 사례가 존재하거나 하나의 사례가 대다수의 사례들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 특징을 가진 경우라면, 단일사례 분석의 결과도 의미있다고 볼 수 있

다(Yin, 2013: 342). 이에 본 연구에서도 단일사례이지만 기존 이론에 추

가적인 시사점을 덧붙일 수 있도록 관찰대상의 선정과 분석에 노력하였

다.

2. 연구대상의 선정

질적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선정은 대표성을 강조하는 양적연구에서의 표

집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대표성보다는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나타

내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가 선택되었는지, 이를 통해 적합한 기술이나 해

석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3). 이를 ‘목적적 선정

2) 질적 연구에서 일반화 가능성의 시초는,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정의된 모집단으

로부터 적합한 표본을 추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례로 확대할 수 있는 이론

을 개발하는데 있다(Ragin, 1987).

3) 대표성을 지니는 표본이 항상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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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ful selection)’이라고도 하며 다른 선택에서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대상의 의도적 선택도 필요하다고 본다(Light

etc., 1990: 53). 예를 들어 Weiss는 질적 면담 연구에서 대부분의 경우 표

본 추출은 사용하지 않으며 패널, 즉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거나 특

정 사건에 대한 목격자와 같이 특별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Weiss, 1994: 17). 이처럼 선택한 대상으로

부터 연구 질문에 필요한 특정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질

적 연구대상과정에서 가장 고려해야할 사항일 것이다(Maxwell, 2009:

1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달체계조직 중에서 ‘전달’과 ‘체계’의 의미를 가장

잘 포함할 수 있는 ‘서울시 △△구 OO동의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을 관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 주민센터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주

민들과 마주한 접점이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기도 하

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민복지팀은 시민들과의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

스를 전달하는 조직이다. 일선업무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고 실제 업무처

리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었다. OO동이 갖는 특징도 의미가 있다. OO동의 경우에는 △△구의 21

개 행정동 가운데 전체복지대상자 수가 5,292명(2013. 9월 현재)으로 4번

째로 많았으며, 기초연금과 장애연금 수급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었다. OO

동 2/3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같은 동 주민 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지 않았으며, 공통적으로 주거와 소득의 불안정에 고민하고 있

었다. 이는 OO동 주민센터로 하여금 다양하고 많은 복지수요와 마주하게

만들었으며, 일선복지업무 환경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위해서는 표본을 아주 크게 잡아야하고, 이에 따라 질적 자료의 창출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대표성을 지니는 표본의 자료에서 관찰된 유형은 피상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방법은 사회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없다. 또한 전체 모집단의 모수와 주요 특성들이 항상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기

에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을 판단하기가 실제로 불가능한 한계도 존재한다.

(Mason, 200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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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소요기간

OO동 주민복지팀 5명 섭외 4. 6 (월) ∼ 4. 9 (목)

예비관찰 실시 4. 10 (금) ∼ 4. 17 (금)

집중관찰 및 질적 면담 실시 4. 20 (월) ∼ 5. 20 (수)

질적 면담 자료 전사 및 정리 4. 13 (월) ∼ 5. 30 (토)

자료보완 5. 21 (목) ∼ 6. 1 (월)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연구는 2015년 4월 10일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20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 이뤄졌다. 첫 1주일 동안은 기술적 관찰(descriptive observation) 및

예비 관찰을 실시하였다. 예비관찰에서는 동 주민센터의 내·외적 환경에

대한 관찰을 주로 하였으며, 처음 직면하는 복잡한 일선행정환경에 적응

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표 1-1] OO동 주민센터에 대한 관찰연구 기간

이 과정에서는 ‘문헌연구법’에 기초하여 접근 가능한 2차 자료들을 가능

한 한 많이 수집하였다. 질적 면담에서 질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업무지

식들에 대한 숙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선조직인 동 주민센

터가 복지전달체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으로 업무처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찾아보거나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 통합 업무」,「국민기초생활보장 사

업 안내」,「행복e음 매뉴얼」등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 지침들을 바탕으

로 전달체계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비관찰 기간에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비공식적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구성원들과 최대한의 친밀감(rapport)을

쌓고자 노력하였다. 복지공무원들과의 교류가 충분해야 연구자에게 시간

을 할애하고 관련 내용들을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현장에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OO동 주민센터를 찾아갈 때

마다 반갑게 인사드리거나 음료수를 챙기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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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짧은 관찰기간 탓에 온전히 받아들여졌다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간

접적인 관찰을 허락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흔쾌히 전달해준

것만으로도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후 약 4주간의 집중관찰 과정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관찰’과 ‘질적

면담’을 주로 진행하였다. 직무내용과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관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의 특성상 간접적인 관찰만 허

락받을 수 있었다4). 사회복지업무가 수급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

며 상담이나 가정방문 또한 권한 없는 민간인이 실시하기엔 무리가 있었

기 때문이다. 동 주민센터라는 환경도 관찰을 진행함에 있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민원인들의 출입이 잦고 끊임없이 상담과 전화문의가 이어

지는 상황 속에서 매일 오랜 시간동안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소지가 있었다5). 때문

에 현장방문을 통한 관찰로써 업무과정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으며, 매일

방문하되 매주 다른 시간(2·4주차는 오전에, 3·5주차는 오후)에 관찰이 진

행되었다. 관찰 시에는 사업지침들에 기록된 처리절차와 실제 업무를 비

교해보거나 업무환경이 갖는 특징들을 메모로 기록하곤 했다. 기록한 메

모들은 관찰이 끝난 뒤 당일 작성하는 현장관찰일지(field notes)에 다시

옮겨 요약·정리하였다.

관찰 과정에서 질적 면담도 이루어졌다6). 통상적으로 질적 면담은 구조

4) ‘참여하는 것’과 ‘관찰하는 것’ 사이에서 관련된 강조점은 네 가지 변형, 즉 ①단순히 참

여자만 되는 것, ②관찰을 하면서 참여자가 되는 것, ③참여하면서 관찰자가 되는 것,

④관찰자만 되는 것(Gold, 1958; Schwarts and Schwarts, 1955)을 산출할 수 있다. 참

여관찰자가 되는 것의 핵심은 네 가지 변형 중 두 가지 형태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

즉, 어느 정도 참여하고 관찰하면서 어떤 쪽 하나를 전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Yin, 2013: 196). 또한 다른 사람의 문화를 연구하려는 목적과 매우 깊이 관련되면서

가깝고, 친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Emerson, 2001: 17).

5) 스트레스 유발뿐만 아니라 호손효과(Hawthorne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6) 질적 면담(qualitative interviewing)이라는 용어는 비구조화 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ing), 집중 면담(intensive interviewing) 그리고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ing)과 같은 대안적인 용어들보다 선호되는데, 이는 질적 면담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어떤 조합이든 모든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Yin, 2013:

212).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활용하고자 본문에서도 질적 면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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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면담과 대조되는 의미로, 심층적이며 느슨하게 구조화된(loosely

structured) 면접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연구자와 면담자 간에는 엄격하게

대본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의 형태를 띠

고 있어, 면담자의 용어와 경험·인지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Brenner,

2006: 357)하게 활용할 수 있다. 면담은 공무원들이 응답하기 편한 시간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민원인과의 상담을 마친 이후 개략적으

로나마 상담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바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간에 협

조를 얻어 구체적인 업무과정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다만 면담 중 전화벨이 계속 울리거나 상사가 면담자를 찾는 상황, 민원

인이 면담을 요청하는 상황 등이 수시로 발생하여 면담이 안정된 환경 속

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때문에 한정된 시간을 활용할 수 있

는 방향으로 면접시간이 상황에 따라서 2∼3번에 걸쳐 나뉘어 이뤄지기도

했고, 소요시간이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달랐다. 면담과정에

서 환경의 압박을 극복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고자 간단하게 요약된

질문들을 준비하였으며, 상황에 맞게 여러 질문들을 느슨하게 엮어가며

면담을 이어갔다7). 반복적인 시행착오도 거쳐야 했다. 추가 질문이 필요

한 경우 동일 대상에게 해당 질문을 반복질의하기도 하였으며, 처음에 준

비해간 질문들이 면담을 이어가면서 상황에 맞게 수정되기 일쑤였다. 피

면접자의 모호한 대답에 명확화(probing)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질문들이

고민하기도 하였다.

면담과정은 연구자가 갖추어야할 윤리적 판단에 위배되지 않도록 진행하

였으며, 면담자의 요구와 권리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면담자들이 연구목적

에는 동의를 표했으나 본인의 신상이나 진술들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매우 커서, 익명성을 보장하고자 근무지와 이름 모두 기호

화하여 부분적으로 옮기게 되었다8).

7) 연구자의 관찰항목과 반구조화 된 인터뷰 문항들에 대해서는 [부록1] 참조.

8) 서울시 △△구의 OO동 주민센터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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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

번호
성별 연령 직급 비고

A 남 50대 5급 동업무 총괄

B 여 40대 6급 주민복지업무 총괄

C 여 40대 7급
국민기초수급자관리, 가정복지, 장애인, 보훈,

바우처 등

D 여 30대 8급
종합복지상담, 복지정책과, 복지기획 및

자원연계 등

E 여 30대 8급
국민기초수급자관리, 방문복지총괄, 영유아,

노인청소년과 등

F 여 20대 9급
국민기초수급자관리, 보건소,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등

G 남 40대 목사
지역사회 민간자원으로서 후원의 배경과

시기·방법, 동 주민센터와의 관계 질의

H 남 30대 7급
구청 복지과 소속으로 보직이동과

인력의 특성 질의

I 여 30대 7급
시청 근무자로 행복e음에 대한 자문 및 관찰

내용 검토역할

J 여 20급 9급
인근 동주민센터 근무자로 업무환경 비교 및

관찰 내용 검토역할

[표 1-2] 인터뷰 대상자 특성 (총 10명)

4. 자료 정리와 분석

비밀유지에 대한 약속으로 피면접자들이 녹음이나 기록 일체를 원치 않

았기에, 대화 내용들은 최대한 면담과정에서 키워드 위주로 메모되었다.

면담이 끝난 이후에는 메모들을 다시 정리하여 ‘Q&A 모음’이라는 문서로

재작성하였고, 이 과정은 당시의 상황에서 놓칠 수 있었던 피면접자의 표

정이나 미묘한 어감들을 곱씹어보게 되어 다시 한 번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재작성 된 기록은 보충 질문을 만들거나 다음 면담에서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이밖에도 현장에서의 관

찰내용과 연구자가 느낀 부분, 해석들에 대해서는 실시한 날마다 ‘현장관

찰일지(field notes)’로 재정리하여 보관하였다. 이는 당일 관찰내용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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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이성들을 기록하는 동시에 면담과 관찰과정에서 주목해야할 부분

들로 활용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자료들로부터 타당한 해석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지도 여러모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타당한

연구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적절하여 연구의 결론이 대상이 된 실제

세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대표하는 것을 말한다(Yin, 2013: 136).

Maxwell도 타당성을 ‘묘사, 결론, 설명, 해석 또는 그 외의 기록이 갖는

정확성 또는 신빙성’으로 언급하면서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이슈를 강

조하였다(Maxwell, 1996: 8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각화(triangulation)’

의 방법을 활용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관찰한 내용과 사회복지공무원들과의 면담에서 알게된 내용이

유사하며, 다른 2차 자료들에서도 같은 의미의 설명들을 확인할 수 있다

면 관찰과 면담의 내용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찰된 증거를 여러 가지 출처로부터 얻어진 자료들(주민복지팀 공무원들

과의 공식 및 비공식 면담, 선행연구들, 관련 기사, 복지사업 관련 매뉴얼

또는 사업지침, 연구자의 현장연구일지 등)을 교차 검증함으로써 연구자

의 해석을 보다 타당하게끔 만들었다. 또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연구자를 위해, 시청이나 다른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

지공무원들에게 자문과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관찰한 업무과정을

보다 현실성 있게 묘사하며, 자기보고(self-reports)에 그치지 않고 타당한

해석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선 방법들을 통해 본 연구

는, 제한된 환경에서 이뤄진 관찰결과들을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자료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 1 절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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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가설을 데이터로 검증하기보다, 관찰과 면담 등

여러 방법들을 통해 연구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과정 속에서

연구의 진행이 관찰내용에 대한 단순한 기술에 그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분석의 준거틀을 설정하였

으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지 상기시키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해주었다.

1. 일선업무환경에 대한 선행연구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효과적이게 전달되어야한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전

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시민과 마주한 접점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일선업무환경에 대한 이해야말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전달과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일선

업무환경에 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써 Lipsky(1976)가 대표적이다.

Lipsky는 일선관료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시민과 지속적인 상호관계에 놓

여있고 시민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이 크다고 보았다9). 또한 일선관료

들이 처한 업무환경을 자원의 부족, 시간과 정보의 부족, 권위에 대한 위

협과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성과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구분하였

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집행상황을 지적하는 동시에 일선관료들이 단순화

(simplifications)와 정형화(routines)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적응하고 있음

을 보인데 의의가 있다.

Lipsky(1976) 이후로도 일선업무환경과 일선관료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을 주제로 한 연구들을 살

9) Lipsky의 연구는 도시에서의 갈등문제에 초점을 두고, ‘일선관료들은 자신들의 업무처

리가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고객인 시민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편향

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갈등양상의 원인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일선관료의

예로 교사, 경찰, 사회복지요원, 하급법원판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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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환경적 특성, 대응기제로서의 재량행위, 구조적 특성 세 가지로 구

분해볼 수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복지업무가 마주하고 있는 환

경이 열악하며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윤혜미

외, 1991; 백현관, 1999; 김성한, 2002; 강혜규, 2005; 김민정, 2005 등). 읍·

면·동사무소는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업무

에만 집중하기보다 일반행정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상담과

지역자원 발굴 같은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강혜규, 2001).

개개인이 갖는 시간도 부족했다. 임도빈·이현국(2009)은 시간사용조사를

통해 일선관료들의 실제 시간사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서울시 A구의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담과 지역자원발굴관리처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보다는 일반적인 복지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선현장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절대적 시간의 부족을 경

험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배분하고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제약아래 고객들에게 적절

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당한 혼란 속에 업무를 수행하

고 있었다(김이배, 2010).

이같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관료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단순화,

정형화라는 업무관행을 보이며 재량권을 행사한다. 복지행정에서는 편익

의 배분을 결정해야 하는 인간적 서비스(human services)를 제공하기 때

문에, 특히 일선관료의 재량행위가 중요하다(김순양, 2002). 또한 일선관료

는 복지행정의 문지기(gatekeepers)로서 시민을 고객(clients)으로 전환시

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의 재량행위로 특정인이 고객에 포함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Keiser, 1999: 88). 때문에 많은 연구들에서 일선관료의 재

량행사와 범위, 크기에 주목하고 있다. 남용과 부패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겠지만, 재량행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대체로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다. 대신 적정한 수준의 재량행위를 구분하고 어떻게 적절

히 관리할 것인가 나름의 대안들을 제시하였으며(김윤호, 2013), 실증연구

들에서는 재량을 행사하지 않거나 스스로 축소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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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김영민·임도빈, 2011; 김소정 2014). 이는 낮은 대응성을 이유로 쏟아

지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동시에, 관리주의 조직문화와 같은 행정조직

내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처럼 구조적 환경을 일선업무환경의 제약으로 보는 연구들이 최근 들

어 늘고 있다. Bovens and Zourdis(2002)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선

관료제의 역할이 시스템 관료제(system-level bureaucracy)화 된다고 보

았다. 통합전산망이 업무과정에 활용됨으로써 재량행위가 위축되고 시스

템 상의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김수영·김이배(2014)도 사회복지행정의

정보화가 행정적 효율은 달성했지만, 고객과의 관계에서 사무적 측면을

심화시키고 기계적인 분업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복지실천이라는 본질과

현실이 대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철주·한승주(2014)는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몰인격적인 관료제’ 내에서 ‘인격적

특성의 사회복지업무’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모습과 원인으로 일선업무환경의 어려움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쉬운 점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순하게 업

무환경의 어려움만 강조하거나 사례와 환경마다 전제가 다를 수 있음에

도, 깊은 고려 없이 단순하게 립스키의 연구를 적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

니라 일선공무원들이 보이는 재량행사의 모습과 재량의 크기에만 주목하

고 있었다. 일선관료들 개인의 재량행위에만 초점을 두다보면, 집행과정에

서 개인의 역할과 대응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선관료

들의 단순합을 일선관료제 전체로 해석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대응기제로서 보이는 정형화된 행동패턴을 표준운영절차를 만들고 이에

따르는 행동으로만 보고 있었다. SOP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

위자들의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

이 존재함에도, 단순히 SOP를 만들어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은 부분적인

행동만 살피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선행연구들의 가장 큰 한계는 일선

관료들이 계층제적 구조에 놓여있음을 간과한 데 있다. 최근 들어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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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는 있지만, 조직구성원으로서 받는 구조적 제약과 통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복지업무환경을 설명하는데 있어 개개인의

재량행위가 아닌 집단과 조직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며,

행위자의 해석과 관료제라는 특성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설명력이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체계라는 의미에는 개인의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구조와 환경의

모습이 담겨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정의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전달체계

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조직간 연결’, ‘구조적 관계’로 보고 있었다.

사회복지전달체계(delivery System)는 지역사회 체계 속에서 사회복지서

비스의 공급자간 또는 공급자와 수혜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

치, 즉 서비스 전달망이라 할 수 있다(Gilbert and Terrell, 1988: 143).

Gates(1980)는 이를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자

들 간의 조직적 연계 및 공급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조직적 연결(한국복지

행정학회, 2014: 292 재인용)로도 표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을 서비

스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조직들의 구조적 배열(이준영, 2010)이며, 사

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여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구체적 과정(홍현

미라 외 5인, 2014: 145 재인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전

달체계의 개념을 공식적인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보건복지

부(2008)에서는 정부간 관계, 일선 사무소의 조직구성, 인력, 그리고 제공

자간 연계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공공과 민간 제공자의 관

계를 포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이광석·김동룡, 2009).

