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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정책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정책의 가설적 지위는

정책집행 상의 문제인식에 대한 필연적인 기대를 형성한다. 이러

한 정책집행 상의 문제인식은 조직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정책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집행 시의 제약요인과 정책성과 간 관계의 양상

이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인식적 차원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연대감과 소통을 통해 개념화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우

리나라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및 합의제행정기관(위원회) 공무

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공무원 인식도 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집행 제약요인의 유형이 정책성과 인식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관계에서 부처 내 연대감과 부처 간

소통이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집행과정 상 제약요인의 유형은 그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

책성과 인식 간 관계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책성

과를 낮게 인지하는 데 있어서는 타 부처와의 갈등 및 비협조,

정책집행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리더십 부족 요

인에 대한 문제인식이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성과를 높게 인지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 및 예산 부족과 인

센티브 부족 요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와 같이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에 따라 정책집행

시의 제약요인들을 유형화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추론해보았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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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기준은 제약요인이 정책목표와 현실적 자원의 제약 간의 조

정과정을 수반하며 이에 대해 개인의 반복적인 시행착오의 과정

이 적용될 여지가 존재하는가이다. 두 번째 기준은 제약요인이

공무원의 내적 동기부여 과정에 관여 하는가 혹은 외적 동기부여

과정에 관여 하는가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인력 및 예산 부족

과 인센티브 부족이라는 두 제약요인은 외적 동기부여에 관여하

며, 정책목표와 현실적 자원의 제약 간의 조정과정을 수반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이 정책결과를 성공적으로 인지하

는 맥락을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정책집행 시 제

약요인의 유형은 제약의 존재가 정책성과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

로 작용할 것인지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

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내 연대감의 형성은 타 부처와의 갈등 상황에서 정책성과

인식을 높이는 동기부여기제로 작용하였다. 부처 간 소통은 정책

성과인식에 대한 준거점의 형성과 이해관계자의 증대를 통해 조

절효과를 유발하며, 효과의 방향은 정책집행 제약요인의 유형 특

정적으로 결정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정책성과의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 간에는 간극이 존재한

다. 이는 행정기관 외부와 내부 간 업무중요도 인식, 업무수행에

대한 시간적 안목의 차이로부터 정책성과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단년도 횡단면 분석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공무원 조직의 전반적인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갈등, 리더십, 집행체계와 같은 제도적,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반면, 높은 수준의 동기를 지속하는 데에는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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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자원의 제공과 보상체계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둘째,

정책집행 상 제약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처 내 연대감 형성

과 부처 간 소통은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부처

간의 소통은 부처 내 연대감 형성의 과잉이 초래할 수 있는 소속

부처의 성과를 과대평가하는 태도나 타 부처에 대한 배타적인 태

도를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을 통한 연대감의 형성과

소통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집행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은 정

책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학습을 촉

진한다. 공공조직 관리에 있어서는 개인의 인식, 개인 간의 관계

와 그 관계가 생산해내는 연대감 및 연결성과 같은 조직 환경적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동기부여에 기여할 수 있다.

주요어 : 정책집행 제약, 상호작용, 연대감, 소통, 동기부여,

정책성과

학 번 : 2013 - 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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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는 일상적으로 위험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의외의 사태

(unanticipated or unexpected event) 혹은 인간의 행동에 잠재되어 있

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마주하며 살아간

다. 그 속에서 개인은 매 순간마다 문제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는 지

속적인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보다 현명한 대응방식을 터득해간다.

이 때 개인이 경험한 학습의 과정은 사회관계구조 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진

다. 특히 상호작용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들이 균형적으로 발현될 때

학습의 효과가 증대된다(최병선, 199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집행 제약요

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성과 인식 간 관계가 조직구성원 간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직구성원 간 상

호작용은 사회적 자본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었다. 사회적 자본의 개

념을 조직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유추하여, 보다 구체화된 틀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학술적으로 개념화하고, 정부 성과에

미치는 시민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실증하면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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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공공정책 분야에 적용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후 사회적 자본과

정부 성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공

부문의 성과에 있어 사회적 자본이 갖는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로서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성과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정부 성과가 제고되거나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사회적 자본이 정부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정

부 성과와 그 영향요인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러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볼 필

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로서 고려할 경우에는 정책설계 과

정 중 성과에 특정 영향을 주기 위해 사회적 자본 수준을 의도적으로

조정 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즉,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상들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의 본질적인 성격 상 조정이나 통제를 가하

는 데에 복잡한 다수준의 단계가 개입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정

책성과에 대한 정책집행 제약요인을 고려한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이

유발하는 차별적인 영향의 양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조절변수로서 사

회적 자본을 고려할 때 얻을 수 있는 함의가 될 것이다.

Putnam(2001)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 호혜

성의 규범(Norms of reciprocity), 신뢰(Trustworthiness)로 구성되는

개인들 간의 관계를 지칭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Putnam(2001)

은 미국사회에서 개인화, 탈정치화와 같은 시민참여의 감소로 인한 공

동체 연대 등 사회적 자본의 감소를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 고독감과 같은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민주주의의 쇠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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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 내 고립되어

가는 인간상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후 Eric

Klinenberg(2012)는 "Living alone is the new norm" 이라는 문장을

통해 현대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묘사하였다. Klinenberg(2012)은

Putnam(2001)과 달리, 홀로 사는 삶을 시민 개인의 자유와 일상생활의

사적인 통제, 자아실현과 같이 현대에 보다 신성시되는 가치를 추구하

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해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디지털 미

디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확장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었다.

현대 사회는 초 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서 묘사된다.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지구촌을 넘어 우주의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내딛는 등 시공간의 제약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 또한 사물 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이 점차 실현되면서, 사물들 간의 정보 교환

이 인간의 개입 없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과 환경이 구

축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인간과 사물 간의 관계뿐만 아니

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연

결되어있는(Ubiquitous) 상태인 가상적 관계는 역설적으로 관계의 해

체와 개인의 소외를 의미하기도 한다. 개인은 새로운 소통의 방식에

적응해가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면대면 관계가 많은 부분 온라인상의 가

상적 관계로 바뀌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적 관계는 개인 간

신뢰, 호혜성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을 보존하거나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물적 자원 외에,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창출하는 가치로서 자원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러한 변화로 인해 지금까지 자본으로서 고려하지 않던 관계 등 비물질

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에도 자본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인적 자본 등 기존에 논의되던 대상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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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자본까지 학문적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자본이라는 명

명을 통해 새롭게 이해되거나 재발견되고 있는 대상들은 사회에서 그

들이 갖는 중요성을 반영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집중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개념을 통해

해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두 유형인 결속적 사회 자본과

교량적 사회 자본은 각각 구성원 간 연대감과 소통으로서 해석하였다.

정책성과의 저하는 정책집행 상에서의 제약들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

으며 이러한 경우 정확한 원인의 파악이 어렵고 따라서 수정 또한 어

렵다(정주용·조광래, 2009).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집행 시 발생하는 제

약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특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조직구성원들은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제약요인에 대해 상이한 인

식을 지니고 있으며 소속 조직의 성과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 동일한

조직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구성원들 간에도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업무 수행 시 어떠한 유형의 제약

요인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조직의 성과를 긍정적

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제

약요인에 대한 동일한 형태의 인식을 지닌 조직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구성원 간 네트워크나 상이한 수준의 신뢰를 가질 때, 그들의

조직성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제약요인

인식을 지닌 조직구성원들도 그들이 가진 인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영

향에 의해, 소속조직의 성과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구성원들의 다양한 인식형태는 소속 조직, 담당 업무 등

겉으로 드러나는 관찰 가능한 속성들로부터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인식의 양상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같은 개인의 선험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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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삶에 대한 태도와 같은 개인의 선험과 경험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에 기반을 둔 관

찰 불가능한 특성들이 인식 관계의 차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

았다. 특히, 조직 내 그리고 조직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신뢰, 유

대감, 가치의 공유, 애착, 충성심과 같은 속성을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

로 보았다. 이 때 조직구성원의 집행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과 성과 인

식 간의 관계가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적 자본의 측정변수가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데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부는 공무원 조직 내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금 체계의 개

편과 같은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은 경직되어 있는 조직 문화, 조직 구성원 간 유대감 및 신뢰의 결

여 혹은 과잉, 조직 간 네트워킹 수준에 따른 협력 및 경쟁의 약화와

같은 조직 환경적 요소의 역할이다. 조직 환경적 요소는 제도적 처방

의 효과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환경

적 요소 중 결속적 사회 자본으로서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와 교량적

사회 자본으로서 조직 간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상호작용은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구성원 간 자원

교환과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뢰 혹은 합의된 게임의 규칙을 기

반으로 이루어진다(Rhodes, 1990; 고길곤, 2007).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서 관계는 그것이 지니는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고길곤,

2007), 본 연구에서는 연대감과 소통의 시각에서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자 한다. 결속적 사회 자본의 개념은 연대감으로, 교량적 사회 자본은

소통으로 유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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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조직을 대상으로 정책집행 상

의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성과 인식 간 관계에 있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갖는 조절효과를 "연대감(Bonding)"과 "소통(Bridging)"의

두 유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집

행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성과 인식 간 관계가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의 수준에 따라 어떠한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정책성과 인식의 경우 개인 수준의 주관적 지표로서, 공

무원 성과인식 변수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정책성과 지표와 객

관적 정책성과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

성과 인식 변수가 객관적인 정책성과 평가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정책성과의 객관적 지표는 조

직 수준의 변수로서 정부업무평가 등급을 고려하였다. 우선 개인 수준

의 주관적 지표인 공무원 성과인식 변수는 업무의 효율성 인식, 생산

성 인식, 정책결정 및 평가과정의 합리성 인식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세

분화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조직 수준의 객관적 지표인 정부업무평가

등급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매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각 부처

수준의 정부업무평가 등급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인 정책집행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 변수는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근거 법령의 부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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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공

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언론이나 대중

의 과도한 관심의 8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하였다.

조절변수인 공무원 간 상호작용의 경우, 연대감과 소통의 두 차원으

로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연대감은 조직 소속감, 구성원 간 유대감,

구성원 간 가치 공유 등의 평소 부처에 대한 느낌으로써 측정하였다.

소통은 지자체를 포함한 타 정부기관과의 연락빈도를 통해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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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 1절 정책집행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

가설적 지위로서의 정책에 대한 논의는 Landau et al(1977)로부터

시작되었다. Landau et al(1977)는 정책 제안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

과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정책은 검증되지 않은 명제 단계에 놓여있

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정책은 오차의 가능성을 수반하며 선험

적으로 옳은(correct a priori) 것으로 수용될 수 없다. 즉, 정책의 인식

방법론적 지위(epistemological status)는 가설이다(Landau et al,,

1977). 모든 정책의 결정은 그 정책을 실현하여 관찰하기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설적인 것이다(김영평, 1982). 비록 경험에 바

탕을 두고 축적한 지식이 있더라도 환경의 복잡성과 변화로 인하여 기

존 지식체계의 적용 또한 어렵다. 이와 같은 정책의 가설적 지위는 정

책오차(policy error)의 존재를 함축한다. 정책오차는 정책집행과정 상

에서의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귀결이다(김영평,

1982). 특히 노화준(1989)은 기존에 의도했던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

거나 예측했던 것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정책오차로서 정의

하였다.

정책오차의 인지는 많은 경우 집행결과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정책

과정에서 집행 당사자들이 부정적인 결과 발생을 예측할 경우,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정책오차의 인지와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 정책오

차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는 결정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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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error)로서 정책문제를 결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를

가리킨다. 또 다른 하나는 실행오차(operation error)로서 집행과정 상

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조적, 환경적 제약요인이 만들어내는 오차를 가

리킨다. 결정오차는 주로 제한된 합리성과 같은 인지적 한계 등으로부

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정오차의 발견은 문제정의의 단

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광호 김민영 금현섭(2010)은 문제

정의를 정책문제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인식 틀(cognitive

framework)로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책문제의 본질적 요소나 실현

된 결과에 대한 식별을 도모함으로써 정책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

았다. 반면 실행오차는 자원의 부족, 행정조직 간 갈등,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 정책대상 집단의 문제, 선거 등 정치적 사건과 같은 구조

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였다(송하진 김영평, 2006; 정

주용·조광래, 2009).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Mazmanian & Sabatier(1981)는 실증적이며 체계적인 연구들을 바탕으

로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들은 정책집행과

정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서 문제의 추적 가능성, 정책결정의 집행구조

와 능력 그리고 비법률적 변수를 제시하였다. 이순자·최봉기·서상국

(2010)은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크

게 정책 환경요인, 정책 자체의 요인, 정책집행체제 요인, 대상 집단

요인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정책 환경요인은 구체적으로 매

스미디어의 관심정도, 국민의 관심과 지지, 관련사회단체의 태도, 정치

적 지원을 포괄한다. 두 번째로 정책자체요인은 정책의 명확성, 일관

성, 적실성을 포괄한다. 세 번째로 정책집행체제 요인은 재원, 정책집

행기관 자체의 성격, 기관과의 협조체계, 정책집행 책임자의 태도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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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을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대상 집단 요인은 대상 집단의 규모와

자원, 집단의 행태변화 요구 정도를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8가지 유형의 정책집행 제약요인은 정책집행 영향요인의 부족

으로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분류 틀보다 세부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정책성과

1. 정책성과의 측정

우선,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방식에 대해 다양한 성과 지표 등의

측정도구의 개발이 있어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업무 효율성 진단

에 있어 성과를 고려하는데, 성과는 책임성, 효과성, 지식공유, 구성원

만족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정부업무평가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를 실시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국

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다.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 의하면,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에 의거하여, 성과관리는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

성, 효과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업무평가지표는 평가부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집행이행도,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를 평가지표의 표

준적인 구성요소로서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부문의 성격에 따라, 일부

만을 활용하기도 한다. 각 지표들의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집

행이행도는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충실히 집행했는지 여부를 통해, 성

과지표 달성도는 사전에 제시된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11

를 통해, 정책효과는 성과발생 정도, 기대효과, 국민 불편해소, 국민만

족도 등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으

로써, 측정하였다. 또는 조직의 성과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로서, 자

원 획득, 효율성, 목적 달성, 고객만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Kushner

& Poole, 1996; Parhizgari et al., 2004; 박순애, 2006: 227).

