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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대응과정에서의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

의 무능한 대처로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관피아

의식, 정책 책임의 부재 및 천문학적인 부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에

서부터 집행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레 정부정책의 실질적 수행 담당자인 공공

부문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

게 된 것이다. 수립된 정부정책을 타당한 원칙과 기준 하에 실행하는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는 섞이지 않는지 등

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느 때보다 온 국민의 눈치와 관심을 받고 있는 공공부문은 세계적 추

세와 함께 행정관리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왔다. 바로 신공공관리

주의(NPM: New Public Management)가 그것이다. 신공공관리주의는 효

율성, 분권화와 절차간소화 등과 같은 시장주의 운영체계를 강조한다. 특

히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기본 원리로서 대부처주의(mega-department)

를 들 수 있다. 대부처주의는 작은 정부, 즉 부처의 통합 운영을 의미한

다. 조직 운영의 세부적 방안으로 단위조직의 체계 구성 및 인력 운영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넓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

한 신공공관리주의가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본격적으로 적용된지 IMF 금

융위기 이후 2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시장주의적 조직체계 변화가 공공

부문에 어떠한 영향과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공

공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공 부문의 청렴수준 및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이 때,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 변

화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정부정책의 실질적 수

행자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통솔범위

가 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정부의 조직개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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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역시, 조직개편에 있어서 부서통합 등 대부처주의

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적 단위조직 구성·운영

을 나타내는 잣대가 현 공공기관 관리자의 통솔범위라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및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간부직(2급 부·팀장 상당)이 거느리고 있는 부

하직원의 수를 통솔범위(독립변수)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

하는 청렴도 지수를 윤리경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보

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운영이 절실한 공공부

문의 지금까지의 조직체계 관리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분석하고 향

후 어떠한 방향으로 공공부문 조직체계를 꾸릴지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Gulick(1937)에 따르면 관리자의 통솔범위란 조직의 감독자와 부하직원

이 맺고 있는 관계구조로 넓은 통솔범위는 관리자가 많은 부하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통솔의범위는 그 반대이다. 거느리

고 있는 부하직원의 수가 많은 넓은 통솔의 범위는 아무래도 소속직원

개개인의 재량권 부여가 높아질 것이다. 직원 스스로 어떠한 사안에 대

해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Frederickson(1996) & Wamsley et al.(1992)이 좁은 통솔범위는 그

만큼 감시·감독이 면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 재량

권 행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Kaufman(1960)은 통솔범위

는 감시·감독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책임회피(shirking)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것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중 일정 직원규모 이상의 정원이 확보된 공기

업·준정부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관리자 중 조직의 기능과 역

할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팀장급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그

들의 통솔범위가 조직 전체 윤리경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

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조직 윤리경영 수준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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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

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처주의의 조직 운영체계는 작은 정부, 즉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부하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통솔범위의 확대를 가

져올 것이며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신공공관리주의가 공공기관

의 윤리경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독

립변수로 사용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 이

외에 조직 유형, 조직 안정성, 조직복잡성, 조직 공공성 등을 통제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

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부청렴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

구가설을 지지하였다.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기관의 내부업

무와 조직문화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인사·예산집행 및 업무

추진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

에 대해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부(-)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대부처주의

의 신공공관리론이 작용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 운영·관리체계가

업무효율성 및 성과 제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나 업무와

관련된 조직의 청렴·윤리 수준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말한

다.

이는 Kaufman 등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뿐 아니라 시장주의적 신공공

관리론이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학계의

우려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직원들에게 주어진 업무적 재량권은 결

국 직원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에 있어 국민의 기대와 관심

이 높아지고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청렴·윤리 수준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 있어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운영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시장주의적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운영은 조

직의 윤리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특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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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유형에 따라 적정한 부서의 크기, 통솔의 범위를 구성·운영함으

로써 업무수행에 관련한 직원의 자율·재량권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

하고 관리자의 감시·감독을 병행·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윤리경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은 아니였지만 외부청렴도는 관리자의

통솔범위에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의 입장에서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 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 경험 및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외부청렴도는 업무적 성격이 강한

내부청렴도와는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

한 결과가 나온 것은 윤리적 부담감이라는 개념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

른 한편으로는 부패 방지제도나 윤리헌장 공표 등 청렴경영에 매진한 공

공기관 운영의 결과물이자 긍정적 외부효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공공부문 뿐 민간영역의 청렴제도 활성화 정책 근거로 활용하

여도 좋을 것이다.

주요어 : 신공공관리, 윤리경영, 공공기관, 조직체계, 통솔범위, 관리자

학 번 : 2014-2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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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국가적 차원의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불

신이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 관피아 의식, 정책 책임의 부재 및 천

문학적인 부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만3천불(’14년 기준)로 GDP순으

로는 멕시코에 이어 15위를 달성하여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진입을 눈앞

에 두고 있다. 이렇게 경제수준과 사회체계가 날로 발전해감과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의 니즈 역시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각 분

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책임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수행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의 세부적 이행에 있어 보다 높은 윤리경영이

요구된다. 사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지고 공공 부문

에 대한 요구가 복잡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 속에 더욱 그

러하다.