전달체계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조직적 관점에

바탕하고 있었다. 주로 복지사업의 중복과 편중을 막기 위한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이나(이만우·김영수, 2013) 조직구조의 재설계나 기능적 개선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었다. 장애인, 노인처럼 대상자별로 단일한 서비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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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김양순, 2006)와 복지전담기구 설치를 주

장하는 연구들(김기남, 2003)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담기구 설치논의는 오

랫동안 사회복지학계에서 논의되어온 주제로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

무소 시범사업 등의 과거경험에 기초한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중

단편성(fragmentation)의 문제와 단절성(discontinuity)의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10), 행정체계와 집행체계가 얽혀있는 현재 전달체계의 구조적 비효

율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정부와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전담기구 설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를 살펴보고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지역중심의

전달체계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이현주 외 2인, 2007). 현

행 전달체계의 모습은 [그림 2-1]과 같다.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들의 분산성이 높으며 복지전달체계의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문제점이

가중되고 있었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은 극대화된데 반해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최소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수준에서

는 중앙정부나 상위기관과 협업하기 보다는 하달되는 업무를 그대로 수행

할 뿐이다. 이는 서비스 전달체계 내의 갈등을 초래하고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정홍원·이영범, 2012). 이태수 외(2007)에서는 이같은

공공전달체계의 개선뿐 아니라 민과 관, 민과 민의 협력체계도 지방정부

의 특성에 맞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역중심, 고객중심의 전달체계 마련하고자 국정과제로써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내세우고 있다(관계부처 합동회의, 2013). 이는 동 주민센터

를 지역사회보호의 중추기관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0) 단편성의 문제는 서비스 기관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다른 일정에 의해 운영되기 때

문에 서비스가 중복되어 전달되는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한 장소

에서 제공하거나 조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이는 전달체계 구축원칙에서 통합성의

원칙과 통한다. 단절성의 문제는 해당 문제나 욕구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모두 연

결되지 못하여 서비스가 단절되는 비연속성의 문제이다(홍현미라 외 5인, 2014: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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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현행 복지급여·서비스 전달체계11)

11) 정홍원·이영범. (201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방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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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다양한 지적과 개선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선행연구들의

가장 큰 한계는 거시적 차원의 조직설계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

지만 조직은 정태적인 구조가 아니라, 행위자들의 행동에 의해 만들어지

고 변형되어가는 동태적인 환경이다. 전달체계가 조직 간의 연결로 이루

어진 구조라는 점에서, 조직이 어떻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 먼저 이

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달체계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조직에 의한

행동’인만큼 조직행동의 원리에 바탕을 둔 운영 및 관리방안들을 고민해

야 한다. 그래야만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개선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3. 조직행동 원리에 대한 선행연구

개인 또는 조직이 어떻게 행동하고 환경에 적응하는지를 설명하려는 논

의들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명들은 명시적으로나 암묵

적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떤 행동이 마주한 환경에

서 최적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인지 결론짓고 있지만

합리성만으로는 여전히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에 March

는 합리적 선택이론과는 다른 행동방식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기본적으로 March의 학문적 관심은 조직과 개인의

실제적인 행동방식이며 그에 대한 인과론적인 설명이다. 개인의 정형화된

행동경향의 원인과 조직의 작동방식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그의 일관된 연

구주제였다(최종원, 2014). 본 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합리모형적 사고보

다는 March의 대안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조직의 행동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안적인 관점에서 행동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March(1994)는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와 규정에 근거한 행동(rule-following)을

제시하였다. 적절성의 논리란 제한된 합리성과 궤를 같이 하는데, March

는 합리모형적 사고를 결과성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s)로 비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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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 of consequences Logic of appropriateness

목적

미래예측 과거로부터의 교훈

유용한 선호의 발견 유용한 정체성의 발견

단일·선험적인 목표를 가정 목표·수단의 동시적 결정

행동의

기초
선호, 기대효용 해석, 적응

행동
목표-결과예측 간 인과관계

(선호→대안탐색→평가→결정)

적절한 수준에 알맞게끔 선택

(상황인식→역할인지→적합한

규칙수행)

의의

단순하며 다양한 현상에

적용·설명·예측이 가능.

rule-following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보임.

일종의 굳건한

믿음으로서 기능.

조직활동에 있어

미시적 기초로 기능.

둘을 대조하여 설명하였다. 아래 [표 2-1]에서와 같이 두 논리는 목표와

행동의 기초, 실제 행동의 측면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적절성의 논리는

대안적인 합리성으로써 기능함을 이해할 수 있다.

[표 2-1] 결과성의 논리 vs. 적절성의 논리12)

적절성의 논리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나 조직

은 마주한 상황을 인식하고(recognition of situations), 자신의 정체성이나

역할(identity)에 적합한 규칙을 발견한다. 과거의 경험이나 인식틀과 비교

해볼 때, 현재의 상황과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규칙에 알맞게 행동하

는 모습을 보인다(rule-following). March and Simon(1958)의 의사결정

분류에 따르면 규정에 따르는 행동은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과 유사하다.

비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은 새로운 문제해결과정처럼 미래가치를 설정하

는데 주목하는 반면,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은 일상적이고 실무적인 차원

에서의 결정을 의미한다(Simon, 1991). 매일 마주하는 문제를 기존의 문

12) March(1994)의 내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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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방식대로 결정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행동에 있어 고려되는 규정들에는 명시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과거에 취

했던 일련의 행동방식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반복되

는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는 여러 고민과 노력들이 담기게 된

다. 과거의 상황 속에서 현재와 유사한 경험들을 떠올려보고 자신이 무엇

을 해야 할지 명시적으로 인지한 뒤, 여러 가지 규정들 중에서 현재와 적

합한 행동방식들을 고민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황에 적절한

규정을 선택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나름의 체계적

인 추론과정을 거쳐 이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조직의 행동원리

개인이나 조직이 규정과 절차에 근거한 행동들을 한다지만 규정은 행동

의 근거일 뿐, 그 자체만으로 행동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Zimmerman, 1970; Giddens, 1984). 규정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때문에 규정에 근거한 행동(rule-following)에는 단

순하게 규칙만 따르려는 모습뿐만 아니라, 규정을 따르긴 하지만 태업이

나 형식적·상징적 집행처럼 느슨한 모습까지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합리모형의 이상적인 행동방식이 일상에서 매일 실현되는 것이 아

님을 보여주며, 조직의 다양한 적응적 행태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행동의 미시적 기초로 활용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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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루틴에 대한 선행연구

조직은 규정에 근거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서 나름의 루틴화된 방식들

을 갖는다. 이는 개인이 아닌 집합적 행동의 수준에서 만들어지게 되며,

조직에게는 인지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 모두 하나의 기준으로써 기능

하게 된다. 이처럼 조직행동을 설명해주는 핵심이 조직루틴이다.

Stene(1940)에 의해서 조직루틴 개념이 설명된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

음에도, 연구자들 간에는 조직루틴의 정확한 정의나 여러 특징들에 대해

서 단일한 합의가 이뤄지진 못하고 있다13).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개념

들 속에는 여러 형태의 조직행동과 조직현상을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 때

문에 다음에서는 조직루틴을 무엇에 비유하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선행

연구들을 따라가며 살펴보고자 한다14).

초기 루틴연구에서는 조직루틴을 ‘프로그램’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Cyert and March(1963)는 조직의 대다수 특정 행동들은 SOP와 같은 실

행프로그램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주장하며, 루틴을 입력하면 출력되는 컴

퓨터의 프로그램처럼 자극에 따른 조직의 고정된 반응·행동으로 이해하였

다. 무의식적 반복의 특징은 루틴의 개념을 ‘습관’으로 비유한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tene, 1940; Nelson and Winter, 1982: 73). 조직의 행동

은 개인의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나타나며 반복된 행동 속에서 체화된 지

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개인차원의 습관을 조직차원으로 보아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습관화된 지식과 ‘스킬’이라는 비유

는 복잡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조직이 단순하게 인지하고 처리함을 설명

해준다. 이는 매번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유용

하게 활용된다.

Nelson and Winter(1982)는 ‘습관’ 이외에도 ‘유전자’, ‘조직적 기억’, ‘휴

13) Simon(1997: 100)에 따르면 Edwin O. Stene이 1940년에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에 발표한 ‘Approach to a Science of Administration’이라는 논문에서

organizational routines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김귀영, 2006: 15).

14) 특정 대상에의 은유(metaphor)는 개념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고, 개념의 의미를 구체

적으로 나타내거나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루틴 설명에 활용하고자 한다.



- 21 -

전상태’, ‘통제·복제·모방으로서의 루틴’ 등 다양한 의미들로 해석하면서,

업무단위의 반복적인 흐름에만 몰두하기보다(Perrow, 1967) 비교적 복잡

한 행동패턴의 모습들까지로 조직루틴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루

틴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 ‘유전자’에 대한 비유는 어

떻게 조직루틴이 내부 구성원들이나 다른 조직에게 전달될 수 있느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전자 속의 유전정보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듯, 특정

행동이나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식이나 스킬들을 조직루틴을 통해

전달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Winter(1995)에 의해 루틴이 실행되는 조

직적 환경과 맥락에 대한 고려가 빠졌음을 지적받게 되지만, ‘반복’의 논

의에서 어떻게 지식과 정보가 ‘이전’될 수 있는 지까지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Giddens(1984)는 루틴의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성격이 사회시스템의 제도

화된 특징에 기초한다고 말하며, ‘사회적 행동’의 차원에서 조직루틴을 강

조하고 있다. 사회적 행동은 조직 구조 속에서 다양한 참여자들 간 상호

작용으로 발생한다. 이 부산물인 조직루틴도 매일의 계속된 해석과 수정

을 거치므로 매번 동일한 모습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조직루틴

의 반복적인 특성은 무의식적(mindless)인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일상에

서 루틴을 유지하려는 행위자의 계속적인 노력의 결과물(effortful

accomplishment)인 셈이다. Heritage(1984)도 일상에서의 실제상황이나 마

주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지속적인 해석과 수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유

로, 반복적인 루틴이라할지라도 구조와 그 속에서 실행하는 행위자들의

의식적인(mindful) 노력이 수반된다고 덧붙이고 있다(Pentland and

Reuter, 1994).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루틴이 의식적인 노력인가? 루틴은 변화하는가? 등

여러 특징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으나, Pentland and Reuter(1994)는

반복적이면서도 변화하는 루틴의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자 ‘문법’이라는 비

유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따르듯이 하나의 문

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어나 구가 순서에 따라 조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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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루틴 또한 하위루틴들 간 일련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실행된다. 조합

에는 여러 레퍼토리가 있기 때문에 루틴들은 근본적으로 공통된 모습(안

정적·반복적)을 가지면서도 약간씩 변화된 모습들(변이)을 함께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문법이라는 구조적 측면의 비유는 무질서해 보이는 루틴의

변이들이 구조 내에서의 변화로 제한하여, 변화와 안정성 모두를 ‘유사한

일련의 행동패턴 묶음’으로 포괄하여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

들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문장으로 표현되듯,

조직루틴을 실행하는 행위자의 역할이 중요함도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

었다.

문법이라는 비유는 루틴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해주는 데 용이했지만, 구

조와 규칙이라는 레퍼토리 속에서의 선택으로만 변화를 한정짓는 한계가

있었다. Feldman(2000)은 문법적 틀을 넘어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질

수 있듯, 사람과 조직이 루틴을 실행하는 한 반복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레퍼토리까지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루틴이 갖고 있는 ‘실행

적인 측면(performative)’을 통해, 계속적인 실행과 노력의 결과물로써 변

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5). 이는 하나의 루틴도 여러 측면들로

나눌 수 있음을 시사하며, 외부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루틴 스스로 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루틴 내부에 대한 관심은 Feldman and Pentland(2003)에서 보다 구체화

된다. 조직루틴을 명시적인 측면(ostensive)과 실행적인 측면

(performative)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루틴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16). ‘언어’와 ‘말하기’로써 둘 사이의 관계를 비유

15) 사실 명시적(ostensive), 실행적(performative)이라는 용어는 Latour(1986)에게서 차용

한 개념이다. Latour는 “사회는 사회과학자들이 발견한 개념의 표면적인(ostensive) 의

미보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일상에서 정의하려는 구체적인(performative) 노력에 의해

구성된다.”라는 말을 남겼다(Feldman, 2000).

16) 이 두 측면이 없다면 루틴은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의미 있는 행동들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루틴을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잘 변하지 않는 안정적(stability)이며 관성적(inertia)인 존재로 인지해왔지만, 두

측면을 통해 루틴이 계속적이며 내생적으로 변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

로 루틴의 유연함(flexibility)과 잠재적인 변화가능성(potential change)을 이해할 수 있

게 되었다(Feldman and Pentlan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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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일상에서 더 이상 말해지지 않기 때문에 언어가 사라지듯, 반

복적인 실행이 있어야만 해당 루틴이 무엇인지 이해되고 계속해서 유지되

는 것이다. 이처럼 명시적인 측면은 실행적인 측면으로 하여금 무엇을 해

야 하는지 안내(guiding)하고 이를 통해 루틴한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

여하며(accounting) 일련의 과정들을 쉽게 떠올리거나 참고(referring)할

수 있게끔 하는 반면, 실행적인 측면은 반복을 통해 루틴이 생겨날 수 있

게 도우며(creating) 일상에서의 계속된 실행과 노력으로 루틴을 유지하고

(maintain)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바탕으로 루틴을 수정

(modification)해나가는 기능을 한다. 두 측면 간 상호작용 또한 루틴의

내생적이고 계속적인 변화를 설명해주는 장점이 있다.

Pentland and Feldman(2005)의 연구에서는 루틴을 하나의 분석단위로써

명시적인 측면과 실행적인 측면, 그리고 떼려야 뗄 수 없는(attached) 아

티팩트까지 조직루틴의 개념에 포함하여 상호관계를 살피고 있다17).

[그림 2-3] 조직루틴의 여러 측면 간 상호관계

17) 만들어낸 가공품·인공품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데 조직적 맥락을 강조하고자 본문에

서는 ‘조직행동의 기준과 산물’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조직루틴이 기

록되거나 실행을 가능·제약하는 기능을 하는데 기입하는 서류양식이나 법령, 지침,

SOP, 처리절차, 물리적인 환경, 정보시스템, 전산망, DB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모든

업무가 전산망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조직루틴연구에 특히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Pentland and Feldma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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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팩트들에는 루틴의 명시적인 측면이 구체화된 동시에 실행의 흔적들

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규정

이나 SOP처럼 명시적인 측면과 유사하게 업무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하

며, 전산망이나 DB처럼 실행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행동들의 근거나 작

업의 흔적들이 기록된 아카이브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Pentland

and Reuter, 1994). 이처럼 아티팩트에는 조직루틴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

거나 루틴의 실행을 가능 또는 제약할 수 있어, 각 측면 간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조직현상들을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

오랜 연구들을 거치면서 대체로 조직루틴은 명시적인 측면과 실행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음에 합의를 보였으며, 두 측면과도 유사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아티팩트가 루틴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추세이다. 다양한 실증연

구들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대학기숙사(Feldman, 2000), 콜센터(Pentland

and Reuter, 1994) 자동차 제조회사(Adler et., 1999), 휴대전화 통신망업

체(Narduzzo et., 2000), 식품제조업체(Lazaric and Denis, 2005) 등을 대

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연구대상이

민간의 산업조직이었다는 점에서 공공조직이 갖는 조직루틴 논의가 필요

해 보인다. 국내의 경우 김귀영(2006)이 유일하게 조직루틴 연구를 진행하

였다. 정부조직에서 팀제 도입에 따른 조직루틴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데,

변화과정에 있어 조직구성원들의 인지와 수정노력을 중요한 역할로 본 점

이 특징이다. 하지만 외부환경의 변화로 기존 조직루틴이 변화하는 과정

을 루틴으로 설명했을 뿐, 조직루틴에 의한 조직행동의 모습을 구체적으

로 담고 있진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라는 공공조

직의 정책집행 속에서 조직루틴을 발견하고, 루틴이 갖는 여러 측면들 간

의 상호관계까지 살핌으로써 조직이 갖는 다양한 조직현상들을 이해하고

자 한다. 이는 조직의 구체적인 업무처리과정을 보이는 동시에 조직이 일

선환경에 어떻게 적응해나가고 있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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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틀의 설정

앞선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전달체계는 전달과 체계라는 특징 속에 있다.

조직간 연결이라는 의미처럼, 전달체계는 관료제구조 하에서의 조직행동

으로써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마주한 일선업무환경에서

상호작용을 갖는다. 일선업무환경과 조직행동을 구분하여 다음의 분석틀

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선업무환경에서의 어려움을 살피고자 Lipsky(1976)의 이론틀에

따라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Lipsky(1976)는 일선업무환경의 어려움들을

설명하면서 일선관료들이 충분하지 못한 자원,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업무수행에 대해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로, 일선관료들이 수행해야하는 업무량에 비해 그들에게 제공되는 자원은

항상 부족하며 이는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어려움을 준다. 조직적 자원에

는 과중한 업무대비 적은 인력, 조직의 기술적 지원 부족 등의 측면이 있

고 개인적 자원으로는 부족한 시간, 충분하지 못한 정보 등의 한계가 있

다. 두 번째,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은 일선관료가 업무환경에서 신체

적·정신적 위협과 마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위협의 존재는 권위에 영향

을 미치는데 위협이 커질수록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위협이 큰 업무환경일수록 권위를 과시하려

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세 번째, 일선관료들의 성과에 대한 기대들은 본

인, 동료, 관계집단, 시민들과 얽혀있기 때문에 모두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모호하고 대립되는 역할기대를 재정의하거나, 특정 고

객집단의 요구에만 반응하는 적응적 행태를 보인다. 시민들을 대체로 비

자발적인 고객들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제한된 자원을 가진

힘없는 고객들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일선관료들에

의해 수요가 제한되거나 간접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모습들을 통해 일선환경이 갖는 어려움과 적응적 행동들을 발견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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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는 일선관료 개인이 아닌 조직의 행동에 초

점을 두어야 한다. 개인이 교체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복지서비스가 계

속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전달과정을 개인이 아닌 ‘조직에 의한 집행’

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직의 행동원리인 조

직루틴의 개념을 바탕으로 업무수행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관찰

사례에서 조직루틴을 발견하고, 여러 측면들로 구분해봄으로써 조직루틴

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Pentland and

Feldman(2005)에 따르면 조직루틴은 명시적인 측면, 실행적인 측면, 아티

팩트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각각의 측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서

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조직행동과 그 모습들을 풍부하게 설명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조직루틴을 발견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직

루틴의 여러 측면들 간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선 환경 속에서 조직이 어떻게 행동하고 적응하며, 그

속에서 조직루틴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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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이론적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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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동 주민센터의 일선업무환경 분석

제 1 절 자원의 부족

1. 조직적 자원

1) 과중한 업무

2007년 9월부터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동사무소가 공급자 중심의 행정관청이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 때문이

다(정헌율, 2007)18). 이후 여러 번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거듭되었고 수

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목적으로 지자체의 복지행정은 이원화되었다.