정부업무평가 위원회는 2014년 협업을 평가부문에 새로이 도입하였

다. 평가 결과, 협업에 대한 저해요인으로서 부처 업무영역 간 협조 미

흡, 부처 간 정책개념 및 범위 등에 대한 이견, 상호 소통 부족으로 인

한 협업성과 체감도의 저하를 지적하였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4).

이에 따라, 정책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 등으로 인해 협업과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부처 수준에서의 협조와

의견 조정, 소통 등이 궁극적으로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지니는 가치를 반영한다.

다음으로 성과에 대한 주관적 측정방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성과인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식의 주체가

일반 시민 혹은 협의체 등의 시민단체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이숙종(2009)은 일반시민이 인식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성과인식

을 행정 서비스 제공, 효과성, 행정정보 공개, 예산 집행의 책임성, 시

민요구에 대한 대응성 측면으로써 측정하였다. 이재완·최인덕·박순우

(2013)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의 성과인식을 협력성, 지역성, 참

여성의 3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구성한 10개 항목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 때 3가지 원칙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목적 및 기본원칙을 근

거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 협력성은 지역사회 내의 보건복지 제공

자 간 연계,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정보공유, 지역의 자원 연계, 자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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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중복 및 누락방지 효과 등을 측정하였으며, 지역성은 협의체 위

원, 지역현안 인식, 지역의 잠재적 자원 발굴 등을, 참여성은 협의체

위원의 자발적 참여, 민간 위원회의 회의 안건 제시, 자치단체장의 관

심 정도 등에 관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이재완·최인덕·박순우,

2013).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정책성과 인식을 정책성과에 대한 주관적

지표로서 고려하였다. 이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주체인 조직 구성원으

로서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정책 환류과정과 향후 조직 성과관

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정책성과 인식 측정은 업무의 효율성 인식, 생

산성 인식 그리고 고객만족도 인식의 세 부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는 선행연구에 제시된 성과 측정의 표준적 지표 구성요소인 효율성,

효과성, 만족도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2. 정책성과의 주관적, 객관적 측정에 대한 한계

(1) 정책성과의 객관적 측정의 한계

첫 번째로,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지니는 부정확성으로 인한 측정의

타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조직과 같은 공공부문의

경우 이러한 성과지표의 부정확성이 더욱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성과 혹은 효과성은 측정에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과

나 효과성에 영향요인인 조직행태를 그에 대한 하위개념이나 등가의

개념으로서 활용해왔다(박순애, 2006). 권일웅(2012)은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해 성과지표의 부정확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실증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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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과지표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서 팀 작업의 비중, 수요증가의 추세, 단순 업무의 비중, 혁신의 중요

성을 선정하였다. 이 변수들 중 팀 작업의 비중, 수요증가의 추세, 혁

신의 중요성 모두에 대해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

였다. 또한 단순 업무의 비중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대비 낮은 수준

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의 성과지표의 정확성이 민간부문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실증결과를 도출하였다. 각 변수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팀 작업이 많으면 팀 활동에서의 개인성과 측정이 어려우며

팀 협동 자체에 대한 성과측정이 불명확하게 된다. 또한 수요의 증가

는 곧 새로운 형태의 업무 추가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구성원의 성과

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단순 업무의 경우 성과측정이 비교적

명확성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다. 혁신의 발생빈도가 높을 경우 성과

가 구성원의 능력 혹은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기술혁신과

같은 제 3의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혁신적인 성격의

업무일수록 전문성과 복잡성을 동반하며 성과 또한 불명확하여 측정의

정확성이 저해된다(권일웅, 2012). Chun(2005)은 공공조직에서 조직성

과의 측정에 대한 어려움을 목표의 모호성과 다양성에 의한 목표달성

여부 측정의 어려움을 근거로 설명하였다. Ring & Perry(1985)는 특히

공공조직이 시장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시장가격에 의한

가치 평가라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성과의 측정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

한, Chun(2005)은 사회에는 다양한 가치 간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존

재하는데 이로 인해, 조직목표의 명확성이 정치적인 비합리성을 초래

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렇듯 공공조직에서의 성과 측정은 성과지

표의 부정확성 그리고 조직 목표의 모호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정확성

이 결여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어왔다. Brewer(2000)은 조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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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 생산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와 긍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인식을 통해 생산성을 측정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두 번째로, 성과에 대한 인식은 실제 성과관리시스템의 효과성을 측

정하는 대리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남승하(2009)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지된 유용성과 대응태도를 성과관리시스템의 효과성에 대

한 측정의 대리변수로서 이용하였다.

세 번째로, 구성원의 성과 인식은 기존의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간과

할 수 있는 조직을 둘러싼 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 이

석환(2011)은 성과 평가에 있어, 내, 외부 환경 요인을 균형적으로 고

려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내부 환경의 관점에서는 자원의 여유

정도, 업무자체의 난이도를 고려해야 하며 외부 환경의 관점에서는 서

비스의 성격과 부서의 이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

한 성과 인식도를 통해, 목표달성도 외에 정책 과정 중의 합리성과 같

은 성과에 대한 과정적 시각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정책과정은 다

양한 차원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 외의 예기치 못

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결과의 발생은 객관적

성과로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문제의 발견 등의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

러한 정책 과정 특히 결정 및 분석 과정상의 합리성인식을 통해 기존

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실현된 성과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측정할 때, 실제로 공

무원들이 그러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즉 객관적 성과 수준과 주관적 성과수준 간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산업계와 학계에서 이루어져 온 기존의 성과 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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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조직 외부에서 측정하는 성과가 기준이 되었으며, 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객관적 지표의 가치를 수용해 왔다. 반면 그러

한 성과에 기여하는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의 성과 인지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인식은 향

후 성과를 제고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운영과 수행에 있어서 또한 정책결

정 및 평가 과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소 등은 중요한 조직의

정보가 된다. 또한 이렇게 조직 구성원들이 가치를 두는 절차, 환경,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

는 데에도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인식은 정책 환류

(policy feedback)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정책평가의 결과는 정책

환류 과정을 통해 정책 학습과 정책 변동의 토대가 된다. 이 때 적절

한 시기에 정책 학습 혹은 변동이 이루어지는 데에 정책성과에 대한

인식이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식은 갈등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

다. 갈등 해결 요인으로서 갈등 상황에 놓인 행위자의 인식을 변화시

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갈등의 발생원인들 중, 인지된 형평성의 차이와 프레임의 차이는 많은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왔다. 정지범(2010)은 입지정책 분야에서 갈등 발

생의 원인을 공간적, 시간적, 집단적 형평성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시간적, 집단적인 형평성의 불균형은 인지의 차이로부

터 발생할 수 있다. 형평성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도 있지만, 갈등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인지된 형평성이다. 이

러한 인지된 형평성 간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 관련된 당사자들 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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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유발되며 심화되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갈등의 조정 및 해

결 방안도 형평성의 인지와 같은 인식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인지된 형평성의 불균형

을 극복하고 형평성 인식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형평성

외에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 또한 갈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위험 인지 수준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주관적 판단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상이한 수준을 가

진다. 이러한 위험 인지 차이가 유발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는 위험 소통(risk communication)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정지범,

2010). 또한 Kaufman(2003)은 갈등 프레임(conflict frames)을 갈등상

황에 존재하는 사건, 상황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와 해석의

틀로서 정의하였다. 이는 선험적 지식인 스키마(Schema)와 마찬가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동일한 집단에 소속된 행위자들

은 갈등을 인식하는 틀을 공유하면서 집단행동 프레임(collective

action frame)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때 갈등 프레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의 변화를 통해 리프레이밍(reframing)이 유도되는데, 이는 갈등

프레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심준섭, 2012).

정책과정을 추진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과정의 주요

한 행위자인 공무원의 성과인식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객

관적인 성과지표가 말해주지 못하는 구조적, 환경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제의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인식 차이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에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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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성과의 주관적 측정의 한계

구성원의 인식은 개인의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과 같은 직무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근간이 된다. 또한 구성원의 인식은 문제의 발견을 통

해 정책 환류과정과 갈등의 형성 및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 특히 정책성과 인식은 정책 환류를 통한 정책 수정과 정책 학습을

도모하고 조직의 성과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게 고려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성과 인식이 갖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정책성과 인식의 주관적 성격, 인식 측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들

로 인해 정책성과 인식 변수는 한계를 갖는다.

첫 번째로, 정책성과 인식의 주관적 성격으로 인한 일반화의 어려움

이 한계가 될 수 있다. 정책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관계에서의 조절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

에서 도출된 결과를 다른 성격의 집단에 적용하거나, 동일한 성격의

집단의 보편적 성격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로 인식의 수준은 특히 보통 평균 주위에 분포하려는 속성이

강하다. 또한 조사의 대상이 공무원 조직임을 고려할 때 그들은 여러

특성에 대해 동질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인식에 있어 분산이 작

아, 의미를 발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독립변수인 정책집행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성과 인식

간의 관계가 동일 대상으로부터 측정됨으로써 갖게 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공 변량에 기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통해 측정되

었을 때, 동일방법편의(Common Source Bias or Comm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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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종속변수 선정에 있어 이러한 편의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동일 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 혹은 동일 원천 편의

(Common Source Bias) 통제 방안

동일방법편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측정이 동일한 방법으

로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 오류를 의미한다(백상용,

2012). 측정 상의 동일한 방법은 동일한 대상과 동일한 측정 도구를 포

괄한다. 특히 측정 오차의 주요한 원인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Podsakoff, 2003).

본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한계의 극복을 위해, 본 연구

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책의 성과 측정에 조직 외부에서의 평가와

조직 내부에서의 평가라는 두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개인수준의

주관적인 정책성과 지표로서 공무원의 성과인식을 고려하였고, 조직(부

처) 수준의 객관적인 정책성과 지표로서 정부업무평가 등급을 고려하

였다. 이 때, 독립변수인 정책집행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이 종속변수인

정책성과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지표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두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도 함께 고려 하고자 한다.

제 3절 정책집행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성과

간 관계

정책성과의 저해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지만, 정책집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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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제약요인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주로 구조적, 환경적

제약에 의해 유발되는 정책집행 제약요인들은 정책 환류 과정 시 정책

성과 개선을 위해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수정 및 개선을 통

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곤수(2001)는 결정-집행연계성 모형을 통해, 결정 과정과 집행과정

의 특성이 집행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집행과정은 집행체계, 집행도구, 정책대상으로 세분화하였다. 김순

은(2009)은 정책집행기관과 연관된 요인들이 정책의 성공과 상호 유기

적 관계를 지닌다고 하였다. 정책집행기관과 관련된 요인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각 부분은 중앙정부 관련 요인, 지방정부 관련

요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할 경우 둘 간의 관계와 관

련된 요인과 같다(김순은, 2007).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관련요인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의지, 중앙정부의 인력 및 조직과 자원 등의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김순은, 2007).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책집행

제약요인은 중앙정부와 관련된 경우만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집

행 제약요인으로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근거 법령의 부실,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정책대

상자의 순응성 부족,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의 8개 요인을 고려

하였다.

제 4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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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 및 측정

(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

사회 자본이라는 용어는 Tocqueville(1968)이 미국사회의 특성을 설

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하상근, 2014). 이후 1980년대부터 국내

외에서 사회 자본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자본의

개념을 처음 학술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Bourdieu(1986)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였던 Bourdieu(1986)는 경제자본과 문화자본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자본의 형태로서 사회 자본을 개념화하였다. 경제자본이나 문화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자본 역시 특정 집단에 편향된 축적이 이루어짐

으로써,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Coleman(1988)은 제시된 사회자본의 개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

며,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Coleman(1988)은 교육 분야에서 인적자본과 비교하여 사회자본의 상

대적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엘리트 집단의 특권을 재생산하는 주체로

서 사회자본을 인식하였던 Bourdieu(1986)와는 달리, Coleman(1988)은

비엘리트 집단으로까지 사회자본의 개념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후

Putnam(1993)은 이러한 연구의 토대 위에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확산

시키고 공공정책 분야에 적용하였다. Putnam(1993)은 이탈리아 지방정

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사회 자본을

고려하였으며 사회 자본의 측정은 시민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

회적 자본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접근의 차원을 넘어, 학자들이 합의

를 이루고 있는 점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네트워크)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적 자본,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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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또한 개인과 조직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Putnam,

2001).