물론, 국회․감사원․주무부처 등 외부기관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감독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시․감독체계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관계에서도 역시 서로 다른 지대(rent seeking)를 추구

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공기관

스스로 사회적 가치체계와 정부정책의 목표 및 계획에 맞춘 역할 이행이

절실한 때이다. 때문에, 경영활동의 규범적 기준을 사회적인 윤리적 가치

체계에 두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새로운 정부정책이

나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할 때부터 국민의 입장에서 공명정대한 원칙과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착수하였는지, 정책안을 수립할 때는 국민을 포함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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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목소리는 섞이지 않았는지 등 공공부

문의 청렴수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성격에서도 청렴수준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기업이윤 뿐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A안의 정책방향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을 위한 공공성 증대를 위해 B안을 선택

할 수도 있는 조직이 바로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정책 및 사업 수행시마

다 공공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공공기관만의 특성은 사회적인 윤리

적 가치수준을 반영하는 경영활동인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공부문은 정치·경제적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역할이 변해왔다.

오늘날에는 정부 서비스의 전달 뿐 아니라 생산성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

됨에 따라서, 그동안 공공부문이 담당해왔던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기능은 신공공관리로 대표되는 시장지향적인 경쟁모델을 통해서 민간부

문이나 준정부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Johnston & Romzek, 1999). 현대

사회에서 복잡한 정부정책의 형성을 보조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공공서비

스 제공과 같은 정책집행 기능을 전통적인 정부조직의 형태로는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윤리경영을 담보로 기

능적 자율성의 확보를 위해 정치적 책임의 사각지대인 정부조직의 외곽

에서 준정부부문이 급속히 성장해왔다(안병영 한상일, 200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안타까운 재난·사건·사고는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의 무능한 대처로 공공부문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의문과 개혁의 필요성을 가지게 하였다.

정부 등 공공부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많은 개혁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고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이들 기관의 문제점

은 그간의 개혁 노력들의 효과성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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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로 시작된 우리 공공부문의 개혁은 국민의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IMF 등 외부의 개혁요구를 이행하고

자 국민의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부문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성과급제, 팀제와 같은 다양한 행정개혁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우

리나라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혁은 1970년대 말 서구 국가에서 시작된 신

공공관리주의(NPM: new public management)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경쟁, 효율성, 분권화와 자율성, 절차간소화 등과 같은

시장주의 메커니즘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원리의 구현을 위해 정부와 공

공부문은 조직 및 인사, 재정 분야 등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꾀하였다.

이중 조직 내 소속부서의 구성·운영 등 조직구조에 관한 신공공관리론의

기본 원리로 대부처주의(mega-department)를 들 수 있다.

조직구조는 조직의 중요 의사결정은 물론 핵심절차에도 기본 골격을 제

공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김호섭, 2006). 조직구조를 집권화

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권화하는 등 조직구조를 꾸려가는 방향에 따

라 조직의 대응성과 운영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거나 관리계층의 확대·축

소(Mintzberg, 1979)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조직

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데 조직구조 및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는지를 나타내는 관리자의 통솔범위(span

of control)는 무엇보다 중요한 조직운영 메커니즘임에 틀림없다. 부처

및 부서 통합 등 대부처주의의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적 공공서비스를 위

해 관리상의 자율성 부여를 중요시하면서 재량권 등 권한 위임, 분권화

등을 강조하였다(Kellough, 1998). 통솔범위는 이렇게 조직 운영체계를

가늠하고 거래비용 및 조직행동론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관리자 1인이 관리·감독하는 부하직원

의 수를 나타내는데, 이는 조직의 중요한 자원요소 중 하나인 인적자원

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이

다.



- 4 -

공공기관은 정책수행의 손과 발이다. 국민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접하여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발전성과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실

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

적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신공공관리론을 바탕으로 혁신과 변화를 꾀

한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영체계의 기본적 지표인 관리자의 통솔범

위가 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정규모의 직원수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부·팀장급(2급 상당) 간부관리

자의 통솔범위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민간 부문의 경영혁신 방안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신공공관리주의에 대

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의 조직 운영체계가 윤리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공공부

문에 대한 윤리경영, 청렴성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시대 속

에서 향후 이들에 대한 조직·인력운영 체계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내적·외적 특성에

따라 일반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더욱 요구되는 청렴·윤리경영이 경영활

동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고

의 틀 속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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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

로 한다. 우리나라 정부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자로서 공공 부문에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공기관이 담당하

는 기능 및 역할은 순수정부 또는 순수민간과 비교할 때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질을 갖는다. 정부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칙, 규정

등의 준수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반면,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성의 제고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생존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

한다. 공공기관은 법률, 규칙, 규정 등의 준수 뿐 만 아니라 수익성도 따

져봐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문제 또는 공공기관 윤리경영의 문제는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문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공공기관의 문제를 윤리경영 측면에서 분석한다. 기

존의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문제의 핵심을 지배구조, 경영평가, 감사 등

수단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문

제의 핵심을 윤리경영의 문제로 간주하여 청렴수준의 제고방안을 연계하

여 분석한다. 공공기관은 법률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각 기관의 조직

구성 및 특성, 역할, 서비스제공 방식 및 대상, 재무구조 등에 따라서 다

양한 모습과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내

지 윤리경영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개별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충