읍·면·동은 상담과 신청, 접수·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 조사나

보장결정, 민간자원 연계나 사례관리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그림 3-1] 지자체 복지행정의 이원화19)

18) 정헌율. (2007). 동사무소 명칭변경, 이유있다. 2007(5).

19) 보건복지부. (2015).「2015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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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의 입장에서 기능은 단순 명료화되었지만,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전체복지 사업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를 상담하고 신청 받는

동 주민센터의 업무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었다. 문제는 2015년 현재 시

행되고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17개 중앙부처 293개 사업 중 약 180여

개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서울시와 △△구

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특화하여 추진 중인 복지사업들까지 포함하게 되

면, 안내를 담당해야할 사업의 수는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한 예로

동 주민센터는 교과부의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신청과 같이 타부처의 업

무도 떠맡게 되었으며,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면서 보육료와 누리과정 관

련 복지업무도 생겨났다. ‘복지’라는 이름의 사업 모두가 부처별로 조정되

지 못한 채, 모든 신청이 동 주민센터로만 맡겨지게 되면서 동 주민센터

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질문 받고 생각해보니까 다 하는 것 같네요 진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기본 복지업무도 있고, 문화부에서 여행·스포츠·문

화바우처,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주택사업, 방통위에서 TV수신료랑 수신기

지원, 환경부랑 공기업들에서 제공되는 가스나 수도요금 감면, 교육부의

학비지원이랑 급식료 등등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네요... 사실 생

각난 것들보다 더 많을걸요. 일일이 세려면 너무 많아 못 셀 것 같아요.”

(D)

주민복지팀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복지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의 공통 업무도 지원하고 있었다. 동 주민센터마다 상황은 조금

씩 다르겠지만 관할구역 내 단체 관리, 민방위 비상훈련, 거주사실 조사

및 확인, 인감전산화 작업 등, 동 주민센터 모든 직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작업들도 함께해야 했다. 관찰이 실시된 4월은 때마침 △△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진행 중이었다. 이를 위해 모든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선거준비와

선거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선거준비를 위해서는 관내 선거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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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와 대조·확인하는 작업을 하거나 후보자들의 공약전단지를 봉투에 담

아 관내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사전 투표날과 재보궐 선

거 당일에는 행정민원팀 인원의 반, 주민복지팀 인원의 반씩 근무자를 나

눠 참관인의 역할로 투표소의 준비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때문에 4

월 한 달 동안은 동 주민센터 직원 모두가 거의 매일 야근할 수밖에 없었

고, 주민복지팀도 기존에 수행해오던 다양한 복지업무에 더해 선거준비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2) 인력의 부족

이렇게 과중한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데도 사회복지공무원은 5명뿐이었

다. OO동의 복지대상자는 총 5,292명(2013년 9월 기준)으로 단순계산만으

로도 공무원 1인당 약 1,060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OO동 주민복지

팀은 일반행정 출신의 팀장 1명과 사회복지 직렬의 주무관 4명으로 자치

구 내 평균 복지담당 공무원 수가 4.3명(업무를 지원 중인 일반 행정직까

지 포함, 사회복지공무원은 평균 2.3명)을 웃도는 수치였으며20), 1인당 복

지서비스 대상자수가 평균 1,540명이란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나은 상황

이었다21). 하지만 OO동 복지공무원들도 일주일에 평균 2∼3회 정도 밤 9

시 가까이 야근을 해야 했고, 월 평균 1회 정도는 밀린 업무를 이유로 주

말 중 하루는 출근해야했다.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복지업무들을 처리하

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인력 충원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3년 잇따른 사회복지공무원들

의 자살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당초 103명을 채용할 계획에서 197명을 늘

려 약 300여명을 채용하였으며, 2014년까지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을 842

명 더 충원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채용 시기를 1회에서 2회로 늘

20) 서울특별시. (2013).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계획. 서울시 복지건강실

발표자료. 서울.

21) 우리나라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규모를 보면(2012년 6월 기준), 2인을 배

치한 곳이 43%, 1인 이하가 23%로 대부분이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만으로 해

당 지역의 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2015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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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결원이 발생 시 적기에 충원할 수 있게끔 하였다. 하지만 OO동 주민

센터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로 한 명도 충원되지 못했다고 한다.

“채용되자마자 바로는 동 주민센터로 배정이 안 될 거에요 아마. 보통 구

청 같은 데에서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이리로 온다고 알고 있어요. 뭐 사

실 그렇게 동사무소가 선호되는 곳도 아니긴 하니까요.” (E)

“그래도 안 빠져 나간 게 다행일걸요. 옆 동 주민센터는 1명이 새로 왔는

데 일하고 있던 행정직이 구청으로 옮겨갔대요. 그래서 똑같아진 거죠 뭐.

아니다. 하던 사람이 빠지고 새로 온 친구는 또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마

이너스겠다... 그러니까 이게 뽑아도 문제이고 안 뽑아도 문제인거지.” (C)

과거부터 인력부족의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신규 인력의 충

원보다는 행정직의 재배치를 통해 임시방편으로 해결해왔다. 물론 행정직

근무자들의 기피로 이마저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진 못했고, 주로 직급이

낮고 연차나 적은 몇몇 공무원들 위주로 복지행정업무에 배치되었다. 이

경우 복지업무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거쳐야하기에 숙달까지 길게는 3개

월 이상 걸렸고, 그 시간만큼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본인과 조직 모

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 사회복지업무가 과중하고 높은 스트

레스가 탓에 인사이동 시기 때마다 일반 행정직의 보직이동 요구가 강했

다. 이처럼 신규 복지인력이 해당 근무지에 배정되더라도 교육과 숙달에

드는 조직의 부담이 컸고, 행정직 공무원이 다시 복귀해나가면서 인력충

원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OO동의 복지공무원들 모두 여자로 구성되

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사회복지공무원 인력의 일반적인 특징이기

도 한데, 복지직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77%로 일반직이 37.2%임을 감안할

때 여초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22). 이같은 인력구성은 복지업무 수행

22) 서울특별시. (2013).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계획. 서울시 복지건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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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을 낳기도 한다. 한 예로 교회나 복지관에서는 여름이나 겨울,

부활절이나 명절에 맞춰 20kg 쌀·김치·밑반찬 등을 후원하고 있다. 복지

공무원들은 이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OO동 주민복지팀에는 모두가 여성 직원이라 비탈길이 많은 동네곳곳을

다니며 후원물품들을 전달해드리기 어려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분들께

직접 받아 가시도록 전화드릴 수밖에 없었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의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행정민원팀 남자 직원들의 도움을 받

아 전달해드리고 있었다. 밑반찬이나 김치는 그때그때 전달되었으나 쌀은

무겁고 쉽게 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주민센터에 방치되기도 했다. 사

례에서처럼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나 물품들이 여자 복지공

무원들만으로는 각 가구마다 전달하기 힘들기에, 제 때 적절하게 전달되

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재직 중인 복지공무원의 여성비중이 높다보니 출산이나 육아휴직의 이유

로 결원이 생길 가능성도 높았다. OO동 주민복지팀에서도 임신 3개월 차

공무원이 있었다.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만 배가 불러져 거동에 불편을

느끼게 될 때에는 출산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다시 복귀한 뒤에도 보육

을 이유로 육아휴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의 교체나 결원의 가

능성이 높았다. ‘2013년도 자치구 복지직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행정직이

5.0%인데 반해 사회복지직은 10.2%로 2배를 기록하고 있었다. 타 직렬보

다 여성 공무원의 비율도 높고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다수여서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근무의

연속성이 낮다보니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문제

도 있었다. 또한 육아휴직에 따른 충원실적도 67% 정도에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 실제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높은 휴직비율뿐 아니라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하게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이처럼 만성적인 인력부족 속에서 근무자의 잦은 교체나

결원의 발생은 조직이 마주한 업무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발표자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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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지원의 부족

일선복지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덜고자 조직은 기술적 지원으로써 사회

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라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 정보시

스템은 각 부처별로 분산된 복지사업들의 신청·조사·결정·지급 및 사후관

리에 이르는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공적자료를 공동으

로 활용하여 수급자 선정 및 복지급여 관리에서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20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안내). 전산화된 업무처리

로 작업의 편의와 효율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고도화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숙지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력된 기존 자료들을 활용하는 일보다, 상담을 통한

기초자료들을 다시 전산자료로 입력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기에 부담이 획

기적으로 줄었다고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일과시간에는 접속자수가 한

데 몰리면서 사통망 이용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 복지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시간을 늘리는 불편을 낳기도 했다.

동 주민센터가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해소와 복지사례발굴의 역할이 중요

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들은 지원되지 못하고

있었다. 서류상에서는 보지 못한 복지수요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담능

력이나,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컨설턴트로서의 능력, 지역사

회 자원과 연결하는 능력 등이 그 예이다. 지역사회에서 복지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끔 권한과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은 직무교육이

나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하지만 조직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들 대부분은 내실있게 이뤄지

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었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높아

진 업무효율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들을 조직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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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자원

1) 부족한 시간

복지공무원들이 야근이 잦은 이유는 업무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충분

한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공무원 개인에게는 업무처리에 주어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가장 부족한 자원이 시간인 셈이다. 막연하

게 공무원들의 일상은 틀에 박혀있고 편안한 의자에서 종일 서류만 볼 것

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복지공무원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많은 차이

가 있었다. 업무는 공식적으로 9시에 시작하지만 출근과 동시에 일이 시

작되는 경우도 많았다. 출퇴근 시간과는 별개로 수시로 울리는 전화벨 소

리 탓에,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지 않았

다.

관찰이 진행되었던 4월 말에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기준변경을

발표하였다. 자신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들이 동 주민

센터에 쏟아졌다. 언론에서도 77만명 가량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을 내놓

자, 바뀐 소득기준인 중위소득에서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려고

방문하는 상담자들도 많았다. 변경된 기준으로 자신의 수급액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기수급자들의 문의도 빈번했다. 이처럼 일과시간에 전

화상담과 내방상담이 수시로 발생하는 탓에 안정적인 업무흐름은 깨지기

일쑤였다. 상담 이외의 업무들은 계속적인 진행되기 어려운 탓에 일의 진

척이 더뎠고, 상담으로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서류처리나 공문들을 마무

리하다보면 이내 밤이 되곤 했다. 물론 매일의 일상이 이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OO동 복지공무원들은 보통 일주일에 평균 2∼3회는 야근

을 해야 했다. 월 평균 1∼2번 정도는 주말에 출근해야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대비 부족한 시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상담자 한 명마다 많은 관심을 쏟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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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벨이나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에 쫓길 때에는

상담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F)

충분한 시간의 부족은 상담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매뉴얼에서는 30분

내외로 상담을 진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힘들

었다. 민원인들의 하소연을 중간에 자를 수도 없어 상담시간은 길어졌고

그만큼 상담대기자들의 줄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많

은데 시간은 부족한 탓에, 묻는 질문에만 간단히 대답하여 대응하는 모습

을 보이기도 했다.

“전화나 오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기엔 사실 무리가 있어

요. 대신 여쭤보시는 것들 위주로 빨리 상담을 진행하거나... 상담하면서

대게 A라는 경우다 싶으면 A를 안내하고, B경우다 싶으면 B라고 안내를

하죠. 이분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 위주로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는 것 같

아요.” (C)

또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충분히 안내하기보다, 유사한 경우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몇몇 서비스만 한정하여 안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상담의

효율성을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개인마다 적합할 수 있는 항목들이나 서

비스 제공은 간과될 우려가 있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상담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민원인에게 보충하여 제공하는 노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

다. F주무관도 피드백을 제공하고 민원인의 요구가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

하고자 다이어리에 몇몇 민원인들의 이름과 내용을 적어두었지만, 일상적

인 업무에 치이다보니 매번 미뤄지거나 잊혀지기 일쑤였다. 충분한 상담

을 통해 민원인의 생활을 깊게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데엔 아쉬움이

있었다. 다만 그 원인을 개인의 준비부족과 무성의함으로만 탓할 게 아니

라,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없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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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분하지 못한 정보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서 참전명예수당 신청을 해달라고 전화를 받

았었어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전화를 받고 팀장님이랑 국가보훈처에 문

의해보니까 해당 사업 신청을 여기서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처음엔 이런

사업도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구나 싶었어요. 민원인이 전화하신 뒤에야

알게 됐죠. 그래서 부랴부랴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연결해서 처리했던 기

억이 있어요.” (F)

공무원들 개인이 가진 정보가 충분치 못한 경우도 있었다. 주민복지팀에

서 각자 업무를 분담해서 맡고는 있지만 한 사람이 담당해야하는 사업만

도 열개가 넘었다. 미처 구분되지 못한 채 남겨진 업무들도 있어 개별 공

무원들이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복지정책의 확대와 변경이 잦아

지면서 규정의 변경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이해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웠

다. 민원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여러 권의

지침서를 옆에 펼쳐두고 상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래도 모

르는 내용들이 있을 때에는 동료나 선임자에게 물어보거나, 상위기관(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전화로 일일이 확인한 다음 처리하고 있었다.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옆에서 지침을 놔두

고 찾아보면서라도 응대를 할 수 있겠지만, 어디서 듣고 오셨다며 대뜸

왜 공제율 같은 게 바뀐거 안 알려줬다고 뭐라 하실 때는 정말 당황스러

워요. 솔직히 거기까진 모르니까 그냥 혼나는 거죠. 그러면서 배운다고 생

각해요.” (E)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죠. 상담 내용을 듣다보면 아, 이런 걸 말씀하시

는 거구나 이해하고 맞는 사업을 찾아서 보여드리죠. 근데 그런 건 익숙

한 일들일 때고 저도 잘 모르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에는 어디서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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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해야 하나 복잡한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은 긴급복지신청이나 통합사례

등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게 좀 나아지긴 했지만... 충분한 정보

를 숙지하지 못하면 일하기가 쉽지 않죠.” (D)

동 주민센터에는 많은 공문들이 하달된다.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현황파

악이 주를 이룬다. 경찰서나 소방서의 경우 관내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

현황, 방통위에서는 수신료면제가구 현황,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실태

조사 등 기타 유관기관의 자료요청이 있었으며,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본

청 업무인 미신고시설 조사·관리, 경로당 회원현황 파악 등 접근성을 이

유로 해당 동의 기초조사 자료들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강제상 외 3인.,

2010)23). 이러한 요구들에 대응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는 해당 지역사회의

현황이나 보유자원 등을 □□대장, □□현황처럼 잘 정리된 형태로 저장·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현장방문을 통해 자료들이 실제를 정

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피는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중

한 업무와 부족한 시간 탓에 시의적절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

었다. 2015년임에도 2013년 9월에 조사된 내용을 최신자료로 반영하고 있

어, 동 주민센터의 자료들이 지역사회의 실제모습을 담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 동 주민센터에서 모아진 자료가 취합되어 상급단체나 부처

에서 정책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치 못한

기초자료들은 전달체계 조직의 정확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저해하는 요소

가 될 우려가 있다.

제 2 절 업무수행에 대한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들은 서로 중첩되기

23) 강제상 외 3인. (2010). 2010 학습용 정책행정사례 : 복지서비스 딜리버리 정책사례.

한국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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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충돌하기도 한다. 이처럼 엇갈린 역할기대들은 무엇이며, 대립되

는 기대로 업무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내적인 역할기대 갈등

먼저, 사회복지공무원들 스스로가 생각했던 역할 기대에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개인마다 선택의 이유야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의 사회복지공

무원들이 시험을 준비했던 이유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높은 직업안정성과

연금소득, 사무직으로서 편안한 근무환경 등을 기대한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기도 했었고 요즘 같은 취업난에 안정적인

직장이 좋을 것 같아서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생각했던 공무원 생활은

알다시피 편하고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으니까 퇴근 후엔 제 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다르더라구요. 학교에서 배운 거나 제가

생각했던 거나 둘 다...” (F)

이는 한국행정연구원 박정호 부연구위원이 ‘2013년 공직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재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공무원 절반 이상이 신분보

장·보수·연금을 우선 고려해 공직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직

렬을 지원한 사람들도 공무원 조직으로서 갖는 안정성을 가장 큰 매력으

로 보고 지원하였지만, 현실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업무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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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신분 보장이 잘 되어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
20.9% 32.8% 31.8% 31.3% 31.3%

보수나 연금 등으로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17.3% 22.1% 19.2% 16.3% 19.6%

국민전체에게 봉사하는 업무의

역할과 사명이 보람돼서
25.5% 15.2% 18.0% 23.3% 18.6%

부모 또는 친지의 권유에 의해서 9.1% 8.0% 13.8% 13.7% 11.2%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좋아서 9.1% 8.5% 7.8% 8.3% 8.3%

성, 출신지역, 학교 등의 차별 없는

인사제도가 마음에 들어서
8.2% 6.9% 5.4% 3.0% 5.7%

권한과 영향력이 매력적이어서 7.3% 1.8% 0.6% 1.0% 1.6%

기타 2.7% 4.7% 3.4% 3.0% 3.8%

합계
110 552 500 300 1462

100% 100% 100% 100% 100%

[표 3-1] 공직을 경력으로 선택한 이유24)

약자를 돕는 사회복지의 꿈을 펼쳐보겠다는 의지에서 공무원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복지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그들이 처

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지원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대와 달리 하는 일만 복지관련 업무일 뿐이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밀린 공문과 서류들을 처리하는데 바쁘다보니, 방문

조사나 실제로 찾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는 소

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본인 스스로 사회복지 업무 실천을 위한

소명의식에 주목할 것인지, 공무원으로서의 안정성에 더 많은 기대를 할

것인지 내적갈등은 항상 존재한다. 어떤 역할로 자신을 인식하느냐에 따

라 서로 다른 업무행태와 서비스전달에서의 성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24) 박정호. (2013). 공직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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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과의 역할기대 갈등

시민들이 복지공무원이나 동 주민센터에 바라는 역할 기대도 상충될 수

있다. 보통 시민들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평

등하게 제공되어야한다고 일반적으로 기대한다. 공정한 집행자로서 수평

적 형평성이 발휘되길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수급대상일 경우

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더욱 살피

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길 요구한다. 재량을 가진

결정자로서 수직적 형평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지역

사회로부터 후원받는 쌀이나 김치 등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져

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이 고려되지 못

하였다며 편견을 가진 공무원들이라 비난한다.