우선, 사회자본의 개념을 개인수준의 정의와 공동체 수준의 정의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Bourdieu(1986), Lin, Cook &

Burt(2001), Burt(2001)는 개인수준에서 사회 자본을 정의하였다.

Bourdieu(1986)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

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

계”로서, 개인의 속성으로 본 사회 자본을 정의하였다(Bourdieu, 1986:

248;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2003: 19; 남궁근, 2012: 243). 이러한

시각에서 Lin, Cook & Burt(2001)은 사회 자본을 “행위자가 자신이 소

속한 집단, 즉 네트워크 속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서 정의하기도 한다(Lin, Cook & Burt, 2001: 19; 남궁근,

2012: 243). 사회 자본에 대한 이러한 개인수준의 접근과 동일한 맥락

에서, Burt(2001)는 특정 개인이 갖는 사회자본 양은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규모와 범위, 네트워크 내 위치에 따른 중심성, 배타

성, 자율성 등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Putnam(1995)은 공동

체 수준에서 사회 자본을 정의하였다. Putnam(1995)은 거시적 차원에

서 특정 지역공동체 또는 국가사회의 특성으로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사회의 전통, 신뢰, 협동 등과 같은 호혜성

에 기반을 둔 가치와의 관계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

각의 접근 중 하나로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호혜적 규

범, 사회적 신뢰 등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효율

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정의하였다(Putnam,

1995: 67; 남궁근, 2012: 244).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영역들로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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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많은 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자본 구성요소

는 Putnam(1993)이 제시한 협력적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

뢰이다(Hooghe & Stolle, 2003; 남궁근, 2012). 이러한 세 가지 사회자

본 구성요소 개념화에 대해, Coleman(1990)와 Uphoff(2000)도 동의하

였다. 그 외에도 선구적으로 사회자본의 개념을 제시했던

Bourdieu(1986)은 네트워크와 신뢰를 구성요소로서 보았으며,

Woolcock(1998)은 네트워크는 구성요소로서 포함하되 신뢰의 포함여부

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지 않았다. 또한 Burt(1992), Foley &

Edwards(1999) 그리고 Lin, Cook & Burt(2001)은 사회자본 구성요소

로서 네트워크만을 고려하였다(배귀희, 2004). 특히 Fukuyama(1995)는

신뢰라는 개념을 국가의 경쟁력과 복지 수준에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의 개념과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를 제공

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인적 자본 등 다른 형태

의 자본들과 달리 개념에 대한 보편화된 합의가 부재한다. 또한 사회

자본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념 설정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

다. 이로 인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인 일반화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사람들 간 사회적인 상호관계에 기초한

다는 데에는 많은 학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Lappe, Bois &

Martin, 1997; Leana, Buren & Harry, 1999; 이희창ㆍ박희봉, 2005; 하

상근, 2014).

(2) 사회적 자본의 측정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그 개념적 정의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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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측정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 구체화된 측정의 표준이 존재하지

는 않았으며, 따라서 측정에 대해 다양하게 제시되어 온 방법을 살펴

보고자 한다.

해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Bullen & Onyx(1997)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8영역을 측정 지표로서 제시하였는데, 각 영역은 지역사회참

여 정도, 사회에서의 적극적 활동력, 신뢰와 안전의 감지, 이웃관계, 가

족 및 친구관계, 다양성의 포용력, 삶의 가치, 작업연계로 구성된다.

Putnam(2000)은 사회적 자본을 측정함에 있어 크게 5가지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각 영역은 커뮤니티 단체 활동, 공공업무 참여, 자원봉사,

비공식적 사회활동, 사회적 신뢰로 구성된다. 특히 커뮤니티 단체 활동

은 지역사회기관 위원회 참여, 클럽이나 단체의 간부 활동, 인구 천 명

당 시민사회단체 수, 클럽 미팅에 참여한 수, 평균 단체 구성원 수로서

측정된다. Narayan & Cassidy(2001)는 사회적 자본을 7개 영역으로

구성 및 측정하였다. 각 영역은 집단의 특성, 일반화된 규범, 연대감,

일상의 교제, 이웃과의 관계, 자원봉사, 신뢰이다. Green(2003)은 지역

사회에 대한 관점, 시민참여,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지, 사회적 참여, 상

호의존(호혜성)과 신뢰의 5개 영역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본의 지표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희봉･김명환(2001)

은 규범, 신뢰, 집단 내 협력, 정보공유를, 소진광(2004)은 신뢰, 참여,

네트워크,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를, 윤두섭･오승은(2007)은 정치적 신

뢰, 사회적 신뢰, 연계망, 제도 및 규범을, 홍영란(2007)은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이동원 외(2009)는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를, 이희태(2012)는 신뢰, 규범, 네

트워크, 참여를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영역으로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해외의 기관들로부터 제시된 사회적 자본의 측정방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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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는 신뢰를 측정하는

연구자(연도) 사회적 자본의 구성 영역

Bullen &
Onyx(1997)

지역사회참여 정도, 사회에서의 적극적 활동력, 신뢰와 안전의 
감지, 이웃관계, 가족 및 친구관계, 다양성의 포용력, 삶의 가치, 
작업연계

Putnam(2000) 커뮤니티 단체 활동, 공공업무 참여, 자원봉사, 비공식적 사회활동, 
사회적 신뢰

Narayan & 
Cassidy(2001)

집단의 특성, 일반화된 규범, 연대감, 일상의 교제, 이웃과의 관계, 
자원봉사, 신뢰

Green(2003) 지역사회에 대한 관점, 시민참여,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지, 사회적 
참여, 상호의존(호혜성)과 신뢰

박희봉(2000) 규범, 신뢰, 집단 내 협력, 정보공유

소진광(2004) 신뢰, 참여, 네트워크,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

윤두섭(2007) 정치적 신뢰, 사회적 신뢰, 연계망, 제도 및 규범

홍영란(2007)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이동원 외(2009)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이희태(2012)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s 

Survey)

일반적 신뢰(대부분의 사람, 가족, 친분, 타 종교, 외국인, 처음 
만난 사람 대상), 공적 신뢰(군, 교육, 언론, 노동조합, 경찰, 국회, 
행정기관, 사회보험, 언론, 정부, 정당, 기업, 사법기관 대상)

SCCBS1)

(2007)

신뢰, 친구관계의 다양성, 정치참여, 시민 리더십 및 유관기관 
참여, 비공식적 사회유대, 기부 및 자원봉사, 신앙 활동 참여, 
시민참여의 평등 

SCHQS2)

(2003)
사회적 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호혜 및 신뢰, 
시민 참여,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

(PRI)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네트워크 규모, 네트워크 밀도, 네트워크 
다양성, 접촉빈도, 접촉강도, 공간적 근접성), 네트워크의 
작동성(자원 접근 조건, 존재자원과 사용되는 자원의 규모 차이, 
대인관계 역량과 사회통합 조건, 네트워크의 규범과 규칙), 
네트워크 외적 조건(기관, 개인의 구성 양식) 

<표 1> 사회적 자본의 구성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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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관이다. 1981년부터 시작된 세계가치관조사는 국가를 대상

으로 일반적 신뢰와 공적 신뢰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측정해왔다. 일

반적 신뢰는 대부분의 사람, 가족, 친분, 타 종교, 외국인, 처음 만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공적 신뢰는 군, 교육, 언론, 노동조합, 경찰, 국

회, 행정기관, 사회보험, 언론, 정부, 정당, 기업,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이동원 외, 2009).

지금까지 살펴 본 사회적 자본의 구성영역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표 1>에 정리하였다.

2. 사회적 자본의 유형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형태에 따른 다양한 차원으로 존재하는데

Putnam(2001)은 그러한 여러 차원들 중 주요한 구분으로서

"Bonding(or exclusive)"과 "Bridging(or inclusive)"의 분류를 제시하였

다. "Bonding(or exclusive) Social Capital"은 집단 내의 특성으로서,

"Bridging(or inclusive) Social Capital"은 집단 간을 연결하는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Bonding(or exclusive)

Social Capital"은 "결속적 사회 자본"으로, "Bridging(or inclusive)

Social Capital"은 "교량적 사회자본"으로 번역되어 국내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다(남궁근, 2012).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은 선택 혹은 필요에 의해

형성되며, 내부 지향적이고 배타적인 정체성과 동질적 집단성을 강화

한다. 또한 결속적 사회 자본은 특수한 형태의 호혜관계의 형성을 지

지하고, 매우 강력한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응집력을 고양하는 데

1) SCCBS(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2) SCHQS(Social Capital Harmonized Question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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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결속적 사회 자본은 조직 내 강한 충

성심을 구축함과 동시에 외부 집단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결속적 사회 자본은 강력하게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러

한 결속적 사회자본의 예로서, 당시 미국 상황에 비추어 민족 공제 조

합(ethnic fraternal organizations), 교회 기반의 여성 독서 그룹, 컨트

리클럽 등을 제시하였다(Putnam, 2001).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은 외부 지향적이며, 다양

한 사회적 균열 집단외구성원들을 아우른다. 또한 교량적 사회 자본은

외부 자원에 접근하고 정보를 교환 및 확산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교량적 사회자본의 예로서, 시민 권리 운동, 여러 가

결속(Bonding) 교량(Bridging) 

조
직 
내 

성격
Ÿ 결속적 사회 자본
Ÿ 조직 내 구성원들 간 결속 

및 연대감 형성
Ÿ 높은 충성도
Ÿ 내부 지향적, 배타적

Ÿ 조직 내 또 다른 기준에 
의한 하부조직들 존재

Ÿ 수단적인 성격
   (자원과 정보의 교환)

잠재적 
문제 Ÿ 관료주의(Bureaucracy)

Ÿ 조직 분열 혹은 해체
   (Organization Dissolution) 
Ÿ 사회적 균열
   (Social Cleavage)  

조
직 
간

성격 Ÿ 상이한 조직 간 강한 유착 
혹은 연대감 존재

Ÿ 교량적 사회 자본
Ÿ 외부 자원의 이용과 정보의 

교환 및 확산
Ÿ 상대적으로 수단적인 성격 

잠재적 
문제 Ÿ 포획(Capture) Ÿ 상호 연결(Networking) 

<표 2> 사회적 자본의 유형(교량적 사회자본·결속적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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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청소년 자원봉사 집단, 전 세계적 종교 집단 등을 제시하였다.

Granovetter(1993)는 직업탐색 시 혹은 정치적 동맹 형성 시, 다른 집

단에 소속된 먼 거리에 있는 지인과의 "약한 연결(weak ties)"이 사회

적 환경(sociological niche)이 유사한 친족이나 친밀한 친구와의 "강한

연결(strong ties)"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약한

연결은 교량적 사회 자본으로, 강한 연결은 결속적 사회 자본으로 유

추해볼 수 있다. 또한 교량적 사회 자본은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

을 생산해낼 수 있어, 개인의 편협할 수 있는 본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Putnam, 2001).

제 5절 사회적 자본과 정책성과 간 관계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효과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졌

다. 사회적 자본이 정책성과 혹은 정부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는 Putnam, Leonardi & Nanetti(1994)로부터 시작되었다. Putnam,

Leonardi & Nanetti(1994)는 이탈리아의 2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

책성과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성과의 차이가 나타나

는 원인을 사회적 자본인 시민의 자발적 단체 활동 정도에서 찾았다.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시민들의 자발적 단체 활동이 활발할수록,

정부의 성과가 높다는 사실을 지지하였다. 이 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정부의 성과를 사회적 자본 요인을 통해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다양하

게 전개되었다. Boix(1998)는 어떠한 정부가 보다 안정적, 효율적, 혁신

적이며 잘 운영되는 현상을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비추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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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yan-Parker(1999)는 정책설계에 결속적(bonding), 교량적

(bridging) 성격의 사회적 자본의 틀을 적용하였다. Narayan-Parker

(1999)에 따르면 정부는 인종, 종교 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성격의 그룹

들 간 교량적 연대(bridging ties)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야 하며, 그러한 노력은 포괄적 규칙으로의 변화, 정치적 다원화와 시

민권, 모든 사회집단에 대한 공평성, 소통을 도모하는 하부구조

(infrastructure), 관용과 다양성의 가치를 제고하는 교육과 언론, 정보

공개관련 정책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Knack(2002)은 사회 신뢰, 자원 봉사 등과 같은 호혜성으로서 개념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정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미국의

"Government Performance Project"의 평가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 성과창출 요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인 선거

경쟁력, 제도적 설계, 정치적 양극화, 관료의 역량, 사회경제적 근대화

외에, 새로운 시각에서 제 3의 자본인 사회 자본의 정부 성과 제고 역

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 정부 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는

세계은행이 개발한 지표로서, 1996년 이후 매년 200여 개 국가에 대한

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세계정부지수는 33개의 원천 자료를 모집단으

로 한다. 또한 6개 부문의 평가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 민의 반영 정도 및 언론의 자유를

측정하는 민의 반영도(Voice and Accountability), 평화적 정권교체 가

능성의 척도가 되는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정부 및 공무원의 자질·서비스·정치적 중립성 등이 측정되

는 정부의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가 민간부문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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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도를 다루는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계약이행·

치안·사법 등의 분야에서 법의 준수정도를 측정하는 법치(Rule of

Law),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공공부문의 부정행위 내지 비리 방지 척

도 등을 보여주는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등이 있다.