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도출되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시대적 이

데올로기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집합적 처방이 주된 경향이었다. 그

러나 공공기관은 특성에 따라 강조되는 윤리경영 유형이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하여 공공기관

을 유형별로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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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16개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운영 체계를 나타내는 중요지표인 신공공관리 지

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윤리적 윤리경영, 즉 청렴도 수

준 뿐 아니라 업무성격 및 유형별로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있는지 살펴보

는 것은 앞으로 공공부문의 실질적 정책 실행자인 공공기관이 조직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데 운용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있어 정책적 함

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이들 중 조직구성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뉘는데, 먼저 시장형 공기업

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100분의 85이

상인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기관

이 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한국조

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등 16개 기관이 있다. 공기업은 하나

이상의 시장에서 관련 정책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윤을 창출하는 민간조

직의 성격을 띠는 반면에, 준정부기관은 해당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

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

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데, 유형별

로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뉜다. 기금관리형은「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17

개 기관이 있다. 위탁집행형은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등 69개 기관이 있

다. 마지막으로 공운법 제5조4항에 의하면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200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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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 수와 조직 윤리경영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정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무부처의 감사를 통해 경영평가가 이루어

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측정의 표준화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제외하였다. 관리인력이 몇 명의 직원수를 통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직원수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유

형은 업무성격적인 측면에서 규제하는 기관인지, 시장성에 근거한 생산

기관인지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은「공공기관 운영법」에 따

르면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및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공기업은 주로 생산기관의 성격이 준정부기관은 규제기관으

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Gulick(1937)은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에

관한 가설을 제시하면서 기능의 분화 즉, 다양성이 클수록 통솔범위가

좁아진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

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총 1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134개 조직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All Public

Information In One, 이하 “알리오 시스템”)에 게시된 공공기관별 경영실

적보고서와 경영공시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알리오 시스템은 2005년에

구축되어 공공기관의 일반현황, 기관운영 현황,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현

황, 대내외 평가 현황 등 3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직급별 인원수(2015년도 현재)를 확보하고자 한

다. 직급별 인원수는 1⋅2급 관리자부터 5⋅6급의 일반직원 등 조직 내

인력수를 직급별로 구분하여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를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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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우리나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관리자 통솔범위가 조직의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관리자 1인이

관리⋅감독하는 부하직원의 수(관리자의 통솔범위)이다. 신공공관리 지

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조직의 중요한 자원요소 중 하

나인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

표적인 개념이다. 정부조직과 준정부조직인 공공기관에 대한 역할·권한

을 강조하는 오늘날, 조직의 인적자원 운영·관리체계가 조직이 갖추어야

하는 윤리적 윤리경영, 즉 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조직 구조적 접근을 통해 분석을 실시해보고자 하였

다. 윤리적 윤리경영은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공명정대하

고 투명하게 이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의 내·외부 청렴도 점수를 확인·추출하여 윤리경영을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조직의 윤리경영을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인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간관리자인 부·팀장인 2급 관리자가 거느리고 관리하고 있는 3·4·5·6

급의 부하직원의 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의 직

급체계는 일반적으로 임원-1급-2급의 관리자와 3급-4급-5급-6급의 일반

직원으로 나뉘기에 본 연구에서는 부·팀장급의 부하직원 수를 조직 내

여러 관리 계층의 통솔범위 중 임원과 간부직 간의 관계보다는 그 규모

나 조직 운영에 작용되는 역할 범위를 따져보더라도 부·팀장과 부서의

소속직원과의 관계가 조직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50

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독립변수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각 기관의 직원수는 현원이 아닌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정원을 활용하였다. 현원은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으로 변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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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발생하기에 일정 시일을 기준으로 다른 기관의 직원수와 비교하기 어

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50명 이상의 2011∼2013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업

무적 윤리경영과 윤리적 윤리경영 관련 데이터의 결측치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총 134개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의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조직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들간의 회귀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과 기업성 중 어떠

한 성질을 중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Hood(1986)가 제시한 정책도구 분류모형에 따라 규제-정보배포-이윤배

포-감독기관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른 통솔범위의 기술통계를 제시함

으로써 유형별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중간관리자가 관리·감독하는

부하직원의 수로 분석할 것이다.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우리나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11년∼2013년도 2급 부·팀장 정원에서 해당직

급의 직원 수로 산출된 관리자의 통솔범위를 통계분석 패키지(IBM

Statistics SPSS 22)를 이용하여 조직의 윤리경영인 청렴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통합회귀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

관 청렴도 향상 방안 등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조직 유형, 조직 안정성, 조직 복잡성, 조직 공공

성을 활용하였으며 이들은 기존의 조직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된

변수들이다. 특히 조직 공공성은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공기

관의 조직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판단되어 포함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은 준정부조직으로서 공공조직의 특성과 민간조직의 특성

이 혼재되어 있어 공공성 수준이 매우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 수준이 매우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 수준을 고