갈등의 원인에는 자발적인 고객의 특성도 한 몫 한다. 어려운 생활여건

으로 복지서비스의 획득이 본인의 생계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고객으로서 행동한다. 하나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을 중요

시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박탈로 받아들여 강하

게 저항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로부터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할 서비스라

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으며, 자신이 제일 가난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25). 하지만 동 주민센터는 규정과 절차에 의한 행위로 제한되는 행

정조직이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상자

들에 대한 소득·자산 확인과 수급결정 권한은 전달체계 내의 상위조직에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는 상위기관의 행정행위를 기준으로 급여·서비

스를 ‘전달’하는데 그칠 뿐이다. 이처럼 역할기대에 있어 ‘보장’과 ‘전달’이

라는 근본적인 인식차이로 인해 기대 간 갈등은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해줄 수

25) 이는 더 많이 떼쓰고 읍소할수록 들어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와 행동으로 이어져,

복지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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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문성도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기대한다. 지금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가 시행된 초기 배경을 살펴보면, 복지공무원을 분리해 선발하려는

이유도 지원하려는 대상자와 서비스의 독특성 때문이었다. 공공부조라는

분야는 다른 행정 분야와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데 담당자들이 대상자의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공무

원이 민원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전문적인 서비스

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타 행정업무와 달리 사회복지실천 과

정을 수반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선발배경은 사회복지공무원이 회피

할 수 없는 전문직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행 사회복지직렬

의 존재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다(김이배, 2010).

물론 사회복지공무원 채용 시 시험과목으로 사회복지학개론을 선택하고

자격요건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같은 자격

만으로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전공

시험과 자격증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를 통해 고

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문성이 높은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이나 일선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상위 전달체계조직의 구성원들이 갖는 전문성과 다른 모습일 수 있다. 한

예로 2010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의 개편목적으로 복지급여의 상담과 신청

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고,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과 급여지급 및

관리는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맡는 것으로 이원화되었다. 이같은

기능분리로 동 주민센터에서는 소득·자산 조사나 대상자 선정에 필요로

되는 전문성보다는 다른 형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

능력,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드러나지 않은 복지욕구들

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담역량,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문제해결능력, 지

역자원 구축에 요구되는 네트워크 능력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조직의 관심은 요원하다.

“복지업무가 곧 복지행정이다 보니, 동 사무소에서만큼은 업무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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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서 저 같은 일반 행정직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

또한 기존의 복지전달체계가 담당 직무에서 앞선 전문요소들을 활용하기

에는 수직적이고 단순행정업무 중심의 관료제적 성격이 뚜렷한 문제도 있

다. 이처럼 복지공무원들에게는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너럴리스트의 능력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실에서 사회복지‘전문’공

무원의 역할까지 기대되고 있다 보니, 복지공무원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기관 간 역할기대 갈등

서로 다른 기관 간에도 역할과 직무성과에 대해 기대차이를 보였다. 동

주민센터는 상담과 신청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의 복지사각지대

개선을 목적으로 한 방문·발굴의 역할이 있다. OO동 동 주민센터에서도

동장, 주민복지팀장, 주무관 1명씩 번갈아가며 매주 방문조사를 나섰지만

언덕경사가 심한 지역의 특성상 하루에 많아야 4∼5가구를 방문할 수 있

었다. OO동은 관내 국민기초수급자가 572가구로, 1년 꼬박해야 수급자 한

가구씩 방문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모든 집에 수급자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다.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연금 수급자·틈새보호나 긴급복지요망 가

구들까지 방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어려움은 다른 기관들에게 중요치 않았다. 역할에

대한 다른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청·시청의 업무평가나 감사원의 감

사에서는 방문실적과 그 내용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

었다. 수급자들이 신청한 서류들이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주로 살피고 있었다. 이같은 평가기준과 기대로 인해 동 주민센터도

자신들의 활동근거를 서류에서 찾거나, 문서로 증명하려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서류보완과 문서 위주의 행동으로 제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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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현장방문을 통해 얼마나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는지 여

부는 자연스레 직무의 관심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처럼 찾아가는

복지를 기대하고 요구하면서도 합법성의 잣대로만 평가가 이뤄지는 현실

에서는 주민복지팀 조직이 엇갈린 기대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제 3 절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1. 직접적인 위협

관찰을 진행한 OO동의 경우 △△구 21개 행정동 중에서 복지대상자가 5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곳이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수급자 수가 가

장 많은 지역이었다. 동 주민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신의 처

지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며 국가에서 주는 도움을 조금이나마 기대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었다. 하지만 상담과정에서 기대치만큼 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렵거나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경우, 실망한 얼굴로 돌아서거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인정에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게 불

만을 쏟아 내거나 욕설이나 폭언을 퍼붓는 등 위협을 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근데 어디 시민한테 가르치려 들어? 내가 이런거 다 알면 공무원하지 물

어보러 오겠어? 서류는 또 왜 툭툭 건드려? 어디 시민한테 말이야. 공무

원이 벼슬이야? 우리 세금으로 일하는 주제에... 이런 XX”

(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수급이 대기자가 밀려있어 당장 어려울 것 같

다는 말을 들은 후 민원인이)

OO동은 재개발예정지역이라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된 곳이다. 이곳에 거

주하고 있는 민원인 대부분은 취약계층이었다. 이들에게 급여나 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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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팀] [행정민원팀] 상담실

(B) (D)
동장실

(A)

스의 수급은 삶의 유일한 희망이기에, 선정여부나 수급중지 등에 예민하

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에

게 가해지는 위협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위협의 대표적인 예로 욕설이나

폭언은 전화 상담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다.

“전화로 해당 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문의하시거나 자격요건이나 접수

서류가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기초연금 막 시행됐을 때 관

련내용을 설명 드렸었는데, 할아버님이 다짜고짜 욕을 하시더라구요. 누구

한테나 얼마씩 무조건 주겠다고 해놓고 왜 이것저것 들먹이냐면서... 사실

저희야 신청하실 수 있게 안내하는 것뿐인데 저희가 해드리기 싫어서 그

런 것처럼 오해하시고 계속 욕을 하셨어요. 일단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

고 안내를 그만두었는데도, 계속 전화하셔서 욕하시고 화내시느라 며칠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E)

이같은 폭언 이외에도 상담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고

있었다. 상담실은 상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림 3-2]와 같이 동 주민센터 내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 설치됨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격리됨으로써 복지공무원이 흥분한 민원인의 위

협으로부터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주민복지팀은 업무공간과 상

담실 간 거리도 먼데다가 격리된 공간에서의 신체적 위협을 피하고자, 임

시 가림막이 설치된 격리된 간이상담실에서 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

다. 하지만 위협과 도전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림 3-2] 자리배치도 및 상담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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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

(C)

출생·

사망

신고

전입·

확정

일자

인감·

지방세

증명

등본

초본

제증명

간이

상담실

수화

통역

영상

전화기

⇧

입구

후원

물품

보관소

행정민원

관련서식 및 동

주민센터

안내책자 모음

상담은 해당 복지업무 담당공무원과 1:1로 상담이 진행되었다. 현실적으

로 수급이 어려움에도 끊임없이 요청하는 민원인과 어쩔 수 없다는 공무

원의 설득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고성이 간이상담실 밖까지 흘러나올 때가

많았다. 또 상담에서 불쾌감을 느꼈던지 담당 공무원의 팔을 잡고 가림막

밖으로 끌어내어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도 볼 수 있었다. 비록 관찰기간

동안 매일 일어나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덩치가 크고 문신이 온 팔에 있는 출소자와 상담해야 했던 적이 있어요.

출소 이후에 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팀은 다 여자인데다가 출소자와 저, 둘만 상담실에 있으려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상담내용에 불만이 있으셨던지 자꾸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때 여기 와서

처음으로 울었던 거 같아요. 너무 무서웠죠... 체격이 큰 남자분들이나 무

서워 보이는 인상을 가지신 분들, 할아버님들도 둘만 마주하기엔 부담스

러워요 사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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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신체적 위협을 느낄 시 소리를 질러 다른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거

나, 소지할 수 있는 비상벨을 눌러 사설경비업체에 출동을 요청할 수 있

게끔 조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비상벨을 사용한

적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위협상황 발생 시 그저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무원들은 전하고 있다.

“참아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일 몇 번 겪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한 분들이랑 상담하게 되면 괜히 불쾌해할만한 내용

들은 최대한 삼가고 할 말만 하고... 민원인 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다가 끝나실 때쯤, 신청하시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고

뭐가 필요하신지 정도로만 말씀드리죠.” (D)

법원이나 경찰·소방처럼 다른 국가행정기관과는 달리 유독 동 주민센터

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었

다. 타 기관보다 낮은 문턱으로 방문에 부담이 적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발적인 수요에 기인하기 때문일 것이다26). 다른 기관들의 서비스에 대

해서도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다루는 복지서비스가

특히 자신의 생계와 밀접하기에 더욱 민감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

다. 이같은 환경의 특성상 일상적인 위협이 빈번하다보니 복지공무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권위가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권위

를 높이거나 드러내기보다 축소시키고 있었다. 역할에 대한 권위를 높인

다면 위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자신들이 권위를 과시한 만큼 비난의

크기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손한 민원인에게는 관대하고 무례한 태

도의 민원인에게는 불친절하거나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듯, 권위를 드러

내며 구분지어 응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대신 ‘죄송합니다.’

26) 대다수의 시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권위 있는 정부기관으로 인지하기보다 본인의 요구

를 들어주는 당연한 곳으로 받아들이는 데 원인이 크다. 법원도 자신의 삶과 관계가

크겠지만 법원은 판사가 갖는 직업적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하는 반면,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의 권위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했을 경우

에만 자신들에 대해 권위적이라고 비난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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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을 반복하며 일상적인 도전들을 감내하거나, 위축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대응하려는 경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공무원들과의 대

화에서도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강조하면서, 사업지침이나

규정을 들어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급이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

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화를 많이 내세요. 그래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고 조르시기도 하구요. 안되면 돌연 화도 내시구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

럴만한 권한도 능력도 없어요. 저희가 수급을 못 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 그건 재량이 아니라 나쁜 일이죠. 저희는 그냥 지침이나 사통망에 나

와 있는 항목들에 맞춰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만 도와 드릴뿐이에요.”

(C)

“사무적이다. 권위적이다.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보통 이런 분들

은 자기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들이에요. 받고 싶은 걸 드

리면 친절한거고 아니면 권위적이다? 그냥 불쾌하셔서 저희 행동들을 불

쾌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들 있잖아요. 각 사업별로 어

떻게 해야 한다는 기준들. 그냥 거기에 맞춰서만 하는 거에요. 그래야 탈

도 없고 뭐라 하셔도 설명드릴 이유도 되고.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모든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D)

앞서 살펴보았듯 복지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대에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직무성과에

대해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몇몇 시민들로부터 가해지는 직접

적인 위협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규정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었다. 물론 규

정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가능케 해, 상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규정을 행동의 근거로 내세움으로써 자신

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그래야만 일상적인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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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할 수 있으며, 재량적인 결정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을 줄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체적인 위협에 일상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소극

적인 대응’의 모습은 나름 일리있는 행동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모습이 시민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은 매일 규정만 따지면서 일부

러 일을 안 하려 한다.’, ‘책임을 지기 싫어해 소극적이고 불친절하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의 강화는 복지공무

원과 시민 간의 건전한 상호작용을 방해하여 낮은 복지체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결국 복지공무원들의 권위에 대한 비난과 위협으로 되돌아

온다는 점에서, 업무환경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기능할 수 있

다.

2. 간접적인 위협

직접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위협들도 존재했다. 사회복지공무원

들에게는 민원인과의 상호작용과 감정적 교류가 필수적이다. 매일같이 대

면하는 민원인들의 대부분이 빈곤이나 질병, 분노와 체념과 같은 부정적

인 정서 상태를 표현하고 있었다. 여기에 고스란히 노출된 OO동의 복지

공무원들 또한 무력감에 의한 정신적 상실감이나 직무스트레스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요즘 신문에서 자주 나오는 감정노동자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친절해야하고 기분 나빠도 잘 응대해야하고... 또 방문조사 나가보면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가난을 다시 확인

해야하지만 드릴 도움이 마땅치 않아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 가정들 돌아

다녀보거나 찾아오시는 분들 사연 듣다보면 괜히 기분도 무거워지고 그래

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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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사회

복지직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의 우울 수준이 일반 인

구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울 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다른 업종의 노동

자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조사내

용을 보면 [그림 3-3]에서처럼 사회복지 공무원의 약 38%가 심리 상담이

필요한 ‘중등도 우울’, ‘고도 우울’로 조사되었고, 특히 중등도 이상의 우울

상태는 사회복지직 42%, 행정직이 26.26%로 다른 직렬에 비해 사회복지

직의 우울 상태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반응 중 하나인 탈진(소진)도 응답자의 55.81%가 육체·정신적 소진,

60.82%가 업무관련 소진, 59.09% 고객관련 소진으로 답변했다. 이 중 평

균 이상의 분포가 가장 많은 탈진은 ‘업무관련 탈진’으로 응답자의

90.37% 모두 기준치 이상이었다(임상혁, 2013)27).

[그림 3-3] 사회복지공무원의 우울증 정도 조사결과28)

27) 소진(burn out)이란 주어진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기대했던 성과나 보상없

이 인간적 회의감과 좌절감을 겪는 상태로, 즉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들

에 대해 오랜 기간 경험하는 신체적·정신적 탈진상태를 말한다(네이버 지식사전).

28) 임상혁. (20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방향.「월간 복지동향」.

17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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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들이 직·간접적인 위협들에 노출된 문제는 2013년에 잇따

른 복지공무원들의 자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정부에서도 정

신건강을 위한 상담치료나 감정치유 프로그램, 교육 등을 대안으로 제시

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시도와 고민은 긍정적이나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웠다. 교육을 위해 비운 시간만큼 남겨진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을 증

대시킬 수 있고, 밀린 일은 결국 본인의 야근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어쩌겠어요. 사회복지업무가 다 그런 건데...” (D)

복지서비스 전달은 조직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제업무환경

의 어려움은 개인 혼자서 감내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시간, 위협과 도전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조직 차원의 관심과 노력

이 부족한 탓에, 복지공무원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내몰리

게 되는 것이다.

제 4 장 동 주민센터 일선업무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 : 조직루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례에서 조직루틴을 발견하고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의미

들을 이끌어내고자 Feldman and Pentland(2003)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레

퍼토리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문법처럼, 조직루틴을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반복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일련의 행동패턴들’로 정의하고

자 한다. 연구자는 OO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의 일상에서 ‘여러 구성원들

에 의해 조직적으로 반복 수행되는 업무’에 초점을 두고 관찰을 진행하였

다. 특징적인 부분은 주민복지팀이 굉장히 다양하며 복잡해 보이는 업무

들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몇 가지의 업무들로 단순화시켜 정형화된 패턴

으로 반복하고 있었다는 점이다29). 주민복지팀 스스로도 공통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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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었다.

“저희가 하는 일이요? 음... 오시는 민원인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신청하시

려는 서비스나 필요한 서류들 작성 도와드리고, 그거 받아서 접수하고 그

런 일들 하죠. 보통.” (C)

“요새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바뀐다고 문의전화가 꽤 오거든요... 그거 안

내해드리고, 서류신청 도와드리거나, 매주 수급자들 찾아가서 뵙고 그래

요. 서류업무로는 내려오는 공문들 처리하는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E)

“수급자들 관리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문제 처리해드리고, 수급신청 하러

오시면 상담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죠.” (D)

이처럼 주민복지팀에서는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와 상담, 복지급여나 서

비스에 대한 신청과 접수, 수급자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 공문처리 및 기

타 관리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써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단 이 업

무들은 단기적이고 즉흥적이 대응이 아니라, 주민복지팀이 오랜 시간 정

형화한 일련의 처리 과정들을 담고 있었다. 관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경

우에서는, 구성원들 간에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인다는 점도 특징이었다.

세 가지 업무 모두 처리과정과 결과를 행복e음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조직 내 회의나 기안상신·결제처럼 상급자에게 검토되거나 내부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 주민센터가 상위전달체계

29) 물론 구성원들이 루틴한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역할과 관점에 따라 주

관적일 수 있다. 조직루틴이 집합적 행동이며 그 속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존재하므

로 루틴이 단일대상으로써 하나의 의미만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이다(Feldman and

Pentland, 2003). 다만 반복적인 실행이 계속되면서 조직구성원들은 공통적인 부분들에

주목하게 돼, 명시적으로 이를 객관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주관이

존재할지라도 일종의 이름붙이기(labeling)처럼, 일반적인 특징이나 객관화된 모습으로

조직루틴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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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협력을 이뤄야한다는 점에서도 복지행정의 집합적·조직적 측면들

을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는 독립적이라기보다 조

직에 의한 순차적인 업무처리과정 중 하나일 뿐이었다. 앞선 특징들을 종

합해볼 때 상담·안내와 신청·접수, 방문조사 업무들은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반복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일련의 행동패턴들’의 특징을 갖

는 만큼, OO동 주민복지팀은 특정 조직루틴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1 절 상담·안내 루틴

1. 명시적인 측면

상담과 안내는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최초의 단계이자, 동 주민센터

가 맡은 복지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다. 복지행정의 이원화로 시·

군·구에서 급여·서비스의 자격여부에 대한 조사나 결정을 맡았다면, 읍·

면·동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상담을 거쳐 공적서비스를 안내하고 전

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상담·안내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조직구

성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해야할 일로 이해하고 있었

다.

“상담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복지욕구를 파악해야하는 일이에요.

안내는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는 일이구요.” (F)

“저희가 하는 일의 전부이기도 할 거에요. 이 분들의 현재 생활형편은 어

떤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들을 원하는지, 저희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

는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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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적인 측면

상담은 민원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뤄지는 내방상담, 전화

로 걸려온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는 전화상담,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

인처럼 방문이 어려워 복지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방문상담, 3가

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내방상담과 전화안내가 동 주민센터 내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으며, 일과시간 속에서 매우 불규칙하게 발생하

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전화상담은 전화가 걸려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

아 한동안 뜸하거나 특정한 때에 업무가 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

부분이 급여·서비스에 대한 단순정보 문의였으며, 신청을 목적으로 문의

하는 경우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내방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상담·안내 업무는 조직차원에서 루틴화되어 있었다. 주민복지팀은 매번

다른 상황과 복지욕구를 가진 사람들과 상담을 해야 했다. 이는 복지공무

원과 주민복지팀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에 조직은 업무들을 임의적

으로 분류한 뒤, 각 구분마다 담당자를 배치하여 대응하였다. 덕분에 복지

공무원들은 전체 사업들이 아니라 본인에게 할당된 업무에 한해서만 상

담·안내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주민센터로 전화가 걸려오더

라도 담당업무가 아니라면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루틴을 적용했고,

자신의 업무일 경우에만 상담·안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루틴에 의한 행동은 구성원들과 조직 모두에게 인지적 절약을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다.