사회적 자본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관한 해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Putnam(1993)은 민주주의의 설립과 그에 대한 한계 극복에 대해 연구

함으로써 정치적 효과 측면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Knack(1997)은 경제

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논의하였다. 또한 시민

참여의 효과에 대하여 Wolpert(1993)는 지역의 자발적 결사체의 측면

에서, Carcach & Huntley(2002)는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감소의 측면에

서 연구하였다. Caplan(1992)은 교육부문에 있어 자녀의 학문적 성공에

대해, 가족의 사회적 자본이 갖는 효과를 파악하였다(하상근, 2014). 조

직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들의 관계가 가져오는 성공을 설명

하는 강력한 요소로서 연구되어왔다. 특히 조직의 성과와 관련하여, 사

회적 자본이 자원의 교환과 생산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인적관리 측면에서 이

직률을 감소시키고 조직 해체율을 낮추며,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사회

적 자본의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되었다(Adler, 2002). 사회적 자

본이 아닌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는데, 조직의

성과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서, 문화적 요인을 제시하

였으며, 문화적 요인은 조직구성원의 비전 공유, 상호 온정적 태도, 규

범적 통합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Denison, 1984; 박순애,

2006: 231). 이러한 문화적 요인의 구성영역은 사회적 자본과 일부 영

역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성과에 대해 갖는 중요성을 부분적

으로 반영하고 있다. Putnam(2001)은 지지, 협력, 신뢰, 제도적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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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되고, 파벌주의, 자기민

족 중심주의, 부패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징후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어떠한 조직의 사회적 자본은 그 조직의

성과 및 조직 내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합의하고

있다. Curristine(2005)는 정부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실행된 활동의 결과 혹은 산출물로 정의하였다. 특히, 정부의 성과는

본질적인 행정이념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행정 이념은 주로

합법성, 민주성, 형평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유민

봉, 2006). 사회적 자본과 관련되어 성과는 다양한 차원에서 개념화 되

고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공급자인 정부와 정책 수요자인 시민

의 두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이 유발하는 성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의 입장에서, 사회적 자본 효과는 거버넌

스 능력이라는 차원의 성과로서 논의되어왔다. 이 개념은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측면 또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차원의 성과는

주로 인식이라는 주관적 변수를 통해 측정되어져 왔으나 일부 연구에

서는 주관적, 객관적 항목을 혼합하여 성과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Putnam(1993)은 정부성과를 12개의 요인을 통해 측정하였다. 구체적으

로 내각의 안정성, 예산 결정의 신속성, 통계정보 서비스, 입법의 질(포

괄성, 일관성, 창의성), 혁신적 입법의 수용도, 보육원 수, 가정의학과

병원 수, 산업정책 수단, 농업 부문 재정지출 능력, 보건 지출, 주택 및

도시 개발, 관료의 반응성이 정부성과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이다. 이

는 주관적, 객관적 성격의 항목들을 포괄한다. 윤종현(2007)은 정부의

대응성, 행정지원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정부의 성과를 측정하였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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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민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박희봉･김명환(2001)

은 사회자본이 협동적인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이 때 거버넌스는 민-관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 간 협

력의 정도, 갈등해결 시 각 부문 간 협력적 노력 정도, 지역사회 공동

목표 수행 위한 협력의 정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의 문

제해결 능력을 개선시키고 시민의 요구에 대한 행정적 대응성을 제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의 거버넌스 능력 향상 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자본의 효과는 정부성

과에 대한 시민의 정책 효능감이라는 차원의 성과를 통해 연구되어왔

다. 이러한 접근은 자발적인 시민의 순응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중요하게 고려된다. 정부성과에 대한 시민인식은 주관적 성격을 갖

는 측정변수이다. 유민이･문상호･이숙종(2012)은 사회자본이 정부성과

인식을 향상시키며, 시민참여가 매개효과를 가짐을 실증하였다. 정부성

과인식은 정보공개, 예산적절성, 참여용이성, 대응성과 같은 민주적 측

면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송승숙･이동수(2015)는

사회적 자본이 유발하는 조직효과성에 대한 영향을 조직몰입을 매개로

한 구조 속에서 파악하였다. 이 때 조직효과성은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이라는 주관적 변수를 통해 측정되었다.

제 6절 공공조직 내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일반사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제도

적 체계에 크게 지배받는 정형화된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자본이 여전

히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는 논쟁적인 이슈였다.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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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공공참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이웃과

의 관계, 정치참여, 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공부문 내 사회 자

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민주적 의사소통이 보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공부문에서 조직 내 발달된 의사소통 구조

와 상호 호혜적 규범, 신뢰와 협력 관계의 형성은 조직의 효과성을 제

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Coleman, 1988).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많은 연구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대해 신뢰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해왔다.

Brehm & Rahn(1997) 은 정부의 신뢰도(confidence)에 대해 일반적 신

뢰가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으며, Knack (1992)은 정치적 참여의 한

형태로서 투표에 대해 신뢰가 가지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Knack &

Keefer(1997)는 신뢰가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고 하였으며, Guiso, Sapienza, and Zingales (2004)은 구체적으로 신뢰

를 통한 경제성장의 기제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신뢰가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Kawachi, Kennedy, Lochner, & Prothrow-Stith, 1997) 개

인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Helliwell, 2003). 이처

럼 인간 사회에서 신뢰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있어 하나의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선, 개인적 신뢰(Personal Trust)와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는 몇 가지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개인적 신

뢰가 외부인 혹은 익명의 대상에 대한 불신을 포함한다면, 제도적 신

뢰는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에(Williamson, 1993)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은 정부의 정책적 영향이나 제도적 압력에 민간

부문보다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민간부문보다

언론을 통한 공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정책의 시행과 보급을 장려

하기 위해 우선적인 정책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의



33

작용은 공공부문에서 제도적 신뢰의 형성이 갖는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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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론

제 1절 연구문제와 연구의 분석틀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집행

제약요인과 정책성과 간 관계에 있어 공무원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가이다. 이 때, 각 변수들은 인식적 차원에서 측정하였

다. 또한 종속변수인 정책성과의 주관적 지표에 대하여 정책성과의 객

관적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집행 제약요인

과 정책성과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공무원의 소속부처 기관형태 그리고 공무원과 시민 간 상호작

용을 통제변수로서 설정하였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정책집행 제약요인으로 인한 정책성과 저해의 정도를 조

절하는 공무원 간 상호작용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살

펴 본 Putnam, Leonardi & Nanetti (1994), Boix & Posner(1998),

Narayan(1999), Knack(2002) 등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정책성과와

정부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

회적 자본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그 개념을 조직구성원 간 상호작용

에 유추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조직구성원 간 상호작용이라는 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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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된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실제 정책 설계 상황에서 조작

가능한 변수인 정책집행 제약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집행 제약요인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적절

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정책성과의 저해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실증

해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이 정책과정 상에서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야기

할 수 있는 현실 적용가능성의 저해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시민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 혹은 민간 부문의

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공공 부문의 조직인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의 수준을 그

유형(Bonding, Bridging)에 따라 관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에 대해 다양한 개념과 측정방

식을 통해 연구해왔다. 사회적 자본이 갖는 높은 추상성과 무형적 자

본이라는 속성이 개념화나 측정에 있어 모호성을 높인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논의되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동시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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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나의 표준적인 개념이나 측정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 사

회자본 연구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 2절 연구의 가설

정책집행 상에 존재하는 제약요인에 대해 동일하게 인식하는 주체들

도,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인

식의 차이는 네트워크, 호혜성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유발

하며, 특히 사회적 자본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내는 성

과 인식의 차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

정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아래와 같이

가설 1.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인식이 높을수록 정책성과 인식이 낮을

것이다.

가설 2. 정책집행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성과 인식 간 관계는

공무원 간 상호작용(연대감과 소통)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

이다.

가설 2-1. 부처 내 연대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집행 제약요인에 대

한 인식이 정책성과 인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2. 부처 간 소통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집행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이 정책성과 인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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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정책성과 인식에 대해, 공무원 간 사회적 자본과 공무원-

시민 간 사회적 자본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차원의 가설을 설정하였

다.

제 3절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수준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조직수

준인 중앙행정기관의 각 부처이다. 분석을 위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원에서 2011년도에 실시한 공무원인식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공무

원인식도조사 자료는 2011년도 40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3~9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측정 문항을 기준으로 파악한 자료의 응답률은 96.89%로, 표본크

기인 1,320명 중 유효응답자는 총 1,279명이다.

공무원인식도조사 자료는 크게 인식 설문항목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의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인식 설문부문은 (1)행정조직 운영 방안

에 대한 인식, (2)소속부처에 대한 인식, (3)소속부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4)업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5)업무에 관한 인식, (6)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인식의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하여 측정되었다. 인구통계

학적 특성부문은 응답자의 소속기관(과 단위), 직군, 연령, 성별, 재직

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7>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 응답자의 약 74.04%(947명)를 차지

하였고, 연령은 30대와 40대가 각각 37.76%(483명), 41.05%(525명)으로

응답자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근무경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36.75%(470명)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이 5.39%(69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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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책성과 인식 변수와의 상

관관계 검증을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정부업

무평가 결과는 평가 부문 별로 3등급 혹은 4등급으로 제시되며, 2011

년도의 평가 부문은 8가지로 제시되었다. 중앙행정기관 별 공통평가부

문은 핵심과제, 정책관리 역량, 정책홍보, 국민(정책/민원) 만족도의 4

부문으로 구성되며, 과제 별 관여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개별평가부

문인 녹색성장 과제, 일자리 창출과제, 서민생활 안정과제, 규제 개혁

의 4부문으로 구성된다.

제 4절 변수의 선정 및 측정

1. 종속 변수: 정책성과 인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책성과의 주관적 지표로서, 공무원의 정책성

과 인식 변수를 선정하였다. 정책성과 인식은 업무 효율성 인식, 생산

성 인식, 정책결정 및 평가의 합리성 인식의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하

였다. 특히 업무 효율성 인식은 부처의 업무 운영과 수행과정에 대해

측정되었다. 이러한 공무원의 정책성과 인식은 정책성과의 객관적 지

표로 선정한 정부업무평가 등급과 달리, 특정 정책을 토대로 측정된

것이 아니며 정책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보편적 인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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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 변수: 정책집행 제약요인 인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정책집행 제약 요인 인식은 공무원 인식도

조사 문항 중 8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각각에

대한 발생 빈도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으로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근거 법령의 부실,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정책대

상자의 순응성 부족,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의 8개 요인을 고려

하였다.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즉 공무원의 정책집행과정 상 제약요인

에 대한 인식은 이후 정책 오차수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공무원이 사전적으로 제약요인을 인지함으로써, 정책오차

수정 시점을 앞당길 수 있으며(정주용･조광래, 2009), 공무원들의 새로

운 요구를 통해 구조적 환경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변수 세부 측정 항목 

정책
성과 
인식

생산성 
인식

부처의 
생산성

나 자신의 생산성 수준은

내 조직의 생산성 수준은

효율성 
인식

부처의 
업무 운영

우리 조직은 나의 지식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조직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만족도
인식 

부처의 
업무 운영

우리 조직의 고객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표 3> 종속 변수: 정책성과 인식(주관적 지표)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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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 변수: 공무원 간 상호작용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공무원 간 상호작용은 부처 내 연대감

(Bonding)과 부처 간 소통(Bridging)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측정은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부처 내

연대감은 중앙행정기관의 각 부처 내의 구성원 간의 연대감으로서 정

의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은 평소 부처에 대한 느낌(3 항목)을 통해 이

루어졌다. 또한 부처 간 소통은 중앙행정기관의 각 부처 간의 소통으

로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은 타 정부기관과의 연락 빈도를 통

해 이루어졌다.

변
수

세부 측정 항목
 

정
책
집
행
제
약
요
인
인
식

 
정책 집행 시 제약요인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근거 법령의 부실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표 4> 독립 변수: 정책집행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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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 변수: 기관 형태, 인구통계학적 특성, 공무원과 시민 간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원의 소속부처

기관형태와 구성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그리고 공무원과 시민 간 상

호작용을 통제 변수로서 선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의 세부

항목으로는 성별, 연령, 재직 연수를 고려하였다.

변
수

세부 측정 항목
 

공
무
원 

간
 
상
호
작
용

부처 내 연대감
평소 부처에 
대한 느낌  

나는 부서원들이 가족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매우 비슷하다. 

나는 현재 부서의 상징성과 가치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선호 한다.

부처 간 소통
조직외부인사

/기관과의
 연락빈도 

타 정부기관 (지자체 포함) 

<표 5> 조절 변수: 공무원 간 상호작용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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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전체
빈도(명) 비율(%)

기관 형태
부
청

그 외(처, 위원회, 국무총리실)

515
560
204

40.27
43.78
15.95

성별 남성
여성

947
332

74.04
25.96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92
483
525
179

0

7.19
37.76
41.05
14.00

0

재직연수

5년 미만
5~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220
263
470
257
69

17.20
20.56
36.75
20.09
5.39

합계  1,279 100.00

<표 6> 통제 변수: 2011년도 공무원 인식도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수

세부 측정 항목
 

공
무
원 

시
민 

간 

상
호
작
용 

공무원의 
대 시민신뢰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시민들은 대체로 정직하고 믿을 수 있다.