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간과할 수

있다(김해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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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윤리경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윤리경영의 의미

윤리는 인간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사회 집단이나 조직체 내에서 개

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제반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경영이

란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윤리를 경영행동이나 의사결정의 원칙이나 지침

으로 삼는 경영이다(최창명ㆍ김성수, 2005). 윤리경영은 경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국가청렴위원회, 2007)이며, 경영활동의

옳고 그름을 구분해주는 규범적 기준을 사회의 윤리적 가치체계에 두는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윤리경영을 파악하는 개념들은 다양하며,

또한 그 개념들 자체가 함축하는 의미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많은 변천

을 겪어왔다(Carroll, 1999). 기업의 사회적 성과, 이해관계자 이론, 기업

윤리, 기업시민, 기업의 사회적 반응 등의 개념들이 최근 들어 윤리경영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들이다. 하지만 윤리경영을 이해하는 이

들 주요 개념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개념을 밑바탕

에 깔고 있다(Carroll, 1991; Schwartz & Carroll, 2003).

윤리경영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업윤리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경영형태를 구분하면 다음의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첫째, 비윤리경영(immoral management)

은 기업윤리는 물론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법과 제도마저도 장애물로

간주하는 전근대적인 경영형태로 최근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는 초윤리경영(amoral management)으로 이러한 기업들은 경영과 윤리

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므로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좋다는 입장을 취한다. 윤리를 기업경영의 외적요인 중 하나로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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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기업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만약 윤리적

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업

윤리의 문제를 접근한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moral management)은 기

업이 적법 테두리를 넘어 입법의 취지와 사회통념까지도 감안하여 기업

윤리를 준수하는 경영방식이다. 예를 들어 법적책임이 없어도 사회의 윤

리적 기준과 상충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기준을 선택하는 경영방식이

다.

이들 기업에 있어 윤리는 이윤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윤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

요하다. 우선 윤리경영의 실천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

스템의 정비가 필요하고,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질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평판, 기업이 지역 사

회에 공헌한 정도, 종업원의 기업 경영에 대한 만족도 등 윤리경영에 관

한 지표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윤리 경영에 대한 평가요소는

영국의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와 같은 측정 방식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연구 기관과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시도가 있었지

만 아직은 시작 단계라는 것이 관련 학계나 산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

다. 2003년에 개발된 산업정책연구원의 KoBex와 2007년에 개발된 전경

련의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FKI-BEX) 정도가 선두 지표에 속하고, 2010

년에는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연구소가 서강대 윤리경영지표

(Sobex)라는 새로운 지수 개발에 나섰다. 이러한 기관들이 평가하는 분

야들을 살펴보면 윤리경영 인식, 윤리경영 제도 구축, 윤리경영에 대한

체계화, 윤리경영 기업문화 등을 측정하고자 하며, 공통적인 요소들의 도

출하면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 공헌성을 다루고 있다.

공정성(Fairness)은 공평하고 올바르게 업무를 추진하는 정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 단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을 제정할 때 그 내용과 범위가 공정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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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투명성은 경영의 실천내용

을 어느 정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업무처리지침의 정비

수준, 직원간의 의사소통, 경영정보의 공개정도, 처리의 신속성 등 윤리

경영이 실제 실천되는 과정이 투명한지 여부를 고려한 것이다. 건전성

(Soundness) 차원은 공정한 기준을 투명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했을

때 얼마나 건전한 결과가 발생하여 기업과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지 여부를 고려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전성이 확보되면 조직원들의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아져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산업재해가 줄

어들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아 윤리경영이 잘 실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식경제부, 2002). 공헌성(Contribution)은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등

에 기여하는 재량적 공헌, 사회봉사 등에 참여하는 사회적 공헌, 국민경

제 발전 등에 기여하는 경제적 공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

헌성이 높으면 조직유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조직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 뿐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청렴도

의식과 공공조직이 속해있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니고 이

행해야 할 사회적 윤리경영을 윤리경영이란 개념으로 확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및 조직 뿐 아니라 속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행해야할 윤리경영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

문이다. 이는 이종수 외(2004)가 주장한 공공조직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재량을 발휘하여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율적 윤리경영과 일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리경영의 기관별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로 김지원(2007)은 윤리경영과 책임경

영, 경영혁신노력 등이 정부산하기관 및 투자기관의 조직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없다고 살펴보았다. 다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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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만족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공익추구성향에서 볼 때

고객만족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조직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동섭(2005)은 일반적으로 윤리경영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경영실적과 윤리경영 실천수준 간 상호관련성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박형필(2006)은 국내외의 윤리경영 사례를 통해서 공기업에

서는 사기업과 차별화된 윤리경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컨대, 최고경

영자의 지속적인 추진의지 및 보다 강화된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 등 추

진방향에 대한 규범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라영재(2008)는 공기업 청렴

도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나,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

정선경(2006)은 지배구조와 기관 운영에 관련된 제도를 청렴도 및 윤리

경영 점수 상위그룹(기관)과 하위그룹(기관)으로 분류하여 시행제도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 및 세부운영