상담·안내 루틴이 실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내방상담을 예로 들고자 한

다. 내방상담은 보통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따로 마련된 상담실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담은 민원인의 이야

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화를 주도하기보다 민원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문제로 방문하게 되었고 무엇을 필요

로 하는지 먼저 파악해야한다.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중간마다

질문도 던져야 한다. 복지공무원은 상담을 신청한 본인과 신청인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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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을 메모하며 기본적인 소득·재산현황, 생활실태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또는 민원인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급여·서비스를 확인·안내하고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동의를 구한다.

만약 민원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더 있다면 관련된 수급기준과 신청서 작

성 요령을 함께 안내하여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돕는다. 물론 사

람을 대하는 일이다보니 민원인의 특성(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상담·안내가 진행

되고 있었다.

3. 상호관계 분석 (명시적인 측면 ⇄ 실행적인 측면)

우리는 흔히 루틴을 단순한 반복으로만 생각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반복되는 과정의 내부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직루틴

을 명시적인 측면과 실행적인 측면, 아티팩트로 구분 짓고 이들의 상호관

계를 살핀다면 보다 역동적이고 다양한 조직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도 조직루틴들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부

에서 발생하는 각 측면들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업무 수행에서 나타나는 조직루틴의 특징과 조직현상

들의 의미까지 이해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1) 단순히 반복되지 않는 반복

루틴이라 하면 ‘단순히 반복되며 변화하지 않는 행동패턴’으로만 보는 시

각이 강하다. 하지만 상담·안내의 경우 동일한 업무임에도 항상 같은 모

습으로 단순 반복되지 않았다. 매일의 상황 속에서 해석과 수정을 거치기

에 항상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보니

제각각인 상황에 반응하기 위한 행위자의 노력들이 더해지면서 조직루틴

은 변이(variation)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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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기초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일을 하고 싶다며 내방상담

을 요청하였다. 장애인 담당 공무원은 행복e음을 통해 자활사업의 안내를

도왔으나, 해당 동에서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인근 자활 근로지를 알아

봐야했다. 공무원은 대상자의 특성(장애인), 서비스의 목적(일자리) 등의

항목들로 추가확인에 노력하였고 ◇◇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거쳐 민원인

에게 인근지역의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을 안내하게 되었다31). 이는 담당

자가 아니었지만 상담자에게 안내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정형화된 안내과

정을 상황에 맞게 변화시킨 것이다32). 이처럼 루틴의 변이는 상황에 따른

행위자의 수고스러운 노력의 결과(effortful accomplishment)이기도 하다.

물론 변이가 한 번에 그친다면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으로 쉽게 사라

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유사상황에서 변이의 모습들이 반복된다면 조직

도 이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일시적인 변이가 아니

라 계속적인 변이가 발생한다면, 하위루틴(subroutine)으로 자리 잡을 수

도 있다.

보통 상담·안내 과정에서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들에 대해 안내가

진행된다. 규정에서는 수급자격만 명시하고 있기에, 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들을 도울 방법들은 적혀있지 않다. 때문에 규정에 있는 대로 행동

하려하거나, 과거에 유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만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사례에서는 수급탈락 경계에 놓인

상담자에게 제한된 규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33). 물론 이 방법을 안내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재량을 행사

30) March(1994)에 따르면 적절성의 논리 하에서는 부끄러움, 미덕(virtue), 배려 등과 같

은 도덕적 요인들이 행동의 주된 통제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

는 복지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원칙 이외의 변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

다.

31)「20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안내」사례 재구성

32) 담당업무별로 상담을 진행하던 기존 조직루틴이 변이한 사례로, 기초생활보장은 본인

의 담당이 아니지만 상담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고자 예외를 둔 것이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누군가가 겪는 어려움들에는 그 원인이 하나인 경우는 없었다. 실업·질

병·가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해결노력 또한 명확히 구분되

지 않고 중첩될 수밖에 없었다.

33) 한 예로 수급탈락의 경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었다. 가장인 어머니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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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도 아니며 악의가 있어서도 아니다. OO동 주민복지팀이 유사 사례

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이 있었기에, 사례에 맞는 해법들을 기억하고 있었

을 뿐이다. 유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생겨난 변이들이 특정 상황에서의

대안 중 하나로 유지되었기에 안내가 가능했다. 이처럼 변이도 반복되면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하나의 레퍼토리로써 조직루틴으로 저장될 수 있

다.

2) 계속적인 변화

Ryle(1949)의 정의처럼 명시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아는 것(know that)’

으로, 실행적인 측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know how)’으로 단순하게

이해해볼 수 있다. 두 측면 모두 단일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34). 관찰사례인 언어장애인과

의 상담·안내루틴에서도 명시적인 측면과 실행적인 측면 간 상호작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사례에서는 명시적 측면이 ‘대상자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안내’와 같이 비교적 명확하여, 달성되어야 할 목표로 기능하고 있

었다(guiding). 때문에 명시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실행

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정되거나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원래 OO동 주민센터에는 수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언어에 장

급장애로 기초생활보호를 받고 있는데, 함께 살던 딸이 올해 근로능력을 갖춘 성인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이에 복지공무원 C

는 동료 공무원 D와 F가 유사한 사례에서 도움을 주었던 경우에 비추어, 모녀간 세대

를 분리하여 다른 가구로 등록하거나 고용훈련 이수를 전제로 조건부수급자가 되는 방

법으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었다.

34) 명시적인 측면도 조직 내에서 객관적이라고 인지되고 있지만 각 구성원들의 주관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실행적인 측면도 구체적인 실행맥락에 따라 여러 모

습들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루틴의 명시적인 측면이 조직 내에서 합의되기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경우 실행의 다양성과 모호성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Pentland and Feldman, 2005).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직루틴에 따른 실행이 계속

되면서 조직구성원들은 공통적인 부분에 주목하게 되어 명시적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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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있는 농아인들이 직접 내방하였음에도 묻고 싶은 내용들을 메모지에

적어 대화할 수밖에 없었다. 묻고 싶은 내용들은 많았지만 글로만 소통하

다보니 자세한 내용들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농아인들은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포기하고 돌아서거나 대신 말해줄 사람과 재방문해야 했

다. 이후 장애인 담당 C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구청에서 진행하는 수화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충분한 의

사소통까지는 무리가 있었다. 또 C가 방문복지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이전처럼 상담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C뿐만 아

니라 주민복지팀에서도 문제점에 공감하여, 팀 차원에서 ‘대상자에게 적합

하고 충분한 안내’가 제공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팀장인 B가 다른 구청에 근무 중인 동료를 통해 수화통역을 위한 영

상전화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청에 의뢰하여 영상전화

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부터는 수화통역 영상전화기를 주민

센터 내 간이상담실 옆에 비치하였고, 농아인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민원

인과의 내방상담에서 활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상담·안내 루틴의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루

틴과 그 결과들에 대한 행위자의 반응과 성찰이 계속되면서, 명시적인 측

면이 달성되고 조직루틴까지 변화할 수 있었다(Feldman, 2000). 언어장애

인과의 상담·안내과정에서 보인 루틴의 계속적인 변화는 Berman(1980)이

말한 미시적 집행에서의 제도화(institutionalism)와도 맥을 같이 한다. 조

직 차원에서는 ‘쪽지대화 → 수화교육 → 영상통화기 설치’와 같이 계속된

적응의 결과를 농아인과의 상담을 위한 하나의 정형화된 시스템으로 받아

들이게 되면서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반응과 성찰을

통해 얻은 여러 대안과 경험들이 조직루틴에 축적될 수 있었다.

3) 인식 간 괴리

명시적인 측면과 실행적인 측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처음에 던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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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중 하나인 ‘왜 사람들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일이 쉽다고 생각

하는가?’에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조직 외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직루

틴과 내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직루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Pentland and Feldman, 2005). 사람들은 흔히 반복과 안정이라는 조직루

틴의 외형적 특성에만 주목하며, 루틴 내부의 실행적인 측면이 갖는 구체

적인 특성들은 간과한 채 명시적으로만 조직루틴을 이해하고 있다. 실제

로 조직루틴이 실행되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살펴보면 무의식적인

(mindless) 단순반복은 발생하지 않았다. 조직루틴은 특정 시점·장소·맥락

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취한 행동의 결과이며, 그 과정에는 행위자의

신중하고 수고스러운 노력(effortful accomplishments)이 담겨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복지공무원들은 상담과정에서 수급자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

단되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름의 선택지를 마련하고,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고민

과 노력의 과정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에 공무원들은 자신들

의 업무과정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행적인 과정에

주목하지 않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본 단편적인 모습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전체를 이해한다. 수급가능여부나 문의에 단순히 대답만 하거나 모르면

지침서를 살펴보는 역할로만 공무원의 일을 인식하는 것이다. 때문에 동

주민센터의 복지공무원 업무가 쉽고 단순할 것이라고 막연한 편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또 같은 공공조직이라 하더라도 다른 조직의 일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 상위계층이 인식하는 조직루틴은 하위계층에서

루틴의 경로를 인식하는 것에 비해 보다 공식적이고 단순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김귀영, 2006: 28). 한 예로 OO동 주민센터는 올해 가을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상위기관에서 하달된 지적 기준은 수급자 관련 서류 작

성여부나 규정에 맞게 급여나 서비스가 신청되었는지, 행동근거로써 관련

서류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상급기관인 감사원



- 59 -

이 동 주민센터를 단순히 ‘수급자 관리’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

급자 관리는 동 주민센터의 여러 복지역할 중 하나일 뿐이며, 수급자들에

대한 방문횟수나 복지서비스 홍보 및 친절 만족도, 관내 사례관리 실적

등의 업무 등은 간과되고 있었다. 이는 상위조직이 하위조직의 부분적인

업무처리과정을 업무수행 전체로 간주하거나, 업무과정에서 보이는 구체

적인 실행루틴을 간과한 채 명시적으로만 조직루틴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만약 조직 루틴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명시적 측면과 실행적 측면 간 괴

리를 보인다면 스스로 이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외부 사람들의 인식에서 괴리가 존재한다면 이는 해당 조직에 대한 편견

을 강화하는 기제로 기능할 소지가 크다. 조직루틴의 실행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 공무원 조직과 하급 집행기관에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같

은 맥락일 것이다.

4. 상담·안내 루틴의 특징

루틴은 단순 반복이 아니며 그 반복 속에는 매일같이 실행하는 행위자의

해석과 수정·유지 노력이 담겨있었다. 사회복지업무의 인격적 특성이 이

를 더 강화했을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업무의 특성상, 대상자마

다 각기 다른 상황과 대응들을 표준화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변이를 보인 조직루틴들은 반복을 거쳐 새

로운 해결책으로 저장·활용되었으며, 기존 조직루틴의 계속적인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이처럼 조직루틴은 조직의 안정성과 변화라는 딜레마적

상황을 포착하는 장점이 있다(Becker, 2005).

또한 조직루틴의 명시적인 측면과 실행적인 측면 간 괴리는 공무원에 대

한 시민들의 편견을 잘 설명해준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문

제도 조직루틴의 관점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인성이 게으르고 나빠서도 아니고, 수급자들이 착하기만해서

도 아니다. 그저 조직 내에서 습관화되고 개선되지 못한 업무루틴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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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조직루틴 속에서 행위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사람을 분리시켜

서 볼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부분은 조직이 반복된 행동으로 기억하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적 지식(tacit

knowledge)까지 담게 되었다는 점이다. 상담이 편안한 상태에서 친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식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담과정에

서 상대가 본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할 수 있게끔 이끌고, 흥분한 상

대를 진정시키거나 완곡하게 표현하여 전달하는 능력들은 말로는 배울 수

없다. 이러한 상담역량은 해당 맥락 속에서 반복적인 경험을 거쳐서만 이

해될 수 있고, 동일한 경험이 있는 조직구성원들이 서로의 행동을 보고

배우면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조직구성원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경

향을 동일하게 보이는 것 또한, 과거경험을 통해 조직적으로 체화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경험과 지식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탓에 조직 내에서

행동으로 기억되고 전달될 뿐이다. 이처럼 암묵적인 형태의 경험적 지식

은 잘 드러나진 않지만 해당 조직만이 가진 역량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 2 절 신청·접수 루틴

신청·접수란 복지전달체계에서 ‘신청 - 조사 - 결정 - 급여·서비스 제공

- 변동관리’ 라는 복지업무 처리과정 전체 중 ‘신청’에 해당되는 단계로,

조직적·집합적 행동의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본 신청서가 3개 종

류로 표준화되면서 작성해야할 항목이 모든 신청에서 유사해졌고35), 신청

서를 받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도 일련의 순서를 갖기에 조직 내

에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신청·접수과정은 하나의

조직루틴으로 볼 수 있으며, 실행과정에 있어 특별한 인지적 노력이 요구

35) 물론 사업별로 제출해야할 기타서류가 제각각이나 기본 서류는 표준화되어 반복적으

로 활용되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 상담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

되는 서류는 10개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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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보다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점이 특징이

다.

1. 실행적인 측면

1) 신청서 작성

구체적인 모습은 신청과정에서의 ‘신청서 작성’ 안내와 이를 ‘정보시스템

에 등록’하는 두 가지 과정으로 구분된다. 신청서 작성 루틴은 다음과 같

다. 먼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급여나 서비스의 신청권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및 그밖에

규정된 관계인이 포함되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복지담당공무

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기에 상담을

통해 파악된 민원인의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그림 4-1]과 같이 신청에 필

요한 서류들을 구비한다. 과거에는 사업별로 제각각이었던 신청서가 지금

은 표준화되어 ‘(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가지로 간소화되었다. 때문에 민원인마다 신청하려는 급여·서비스 종류가

다르더라도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하여 정형화된 작성과정이 이뤄질 수 있

었다.

작성에 앞서 먼저, (변경)신청서 뒷면의 ‘안내및유의사항’을 먼저 민원인

에게 설명한 후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은 신

청자 본인의 선의에 기초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과

정은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안내및유의사항’에는 정보조회 동의 조항이 있어 서명을 받게 되면

여러 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에 대한 정보조회가 가능해진다. 이는 신청인

의 기재항목을 최소화하는데 활용되며, 수급기준 충족여부를 정확히 판단

하고자 기본적인 주민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조회하여

반영한다36). 소득·재산 정보가 반영된 신청서를 출력한 뒤, 나머지 빈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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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인이 작성케 하여 확인서명을 받으면 신청서 작성은 완료된다. 이후

검토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거나 추가적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최대 1회의 재방문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

도록 하여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구비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었다.

[그림 4-1] 신청 서류 종류37)

36) 자산조사는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소득이나

재산의 조회결과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과 문의하여 해당

자료를 수정할 수 있도록 본인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한다. 타당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결과가 적용되게 된다.

37) 보건복지부. (2015).「2015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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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등록

신청서의 등록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해야만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처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복e음을 살펴야 하

는데, 개인신상정보를 다루는 복지업무 특성상 연구자가 이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안내」라

는 매뉴얼을 통해 행복e음을 통한 신청·접수루틴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

다. 또한 복지공무원들의 추가적인 설명과 시연을 바탕으로 실제 등록과

정을 이해하고 확인해볼 수 있었다38). 본 글에서는 루틴의 실행적인 측면

을 보이고자 첨부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이미지 또한「사회복지통합

관리망 사용안내」에서 활용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앞서 민원인이 작성한 급여·서비스 신청서류들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다. 기본적인 3가지 신청 서류들을 입력하며 이는 상담이력과 같이 수급

이력으로 관리될 수 있다. 그 기록들은 대상자에 대한 계속적인 복지정보

로도 활용될 수 있기에 정확한 입력이 요구된다. 먼저 [그림 4-2] ①에서

신청인의 성명과 인적정보를 작성한 뒤 ②에서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가구원들을 함께 가구에 등록한다. 이는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급되

는 급여·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새올시스템의 주민요약시스템이나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조회 및 적용이 가능하다. 가구원등록을 마치게

되면 가구원마다 소득·금융재산 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⑨금융거래정보

등제공동의서를 등록한 후 ③에서 상담인이 신청을 원하는 급여·복지서비

스들을 체크해둔다(중복가능). 신청하려는 서비스를 체크하게 되면 자동으

로 ⑤구비해야할 서류 목록이 제공되며 신청에 요구되는 나머지 추가서류

들에 대해서는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정보시스템에 첨부한다. ⑩탭을 눌

러 신청인의 소득·재산 자료도 추가로 입력하며, 모든 항목을 다 입력한

경우 해당 내용을 ⑥저장하여 작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⑦신청서 미리보기

를 통해 검토를 마치면 행복e음을 통한 신청서 등록은 완료된다. ⑪등록

38)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4).「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안내」서울.



- 64 -

이 완료되어 접수되면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자동으로 민원이

등록되며, 접수번호 또한 자동으로 부여된다39).

[그림 4-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등록신청 화면

39)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은 신청일이 되며 민원인에게는 급여기준일이, 공무원에게

는 민원처리기한 산정일로 계산된다(2015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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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신청서 접수 화면

[그림 4-3]에서처럼 등록자의 이름과 처리일시가 기록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게 신속한 신청·접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기능도 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신청완료란 ‘신청 - 조사 - 결정 - 급여·서비스 제공 -

변동관리’라는 단계 중 신청서가 등록되었다는 의미일 뿐, 모든 신청이 완

료되는 시점은 조사·결정과 같은 다른 처리과정이 모두 완료된 후 전자결

재가 승인된 시점을 의미한다. 만약 상위기관의 결제 과정에서 수정·보완

해야할 사항이 생기게 되면, 다시 동 주민센터가 구비서류나 소득 자료를

보완·저장해야한다. 이처럼 등록루틴은 반복적 특성뿐 아니라 조직 간 연

결에서 이뤄지는 집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과정임을 다시 한 번 발견할

수 있다.

2. 아티팩트

1) 행복e음40)

복지업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처리과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사회보장정

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서 보장기관이 수급자 선정 및

복지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

40) 행복e음이라는 용어는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이어주는 정보시스템’이라는 의미

로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로 선정된 이름이다. 범정부와 구분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

템으로, 본 글에서는 행복e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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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중앙부처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으로 구성되어 있

다(20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주민, 지적, 재

정, 세정, 복지 등 31개 시군구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관리 목적으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2015년 현재 교육부·

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등 11부 1처 1청 1위원회가 110개 복지사업에 대

한 34개 시스템을 연계 중에 있으며, 17개 부처에서 제공하는 293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

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44개 기관 515종의 소득·재산·인적자료·서비

스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적정 수급 유지에 활

용되고 있다41). 소득·재산조사 기준의 표준화 및 공적자료 연계가 확대되

면서 복지공무원들의 자산조사 업무를 효율화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개별 복지사업별로 관리되던 시스템을 복지대상자 개인별·가

구별 지원현황이 파악될 수 있게끔 개편하면서,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누

락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장점도 있다(사회

복지통합업무 안내, 2015).