공무원과 
시민 간 

소통

조직외부인사
/기관과의
연락 빈도

 고객 및 정책대상 집단

<표 7> 통제 변수: 공무원과 시민 간 상호작용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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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성과의 객관적 지표

정책성과의 객관적 지표로서 정부업무평가 등급을 선정하였다. 국무

총리실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부업무평가 중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업무평가는 정책성과에 대한 지표로

2011년 정부 업무 평가

평가 부문 평가 대상 수 
(중앙행정기관)

기관별 평가등급

핵심과제 38

4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녹색성장 과제 24

서민생활 안정과제 14

정책관리 역량 38

정책홍보 39

규제 개혁 31

일자리 창출과제 11
3등급

(우수, 보통, 미흡)국민(정책/민원) 만족도 39

<표 8>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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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적으로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 효과성, 정책만족도를 활용하였

다. 평가 부문의 성격에 따라 정책성과 지표에 정책만족도를 제외하거

나 정책홍보와 같은 특정 활동의 성과를 포함하는 등 다소 차이가 존

재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효과성, 정책만족도를

기준으로 각 요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정책성과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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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분석

제 1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1. 요인분석 결과

(1) 종속변수: 정책성과 인식

본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로서 설정한 정책성과 인식을 측정하는 5

정책성과 인식 측정 문항 간 요인분석 
종속
변수

하위
개념

세부 측정 항목 요인 1 Uniqueness 

정책
성과 
인식

생산성 
인식

나 자신의 생산성 수준은 0.6366 0.5947 

내 조직의 생산성 수준은
0.7502  
 

0.4372 
 

효율성 
인식

우리 조직은 나의 지식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0.6216  
  

0.6136  

우리 조직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0.6328  0.5995 

고객
만족도
인식 

우리 조직의 고객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0.5641 0.6817 

<표 9> 종속변수: 정책성과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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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 값이 1 이상인 요인에

대해, 요인 부하 값이 모두 0.5 이상이었으며,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정책집행 제약요인 인식

본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로서 설정한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8가지

유형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 값이 1 이상인 요인에 대

해, 요인 부하 값이 모두 0.4 이상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10> 독립변수: 정책집행 제약요인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정책집행 제약요인 인식 측정 문항 간 요인분석 

독립
변수

세부 측정 항목 요인 1 Uniqueness 

정책
집행
 시 
제약
요인 

인력 및 예산의 부족 0.4295  0.8155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0.5966  0.6440  

근거 법령의 부실  0.6044 0.6346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0.7066  0.5007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0.6163 0.6202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0.5023  0.7477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0.5371  0.7116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0.4537  0.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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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변수: 공무원 간 상호작용-부처 내 연대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절변수는 공무원 간 상호작용으로, 부처 내 연

대감과 부처 간 소통의 두 가지 유형을 포괄한다. 부처 간 소통의 경

우 하나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지 않았다. 부처 내 연대감의 경우 3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성과 인식 측정 문항 간 요인분석 

조절 변수 세부 측정 항목 요인 1 Uniqueness 

부처 내 
연대감 

(Bonding)

나는 부서원들이 가족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다

0.6265   0.6075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매우 비슷하다

0.7304   0.4666  

 나는 현재 부서의 상징성과 가치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선호 한다

 
0.5352   

 
0.7136  

<표 11> 조절변수: 공무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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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1) 행정기관 유형 별 정책집행 제약요인 인식의 차이

행정기관의 형태를 부, 청, 그 외(처, 위원회, 국무총리실)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행정기관의 형태 별로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요인과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

족 요인에 대하여 행정기관 형태 별로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요인의 발생

빈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기관은 처, 위원회, 국무총리실의 유형이었

으며, 가장 낮게 인식하는 기관은 청 조직이었다. 합의제행정기관인 위

원회의 경우,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혹은 비협조에 대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많이 마주할 수

<그림 2> 행정기관 유형 별 정책집행 제약요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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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원회의 본래의 기능과 관련된 제약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요인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부 조직의 경우,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청 조직의 경우 가장 낮은 빈도로 발생한다

고 인식하였다.

정책 집행 시 제약요인의 각 유형에 대하여, 그 발생빈도를 가장 높

게 인식하는 기관이 부 조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과 같은

제약요인들의 발생은 부 조직이 가장 높은 빈도로 인식하였다. 반면

청 조직의 경우 근거 법령의 부실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요

인을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성별 정책집행 제약요인 인식의 차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근거 법령의 부실,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

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

<그림 3> 성별 정책집행 제약요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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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이 보다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3) 연령대 별 정책집행 제약요인 인식의 차이

연령을 20대, 30대, 40대, 50대의 4가지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

대 별로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상이한지 살펴보

았다. 분산분석 결과,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근거 법

령의 부실,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

브 부족,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의 6

가지 제약요인에 대한 연령대 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요인과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요인의 두 유형의 경우, 연령대와 무관하게 그 발생빈도에 대한 인식

이 일관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연령대 별 정책집행 제약요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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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직연수 별 정책집행 제약요인 인식의 차이

재직연수는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

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의 5개 구간으로 분류하였다. 각 재직연

수 구간 별 정책집행 제약요인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근거 법령의 부실,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공무원에 대한 인

센티브 부족,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의 6가지 요인 모두에 대해 재직연수 별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요인과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요인의 경우, 그 발생빈도에 대한 인식이 재

직연수 구간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재직연수 별 정책집행 제약요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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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처 별 공무원 간 상호작용의 수준 비교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및 합의제행정기관(위원회) 내 각 부처 및

위원회에 대해 공무원 간 상호작용의 수준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부처 내 연대감과 부처 간 소통 그리고 총체적 상호작용 수준 모두에

대해서 부처 및 위원회 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총체적 상호작용의 수준이 가장 높은 부처는 산림청이었으며, 행정안

전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

부, 외교통상부, 국가보훈처, 법제처가 그 뒤를 이었다. 부처 내 연대감

의 수준이 가장 높은 5개 부처는 높은 순서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

설청, 관세청, 국가보훈처, 산림청, 농촌진흥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

처 간 소통의 수준이 가장 높은 5개 부처는 높은 순서대로 행정안전

부, 국무총리실, 산림청,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세 부문 모두에서 상위 10개 부처 안에 포함된 부처는 산림청이었

다. 부처 내 연대감이 가장 높은 부처로 나타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

설청은 이전에 위원회가 발족되어 운영되다가 2006년에 개청하였다(행

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2011). 연대감 수준 상위 10개 부처에 포함된

다른 부처와 달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경우 그 연혁이 짧은

편에 속하였는데, 조직 출연 초기의 요인이 부처 내 유대감을 강화시

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부처 간 소통 수준이

가장 높은 부처로 나타난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는 정책 계획 수

립 및 총괄 조정과 지방자치단체 관리 등을 포괄하는 지방행정의 기능

을 담당함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총체적 상호작용과 부처 내 연대감 및 부처 간 소통 수준 각각

에 대하여 그 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5개 부처는 <표 18>에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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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부처 별 공무원 간 상호작용 수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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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연대감 

(Bonding)
소통 

(Bridging)
상호작용

(Interaction)

1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행정안전부 산림청

2 관세청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3 국가보훈처 산림청 농촌진흥청

4 산림청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5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6 해양경찰청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7 병무청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8 기상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9 국세청 법제처 국가보훈처

10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획재정부 법제처

<표 12> 부처 별 상호작용의 수준: 상위 10개 부처   

순위 
연대감 

(Bonding)
소통 

(Bridging)
상호작용

(Interaction)

36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용노동부

37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통계청

38 국무총리실 방위 사업청 검찰청

39 고용노동부 검찰청 특허청

40 방위 사업청 특허청 방위 사업청

<표 13> 부처 별 상호작용의 수준: 하위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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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세 부문 모두에 포함된 부처로 방위 사업청이 있었다.

4. 정책성과 인식의 영향요인 분석: 직접적 효과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들의 경우, 인력 및 예산의 부족과 공무원에 대

한 인센티브 부족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다른 부처나 기관

과의 갈등 및 비협조,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의 발생빈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정책성과를 높

게 인식하였다. 또한, 부처 내 연대감(Bonding)의 강도가 강할수록, 시

민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가 강할수록, 정책성과를 높게 인식하였다. 중

앙행정기관 형태의 경우, 청 조직이 부 조직에 비해 정책성과를 높게

인식하였다.

5. 정책집행 제약요인과 정책성과 간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

(1) 행정기관유형의 조절효과

기존에 정책성과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정책집행

제약요인인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

조,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의 발생빈도가 중앙행정기관

형태를 통제한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다. 또

한 기존에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던 정책집행 제약요인인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요인이 중앙행

정조직의 기관 형태를 통제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 조직의 경우와 처, 위원회, 국무총리실을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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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의 경우 모두 부 조직에 비해,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이

높은 빈도로 발생할수록 정책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보다 완

화되었다.

(2) 성별 조절효과

기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지녔던 정책집행 제약요인들의

유의성이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두 제거되었다. 또한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정책집행 제약요인

인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요인이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후,

통계적 유의성을 띠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정책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성

이 강화되었다.

(3) 연령의 조절효과

기존에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정책집행 제약요인인 근거 법령의 부실 요인이 연령과 상호작용함으로

써, 통계적 유의성을 띠었다. 구체적으로, 근거 법령의 부실의 발생 빈

도가 높을수록 정책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약화되었다. 또한,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의 발

생 빈도가 높을수록 정책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성은 연령이 높을

수록 오히려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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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직연수의 조절효과

기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지녔던 정책집행 제약요인들 중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와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

족의 유의성이 재직연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거되었다. 또한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과 정책성과 인식 간 관계에서 재직연수

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행 책

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정책성과를 낮게

인식하던 경향성이 재직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제 2절 회귀분석 결과

1. 회귀분석

(1) 회귀분석의 가정 검증: 다중공선성의 진단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

선성을 진단하는 방법들 중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활용하

였다. 경험적 기준으로서, VIF값이 5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야

하며 10보다 큰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자료를 진단해 본 결과 모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의 VIF 값이

10보다 낮았다. 이를 통해 본 회귀모델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

생하지 않으며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모두 독립적이라 판단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평균 VIF(mean VIF)값은 1.8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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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1보다 상당히 큰 경우가 아니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

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변 수 VIF       1/VIF 
연령 5.13 0.195010
재직 연수 4.68 0.213517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1.90 0.526547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1.66 0.603349
근거 법령의 부실 1.58 0.634896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1.54 0.650891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1.41 0.708942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1.34 0.748141
공무원 간 연대감(Bonding) 1.32 0.755179
공무원의 대 시민 신뢰 1.30 0.766988
인력 및 예산의 부족 1.30 0.767419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1.29 0.776574
기관 형태(청) 1.29 0.777792
성별 1.27 0.786063
공무원 간 소통(Bridging) 1.25 0.798567
공무원과 시민 간 소통 1.23 0.814479

기관 형태
(그 외: 처, 위원회, 국무총리실) 1.19 0.839726

 Mean VIF 1.80

<표 14>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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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 모형의 구성

1) 모형 1-모형 4의 구성

2) 모형 4에 대한 회귀모형

본 연구의 모형 4로서, 조절효과를 고려한 회귀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계하였다.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독립
변수

w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w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w 공무원 간 
상호작용

w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w 공무원 간 
상호작용

w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조절
변수

- - -
w 공무원 간 

상호작용

통제
변수

- -

w 기관형태 
w 성별
w 연령
w 재직 연수
w 공무원 시민 간 상호작용

<표 15> 모형1 – 모형4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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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1279: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변수 설명

 : 정책성과 인식
 : 인력 및 예산의 부족
 :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 근거 법령의 부실
 :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 공무원 간 연대감
 : 공무원 간 소통
 : 공무원의 대 시민 신뢰
 : 공무원 시민 간 소통
 : 행정기관 형태 더미변수 ( = 1; 청)
 : 행정기관 형태 더미변수 ( = 1; 그 외)
 : 성별
 : 연령
 : 재직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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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 결과

1) 모형 1-모형 4의 회귀분석 결과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인식과 정책성과 인식 간 관계의 방향성

모형 1에서부터 모형 3에까지 통계적 유의미성을 일관적으로 유지하

는 요인은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중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다른 부처

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정책집행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

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의 5가지

요인이었다. 이 5가지 요인들은 통계적 유의미성과 함께 회귀계수의

부호, 즉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 또한 일관적으로 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성과 인식에 대해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력 및 예산의 부

족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이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요인의

경우, 모형 1에서 모형 3으로 가면서 변수를 추가할수록 회귀계수의

절대 값의 크기가 커져,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공무원은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의 발생빈도를 높게

인지할수록, 정책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무원 간 상호

작용과 공무원과 시민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형태, 성별,

연령, 재직 연수를 고려할 경우, 그러한 경향성의 정도가 감소한다. 공

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요인의 경우 모형 1에서 모형 3까지 회귀

계수의 변동이 적어,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일정

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요인은 모든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유형 중,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안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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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과 인식에 대해 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부처나 기관

과의 갈등 및 비협조, 정책집행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이다.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요인

의 경우, 모형 1에서 모형 3으로 가면서 변수를 추가할수록 회귀계수

의 절대 값의 크기가 작아졌고, 부호를 고려한 회귀계수의 크기는 점

차 증가하였다. 따라서 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된 것이다. 공무원은 다른 부처나 기관과

의 갈등 및 비협조의 발생빈도를 높게 인지할수록, 정책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무원 간 상호작용, 공무원과 시민 간 상호

작용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형태, 성별, 연령, 재직 연수를 고려할 경우,

그러한 경향성이 점차적으로 완화되었다.