방식들은 강압적 동형화에 의해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들을 중심

으로 운영되고 세부적인 운영방식들은 주로 모방적 동형화를 통해 추진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기관장 리더십과도 관

련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것은 윤리경영과 부패통제를 위한 제도

의 성공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

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윤리경영을 수행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교

육하고 몰입도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며 일방적인 통제 조치나 처벌과

관련된 조치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의 운영이 더 적절하다

고 말한다. 또한, 정선경은 공공기관은 적용 법률에 따라 지배구조가 형

성되므로 이에 주무부처 모델(정부산하기관 등)과 중복 모델(정부투자기

관)로 유형화하여 윤리경영 수준(청렴도 점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

부를 분석하였다. 즉 지배구조 상의 소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두 유형 간

에 윤리경영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상업성이 우선시되

는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들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기관들 간에는

윤리경영 수준(청렴도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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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윤리경영을 가늠하고자 본 연구에서 활용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

해 살펴보자. 1990년대 이후 나타난 반부패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부패

측정 모형을 적용하여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부패측정도구, 즉 부패지수

의 활용이다. 우리가 사회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현재 상황과 목표를 정

확하게 진단하여야 성공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해결

하여야 할 심각한 사회현상인 부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패가 만연

한 분야와 그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패지수의 측정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90년대 이후 대두된 반부패정책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지수는 부패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통상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측정기관에 따라 약간씩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부패인식지수(CPI)로, 부패방지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전신)는 공공기관

청렴도(지수)로, 서울특별시는 반부패지수로, 경실련은 부패지수라는 명

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받는 측면에서 공공부패를 측정하는 부

패지수와는 달리주는 측면에서 민간부패를 측정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뇌물공여지수(BPI)역시 부패지수의 하나이다.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를 들 수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는 2002년부터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

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

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

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치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문제의 해결

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개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여 이를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렴도는 부패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의미하는 부패지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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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오늘날 청렴도란 용어는 부패지수를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

로 정착되었으며 ‘청렴도’ 또는 ‘공공기관 청렴도’를 주제어로 하는 많은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청렴도, 기관청렴도, 내부청렴도, 외

부청렴도, 민간분야 청렴도, 기업분야 청렴도, 정치분야 청렴도 등 다양

한 용어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렴도의 측정지표를 일반적으로 청

렴성이라 한다. 청렴성이란 과거에는 뇌물수수, 횡령, 이권개입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부패’가 없는 정도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사회발전과 함

께 국민의 기대와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청렴성은 과거 반부패의

개념에서 오늘날은 공직에 대한 몰입과 성과까지 확장되어, 의사결정 과

정을 비롯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성’, 공직자가 직업윤리

기준에 따라 공직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헌신적

실천과 함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의미하는 ‘윤리경영’까지

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이종수·윤영진, 2008). 전통적 의미

의 부패에 대응하는 청렴성을 좁은 의미의 청렴성, 공직이 요구하는 높

은 수준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헌신적 실천을 의미하는 청렴성을 광의의

청렴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청렴성의 확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영역을 크게 확대하였다.

2008년 이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영역은 체감청렴도(부패경험, 부패인

식)와 잠재청렴도(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로 제한되었으

나, 2008년 이후 공공기관 청렴도는 기관 외부(외부청렴도)와 기관 내부

(내부청렴도)로 구분하여, 기관외부는 부패지수(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측정), 투명성지수, 윤리경영지수를 측정하고, 기관내부는 청렴문화지수

(조직문화)와 업무청렴지수(인사, 예산, 공정성)를 측정하였다. 결국, 광의

의 청렴도 측정영역에 포함되는 지표로는 반부패성(협의의 청렴성), 투명

성, 윤리경영이 포함된다. 반부패성은 공직자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타인이나 외부로부터 금전적 이익, 이권향유, 특혜 등의 수수를 금하는

기본적 청렴의무이며, 투명성은 업무수행 중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하여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이며, 윤리경영은 국민에 대한 공직자

의 직무수행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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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8∼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개별 공공기관의 청

렴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영역별 청렴도수준을 도출함으로써 개별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영역 및 취약업무를 파악하는 효과가 있

다. 또한 측정결과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이 자율적인 청렴도 제고 활동

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청렴도 측정의 홍보를 통해 부패척결과

청렴도 제고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

산하고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개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청렴도 측

정대상인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부패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발표하게 하고, 다양한 부패방지시책을 도입·시행하도록 하여 자

율적이고 경쟁적인 부패통제 체계 구축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

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균치는 2002년 6.43에서 2010년에는 8.44로 개선

되었다. 청렴도 정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직접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내부 환경 및 여건과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반부패·청렴 분

위기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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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공공기관 청렴도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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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공공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신공공관리의 의미

19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1980년 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감축관리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고 기존의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관으로는 공공부문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였다(이대희 외, 2001). 특히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고, 이에 따라

영미 국가들에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는

데 신공공관리론이 주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은 일반적

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Neo-Managerialism)을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의 경영방식을 공

공부문에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성과와 실적을 강조하며, 권한의 위임과

이에 따른 관리적 책임을 중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 하는 이론이다(이종수·윤영진 외, 2005).