41) 각 부처 간 연계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복지서비스별 신청자의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을 위한 자격정보, 복지 사업별 대상자

선정결과인 자격결정정보, 각 사업의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제공내역인 수급이력정보,

선정된 복지 대상자에 대한 자격변동 정보(사망, 장애인자격, 기초자격 등), 자격변동에

따라 대상자별로 제공된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한 부적정 수급 검토대상 정보, 제도적

으로 중복수급이 금지된 복지서비스 간 중복수급검토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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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원 체계도42)

2) 법령과 하위지침들

[그림 4-5]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법률43)

42) 보건복지부. (2014).「20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안내」서울.

43) 박광동. (2013).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법제 개선방안연구. 한국법

제연구원.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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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0조의 규정을 받는 기본권으

로서 사회권적 기본권 규정에서 가장 최고의 규범이 되는 것은 제34조 제

1항의 규정이다(윤찬영, 2010: 148).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하기 위한 선언이며, 이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사회보장기

본법」이다. 헌법과 일반 법률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

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이를 위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들을 포괄적으로 명

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

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중호, 2015).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회사업으로 규정된 17개의

법률에44)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을 따라야 한다(박석돈, 2005: 85). 주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

한 내용들을 포괄하며, 관련 복지제도와 사업들은 각각의 개별법들에 의

해 규정된다. 모든 서비스들이 하나의 법률에 담기지 못한 탓에, 이름은

다른 법이지만 유사한 내용의 일부 조항이 관계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때

문에 통일된 법체계 속에서 각 조항들의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

중앙정부는 법률의 적용을 위해 각 법률마다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두고 있으며, 수행하는 사업별로는 내용과 절차들을 자세하게 담

은 세부지침과 운영매뉴얼들을 하달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조례와 규칙을

통해 지역상황에 맞게끔 법규범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상위법

령과 하위지침에는 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절차와 지원근거들이 담겨있다.

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영유아복지

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의료급여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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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법률들과 시행령 그리고 사업지침들이 거

대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틀 안에서 복지행정조직의 행동이 구체화

되는 동시에 제한되고 있다.

3. 상호관계 분석 (실행적인 측면 ⇄ 아티팩트)

1) 수직적 통제의 측면

신청접수 루틴에서 보았듯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는 행복e음이라는 정

보시스템을 거치지 않고서는 수행되기 어려웠다. 입력해야하는 필수항목

들을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업무를 끝마치지도 못하며 조사·결정과

같은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도 없었다. 이처럼 행복e음이라는 정보시스템

은 업무수행과정 전반을 구조화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한 예로 행복

e음은 행정망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며 행정망이 아닌 경우에는

GPKI(행정전자서명) 발급 및 W-VPN에 이용자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접

근할 수 있다. 로그인 시에도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요구되기 때

문에, 행정망이 연결된 동 주민센터의 본인 컴퓨터로만 근무지가 제한되

고 있었다. 주말에 마무리해야할 일이 남아있더라도 자택근무로 해결하지

못하고 동 주민센터로 출근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처럼 업무

처리 과정이나 업무환경 모두 아티팩트에 의해 제한받고 있었다.

통합정보구축 및 일원화가 목적인 탓에 행복e음이라는 아티팩트에는 하

향적(Top-down) 성격이 강하게 담겨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

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철저히 중앙에서 통제하는 동시에, 개인에게

부여되는 접근권한에 따라 접속 및 조회범위가 제한되고 있었다. 권한범

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복지공무원의 경우에는 소관 읍·면·동 대상자에 한해 소득·재산정보 열람

과 신청서의 단순입력정도로만 행복e음의 활용이 허락되고 있었다. 이는

아티팩트가 복지공무원의 업무수행을 권한의 범위만큼 제한하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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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력된 정보의 활용은 시·군·구 또는 상위부처 수준에서 이뤄지는 반

면, 동 주민센터의 복지공무원들은 정보를 입력할 뿐이었다. 이처럼 업무

가 경직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통제지향적인 작업흐름(work flow)

구조 속에서, 제한된 권한만으로 지역 또는 개인상황에 알맞은 서비스가

수행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기대일 수 있다. ‘상위 부처 - 지자체 - 시·

군·구 -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전달체계조직과 수직적으로 통제

되는 업무환경 특성상 각 지역마다, 대상자마다 맞춤형 복지행정이 구현

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2) 구체성의 정도

아티팩트는 조직행동의 기준이자 산물과도 같다. 조직루틴이 구체화된

SOP나 매뉴얼들은 조직활동의 흔적으로써 기능한다. 다음 사람이 그 흔

적을 따라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 다양한 복지사업별로 작성된 ‘□□사업안내’, ‘□□지침’들은 실제업무

처리 과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문의 및 안내사

항, 요구되는 수급조건이나 구비서류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매뉴얼과 지침만으로는 복지 공무원들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상

황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모든 맥락과 경우들이 글로 표현되기에는 한계

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다.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할 뿐

나머지는 비워둔 것이다.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기준을 실행해야하는 행

위자의 해석과 인지이다. 개인 또는 조직이 해당 상황과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들을 고민해보고 실행으로 옮길 것이다. 반대로 역할을 최소한으로만 규

정짓는 경우에는 제한된 기준을 달성하는 데에만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

다. 이처럼 역할과 행동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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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모습들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는 일선 공무원의 재량 행사로 간주하

고 재량행위의 여부나 그 크기로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행동을

이끄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 채, 행동이라는 결과에만 주목한

한계가 있다. 마주한 환경 속에서 행위자가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함으로써 행동하는지 설명이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그림 4-6] 행복e음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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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관찰사례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공무원들마다 자신의 역할 해

석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주민복지팀이라는 동일 조직의 구성

원으로써 공통된 행동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급여·서비스 신

청서 작성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소득·재산조사를 행복e음에 연계된 공적자

료로 대신하고 있다([그림 4-6] 참고). 이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자료

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허위기재를 막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①일용근로 소득(파출부, 건설인부 등 일용 노무자)의 경우

본인이 소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회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른 경우

본인이 해당 기관에 자료수정을 요구하여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었다45). 만약 복지공무원이 권한 내에서 일용근로자의 수급을

돕는 적극적인 역할을 보인다면 소득이 최소한으로 책정될 수 있게끔 도

울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신고서에 유사업종 종사자들의 월 평균 최저급

여로 산정하거나, 지출실태조사표 작성에서 ④가구특성지출요인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을 늘려 기재하게끔 도울 것이다46). 반면 소극

적인 역할로 받아들일 경우, 소명자료 제출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서류가 제출되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유독 OO동 주민복지팀은 소득·재산조사를 유독 엄격히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만약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질 뿐, 상담과 접수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잘못을 묻지 않는다. 그

럼에도 소득·재산조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주민복

지팀 공무원들도 이에 대해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만 말하며, 선례나 동료직원들에 비추어 반복

적으로 행동할 뿐이었다. 일종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t)과도 같았다.

만약 개인들이 조직이 행동하던 경향에서 이탈하려한다면, 조직은 새로운

방식으로의 변화보다는 기존의 행동방식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45) 보통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주가 세금을 회피하고자 실제 지급금액보다 많게 일

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기도 한다.

46) 지출실태표는 가구가 현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파악된 소득·재

산에서 해당금액만큼 공제해준다. 때문에 가구특성지출요인이 클수록 복지급여·서비스

선정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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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으로서 조직이라는 틀 안에서 조직과 유사하게 사고하고 행동

하게끔 제한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티팩트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실행적인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인지와 해석에 따라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생기는 동시에, 조직이 반복해온 조직적 경향에 따르는 행동의 모습도 발

견할 수 있다. 후자의 모습은 일선공무원의 재량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조

직루틴에 의한 조직적 행동의 모습을 설명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4. 신청·접수 루틴의 특징

신청·접수 루틴은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

이 강해, 행위자의 의식적인 노력이나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탓에 주민복지팀과 공무원들에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과 재량이 광범위하게 주어지기 보다는, 제한된 역할 하에

서 업무수행을 해나가고 있었다. 한 예로 업무처리 과정 전반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팀은 정보시

스템에서 요구하는 세분화된 기준에 알맞는 서류들을 준비하고 항목에 따

라 입력·처리하는 역할로만 제한되고 있었다. 이처럼 수직적으로 표준화

된 업무처리과정의 영향으로 일선 복지공무원들은 수급자 선정에 있어 재

량을 행사하는 결정자가 아닌 단순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었다.

이같은 특징들은 관료제 구조 하에 있더라도 개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것이라고 가정한 Lipsky(1976)의 생각과

는 다른 모습이었다. 조직행동에서 구조적 제약이 기능함을 나타낸 것으

로,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조직구성원으로서 조직이 갖는 성향에 따라

행동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복지행정의 경우 관료제적

통제 요소가 조직행동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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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문조사 루틴

1. 명시적인 측면

확대된 복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넓어져만 가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복지의 모습은 동 주민센터에게 가장 강조되는 역할이

다. OO동 주민센터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복지’를 목표

로 한 방문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와 인

력 부족으로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던 중 2015년 1월 새로운 동장 A가 부임하게 되면서 변화를 맞게 되

었다. ‘기다리기보다 찾아나서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지론을 가진 A는 주

민복지만큼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매번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A

가 한두 달 간의 기본적인 업무숙지를 마친 뒤 3월부터는 적극적인 방문

조사가 실시될 수 있게끔 주민복지팀에 계속 권유하였다고 한다.

“저도 동장님처럼 1월에 처음 여기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업무나 분위기

에 적응하고 있었는데 매번 동장님은 복지팀이 많이 나가야한다는 이야기

를 강조하시더라구요. (웃음) 전 일반행정인데 지원업무로 발령받아온 거

라 돌아다녀야 된다니 좀 당황스럽긴 했죠. 뭐 그래도 해야하는 일이니까

기존에는 얼마나 방문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팀원들 의견도 들어봐서

결정하게 됐어요.” (B)

이에 복지팀장인 B는 팀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매주 2∼3일은 번갈아가

며 그때마다 시간이 되는 사람이 참여하도록 결정했다. 과거 주 1회에 그

쳤던 방문조사를 확대시키게 된 것이다. 3월과 4월 동안 계속된 시행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와 수정의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팀원들 각자 자신

이 편한 시간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게 했더니 의도적으로나 부득이하게 자

주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하급자들 위주로만 방문주기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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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담당자 C F D E

동장 A 또는 팀장 B는 요일에 상관없이 매일 동행을 원칙으로 함.

지게 되는 문제점도 생겨났다. 이후 다시 회의를 거쳐 요일마다 1명씩 배

정함으로써 모든 팀원들이 1주일에 1번은 방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관리자인 동장 A와 팀장 B도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없는 한 항상 동행하는 것으로 합의되면서, 지금은 방문조사

루틴이 주민복지팀의 매주 일상에서 하나의 정형화된 업무로써 자리 잡게

되었다.

[표 4-1] OO동 주민복지팀의 방문조사 실시 계획표

2. 아티팩트

SOP나 규정·지침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를 이해

할 수 있는 것처럼, 아티팩트와 조직루틴의 명시적인 측면 간 관계는 긴

밀하다. 이는 상위부처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조직 활동들을 상세하게 목

록화하고, 실무자들이 이에 따라 실행하게끔 관리하려는 목적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티팩트의 내용들에는 단순한 기술뿐 아니라, 특정 부분의

설명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방향으로 이끌고자하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이

다. 때문에 처음부터 매뉴얼과 같은 아티팩트들은 조직루틴의 명시적인

측면과 유사하게끔 쓰여지게끔 만들어진다. 한 예로 보건복지부는「사회

복지 통합업무 안내」라는 편람에서 ‘통합적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챕터를 따로 할애하여 ‘국민 중심’, ‘맞춤형’, ‘원스톱’의 복지전달 체계 구

축을 방향으로 매년 강조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해야할

역할이나 활동들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아티팩트는 조직

이 행동해야할 방향을 명시하기에 조직루틴의 명시적 측면처럼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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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루틴에서는 ‘행복e음’이라는 DB, 정보시스템으로서의 아티팩트

도 중요하다. 방문조사에서 확인한 내용들은 행복e음에 기록·저장되어 여

러 가지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에게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을 보여주는 실적으로서 기능하기도 하며, 주민복지팀과 상위 조직은 방

문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토대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류로는 파악하기 힘든 수급자들의 가계생활여건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가려내거나, 수급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방향에 활용된다. 만약 수

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방문조사의 실시로

발견하고 행복e음에 기록을 남긴다면, 이를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추

가복지서비스를 찾아 연결해줄 가능성도 커진다. 상담이력과 내용들이 정

보시스템에 저장됨으로써, 상담자에 대한 복지정보가 축적되어 모니터링

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부분도 장점이다. 이는 추후에 가구마다

제공되어야할 맞춤형 복지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티팩트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4-7] 방문조사 내용 저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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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관계 분석 (명시적인 측면 ⇄ 아티팩트)

1) 목적과 실제 간 불일치

조직이 인식하는 루틴의 명시적인 측면과 아티팩트가 긴밀하게 기록된다

해도 간극은 존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 여러 아티팩트들에서는 ‘통합

적, 원스톱,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의 실현을 위해 동 주민센터가 방문 조

사를 활성화하거나 복지사각지대의 개선 노력을 독려하고 있었다. 물론

주민복지팀도 동 주민센터로서의 복지역할과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처리만으로도 벅찬 현실 속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없이, 목표달성을 요구하는 문서들이 하달되는 것만으로는 조직에게

어떠한 행동변화나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에이... 방문 조사도 매주 하고 있잖아요. 찾아가는 복지하고 있는데 수요

자 맞춤형까지 해야 해요. 또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

고. 그치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현장 사정은

모르고 계속 어떻게 해야한다라고 지침만 내려오면 여기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것 없이 문서들만 덜렁 남게 되는 거죠...”

(C)

이처럼 ‘나아가야할 방향(이 기록된 SOP와 여러 지침들)’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명시적인 측면)’가 불일치하고 간극이 크다면 아티팩

트는 의미 없는 기록이 될 수 있다. 또한 실행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없이

명시적인 측면에서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조직으로 하여금 어떠한 성과

도 가져올 수 없다. 그럼에도 현장에 대한 이해나 개선의 실행노력 없이,

조직행동이 아티팩트에 따라서만 이루어지길 강요한다면 조직은 형식적인

집행에 그치고 말 것이다.

행복e음이라는 정보시스템(아티팩트)도 방문조사 루틴이 갖는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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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과 거리가 멀어보였다. 행복e음은 본래 일선 복지공무원들이 각종 조

사 및 행정업무로 찾아가는 복지를 시행하지 못했던 한계에서 출발하였

다. 복지사업 정보들이 통합 관리되어 관리체계가 효율화되면, 줄어든 시

간만큼 ‘찾아가는 복지’가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초기의 기대

속에서는 조직루틴의 명시적인 측면과 아티팩트가 긴밀해보였다. 하지만

통합관리체계로써 높아진 업무효율은 더 많아진 행정수요를 해결하는데

활용될 뿐, ‘찾아가는 복지’의 증대와 복지서비스 체감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방문복지 루틴의 또 다른 목표인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명시적인 측면

으로 이해해보더라도 행복e음은 괴리가 있었다47). 중복·부정수급자의 적

발이 주된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복지서비스 누락을 발견하여 지

원하려는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었다48). 누락이라는 개념도 기

수급자에게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의미일 뿐, 사각지대에 놓인 미수급

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다. 때문에 행

복e음이라는 아티팩트는 ‘찾아가는 복지’나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이라

는 루틴의 명시적인 측면과는 다르게, 관리와 업무효율 향상에만 활용되

는 모습이 강했다. ‘자신의 종교와 신심은 말이나 교리의 정밀함으로 입증

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조직은 법령과 매

뉴얼을 상세히 하기보다 실제 조직의 행동 속에서 변화와 그 방향을 보여

야 할 것이다.

2) 구색 맞추기

47) 여기서 ‘찾아가는 복지’나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조직구성원들이 방문복지 루틴을 명

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조직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하나의 목표로 기능한다는 점에

서 조직루틴의 명시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48)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임차보증금 누락자, 사적이전소득 누락자, 근로능력 판정기

간 경과자, 근로능력 있는 자 중 소득미산정자, 기초수급자중 장애급여 미수급자, 장애

등급 상이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누락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

주민센터에서는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민하고 문제해결에 노력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노력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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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행복e음이라는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복지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의 상호관계도 쌍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실제의 모습은 기록·저장해야할 형식을 구체화

하는데 그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오히

려 내부의 관료제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기록되는 정보들에도 문제가 있었다. 방문조사의 주된 대상은 직접 내방

하는 민원인들과 달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가 많고, 서

류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복지욕구들과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록들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입

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교체되더라도 상담내역 조회를 통해 해당 민원인

의 복지욕구나 생활환경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들이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함’ 또는 ‘의료비 소비가 있어 생계비만으로 생활이 어려움’과 같이

짧고 단순하게만 작성되어 있었다. 수급자가 어떤 생활환경이기에 아이돌

봄 서비스가 필요한지, 의료비 소비가 생활비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생계를 위협할 정도인지, 환경이나 맥락적 요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는 통합정보망으로서 갖는 ‘유용한 정보의 공유’

라는 활용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상위조직에 전달하기 위

해 정보시스템 기입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나, 단순히 항목을

채우는 것에만 몰두하여 저장되는 정보의 질을 떨어뜨리는 모습들이 그

예이다. 이처럼 조직구성원들은 자세한 기초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기보

다, 서류상으로나 형식상으로만 구색을 맞추려는 적응적 행태(paper

compliance)를 보이고 있었다.

4. 방문조사 루틴의 특징

특별해보이지는 않지만 방문조사 루틴의 변화가 주민복지팀 조직에게는

큰 의미를 가져다주었다. 과거에는 방문조사가 제한적이었던 터라 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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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과 주민간의 관계가 동 주민센터 내로 한정되어 있었다. 상담이나 신

청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주민들과의 접촉만이 주된 연결이었고 나머지는

전화처럼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졌다. 방문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

별한 연결고리가 없어 접근성이 낮았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루틴이 변

화하게 되면서 동 주민센터 밖의 지역사회와 관계가 확대될 수 있었다.