정책성과 인식에 대해 양의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과 음의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

지의 추론을 해 보았다. 첫 번째는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과 정책성과

인식 간 관계가 2차함수의 모양을 가질 것이라는 추론이다. 두 번째는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과 정책성과 인식 간 내생성이 존재하여 인과관

계가 역전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세 번째로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의 유형에 따라, 공무원이 그 문제 상황에 개입하여 정책목표와 수단

간 지속적인 조정의 과정을 수반하는가 여부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는 추론이다. 조정의 과정을 수반하는 제약요인 유형의 경우, 그 결과

를 성공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성이 있고, 조정의 과정을 수반하지 않

는 제약요인 유형의 경우, 그 결과를 실패한 것으로 바라보려는 경향

성이 있을 수 있다. 네 번째로 공무원 개인의 동기부여 정도에 따라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정책성과 인식 수준이 달라

진다는 추론이다. 즉 공무원의 동기부여수준이라는 허위변수(제 3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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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직
접
적

효
과

정
책 
집
행 

시 

제
약
요
인

인력 및 예산의 부족 ***0.723)

(0.16)
***0.55

(0.14)
***0.41

(0.14)
 0.54
(0.91)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0.53(
0.19)

***-0.47
(0.17)

**-0.34
(0.16)

**-2.13
(0.96)

근거 법령의 부실 -.047
(0.20)

0.03
(0.17)

-0.00
(0.16)

 0.05
(0.89)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0.91(
0.22)

***-0.60
(0.19)

***-0.6
7(0.18)

  -0.39
(1.05)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1.04( 
0.19) 

***-0.58
(0.17)

***-0.5
2(0.16)

 *-1.47
(0.81)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0.40
( 0.15) 

***0.43
(0.12)

***0.40
(0.11) 

 -0.09
(0.65)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0.23
(0.18)

-0.24
(0.15)

-0.20
(0.14)

 -0.12
(0.76)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021
(0.16)

0.13
(0.15)

-0.17
(0.14)

  0.89
(0.76)

상
호
작
용

공무원 간 연대감(Bonding) ***3.08
(0.17)  

***2.31
(0.18)

 0.19
(1.05)

공무원 간 소통(Bridging) 0.01
(0.07)

0.02
( 0.07)

**0.92
(0.43)

공무원의 대 시민 신뢰 ***1.31
(0.15) 

***1.33
(0.15)

공무원-시민 간 소통 0.11
(0.07)

0.10   
(0.07)

기
관 

청 ***1.21
(0.20)

***1.23
(0.20)

그 외 0.30
(0.24)

0.30
(0.24)

인
구
통
계

성별 0.08
(0.23)

0.15
(0.50)

연령 0.03
(0.02)

0.03
(0.02)

재직연수 -0.00
(0.21)

-0.00
(0.02)

조
절
효
과
4)

상
호
작
용
*
제
약
요
인

연대감(Bonding) *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0.50
(0.27)

소통(Bridging) * 인력 및 예산의 
부족

***-0.26
( 0.10)

소통(Bridging) *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0.24
(0.14)

소통(Bridging) *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0.29
(0.11)

소통(Bridging) *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0.17
(0.11)

<표 16> 모형 1-모형 4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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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무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동기

를 가진 공무원들은 제약요인들 중 특히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을 강

하게 인식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인센티브의 부족을 심각하게 인식

하는 공무원은 그 자신이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리라는 기대가 있는

사람이며, 인센티브 체계 하에서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

일 수 있다.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공무원은 업무

성과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를 내고자 하는 동기와

의욕 수준이 높은 사람일 수 있다. 따라서 집행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나 타 부처와의 갈등 및 비협조, 리더십 부족과 같은 다른 종류의 제

약요인들과 달리, 자원의 부족 문제를 강하게 인식하는 공무원들은 자

신의 업무에 대해 보다 의욕적이며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진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다.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의 유형 별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요인의 경우, 모형 1에서 모형 3까지 회귀계수

의 방향성은 유지되면서, 크기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인력 및 예

산의 부족 수준이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공무원

간 상호작용, 공무원과 시민 간 상호작용, 행정기관형태, 성별, 연령,

재직 연수를 고려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 정

3) 회귀계수(표준오차)
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항만을 표기하였다.

관측치 개수 1,279

모형 적합도(Adjusted R-squared) 0.1178 0.3583 0.4297  0.4394

 주: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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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인력 및 예산 부족 요인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요인이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였다.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요인의 경우 회귀계수의 변화

에 있어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다. 우선, 모형 1에서 모형 3까지 회귀계

수의 방향성은 유지되었으며, 그 절대 값의 크기는 점차적으로 감소하

여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공무

원과 시민 간 상호작용, 행정기관형태, 성별, 연령, 재직 연수를 고려함

으로써 발생한 회귀계수의 감소율(27.66%)은 공무원 간 상호작용 요인

을 고려함으로써 발생한 회귀계수의 감소율(11.32%)보다 크게 나타났

다. 모형 3과 모형 4를 비교하면,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

조 요인은 공무원 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유일한

정책집행 제약요인이었다. 또한 조절효과를 고려한 후 회귀계수의 방

향성은 유지되었으며 절대 값은 (모형 3 대비 모형 4에서) 약 6.26배

증가하여,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요인은 공무

원 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조절효과를 통제한

후,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책집행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요인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2를 비

교해보면 공무원 간 상호작용을 고려함으로써, 회귀계수의 절대 값의

크기가 작아지고 부호를 고려한 회귀계수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즉, 공

무원 간의 연대감과 소통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난

후,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인식이 높을수록 정책성과를 낮

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완화되었다. 반면, 모형 2와 모형 3을 비교해보



66

면,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요인의 회귀계수가 유사한 수준

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패턴은 공무원과 시

민 간 상호작용과 중앙행정기관 형태, 성별, 연령, 재직연수와 같은 요

인들과는 독립적으로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

의 불합리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요인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2를

비교해보면 공무원 간 상호작용을 고려함으로써, 회귀계수의 절대 값

의 크기가 약 55.77% 수준으로 감소하여 부호를 고려한 회귀계수의 크

기는 증가하였다. 즉, 공무원 간의 연대감과 소통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난 후,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이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할수록 정책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완화되었

다. 반면, 모형 2와 모형 3을 비교해보면,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

십 부족 요인의 회귀계수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안정적인 패턴은 공무원과 시민 간 상호작용과 중앙행정기

관 형태, 성별, 연령, 재직연수와 같은 요인들과는 독립적으로 정책성

과 인식에 미치는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요인의 부정적

인 영향이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요인의 경우, 모든 정책집행 시 제약요

인 유형 중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안정적이었다. 모형

1에서 모형 3까지 회귀계수의 변동이 적어,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간 상호작용의 두 유형 중 정책성과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무원 간의 연대감(Bonding)인 것으로 나

타났다. 공무원 간의 연대감(Bonding)이 강할수록 공무원은 정책성과

를 높게 인식하였으며, 그 영향력의 정도가 다른 모든 요인들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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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강력하게 나타났다. 모형 2와 모형 3을 비교해보면, 공무원과 시민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형태, 성별, 연령, 재직 연수를 고

려할 경우, 공무원 간의 연대감(Bonding)이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과 시민 간 상호작용의 두 유형 중,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는 요인은 시민에 대해 공무원이 갖는 신

뢰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시민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가질수

록 정책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행정기

관의 형태를 고려할 경우, 청 조직이 부 조직에 비해 정책성과를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의 유형 별 공무원 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과 정책성과 인식 간의 관계가 공무원 간의 연

대감과 소통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모형 4에서는 모형 3에 더하여, 공무원 간 연대감과 소통의 조절효과

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모형 3과 비교하여, 모형 4에서는 다른 부

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요인을 제외한 정책 집행 시 제약요인

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즉,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요인이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모형 4에

서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들 중 유일하게 모형 4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된 다

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요인의 경우, 모형 3과 대비하여,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표준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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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계수가 약 6.3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가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공무원일수록 정책성과를

낮게 인지하는 경향성이 훨씬 강력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간 상

호작용의 두 가지 유형 중 모형 3에서는 부처 내 연대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것과 달리, 모형 4에서는 부처 간 소통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띠었다. 공무원의 대 시민 신뢰는 통계적 유의성이 일관되게 유지되었

으며, 회귀계수의 크기도 유사하여,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형태 중 청

조직이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양의 영향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도

일관성을 보이며 유지되었다.

모형 4에서 공무원 간 연대감과 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

형 1-모형 3에서와는 완전하게 다른 양상들이 발견되었다. 공무원 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영향요인 간 변화

가 나타났다.

첫 번째로, 부처 내 연대감은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요인과 정책성과 인식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요인이 정책성과 인식에 미

치던 부정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부처 내 연대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러한 부정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부처 간 소통의 조절효과는 제약요인에 따라 그 조절효과

의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들 중 정책대상자

의 순응성 부족 요인에 대해서만 그 조절효과가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

였고,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언론이

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요인에 대해서는 그 조절효과가 모두 음의 방

향으로 작용하였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요인이 정책성과 인식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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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던 직접적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되었으며, 부처 간 소통

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성과 인식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요인의 경

우,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던 직접적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되었으며, 부처 간 소통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성과 인식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상자의 순응

성 부족 요인의 경우, 조절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정책성과 인식에 미

치던 직접적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성을 띠지 않았다. 단 부처 간 소통

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성과 인식에 대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요인의

경우 역시 조절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던 직접적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성을 띠지 않았다. 단 부처 간 소통의 수준이 높

아질수록, 정책성과 인식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부처 간 소통이, 정책성과 인식에 대하여 인력 및 예

산의 부족이 지니는 부정적 효과를 강화시키고,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이 지니는 긍정적 효과 역시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두

제약요인과 정책성과 인식 간 관계에서, 부처 간 소통이 가지는 의미

와 역할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부처 간 소통의 의미

와 역할은 또한 각 제약요인의 특성과 결합하여 형성될 것이다. 본 연

구에서 부처 간 소통은 타 부처와의 연락 빈도를 통해 측정되었음을

감안하여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요인에 있어 타 부처와의 빈번한 소통은 공무원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요인에 있어서는 타 부처와의 빈번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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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무원 개인에게 일종의 공감 혹은 위로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모형 1-모형 4의 비교: 정책성과 인식의 영향요인 비교 분석

모형 1과 모형 2를 비교하면, 모형 2에 새롭게 추가된 변수인 공무원

간 상호작용 중 부처 내 연대감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모형 1에서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들의 통계적 유의성

과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모형 2에서도 동일하게 유

지되었다.

모형 2와 모형 3을 비교하면, 모형 3에 새롭게 추가된 변수인 공무원

과 시민 간 상호작용, 중앙행정기관 형태, 성별, 연령, 재직 연수 중 시

민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감과 중앙행정기관 형태(청 조직)에 대한 통

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 2에서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들의 영향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은 모형 3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모형 1에서부터 모형 3에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성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요인은 모형 4에서 조절효과를 고

려한 후,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음의 방향으로 변

화하였다. 동시에 부처 간 소통이 활발할수록,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이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타 부처와의 연락빈도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정책성과 인

식에 대하여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이 갖는 민감도가 커진다는 의미이

다. 타 부처와 빈번한 연락을 취하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 공무원

들에 비해 인력과 예산의 부족 정도가 조금만 증가하여도, 개인과 소

속 부처에 대한 정책성과 인식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이다. 타 부처

라는 소속 부처에 대한 비교 군이 많아지거나, 타 부처와의 보다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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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과 모형 4의 비교

변수

정책성과 인식에 대한 효과 

모형 
3

모형 4

직접
적 

효과

직접
적 

효과

조절 효과
공무원 간 

연대감 소통

정책
집행 
시 

제약
요인 
인식 

인력 및 예산의 부족 + -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 - +

근거 법령의 부실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 -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

상호  
작용

공무원 간 
연대감 +

조절 변수 
소통 +

공무원-시민 간 
대 시민 신뢰 + +

통제 변수 

소통 

인구
통계학적 

요인 

 기관 형태 

청 + +
그 외
(처, 위원회, 
국무총리실)

 연령
 성별
 재직 연수  

<표 17> 모형 3과 모형 4의 회귀분석 결과 비교 



72

한 소통을 통해 타 부처에 대한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제약요인의 작

은 증가에도 공무원이 인식하는 소속부처의 성과 수준이 큰 폭으로 감

소할 수 있다.