시장주의는 “더 많은 시장, 더 많은 자유, 더 적은 정부”라는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신자유주

의 이념에 기초하여 공공부문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장에서의

가격 매커니즘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

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정정길, 2000). 구체적으로 정부 내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등을 완화하며, 민간부문에서 더

욱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과감하게 공공부문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도입하는 것을 말

한다. 신관리주의는 행정에서의 일반적이고 도구적인 활동인 관리

(management)는 공사 조직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민간

부문의 경영기법 및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성과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가정신,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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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관리, 권한위임, 품질관리기법, 성과급제, 민간의 고객만족 경영기

법 등이 강조되는 것이다(이종수·윤영진 외, 2005). 이러한 논리 하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조직 내부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비능률적인

공공부문의 일부를 능률적인 민간부문에 맡기자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임도빈, 2010).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에 대하여 Hood(1996)는 네 가지 핵심적 내용을 제

시하고 있다. 첫째, 고위 행정가에 있어서 정책결정 기능보다는 관리기술

을 중시하고, 둘째, 과정 위주에서 산출 및 결과 위주로 관리적 초점을

이동하며, 셋째, 통일적인 내부생산에서 경쟁체제를 통하여 공공 서비스

를 공급하며, 넷째, 고정 임금에서 변동 임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제시

한다.

또한 그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이론적인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대규모 통일적 행정조직에서

벗어나 행정조직을 개별적 자족적인 단위로 분산화 시킨다. 즉, 각 산출

물을 중심으로 각각 관리되는 기업화된 단위로 각각 단위에서 주체성,

예산, 임무규정, 사업계획, 관리의 자율성을 갖는다. 둘째, 공공부문 안에

서 또는 공사 조직 간에 경쟁을 강조한다. 특히 계약을 통한 민간부문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민간 관리 기법의 공공부

문에의 도입을 강조한다. 넷째, 재량적 관리를 강조하여, 최고 관리자에

게 재량을 부여하여 관리의 자유를 허용한다. 다섯째, 분명하고 측정가능

한 성과기준을 강조한다.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에 기초하여 대리인

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목표를 최대한 세밀하게 규정하고, 감독기능

과 유인체제를 통하여 행정의 윤리경영을 확보한다. 여섯째, 미리 설정한

산출 측정을 통한 공공조직의 통제를 강조한다. 한 예로 성과급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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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공공관리의 적용

신공공관리는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로 시작된 우리 공공부문의

개혁에 특히, 국민의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IMF 등 외부의

개혁요구를 이행하고자 국민의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부문 정

원을 감축하였으며 성과급제, 팀제와 같은 다양한 행정개혁 제도들을 도

입하였다. 이어 참여정부 역시 실질적인 개혁 정착을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지방분권과 재정 부문에 있어 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참여와 개방을 강조하며 전자정부를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특별히

공공기관의 선진화와 규제완화에 집중하였다. 박근혜 정부도 이러한 정

책 기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비정상 제도의 정상화 및 미래창조과학부를

필두로 정부 운영의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신공공관리주의적 기본 원리는 대부처주의이다.

대부처주의는 부처 통합, 통합의 원리가 중심이다. 대부처주의는 조직세

분화로 인한 정부의 비효율과 부처혈거주의로 인한 폐해의 해결, 그리고

다양한 복합적인 행정문제에 대한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이창원, 2009). 통합의 원리에 근간을 둔 대부처주의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혹은 상호연관성이 높은 부처를 통합하여 복합적인 행정수요

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부

처 간 조정비용을 감소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여 통합의 원리에 기인한 조직개편

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MB정부 때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의 다양한 대부처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대부처주의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은 많은 부처의 통폐합을 통한 다운사이징(downsizing)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부처 통·폐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부처주의의 다양한 효과들이 통·폐합으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



- 21 -

상쇄될 우려가 있다. 조직의 통합은 일반적으로 조직구조와 기능이 통합

되는 물리적 통합과 조직구성원간의 심리적 통합 또는 문화적 통합을 의

미하는 ‘화학적 통합’으로 구분된다(임영재 & 이창원, 2008). 물리적 통

합은 단순한 조직의 외연적 통합으로써 이 경우에는 통합 대상 조직들의

기존 조직문화가 통합된 조직에 상존하여 조직구성원 간 업무방식의 차

이, 조직 응집력의 약화, 조직구성원 간 갈등 등이 유발될 수 있다.