또한 수급자나 주민들에 대한 방문이 잦아지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접촉도

늘었고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시는 민간복지관·자원봉사자·교회 등과도

빈번한 소통이 이뤄졌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민간자원들과의 연계강화로

이어져 자선물품들의 동 주민센터 기부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사례에서처럼 조직루틴이 변화한 모습은 Feldman(2000)의 연구에서 의

미하는 바와도 유사하다. 루틴의 행위자들은 루틴을 변화시킨다. 자신들에

게 주어진 레퍼토리 내에서 다양한 선택의 결과로 변화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레퍼토리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조직루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매일매일 루틴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행위자임을 알

수 있다. 또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강제하거나 팀에 방문실적을 할

당하기보다, 조직구성원들 스스로 협의함으로써 변화시켜나갔다는 점에서

‘합의(consensus)’라는 요소 또한 조직루틴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기초임

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제 4 절 동 주민센터 조직루틴의 기능 : 종합적 논의

조직루틴의 발견과 그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 조직 활동의 여러 가지 측

면을 이해해볼 수 있었다. 한 예로 조직루틴은 조직에게 있어 단순한 반

복, 그 이상의 유용함을 가져다주었다. 구성원들이 매번 다른 환경에 어떻

게 적응하는지, 조직 내부에서는 구성원들 간 갈등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

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기능으로도 활용되며, 반복되면서도 조금

씩 변화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조직루틴은 안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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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처럼 자칫 모순되게 보일 수 있는 조직의 다양한 모습들을 설명해주

는 장점이 있다.

1. 다양한 외부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

1) 인지적 절약으로서의 조직루틴

개인이 각자의 신념과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과는 달리, 조

직은 공통의 목표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결사체로 규칙들에 근거해서 행동

하게 된다(rule-following). 규칙은 조직구성원들 간 공통된 이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이끄는 역할을 한다. 각기 다른 구성원들이 있음에

도 조직적인 행동이 가능한 이유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처럼 공무원 조직

에게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규칙은 법령과 지침이다. 공적 서비스를 전달하

는 정부조직은 법령에 기초하여 설치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규정에 근

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별한 고민 없이도

(mindless)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일선관료 개인이 다양한

상황을 단순하게 인지하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대응하듯, 조직도 명시된

규정을 따름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키고 인지적 노력을 절약하는 것이다49).

규정이 공식화되고 명시적일수록 상황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

성이 높으며, 이는 조직에게 큰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50).

규정이 명시적이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 조직은 기존에 해왔던

행동방식에서 힌트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규정은 글로만 존재하기에

49) 매뉴얼은 일종의 준비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의미이며, 만나보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매뉴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인지적 절약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은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들

에 대한 조직적인 고민과 노력의 부재를 보여주기도 한다.

50) 다만 시민들에게는 규정만 따르려는 편협한 사고와 제한된 접근만 강조하는 행정편의

주의의 원인으로 지적받기도 한다.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놓은 절

차가 오히려 목적달성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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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rules) 루틴(routines)

일반적(general)이고

추상적(abstract)으로 명시된다.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보다

맥락에 맞게끔 체화(tacit)된다.

해석의 여지가 있어(incompleteness),

해석과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

개인 또는 조직에서 이미 해석이

이루어졌기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mindless repetitions

but effortful accomplishments)

규정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rule ≠ solution).

특정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패턴들.

(routines = solution)

상황마다 해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조직은 이미 해석이 이루어진 ‘루틴’을 행동의 기준으로 선택함으로써 새

로운 의사결정에 드는 부담을 피하고자 한다. 매번 다른 상황마다 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규정보다는 조직루틴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복 속에서 체화된 조직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ynaud(2005)는 ‘규정(rules)’과 ‘루틴(routines)’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구분하고 있다.

[표 4-2] 규정과 루틴의 차이51)

조직루틴의 예로 ‘선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선례는 규칙과 다르다. 글로

명시되어 있기보다 행동으로서 기억되는 경향이 있고, 한 조직이나 집단

속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공유된다. 선례가 있다는 것은 조직 구성원

들이 유사한 방식을 따르는 데 문제가 없음을(성과가 어떠한지는 차치하

더라도) 보장한다. 상황에 적절치 않거나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선례로

공유되거나 기억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례는 이미 해석이 이

루어진 것으로 과정이나 결과를 예측 가능하기에, 조직에게 인지적 절약

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업무성과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조직은 선례를 행동의 근거로 삼아 과거 조직이 행동했던 경우와

유사하게 행동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보일 것이다. 이는 조직이 매번 다른

51) Reynaud(2005: 849-855)의 내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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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마주하더라도 유사한 경험들로 해석하고, 과거에 행동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정형화된 형태로 대응하는 모습

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52).

선례에서 나타나는 ‘조직적 경향(dispositions)’은 반복적인 행동의 모습

보다는, 매번 다른 상황임에도 반복적인 행동을 가능케 하는 ‘능력

(capabilities)’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반복이라는 조직루틴의 의미를

넓혀준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가 끝나는 오후 5시가 된다고 해서

일과시간에 조직이 활용한 루틴들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일이나 1주

일 뒤에도 조직루틴이 실행되었던 유사한 환경이나 자극들이 마련된다면

루틴은 반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반복되어오던 행동들이 갑자기 중단

되더라도 본래 행동이 갖는 특징과 능력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면, 이

전과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Hodgson, 2003). 이는 조직이 매번

다른 상황에 마주하더라도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적

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

2) 차선일 수밖에 없는 조직루틴

조직은 여러 구성원들 간 연결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환

경이며 조건이고 구조가 된다. 누군가의 행동이 다른 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약으로써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조직이 갖는 결제라인처럼

조직 내에서는 구성원들 간에 연속적인 행동이 이뤄지게 되며, 하나의 행

동(하급자의 기안상신)은 다른 하나의 행동(상급자의 검토 및 결제)을 유

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직이 갖는 절차적·집합적 특성은

세포가 교체되더라도 유기체가 유지되는 모습과 유사하다. 조직 또한 구

성원의 변경이 생기더라도, 루틴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갖춘 새로운 사람

52) ‘경향’과 ‘능력’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쌓여진 것으로 조직루틴에는 기억뿐만 아니라

조직의 지식과 스킬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며(Hodgson, 2003), 특정 행동과 능력을 취

할 수 있는 행동의 저장소(possibilities called repertories of action)로도 기능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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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용하거나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기능을 교육함으로써 대응한다. 이

를 통해 조직은 구성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직

기능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의 역량이 그대로 유지·보존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

다. 조직루틴이 구성원들의 절차적 기억에 저장된다는 점(Cohen and

Bacdayan, 1994)에서53), 특정 구성원의 교체는 조직역량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조직은 과거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루틴과 유

사한 형태로 복원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구성원들의 새

로운 해석과 재정의가 덧붙여지므로, 과거와 완전히 동일한 루틴을 복원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조직루틴은 어쩌면 항상 차선일 수밖에 없

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반복되어 왔던 기존의 루틴을 유지하는 것조차 현

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조직은 기존과 최대한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

적인 업무처리과정을 되찾는데 주된 관심사를 두게 된다. 다시 말해 조직

루틴이 조직에게는 하나의 달성되어야 할 목표(target)로서 기능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3) 의식적인 노력으로 변화하는 조직루틴

안정적인 환경이라면 ‘기존 루틴의 복원과 반복’이 목표가 될 수 있겠지

만, 새로운 상황이나 마주한 환경 속에서 조직루틴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루틴이라는 단어에서 계속적인 반

복, 단조로움 등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조직루틴은 조직의 안정성

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구성원들의 노력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반복

으로만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다.

53) 절차적 기억이란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지식으로 습득까지 시간이 걸

리지만, 일단 학습이 이루어지면 오랫동안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운 뒤 성인이 되어서도 이를 기억해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 방법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듯이, 절차적 기억은 쉽게 언어로 표현되지

못한다(tacit knowledges). 때문에 조직구성원이 갖고 있는 절차적 기억과 지식들은 해

당 구성원이 부재 시 손실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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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인과의 상담·안내 루틴이나 방문조사 루틴의 변화과정을 보더라

도 일상적으로 조직루틴을 실행하는 행위자들의 역할이 컸다. 이전 행동

에 대한 반응과 고민, 그리고 수고스러운 노력의 결과로 조직루틴이 유지

되고 변이를 거쳐 환경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다. 또 루틴이 루틴

을 만들기도 했다. 실행적인 측면의 계속적인 변화가 명시적인 측면을 변

화시키고 나아가 조직루틴의 변화로 이어지게끔 만들었다. 이처럼 기존의

시각에서처럼 외부충격에 의해 조직행동이 변화하기보다, 내적요인들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조직행동이 개선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조직루틴은 의미가 크다.

2. 조직내부의 안정을 위한 메커니즘

1) 간접적인 통제로서의 조직루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은 매일매일 조직이 기대하는 최적의 행동만을 수

행할 수는 없다. 어려운 업무환경에 놓여있지만 항상 바쁜 것만도 아닐

것이다. 어떤 날은 민원인의 내방이나 전화가 쏟아져 일이 많을 수 있고,

또 어떤 날은 신기하리만큼 조용할 수 있다. 이처럼 조직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속에는 느슨한 운영의 의미까지 담겨있다54). 조직행동의

느슨한 모습들은 조직 내에서 명시된 기준들을 지키는 선에서 조직 전체

의 존립을 해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수용된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수

행되는 조직루틴은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또는

어떤 행동까지는 하지 말아야하는지)를 이해시킴으로써 구성원들을 간접

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간접적인 통제의 모습은 방문조사 루틴에서도 나타난다. 공무원들이 정

말 바빠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인적인 이유들로 방문복지를 소홀히

54) Nelson and Winter(1982)는 느슨함뿐만 아니라 태업,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방종, 규칙

위반이 중첩되어 있고, 심지어는 거부까지도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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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급자인 A나 B가 방문조사에 함께한다면, 하급자인

주민복지팀 공무원들에게는 성실한 직무수행을 강제하는 일종의 제약으로

써 기능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구성원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수행

은 다른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조직

내에서 방문조사라는 루틴이 유지됨으로써, 개별 공무원들이 조직의 본분

을 방해할 만큼 자신의 편의만 추구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막는 장점도 있

다.

조직행동의 느슨한 모습은 구성원이 행동함에 있어 재량의 여지를 남기

기도 한다. 아무리 법률이나 지침 등 규정에 근거한 행동이 이뤄진다 하

더라도, 규정이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복지업무에서 규

정은 자격을 결정짓는 기준으로만 제시될 뿐이다. 그밖의 대응과 노력들

은 공무원 각자의 해석과 재량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재량의 행사가 긍정

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조직루틴이 갖는 조직행

동의 느슨한 모습을 통해 개개인의 재량적 행동까지 설명가능하다. 이는

조직차원의 일사분란한 행동이외에도 구성원들의 산물로서 발생하는 다양

한 조직행동의 모습까지 설명한 데에 의의가 있다.

2) 일시적인 갈등관리로서의 조직루틴

조직 내에 지배적인 루틴이 존재함으로써 조직 내 갈등과 마찰을 일시적

으로나마 봉합할 수 있다. 영유아보장업무를 하는 E와 장애인복지를 담당

하는 C는 사이가 좋지 않다. E는 C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지만 직

설적인 탓에 불만사항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편이다. 때문에 C는 이런

E가 못마땅하여 서로 간의 말다툼이 잦아졌고 두세 달 전부터 갈등이 조

직 내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곤 했다. 하지만 장애인 아동사업과 같이

협조를 구해야하는 공식적인 업무에서는 C가 E를 문제 삼지 않았다. 조

직구성원들은 업무의 실행이나 각자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모두 가

질 수 없어, 다른 행위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E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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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공하는 정보나 서류들은 조직에서 활용하던 기존 양식을 갖추고

있거나, 관련 규정이나 반복되어온 절차들에 따라 협조가 이뤄져 업무상

으로는 지적될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직루틴에 의한 일련의

업무수행 하에서는 동료에 대한 개인적인 불쾌감이나 갈등표현이 일시적

으로 억제됨을 볼 수 있다. E의 자료가 최선이었는지 여부보다 조직의 정

형화된 처리과정 속에서 확보된 정당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축구경기에서 반칙이 발생했더라도 경기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 플레이볼

이 선언되듯, 조직도 갈등의 정도가 존립에 해를 끼칠 정도가 아니라면

조직의 업무처리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봉합될 것이다. 결국 주민복지팀

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모든 복지업무가 루틴하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특

정 갈등으로 조직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갈등 당사자들 또한 원치 않

기 때문이다. 이처럼 갈등이 일시적으로 억제된 경우 휴전상태(truce)와

같으며, 이는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조직루틴이 존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다. 휴전상태로 조직루틴을 이해해본다면, 갈등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지배적인 루틴의 실행만으로도 조직 내 마찰을 일시적으로나마

제한할 수 있다(Nelson and Winter, 1982). 또한 구성원들 간에 서로 다

른 이해관계나 행동동기들이 존재함에도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지배적인 루틴을 바꾸고자 시도하는 경우에는 조직

전체의 갈등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때문에 조직은 루틴

한 운영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조직루틴에 의한 반복적이고 안

정적인 환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지금까지 전달체계가 갖는 ‘전달’과 ‘체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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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달’에서는 시민과 마주하는 서비스 전달환경의 모습을, ‘체계’에서는

조직의 업무처리과정과 조직행동의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앞서 가졌던 연구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이 마주한 일선업무환경에는 크게 자원의 부족,

업무수행에 대한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라

는 어려움들이 있었다. 복지공무원 개인과 조직 모두가 자원의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시민들이나 다른 기관들로부터의 기대에 충분

히 부응할 수 없었다. 이는 권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져 업

무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조직은 ‘규정에 근거한 행동’을 보였다. 매번 다른

상황에 대응해야하는 탓에, 조직은 의사결정비용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규정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모호

한 역할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규정의 준수와 문서기록들은 자신들이

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그 과정도 객관적으로 이뤄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은 다양한 요구들과 마주하고 있음에도 나

름의 정형화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로 OO동 주민센터는 상담·안

내, 신청·접수, 방문조사라는 3가지 조직루틴을 통해 대부분의 업무를 처

리하고 있었다.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반복은 규정이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

에도 조직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조직루틴은 조직의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직현상들도 설명해주었

다. 먼저 공무원들의 업무가 편할 것이라는 시민들과 힘들다고 호소하는

복지공무원들 간의 인식 차이를 조직루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민들이

조직루틴을 명시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이다. 실제 조직루틴이 실행되는

측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전 시행에 대한 행위자의 숙고나 개선

노력들이 끊임없이 반영된다. 그 과정이 말로는 표현되기 어려운 경험적

인 내용들이고 암묵적인 탓에 시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시민들은 과정보다 겉으로만 보이는 반복에만 주목하다보니, 복지공무원

들의 어려움을 간과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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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루틴이 조직행동을 설명한다고 해서 일선관료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조직루틴의 실행과 변화에는 매일같이 루틴을 실행하고 개선하

려는 행위자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루틴에 의한 조

직행동은 개개인의 행동까지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조직루틴에 의

한 행동이 재량행사, 태업 등의 느슨한 모습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조직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수용되고

있었으며, 조직행동 속에서 조직적 행동과 개인적 행동 모두를 설명한다

는데 의의가 있다.

특징적인 부분은 복지공무원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조직만이 갖는

특정 경향에 따라 공통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조

직적 행동의 측면을 발견함으로써 복지정책집행이 체계에 의한 전달과정

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조직에 의한 행동제약은 관료제라는 환경

속에서 복지업무가 수행됨을 보여주기도 한다. 업무특성상 각기 다른 요

구에 다른 모습으로 대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통제지향적인 정보시스템

과 경직적인 조직구조 내에서 업무들이 표준화되어 처리될 수밖에 없었

다. 이는 시민들에 대한 낮은 대응성과 맞춤형 복지라는 정책방향에 형식

적으로만 순응하는 모습을 낳게 된다. 대신 조직은 목표와는 거리가 먼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행동하거나, 서류상으로만 구색을 맞추려는 행태

(paper compliance)를 보이기도 했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도 반복적인 일상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조직에

게 있어 루틴한 상태가 하나의 목표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구

성원들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조직 내 갈등수준을 더 이상

높이지 않기 위해서다. 이처럼 조직루틴을 통해 단순화·정형화라는 일선

관료 개인의 대응기제만으로 나타낼 수 없었던 다양한 조직현상들까지 살

펴볼 수 있었다. 언뜻 보아 모순될 수 있는 특징들을 조직루틴에 의한 조

직행동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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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한계

연구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점은 연구수행방법에 있다. 모든 생명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IRB를 심사받도록 권고되고 있다. 본교에서도 생명윤리를 확보하고 대상

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

게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졸업논문의 일정상 IRB 심의를 받

지 못하고 진행된 한계가 있다.

본 연구계획서가 예비심사를 통과한 시기가 4월 초였으며, 4월 말에 있

는 IRB 심의를 진행하더라도 6월 초에 있을 종결심사 기한을 맞출 수 없

었다. 심의기간이 평균 1달에서 1달 반 정도 걸리는 상황에서, 현장에 나

가지도 못한 채 심의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에 착수하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없었으며, 초

기심의완료 후 관찰이나 면담과정에서 계획에 변동이 생긴다면 변동보고

와 변경심의 과정을 거치는 데에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다. 끝없

이 서류를 준비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실제 연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에 학술지 출간이 허락되지는 않지

만, 졸업목적의 논문에 한해서 IRB 심사 없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연구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부적절행위를 바탕으로 연구가

수행된 것은 아니다. IRB에서 시행하는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CITI)을 이수하였으며,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연

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를 구했으며, 자발적인 동의하에 관찰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상의 안전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끔 확실한 비밀보장도

실시하였다.

또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참여관찰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복지사

무의 특성상 개인의 신상정보를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



- 91 -

인 신분의 연구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물론 5주간에 걸친 현장

관찰과 수많은 질적 면담으로 이를 보완하였으나,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에 접근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었다.