모형 1에서부터 모형 3에까지 정책성과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이라는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은 모형 4에서 조절효과를 고려한 후, 부처 간 소통과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처 간 소통이 활발할수록, 정책대

상자의 순응성 부족이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타 부처와의 연락빈도가 높은 공

무원일수록, 정책성과 인식에 대한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요인의

민감도가 커진다는 의미이다. 타 부처와 빈번한 연락을 취하는 공무원

들은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에 비해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이 조금

만 심화되어도, 개인과 소속 부처에 대한 정책성과 인식 수준이 급격

하게 높아지는 것이다. 부처 별로 상이한 특성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

라 정책대상자가 부처 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

책대상자는 시민이라는 범주 내에 포괄되며, 이로 인해 각 부처들의

정책대상자는 많은 공통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정책

대상자의 순응성 부족요인은 부처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제약요인

의 한 유형이 된다. 타 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각 부처는 유사한 문제

점을 지닌 다른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타 부처와의 상호작용이 부처가 처해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타 부처

와의 연락빈도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요인이

조금 심화되어도 소속부처의 성과 수준을 보다 높게 인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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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집행 장애요인의 유형에 따라 부처 간 소통이 양 또는 음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경우
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모형 3

(주 효과)

모형 4
(주 효과 

+ 
조절효과)

가설 
1.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인식이 
높을수록 
정책성과 
인식이 
낮을
것이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 X X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 ○

근거 법령의 부실 X X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 X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 ○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X X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X X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X X

가설
2-1.

부처 내 연대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집행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이 정책성과 인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당 
없음

○

가설
2-2. 

부처 간 소통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집행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이 정책성과 인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X5)

<표 18>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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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성과 인식에 대한 정책집행 제약요인 별 영향력 비교 분석

위의 표는 모형 3을 회귀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모형 3은 정책

성과 인식이라는 종속 변수에 대하여, 정책집행 시 제약 요인의 8가지

유형과 공무원 간 상호작용, 공무원과 시민 간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중앙행정기관 유형, 성별, 연령, 재직 연수를 통제변수로 설

정하였다. 본 모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첫 째, 정책성과 인식에 있어 각 독립변수들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을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유추해보았다. 8가지 유형의 정책 집행 시 제

약요인들 중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5가지이다. 특히, 이

모형 3
변수 표준화 회귀계수

정책 집행 시 
제약요인

인력 및 예산의 부족 ***0.0768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0.0596

근거 법령의 부실  -0.0008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0.1135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0.0973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0.0816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0.0353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0.0340

공무원 간 
상호작용

공무원 간 연대감(Bonding)  ***0.3813

공무원 간 소통(Bridging)   0.0062

공무원 시민 간 
상호작용

공무원의 대 시민 신뢰  ***0.2224

공무원 시민 간 소통   0.0352
주: ***:p<0.01, **: p<0.05, *: p<0.1

<표 19> 표준화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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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5가지 제약 요인이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는 큰

순서대로,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

더십 부족,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정책성과를 인식하는 데 있어, 정책 집행 시

마주하는 다양한 제약요인들 중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은 정책집행 조

직 및 체계의 불합리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공공 부문의 조직이

갖는 고유의 특성들이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들에게 특정한 형태의 불

합리로서 인식되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행 시 공무원들이 인식하

는 불합리성은 문자 그대로 합리성 패러다임의 시각이 갖는 한계를 반

영한다. 실제로 정책 집행 단계에서 기존의 합리성 패러다임이 설계한

정책 과정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공무원들은 이를 조직 및 체계의 불

합리로 이해할 수 있다. 합리성 패러다임 하에서는 이러한 집행 상의

제약이나 목표 실현의 실패와 같은 오차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책과정은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토대로 정교하게 설계된 틀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최병선, 2014). 반면, 점증 주의적 시각에서 동일한 현상을 관

찰해보면, 정책 집행 시 마주하는 제약은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의 불

완전한 이성에 기반을 두고 세워진 목표와 주어진 자원 및 수단 간의

지속적인 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은 문제의 발견과 오차의 인식

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책이 갖는 가설적 위상을 고려할

때(Landau, 1977; 최병선, 2014),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발견과

오차에 대한 인식은 검증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 째,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과 정책성과 인식 간 관계는 제약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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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보였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요인과 공

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요인의 경우 정책성과 인식에 대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력 및 예산의 부족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이 자주 발생할수록 공무원들은 정책성과를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

협조,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요인의 경우 정책성과 인식에 대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정책집행 조직 및 체

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과 같은 제약이 자주

발생할수록 공무원들은 정책성과를 보다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러한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과 정책성과 인식 간 관계의 양향성은

제약요인들의 상이한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요인은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에 대한 필요이다. 반면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

조,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요인은 제도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필요이다. 물질적 자원과 인

적 자원은 공무원들에게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서 인지될 수 있다. 따

라서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부족에 대해 공무원들은 자원의 이용

을 관리하고 조정함으로써 자원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정

책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 환경

적 요인은 공무원들이 조정과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상으로서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환경적 요인의 미비

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자발적인 개입과 시도를 통한 문제의 개

선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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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성과 인식에 대한 상호작용의 유형 별 영향력 비교 분석

중앙행정기관 내 상호작용의 유형 별 영향력 비교 분석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부처 내 연대감(Bonding)

과 부처 간 소통(Bridging)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유형 중

부처 내 연대감(Bonding)만이 정책성과 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처 내 연대감(Bonding)

은 표준화 회귀계수가 모형 3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 중 가장 크게 나

타났으며, 이는 부처 내 연대감(Bonding)이 갖는 정책성과 인식에 있

어서의 중요도를 반영한다. 정책성과 인식의 경우, 공무원 개인과 공무

원이 소속된 조직에 대한 성과 인식을 통해 측정되었다. 그렇기 때문

에, 동일한 조직에 소속된 공무원들 간의 연대감(Bonding)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 신뢰감, 애착, 가치의 공유, 충성심 등이 강할수록 소속

조직의 정책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공무원과 시민 간 상호작용의 유형 별 영향력 비교 분석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은 공무원의 대 시민

신뢰(Bonding)와 공무원과 시민 간 소통(Bridging)의 두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간 상호작용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러한 두 유형 중 공무원의 대 시민 신뢰만이 정책성과 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회

귀계수에 비추어 볼 때, 정책성과 인식에 대한 설명력이 두 번째로 강

력한 요인은 공무원의 대 시민 신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시민

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는 공무원일수록 정책성과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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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한 양의 관계는 고객만족

도를 포괄하는 정책성과 인식에 있어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감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4) 정책성과 인식에 대한 통제변수 별 영향력 비교 분석

모형의 통제변수는 중앙행정기관 형태, 성별, 연령 및 재직 연수로

구성하였다. 이들 중 중앙행정기관 형태만이 정책성과 인식에 대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

앙행정기관의 형태를 부, 청, 그 외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 유형의 경우 처와 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실을 포함한다. 청의

경우 부에 비해, 정책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형태(청 유형)은 정책성과 인식에 대하여 세

번째로 강력한 설명력을 지니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집행 제약요인 유형 별 정책성과 인식과의 관계 양상에 대한

추가적 논의: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요인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

브 부족 요인을 중심으로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들 중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과 같은 요인들의 경우 제약요인의 발생 빈도가 낮을수록, 정책성과를

높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요인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요인의 경우, 그 요인들의 발생 빈도가 높을수록, 정책

성과를 높게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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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첫 번째 추론은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과 정책성과 인식

간의 관계가 양향적인 2차 함수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추론은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요인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

족 요인이 내생성을 유발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세 번째 추론

은 제약요인의 유형에 따라, 제약의 존재를 성공으로 인식할 것인지

혹은 실패로서 인식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추론이다.

(1)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과 정책성과 인식 간 이차함수 관계의 가

능성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의 영향에 대한 양향

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변수의 제곱항을

모형에 독립변수로서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8

가지 유형의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들 중 한 유형의 제약요인 제곱항을

하나씩 추가하여 보았으며, 또한 8가지 유형의 제약요인들의 제곱항을

한 번에 모두 추가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

다. 그 분석결과는 <표 20>에 나타내었다. 그러나 회귀 분석 결과 정

책 집행 시 제약요인들의 제곱항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경우는 발

견하지 못하였다.

(2) 내생성으로 인한 편의 발생의 가능성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중 정책성과 인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요인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요인

이 있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 혹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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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3

모형 5
모형 3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제곱항

직
접
적

효
과

(선형
효과)

정책 
집행 
시 

제약
요인

인력 및 예산의 부족 ***0.41
(0.14)

 1.10
(0.85)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0.34
(0.16)

 1.01
(0.91)   

근거 법령의 부실 -0.00
(0.16)

 -1.21
(0.85)   

정책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0.67(0
.18)

  0.46
(0.90)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0.52(0
.16)

-0.12
(0.68)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0.40
(0.11) 

-0.33
(0.68)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0.20
(0.14)

**-1.90
(0.79)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0.17
(0.14)

 0.52
(0.76)   

상호
작용

공무원 간 연대감 ***2.31
(0.18)

 ***2.30
(0.15)

공무원 간 소통 0.02
( 0.07)

  0.02
(0.07)  

공무원의 대 시민 신뢰 ***1.31
(0.15) 

 ***1.32
(0.14)

공무원 시민 간 소통 0.11
(0.07)

  0.09   
(0.07)

기관
형태

청 ***1.21
(0.20)

***1.22    
(0.19)

그 외 0.30
(0.24)

0.30
(0.25) 

인구
통계

성별 0.08
(0.23)

  0.09
(0.21)

연령 0.03
(0.02)

0.03
(0.03)

재직연수 -0.00
(0.21)

-0.01
(0.02)

직접적 
효과
(제곱
 효과)

정책 
집행 
제약
요인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제곱항

  *-0.20
(0.13) 

정책대상자의 순응성 부족 - 제곱항   **0.26   
(0.12)

<표 20> 정책집행 제약요인의 제곱항 추가한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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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공무원일수록, 정책성과를 보

다 높게 인식하였다.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과 정책성과 인식 간에 나

타나는 이와 같은 관계가 내생성 문제로부터 유발된 결과일 것이라는

추론 하에서 도구변수로서 가능한 변수를 찾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

분석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들 중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요인에 대

한 도구변수로서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공무원 인센티브

부족에 대한 도구변수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상대적으

로 도구변수로서의 가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에 대

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은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을 보

다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전자와 후자가 모두 사회적 차원의

기반 형성과 토대 마련을 위한 자원의 제공을 중요시한다는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추론에 근거한다. 반면 자녀양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은 공무원 인센티브 부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전자와 후자가 모두 개인 및 가족적 차원(1차 집단)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추론에 근거한다. 그러

나 두 경우 모두 각 제약요인 변수와의 상관계수 자체가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나 적절한 도구변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제약요인의 유형에 따른 성공과 실패의 인지 차이의 가능성

개인이 제약요인을 마주하였을 때, 제약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등

문제 상황에 있어 개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을 경우, 이러한 제약요인

관측치 개수 1,279

모형 적합도(Adjusted R-squared)  0.4297  0.4316

 주: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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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 하에서 얻은 결과는 성공, 즉 높은 성과로서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이 제약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등 문제 상황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요인의

존재 하에서 얻은 결과는 실패, 즉 낮은 성과로서 인식하고자 하는 경

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제약요인이 존재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개입할 여지를 가지는 경우는 제약요인이 목표와 수단 혹

은 자원 간의 조정을 수반하는 성격을 띠는 경우이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 공무원 인센티브의 부족과 같은 물적, 인적 자원의 제약 문제는

정책목표를 현실에 주어진 수단이나 자원과의 상호조정과정을 통해 수

정해가는 과정을 수반한다. 이 때 개인은 문제 상황에 대해 자발적인

조정, 개선의 시도를 할 여지가 존재하며 따라서 제약요인이 자주 발

생하는 상황에서 이루어낸 결과를 성공 즉 높은 수준의 성과라고 인식

하게 된다. 반면,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정책집행 조

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과 같은 제

약요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원 및 수단과 정책목표 간 상호 조정하

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얻어낸 결과

는 실패 혹은 낮은 성과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제약요인이 많을수록 성

과 인식은 낮아지게 된다.