한편, 화학적 통합은 물리적 통합의 상위개념으로써 통합 대상 조직의

조직문화가 융합되어 통합조직의 새로운 조직문화가 구축된 상태를 의미

한다. 화학적 통합은 조직통합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형태로써 조직

문화의 통합을 통해 기존 조직통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극복된 상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수차례의 조직개편과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부처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조직개편과 부처통합에서 조직효과성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도 정부조직개편이 물리적 통합만

이루어졌고 화학적 통합과는 거리가 먼 조직개편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안경섭, 2009a). 따라서 대규모의 부처 통·폐합이 수반된

정부조직개편이 의도하였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 이

후 다양한 관리가 요구되며, 대부처주의는 대규모의 부처 통·폐합을 야

기하므로 통·폐합 이후 발생하는 조직내의 다양한 문제들은 조직의 효율

성과 효과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박천오(2011)는 정부조직개편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고 조

직개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행정적

인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표가 클 경우 정부조직개편의 효과는 여러 부

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일례로 김영삼 정부에서의 조직개편은 정

치적 상황과 판단이 정부조직개편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정부조직

개편은 실증적으로 큰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

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중 정부가 진행한 공공부문의 개혁, 특히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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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조직 축소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외국에서는

일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지만, 한국의 적용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성

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김광웅 1999; 정승건 1999; 박

수경 2003; 박수경 2006; 정정길 외 2007; 이창원외 2009). 특히 공공부

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획예산처가 한국행정학

회에 의뢰한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에서도 조직개편의 일관

성 부족과 인력감축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면서, 작은 정부론에 대해 비

판적 평가가 진행되었다. 작은 정부론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는 정부조직의 축소와 조직 효율성의 강화라는 측면을 함께 부각시

켰지만, 정부의 조직 규모가 작다고 해서 반드시 효율성이 높은 정부이

며, 조직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개혁의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프랜

시스 후쿠야마, 안진환 역 2005).

따라서 작은 정부와 관련된 일련의 개혁 작업들을 평가하는 것은 관련된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정부의 규모 및 범위와 관련한 평가를 진행할

때에는 정부조직의 규모, 정부예산의 규모, 공무원의 규모 등 양적인 측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윤영진 2002, 145). 더욱이

김대중 정부가 강조한 공공부문의 개혁 성과들도 정부조직의 축소로 인

한 부처 수의 감소와 공무원 인력 수의 감소 내용이 대표적인 내용으로

써 반복적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평가받기를 원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가 작은 정부를 위한 개혁의 성공적인 결과로서 강조

한 내용은 1차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정부조직에서 4차관보11실42국

(관)53과(담당관)가 폐지된 것이었으며, 2차 조직 개편까지 포함하면, 총

16실74국(관)136과(담당관)가 축소된 것이 주된 성과로 제시되고 있었다

(기획예산처 2002). 그리고 중앙정부의 공무원 인력도 1998년부터 1999

년 사이에 1만7천1백명, 2000년에 4천3백명, 2001년에 1천명 등 총 2만2

천4백명이 감축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성과로 제시되고 있다(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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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그러나 이러한 조직수의 축소와 인력 감축의 성과와 관련된 김대

중 정부의 작은 정부론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우선, 중앙정부의 부처 수와 관련하여, 1998년의 1차 조직 개편에서는 그

수가 줄어들었지만, 불과 1여년 만에 다시 진행된 2차 조직개편에서부터

는 전체 부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의 3차 조직 개편에서는

조직의 수가 다시 증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 후반기의 모

습으로 다시 되돌아간 듯한 양상이라고 할 만큼 조직의 규모가 증가하였

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의 정부조직이 2원14부5처14청3

실1외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수가 39개에 달했지만, 김대중 정부의 말

기인 2002년도에는 18부4처16청4실10위원회로 그 수가 52개로 늘어났다.

10개의 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42개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정부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도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에 폐지되었던 부총리제가 3차

조직 개편에서 다시 등장하였으며, 공보처도 2차 조직 개편에서 국정홍

보처로 부활하였다. 결국, 1차 조직 개편 당시에 적용되었던 작은 정부론

의 원칙들이 1∼2년 사이에 상당 부분 철회되거나 폐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부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도 정부 재정은 결코 줄어들지 않

았다.

한편 문명재(2009)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 시 수반되는 정부조직개편은

분화의 원리보다는 통합의원리가 작용하기 쉬우며 이후 집권중반에는 분

화의 원리가 선호된다고 설명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도 이와 같은 유

형을 보이고 있고 조직개편의 효과가 아직 가시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를 통합된 조직의 시너지효과의 부재와 통합된 조직 내의 통합 후유증으

로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출범에 대한 조직개편의 방향성과 관련하

여 이창원(2007)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시기에 맞춰 일반 국민과 전문가

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조직개편의 방향과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으로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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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부처주의), 경제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지향할 것을 제시하

였다. 또한 다양한 방안의 조직개편안을 조직개편 방향에 부합하도록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정부조직개편 내용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시기의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민진(2008)은 2008년 2월에 실시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사례를 대상

으로 조직개편의 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주요 조직개편 대상

인 부처와 공무원들의 반발과 로비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

니라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전 정부의 대통령과 새 정부의 대통령 간

갈등이 나타났다는 것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직개편 과정에

서 이해관계자의 의견표출의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

부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 이후 개편효과를 실증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자

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개편의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

기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조직 개편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실증 연구(안경섭,2009b;박천

오,2011b)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경섭(2009b)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조직융합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에 의하면 관계문화에 대한 통합 전․후의 차이가 클수록 통합조직에 대

한 비전·의사소통·인사·융합관리에 대해 조직 구성원이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계문화의 통합 전·후 차이가 클수록 조직

몰입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융합과 관련된 비전·의

사소통·인사·융합관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통합 후

조직문화는 조직융합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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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박천오(2001)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통합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에 의하면 통합 부처의 공무원들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통합의 필요

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성과에 대해

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된 조직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규모

의 부처 통·폐합을 수반하는 대부처주의의 조직개편이 조직효과성의 달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효과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여 역대정부에 비해 대부처주의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이

단행했지만 이에 대한 실증연구도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은 대부처주의를 표방한 조직개편으로써 향

후 조직개편에 주는 함의가 크다. 다시 말해, 대부처주의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효율·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지

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나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 정부의 조직개편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대부처주의의 조직개편이 하나의 조직개편 대안으로 활용되는데 시사점

을 제공한다.