조직구성원의 일부로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일선업무환경 스트레스의

직접적 경험과 행복e음을 통한 업무수행)이 덧붙여졌다면, 환경적 요인과

조직루틴에서의 시사점들을 더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간접

적으로나마 관찰하고 시사점을 이끌어냈던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2. 이론적 시사점

1) 일선관료제 이론에서의 시사점

Lipsky(1976)의 연구가 발표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지금까지도

많은 지적과 후속연구들이 이어진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선업무환경의

어려움만 강조하기 위해 사례에 단순히 적용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각기

다른 환경적 요인과 전제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찰사례에서 다른 맥락과 전제들을 발견하고, Lipsky가 제시

한 일선환경의 모습과 유사하면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고자 노력하

였다. 이를 통해 이론이 갖는 적용의 현실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첫 번째 차이는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비자발적 고객’이 아닌 ‘자발

적 고객’과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갖는다는 점이다. Lipsky(1976)에서는 비

자발적인 고객 탓에 문제의 원인을 고객 본인이나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돌림으로써(고객집단 재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55). 또한

고객의 수요를 제한하거나 구분지어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전달 과정을 임

의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반면 관찰사례에서는 복지서비

스 제공에 있어 대상집단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고객으로 행동한다는 점

55) 범죄자와 이를 검거해야하는 경찰,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과 이를 가르쳐야 하는 선

생의 관계처럼 비자발적이거나 수동적인 고객과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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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들도 고객을 재정의하거나 능동적이고 다양한

요구들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제한을 둘 기준으로써 규정을 내

세우며, 본인들에게도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음을 고객에게 호소하고 있

었다. 이는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원인을 명시적인 규정의 탓

으로 돌림으로써, 쏟아지는 비난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책임회피라는 결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성격의 고객

을 대상으로, 다른 행동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차이는 개인과 조직을 구분했다는 점이다. 전달체계가 조직적

연결이라는 점에서 일선관료 개인에 의한 집행이 아닌 주민복지팀이라는

조직의 집행으로 바라보았다. 한 예로 급여·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는

담당자의 신청 및 의견이 동 주민센터의 주민복지팀장과 동장의 검토와

결제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구청에서 그 결과가 타당한지 조사한 뒤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보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일선 복지공무원

들의 결정 그대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그리고 조직간 여러 단

계의 검토와 결제과정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다. 따

라서 개인(일선관료) 행동들의 합을 조직적 행동(일선관료제)으로 단순하

게 일반화하여 조직차원의 행동으로 보지 않고, 조직행동의 원리로서 설

명한 점에 의의가 있다.

세 번째로는 관료제적 특성이 업무환경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조

직에 의한 행동이다 보니, 공무원 조직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고 있었다.

Lipsky가 계층제적 구조보다도 개개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더 많은 재

량행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본 반면, 복지공무원의 업무환경은 전달체계

상에서의 수직적 제약과 행복e음이라는 구조적인 통제가 강한 힘을 발휘

하고 있었다. 행복e음이라는 정보시스템은 중앙에서 제한된 권한을 부여

함으로써 접근과 활용에 제약이 있었고, 일선 현장에서도 누락된 복지서

비스를 발굴하는 역할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업무처리과정에 있어서도 규

정과 절차, 보고라는 관료제적 특성 탓에 일선 공무원들의 상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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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나 재량행사가 구조적으로 제한받고 있었다. 이처럼 통제 지향적인

조직구조와 업무흐름은 복지업무 수행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었고, 복지

전달체계의 대응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환경적인 제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선환경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조직의 적응적 행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립되는 역할기대 속에서 비난을 회피하고자 재량권의 행사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는 재량행사에 따르는 노력의 대가

가 손실보다 작고, 마주하고 있는 환경의 위협이 너무 가깝게 자리 잡고

있기에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다(Weaver, 1986). 대신 공식적인 절차와 지

침들을 행동근거로 내세우면서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조직차원에서는 조

직루틴이라는 정형화된 방식으로 수요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로

다른 요구들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결정과 대안고려가 어렵기에, 패턴화

된 방식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 조직이라는 구조

에 행동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일선관료들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즉흥적인

집행이 발생하기보다, 형식적으로나마 규정과 절차에 순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통합화된 정보시스템의 장점을 살리기보다 정보의 입

력, 그 자체에만 몰두하거나 서류상으로만 구색을 맞추려는 적응적 행태

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2) 조직루틴 이론에서의 시사점

사람들은 규정과 절차를 따르는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곤 한다. 하지

만 조직행동의 원리로서 갖는 순기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시적인 규

정은 마주한 환경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장점이 있다. 또

한 경험을 기초로 조직루틴들을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조

직은 다양한 행동대안(repertory)들과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조직의 환경적응력을 제고하는데도 유용하다.

조직 내적으로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함으로써 구성원 개인이 갖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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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줄이고, 구성원들 간 갈등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규정에

근거한 행동은 상호작용의 대상에게도 유용하다. 서로의 행동이 규칙과

절차에 의거함으로써 예측가능하다면, 상대의 행동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DeHart-Davis, 2008: 364).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

에 맞물린 정부조직의 경우, 규정과 절차에 따르는 것은 대상 집단의 순

응을 확보하는데 용이하기에 더욱 선호될 수 있다. 이처럼 조직행동을 규

정에 근거한 행동(rule-following)과 조직루틴으로 설명해본다면, 다양한

조직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루틴의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사례관찰에서는 루틴의 발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루틴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안정성과 변화라는 모순되는 조직현상을 조직루틴

을 통해 동시에 설명하기 위함이다. 루틴의 의미에는 단순반복, 관성, 정

체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머물러있는 이미지가 담겨있다. 하

지만 매일 실행하고 유지하는 행위자의 노력으로, 조직루틴은 여러 가지

변이를 거치며 변화해 나간다. 내적인 변화가능성 덕분에 조직루틴은 계

속적으로 수정되며 조직도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것이

다. 외부충격에 따른 수동적인 변화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조직이 환경에

적응해나가는 메커니즘으로 조직루틴을 보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조직루틴의 변화에는 조직구성원의 ‘합의’가 매우 중요함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소득·재산 조사를 엄격히 하려는 조직적 경향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다른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변화를 꺼리고 있었기 때문이

다56). 반면 방문조사 루틴은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에 의해

변화가 가능했다. 따라서 조직적인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

방적인 방향의 설정보다 구성원들 간 의견수렴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이

해할 수 있었다. 이는 조직이 변화나 혁신을 추구함에 있어 참고해야 할

시사점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복지공무원들의 정형화된 행동을 표준운영절차

56) 표면적으로는 조직 내에 자리 잡은 공식적인 절차를 이유로 하고 있으나, 변화에 따

르는 인지적 노력과 업무의 부담을 주된 반대 원인으로 꼽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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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를 개발하고 따르는 모습으로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정형화된 행동이 명시된 규정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 경험들과

해석이 담겨진 조직루틴을 실행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정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조직행동의 실제 모습

을 발견하고, 매뉴얼이 아닌 조직루틴으로 행동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1) 일선관료제 이론에서의 시사점

우리는 흔히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만 많은 관심을 쏟고 이들에 대한 지

원과 정책을 늘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서비스의 전달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처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급자격 여

부를 판단하고 대상자들마다 처한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조직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례에서 보듯, 동 주민센터의 일

선업무환경에는 복지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만큼의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었다. 조직적 차원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한 탓에 일선공무원

들은 환경의 어려움을 그저 감내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전달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전달체계에서 상위조직보다는 일

선현장과 마주한 집행조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선업무환경이 어떤

모습이고 그 속에서의 업무처리과정을 이해해야만, 전달의 문제점을 정확

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현장에 대한

개선 없이는 정부와 시민이 제대로 만날 수 없기에 전달자와 일선업무환

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지전달체계가 경직적이고 관료제적 특성이 큰 탓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평적 형평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 주민센터가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대응해야하는 만큼, 부분적인 재량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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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일선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을 특정 범위로 제한하여

명시하거나, 재량행사의 책임을 팀장에게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로써 책임소재도 명확해지고 일선공무원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중간관리자로서의 팀

장이 경험을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조직적인 행동을 이끈다면, 우려되는

무분별한 재량행사를 막고 대응성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단, 여기에는 일선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57).

행동에 대한 제약들을 매뉴얼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공무원들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직업으로서의 공무

원을 추천하면서도 그들이 갖는 전문성과 능력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같

은 맥락이다. 하지만 7급 또는 9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중앙부

처의 공무원 못지않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우수한 성적의 인재들

이다. 인적자원의 질이 문제라기보다 구성원들의 능력을 관료제라는 틀에

제한하려는 잘못된 관리에서 문제점을 찾아야한다. 따라서 일선공무원들

의 능력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게끔 신뢰하고, 제도적으로는 교육훈련

과 경력관리가 뒷받침되어야할 것이다. 직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게끔

형식적인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게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조직도 구성원들이 가진 전

문성과 경험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공무원으로

서의 소명의식과 개인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게끔 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문제점만 지적하는 부정적 조직행태에 주목하기보다, 구성원들

의 참여나 직무만족 등 긍정적 조직행태에 초점을 둔 대안들이 뒷받침되

57) 사회복지업무가 사람을 대하는 일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

무이기에, 낮은 마음가짐으로 임해야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를 강요할 수는 없다. 공무원을 낮추어보는 시선 속에서 강요된 봉사의식은 공무원들

로 하여금 자발적인 개선노력이나 수평적인 조력자로서의 동기부여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공복으로서의 시민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관계만 고집하기보다는 상호존중이 필요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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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할 것이다.

2) 조직루틴 이론에서의 시사점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루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개선대안을 고민할 때에는 대부분 조직의 설계나 구조적인 측

면에서만 바라볼 때가 많다. 하지만 조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선

행되어야만, 조직적 체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조직루틴의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개편되지 못한 이유는 체계의 하부조직들이 갖

는 업무루틴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상호작용에 변화가 없었기에, 여러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실망스

러운 복지행정이 계속되는 것이다. 실제적인 변화는 조직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해당 조직이 갖는 조직루틴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조직루틴을 고려한 재설계도 필요하다. 앞선 관찰에서는 주민복지팀의

조직루틴만 살펴보았다. 하지만 동 주민센터의 행정민원팀 업무도 복지서

비스 제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처럼 직무의 범위와 성격

이 유사한 동 주민센터 조직을 굳이 행정민원팀과 주민복지팀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복지가 행정이며 행정이 복지이기 때문이다. 동

주민센터의 모든 업무들을 복지제공의 연장선 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

며, 조직루틴을 고려한 인력재배치와 팀제의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직무의 범위와 업무수행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팀의 구분으로, 한 부분에

만 업무가 몰리거나 팀 간 칸막이 현상이 발생해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향후 조직 개편에서는 기능 중심의 개선이 고

려될 필요가 있다.

적합한 루틴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황별 문제해결 사례나 노

하우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조직루틴이 형성되고 실행

되는 맥락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루틴이 다른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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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합한 루틴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이는 조직적

행동들을 한데모아 비교해본다면, 조직에게는 상황별로 유용한 정책수단

이 될 수 있다. 이를 공유한다는 것도 조직으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으로

부터 학습하고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과 준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유용하

다. 조직차원의 학습과 지식관리를 촉진하는 방향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아티팩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보화

가 업무처리과정에서 급격히 확산될 것이기에, 모든 업무는 전산망을 통

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전산망이 형식적인 보고와 서류작성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경직적이고 관료제적 특성을 강화하여

복지업무수행의 대응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본래 의도처

럼 정책결정과 조직행동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게끔, 시스템 설계

나 운용방식에 깊은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제 3 절 맺음말

“조직 루틴연구는 항상 새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장점이다.”58)

조직루틴 연구는 루틴이 갖는 반복적인 특성 탓에 겉보기엔 단순해보이

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여러 모습들이 얽혀있어 매우 복

잡하다. 연구과정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 계량적인 연구로는 단순한 패턴

의 확인에만 그칠 뿐,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하기 부족

해 오랜 시간에 걸친 참여관찰이나 인터뷰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도 조직루틴을 실행하는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직루틴의 실행적인 측면은 감추고, 긍정적인 의미

58) 연구자가 석사과정에서 수강한 ‘조직학습과 진화(최종원 교수님)’라는 강의내용에서

빌려왔다.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맺음말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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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시적인 측면만 드러내려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가 일상적

행동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조직루틴이 갖는 의미를 이끌어

내기 어려우며, 실행적인 측면을 인지하고 있다하더라도 말로 나타내기

어려워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번거롭고 지난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루틴연구는 더 큰 장점도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조직 내의 구체적인 업무수행과정과 큰 그림을

모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조직의 장이나 오래 근무

한 사람이더라도, 전체업무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조직

루틴 연구자는 조직 내에 흩어진 주관적인 조각들을 맞춤으로써, 조직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모습의 조직루틴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맞춰진

퍼즐조각들을 통해 실제 조직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조직행동의 미시적

기초를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조직

루틴의 어느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조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루틴연구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매우 기초적인 조직루틴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전달체계

에서 가장 하부단위인 동 주민센터 조직의 루틴을 발견했고, 조직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루틴내부의 상호관계만을 분석해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전

달체계 속에서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나 여러 조직들의 갖는 루틴의 중

첩, 이전 등 다양한 모습의 조직루틴을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어

질 연구들에서 조직루틴에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앞선 한계

를 보완하여 조직행동의 미시적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으면 하는 바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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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알고 싶은 내용 구체적 질문내용 (발견 가능한 조직루틴의 측면)

어떤

환경

에서

(업무환경)

일이 많은 건가?

일이어려운건가?

≠환경의 어려움

자원의

부족

개

인

적

동 주민센터가 놓인

일선환경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함.

□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는가? (노동시간, 강도)

ex. 하루에 보통 처리해야할 공문, 응대인원, 처리 문서량

□ 정보는 충분한가? (전문성)

ex. 지원 가능한 제도들을 숙지하고 있는지

□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있는가?

ex. 사통망 접근권한, 제한 여부

조

직

적

□ 민원인 대비 인력이 충분한가?

ex. 인적 자원의 특성, 지자체의 총액인건비제 한계

□ 기술적인 지원들은 갖추고 있는가?

ex. 실제 복지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 조직 내부 갈등의 요소는 없는가?

ex. 주민복지팀 내의 동료 간, 다른 팀과의 칸막이현상

권위에 대한

도전 또는

위협

□ 공무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는가?

□ 대상자를 구분하여 인식·처리하고 있는가? (stereotyping)

ex. 수요를 제한, 특정인을 가리키는 호칭 여부

□ 폭력적 언행이나 신체적 위협의 경험이 있는가?

[부록 1] 반구조화 된 인터뷰 질문 항목들59)

59) 질문들은 하나의 체크리스트로써 조직루틴을 발견하고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정답은 아닌 만큼 상황에 따라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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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이에 대응하는 매뉴얼이나 교육자료 여부.

□ 민원청구나 감사요청이 빈번하게? 악용되는가?

업무수행에

대한 기대와

평가

□ 업무수행에 대한 민원인들의 기대는 어떠한가?

ex.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 몇몇의 특정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은가?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 업무처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ex. 성과 측정의 기준 및 빈도(분기별), 가점 여부

어떻게

일을

하는가

(O,P,A)

but. 조직루틴

≠하루일과

행위자

조직루틴을 일상에서 누가

어떻게 해석·선택·활용하는가?

(루틴의 내적 변화가능성)

구조화

(classify)

□ 여러 업무들에 놓여있을 때 우선순위 여부

□ 나름의 분류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

단순화

(simplify)

□ 복잡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그에 따른 대응은 무엇인가?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내는가?

개인과

개인 간

특성

□ 같은 업무지만 직원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나?

□ 근속기간, 구청업무의 경험이 업무에 영향?

□ 같은 조직 내, 부서 간, 조직 간 갈등 존재?

(truce)

2차 자료
아티팩트를 발견

Rule following 여부 확인

□ 업무마다 매뉴얼, 지침, SOP가 잘 정리되어 있는가?

(written rules)

□ 잘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는가?

(cognitive, perfo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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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자료들이 저장되는 정보시스템의 특징

□ 구조로서 일상적인 업무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Organizational setting)

업무 처리절차
반복적인 실제과정의

구체적 기술

□ 그것들은 구체적인 말로 표현되는가? (tacit knowledge)

□ 과거에서부터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는가?

(repetitive, stable)

□ 이번은 다른가? 새로운 처리방법은 일회적인가?

(variation)

□ 경험들에 기초한 행동인가? (procedural memory)

□ 결제라인이 사회복지업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있나?

ex. 일반행정직 선임자가 결재? 경직된 관료제적 구조?

□ work calender (조직적·집합적 차원의 계획과 행동측면)

ex. 연간/분기별/월간/주간 업무달력

□ 매일 기록되는 업무일지가 있는지?

□ 주민복지팀 내 회의 주기, 참석자, 내용

상황
조직루틴의 반복·안정성 여부

인지적 측면확인

□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처리과정을 갖는가?

(repetitive, stable)

□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처리가 있다면 일회적인가?

(variation, changable)

□ 매번 다른 상황에 놓이는가?

그럼에도 동일한 처리과정을 갖는가? (repetitive,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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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Ostensive routine)

경험
절차적 기억으로서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과거에도 유사한 경험을 했는가?

□ 이를 조직구성원들과 공유하였는가?

(개인의 기억 vs. 조직의 기억)

□ 경험을 어딘가에 반영하거나

구체적인 매뉴얼 개선으로 이끌었는가? (tacit knowledge)

□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가?

(Org. dialect의 어감 - ex. 부정적 의미 : 꼴통망, 먹통망)

관찰

루틴의 내적측면 비교

(Ostensive vs Performative)

차이로 인한 변화가능성 여부

□ 공무원들이 질문에 답변한 내용(명시적인 측면)과

실제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실행적인 측면)간 차이여부

□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차이의 크기?

□ 차이로 인한 변화가 있는가? (chang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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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현장관찰일지(field notes)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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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rganizational Routines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 Focusing on the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Byoung ju, Le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word called welfare was familiar in every day now. However

people are unable to experience a high level of welfare and benefits.

Because the delivery system did not work properly and appropriate

services are not provided. Of course, many people have long pointed

out problems of the delivery system and requires improvement. But

there was a problem sticking to only one such organizational design

without microscopic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behavior. So far

the discussion up to date had to be abstract.

In this context, this study starts from the meaning which a

delivery system has. Delivery is the meaning that it leads to the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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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In other words, we need to understand how people interact

with street-level bureaucrats at the end of the delivery system. This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difficulty of the task facing those

who work environments. The word system contained features of the

inter-organizational connection. It is same that providing welfare

services in the delivery system is organized behavior. To understand

organized behavior, we should know the principles of organizational

behavior first.

That is rule-following and organizational routines. In particular,

organizational routine is the mechanism which an organization makes

them think and behave well. An organization always gets to face to

various situations. But the routine has advantage that is the basis for

the stable performance and behavior to the organization. A routine

changes properly by oneself at an environment because of having the

internal possibility of change. Based on this, an organization also can

adapt to changing environments.

Based on these contents, this study wanted to show how an

organization behaves and adapts in spite of the harsh environment.

And it provided the theoretical and effective policy implications which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can be improved in the view of

organizational behavior.

∙Key Words :

organizational routines, organizational behavior, rule-following,

micro-foundations, street-level working environment,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Student Number : 2013-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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