제 3절 정책성과의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 간 상

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책성과의 주관적 지표인 정책성과 인식을 종속변수

로서 설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정책성과의 주관적 지표인 정책성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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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정책성과의 객관적 지표인 정부업무평가 결과 간 상관관계를 검

증해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업무평가는 부처 공통항목인 핵심과제, 정책관리 역량, 정

책홍보, 국민만족도(정책 만족도, 민원 만족도)의 5가지 항목과 부처

별 고유 항목인 일자리 창출과제, 서민생활 안정 과제, 규제개혁의 3가

지 항목인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정부업무평가의 지표는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3가지 형태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지표는 38개 중앙행정기관 공통항목인 핵심과제,

정책관리 역량, 정책홍보, 국민만족도(정책 만족도, 민원 만족도)의 5가

지 항목의 합산점수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지표는 39개 중앙행정기관

공통항목인 정책홍보, 국민만족도(정책 만족도, 민원 만족도)의 3가지

항목의 합산점수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지표는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7가지 평가 항목의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상관관계를 보

기 위해 관측치는 국무총리실과 대검찰청을 제외하고, 세 지표에 모두

공통적으로 포괄되는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20>과 같은 정책성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평가 결과

간의 간극은 인식의 주체와 평가의 주체가 상이함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책성과를 인식하는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의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스스로 생산

성, 효율성 및 고객만족도의 세분화된 성과 하위 항목을 기준으로 인

식정도를 평가한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부업무평가의 주체

는 외부의 제 3자적 시각을 통해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러한 상이한 주

체는 정책성과라는 대상에 대해 관점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

부업무평가위원회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업무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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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서로 다르게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이루어낸 결과에 대한 평가의

경우, 각 주체의 고유한 기대를 토대로 한 상대적인 척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정책성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

간지체를 인지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에 대한 시간적 안목을 지니고 있

어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의 주체들과 그 기대 수준의 차이를 보일 것이

다. 공무원들은 미래의 성과에 대해 더욱 높은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며,

향후 몇 년 내에 가시화될 수 있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현재

시점에서도 정책성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정부업무평가 결과지표
정부업무평가 지표 

1 
정부업무평가 지표 

2 
정부업무평가 지표 

3 

지표의 
구성

4개 공통 평가 
부문 결과 합산

2개 공통 평가 부문 
결과 합산

7개 평가 부문 
결과의 평균

w 핵심과제
w 정책관리 역량
w 정책홍보
w 국민 만족도 

w 정책홍보
w 국민 만족도

w 핵심과제
w 정책관리 역량
w 정책홍보
w 국민 만족도
w 일자리 창출과제
w 서민생활 

안정과제
w 규제개혁

측정 
대상 
기관

38개 중앙행정기관(대 검찰청, 국무총리실 제외)

정책성과 
인식
과의 
상관 
계수 

 0.2569 0.5407  0.5841

<표 21> 정책성과 인식과 정부업무평가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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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공무원이라는 두 주체 간의 상이

한 기대와 기준에 따른 인식은 정책성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평가 간 괴리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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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과 정책성과 간 관계의 양상이 공무

원 간 상호작용의 수준 및 유형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합리성 패러다임은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논리적 체계에

입각한 정책과정을 설계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정책과정이 실제

로 진행되는 현실의 다양한 맥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합리성 패

러다임에 대한 대척점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의 발견이며 지적숙고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을 통해 정책과정에 접근해야

한고 지적한다(Wildavsky, A. 1979; 최병선, 2014). 일반적으로 행정이

국민에 대하여 갖는 신뢰는 큰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행정의

국민에 대한 거리감 또한 존재하며, 그것이 정책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국

민 능력에 대한 불신과 규칙준수에 대한 불신의 견지에서 대국민 신뢰

를 살펴볼 수 있다. 정책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에 의한 통제와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하며 행정업무량의 감소와

행정의 능력 향상을 통해 정책의 질을 개선시켜야 한다. 특히 정책 분

석 시 행정내적 기준에서 국민적이며 사회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이 중

요하다(이종범, 1993).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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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인식하는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과 공무원

간 그리고 공무원과 시민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공무원의 정책성과 인

식이라는 모형의 주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이 외에 행정기관 형태,

성별, 연령, 재직 연수를 통제변수로 두고 모형을 구성하였다. 회귀분

석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해보았으며, 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한

정책성과에 대한 객관적 지표인 정부업무평가와 본 모형의 종속변수인

정책성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

았다.

회귀분석 결과 정책집행 제약요인의 유형에 따라,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공무원 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다

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 정책집행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집행 책임자의 관심 및 리더십 부족,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의

5가지 제약요인은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한 방향성을 유

지하였다.

공무원은 정책과정 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공무원 간 또한 공무원

과 시민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에 대한 학습을 실천해 나갈 수 있

다. 특히 시민과의 상호작용은 정책학습의 효과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

장시킬 수 있다. 이 때 문제의 성격에 따라 문제 상황 하에서 이루어

낸 성과를 성공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실패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는 성과를 인식하는 주체인 공무원의 성패에 대한 프레임이 제

약요인의 성격에 따라 변화하는 데에 기인한다.

정책성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서로 다른 항목의 조합으로 구성한 세 가지 유형의 정부업무

평가 결과 지표와 정책성과 인식 간 상관계수는 약 0.26 ~ 0.58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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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책성과는 내부자의

주관적 인식과 외부자의 시각에서 생산해 낸 객관적 결과정보라는 다

면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두 개념 간의 간극

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책성과에 대한 다면적 접근을

통해 계속적인 문제의식을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로부터

중앙행정조직의 성과관리에 있어 조직 내 구성원 간 관계, 문화 등의

환경적인 요인을 적절하게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

제 2절 정책적 함의

문제의 해결은 반복적이고 정책이 정책의 원인이 된다(Wildavsky,

A. 1993; 최병선, 2014)는 점에서 정책성과 인식은 정책문제의 지속적

인 발견의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정책성과 인식의 이

면은 비효율성, 비생산성 혹은 고객의 불만족 인식임을 고려할 때 정

책성과 인식은 정책실패 인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책성과

인식은 새로운 정책문제를 제시하는 의미를 지니며 동시에 성공일 수

도 실패일 수도 있는 결과로부터의 학습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된다.

정책성과를 인식하는 단계는 정책의 성패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보다

는 제약요인에 비추어 새로운 문제점을 깨닫고 정책의 발전을 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정책 실패로부터의 배움은 나아가 사

회적 학습의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관계

에 기초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최병선,

2014).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의 시작은 스스로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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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정책성과 인식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준거점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수정 및 생산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의 유형에 따라 정책성과 인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정책집행 시의 제약요인들

을 유형화해보았다. 첫 번째 기준은 개인이 마주한 제약요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자 하는 반복적인 시도와 수정의 과정

이 적용될 여지가 존재하는가이다. 이는 주어진 정책목표와 현실적인

자원의 제약 간에 조정과정이 수반 되는가 와도 일맥상통한다. 정책성

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을 실패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때, 제약

요인의 유형에 따라, 그러한 제약에 대해 개인이 능동적으로 대응함으

로써 교훈을 얻고 배움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을 경우, 제약을 극복하

고 이루어낸 결과에 대해 실패라는 라벨보다는 성공이라는 라벨을 붙

이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 즉, 제약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개인이 문제 상황에 개입하여 조정할 여지가 있는 제약요인의 경

우, 결과에 대해 성공의 프레임을 적용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 문제 상황에 대해 개인이 개입하여 조정할 여지가 없는 제약요인

의 경우, 결과에 대해 실패의 프레임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추

론해 볼 수 있다. 성과인식의 단계에서 정책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제약요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타의 정책과정 중에서도 정책집행 과정은 기존에 설정된 목표를 현

실적인 자원 및 수단의 제약 하에서 조정하는 데에 초점 맞춰진 단계

이다.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의 유형과 발생 빈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공무원들의 정책성과에 대한 인식이 보다 섬세 화되어

갈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제약요인이 공무원의 내적 동기부여 과정



90

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외적 동기부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

른 기준이다.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나 인센티브의 부족문제는 기본적

으로 공무원의 외적 동기부여에 관여한다. 두 제약요인은 공무원이라

는 개인적 차원과 부처라는 조직적 차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인력과 예산의 분배나

인센티브 체계가 성과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적

동기부여를 촉진시키는 강도는 약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공무원의 행태를 공무원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이해함

으로써 상호작용의 수준이 공무원의 동기 부여의 과정을 촉진 혹은 저

해하는지에 대해 관찰하고 검증해볼 수 있었다. 상호연대감과 소통으

로 규정되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조직의 환경적 요소 내지는 사회

문화적 요소로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과 정책성과

인식 간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조절효과를 가지는가는 제약요인이 유발

하는 문제의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 결

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처 내 연대감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유일한 제약요인은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갈등 및 비협조의 상

황에서는 신뢰, 유대감, 가치의 공유 등의 부처 내 연대감이 성과인식

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부처

간 소통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정책

집행 조직 및 체계의 불합리, 언론이나 대중의 과도한 관심 상황 하에

서는 비교군의 존재가 인지된 성과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객관적 정책성과의 경우, 합리성 패러다임의 견지에서 도출된 기준에

의거하여 측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편향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

서는 정책성과에 대한 객관적 지표의 의미로서 정책성과보다 주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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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과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성과의 객관적 지표가 상대적

으로 단기적인 결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면, 정책성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객관

적 정책성과 지표와 주관적 정책성과 인식 간 차이가 존재할 때에는

그 차이가 어디에 기인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성과에 대

한 객관적 지표는 합리성 패러다임 하에 설계된 정책과정에 비추어 평

가해 낸 결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여러 부처들을 일괄적인 기준 하에

서 비교할 수 있다는 체계성을 지닌다. 반면 주관적 성과 인식은 공무

원이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부딪히며 형성한 정책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조직 내 공무원 간 그리고 행정조직과 국민 간

의 상호작용이 정책집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제약 상황으로부터 정책

성과를 인지하는 데 있어 어떠한 촉진 및 방어기제로서 작용하는지 살

펴보았다. 구성원 간 상호작용은 신뢰, 애착, 가치의 공유 등의 연대감

형성과 소통을 토대로 관찰하였다. 이 때, 공공 조직 내의 인간관계와

같은 조직 환경적,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촉진 및

저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호작용의 각 유형들이 균형적으로 형성되

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성원 간 연

대감의 형성과 소통을 통해 조직은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를 공

공조직에 적용하면, 행정기관 내 제도적 신뢰와 상호연결을 통한 상호

작용의 증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정책 질의 개선

을 도모할 수 있다. 정책집행 과정상에서 느낀 문제의식에 따라 정책

성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때문에, 제약요인인식은 정책이 우리의

현실에 기초하여 발전해 나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작용한다. 또

한 정책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결과와 주관적인 인식 간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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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화로부터, 공공조직관리가 개인의 인식, 개인 간의 관계와 그 관계

가 생산해내는 상호작용성의 차원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함의

를 얻을 수 있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로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다.

첫 째,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의 공무원의 인식 중 정책집행 시 인식하는 제약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을 유

형화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검토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

에서 설정한 인과관계에 내생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 차이는 각 유형의 정책집

행 시 제약요인이 지니는 성격에 기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정

책집행 시 제약요인의 유형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정책성과 인식에 미

치는 영향이 긍정적, 부정적 방향성을 모두 보였다. 제약요인의 유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각 유형의 공통적인 속성과 차별적

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정책성과 인식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유추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특

성을 지닌 상이한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들 간의 비교 분석적 논의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둘 째, 독립변수인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 인식과 종속변수인 정책성

과 인식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측정된 자료에서 추출

되었다. 이로 인해 동일원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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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추정 시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 째, 횡단면 자료인 2011년 공무원 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

문에 2011년만의 특성인 시점 특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었다. 인식

적 차원은 일반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기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이 존재하며, 변동 또한 연속선상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

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점 특정적인 영향

이 본 연구가 설정한 인과관계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

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통시적으로 상호 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Wildavsky, A. 1979; 최병선, 2007), 정

책성과 인식에 대해 정책집행 시 제약요인을 통해 설명가능한 부분이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단일 연도의 정보만 담고 있는 횡단면 자료를

통해 이끌어 낸 본 연구 결과는 그에 대한 일반화 과정이 분명한 한계

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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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ity and uncertainty in policy environment as well as policy's

epistemological status as hypothesis establish apodictic expectation for

problem-recognizing in policy implementation.

Cognition for policy performance acts as a critical link between

continuous problem-finding processes. Cognition for policy performance

is interconnected with cognition for policy failure in that the reverse

side of perceived policy performance is perceived in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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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roductivity and customer dissatisfaction. In this perspective,

cognition for policy performance produces policy issues and plays a

role as a starting point for learning. Cognition for constraints in policy

implementation leads to policy learning through continuous

interpersonal interac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constraints in

policy implementation on the policy performance from cognitive

approach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interaction.

Interaction consists of bonding and bridging. For the analysis, we use

a unique survey on central government bureaucrats in Korea

conducted in 2011.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type of the

constraints in policy implementation acts as an essential factor in

perceiving the policy performance. Also moderating effects of bonding

and bridging on perceived policy performance have been verified

empirically.

The type of the constraints in policy implementation determines the

level of perceived policy performance. Negativ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policy performance are inter-ministry conflict or

noncooperation, irrationality i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lack of leadership.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policy

performance are insufficiency of human capital or budget and lacking

incentive. These two types of constraints both concern with an

extrinsic motivation and accompany the adjustment process between

policy objects and constraints in reality. These common properties

provide a cue for perceiving policy performance as being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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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It can be presumed that the type of constraints is the

determinants of perceived policy performance.

Bonding within ministry acts as a motivating mechanism that

enhances the level of perceived policy performance. Moderating effect

of bridging between ministries is realized by two channels. One

channel is to set a reference point for perceived policy performance

and the other channel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keholder. The

direction of moderating effect is determined by constraint type-specific

manner.

There exists a gap between subjective index and objective index of

policy performance. This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the

difference in task significance and discernment of job processing time

can cause the variation in the level of perceived policy performance.

In spite of the limitations from single year cross-sectional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two implications. Firstly, to boost

organization-wide motivation in government, conflict,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leadership should be concerned. On the

other hand, to hold high level of motivation consistently, human

capital, finances and well-designed incentive system should be

concerned. Secondly, frequent contacts between ministries can curb

overestimation of performance or exclusive attitudes to other ministries

which can arise from excessive level of bonding within ministry. Thus,

it is momentous to balance between bonding and bridging. Through

this balanced interpersonal interaction, problem-recognizing in policy

implementation promotes policy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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