제 3 절 조직체계 변화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관리자

조직이 환경에 대한 전략적 활동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데는 관리자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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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필수적이다. 조직의 관리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조직의

관리자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조직의 상징으로 조직의 성공과 실패가

관리자의 그것과 동일시된다. 관리자의 통제 밖에 있는 이유로 조직이

실패한 경우에도 실패를 이유로 조직의 관리자가 해고당하는 일은 조직

관리자의 상징적인 기능 때문이다. 조직의 관리자를 상징적인 인물로만

파악하는 것은 관리자의 실질적인 역항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관리자

는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 속에서 의미있는 관리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

째로 관리자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에 대응하는 역할(responsive role

of management)을 할 수 있다. 관리자는 환경의 요구와 제약을 이해하

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을 평가하고 상황적 제약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적응과정을 고안하고 집행하

는 것이다.

관리자의 또 다른 역할은 재량적 역할(discretionary role)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이 가장 적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은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조직이 처해 있는 제약조건의 내용

과 상호의존성의 양태를 바꾸는 것이 관리의 중요한 임무가 된다. 조직

이 환경으로부터 받는 제약은 진공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제

약은 그것으로부터 편익을 받는 집단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의 제약을 제거할 수 있을 만한 사회적인 지지와 자원을 동

원할 수 있다면 조직은 기존의 환경제약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관리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은 바로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성을

갖는다.(jeffrey pfeffer & Gerald R. Salancik)

Chester I. Bernard는 조직의 활력과 존속에 필수적인 모든 업무에 관리

자의 기능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은 의사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전달은 개인

의 활동과 전체조직의 활동, 단위조직의 세부목표와 전체조직의 일반목

표를 연계시키는 효과적인 조정의 기본전제가 된다. 따라서 의사전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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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설계-조직구조의 분화, 직무와 책임의 명확화 등-와 그에 따른

인력의 배치-인력의 충원 및 적재적소의 배치-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

니고 있다. 결국 관리자의 기능이란 이러한 의사전달의 두 가지 측면, 즉

직무와 인력을 합치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리자의 두 번째 기능은

개인을 조직과 협동적 관계 속으로 유인하고 그 개인으로부터 조직에 필

수적인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리자는 효과적인 보상

체계, 유인체계, 감독 및 통제체계와 교육훈련체계 등을 확립⋅유지하여

야 한다. 세 번째 기능은 조직의 목표를 결정하고 정의하는 것이다. 여기

에서의 주요측면은 책임의 부과, 즉 객관적 권한의 위임이다. 조직의 일

반적인 목표는 관리자가 결정하되, 특수한 상황에서의 목표에 대한 정의,

즉 구체적인 활동에 곤한 결정은 하부단위에 위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부단위의 활동이 조직의 일반목표와 일치되도록 조직구성원들에게 조

직의 일반목표를 충분히 인식(inculcation)시킬 필요가 있다.

2. 통솔범위

통솔범위란 개념은 Fayol(1918) 이래로 경영 부문, 특히 학문적 분석과

실행 영역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

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조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조직

구성체계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함축(implications)하고 있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자와 부하직원 간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특히, 관리자의 협력과 제휴(coalition)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통솔범위에 대한 고전 연구에서는 관리자 1명이 얼마나 많은

부하직원을 감독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Simon,

1945; Urwick, 1956; Woodward, 1965), 이 개념은 50년이 지난 오늘날의

조직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여전히 실제적이고 타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

다. 일례로, BCG은 모든 직급계층에 있어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작용하

는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를 평평하게 하기 위한 관리직급을 감축

(Delayering)하는 조직운영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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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통솔범위는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부하직원의

수를 의미한다. 모든 관리자가 적어도 1명 이상의 부하직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조직 전체적으로 모든 직급계층에 적용가능

하다. 조직의 최상위계층인 CEO의 통솔범위가 있을 수 있으며 중간관리

자가 담당하는 통솔범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관리자의 통솔범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Gulick(1937)은 관리자의 통솔범

위는 조직의 중요한 구조적 변수로서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조직특성에

맞게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관리자의 통솔범위

란 조직의 감독자와 부하직원이 맺고 있는 관계구조이다. 넓은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관리자가 많은 부하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며 좁은

통솔범위는 관리자가 적은 수의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내에서 개인의 재량권 행사에 관련이 있으며 이는 또한 조직 윤리

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조직 운영⋅관리 연구

등 경영학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접근방식을 위한 기본 개념으로 널리 이

용되고 있다. 첫 번째로 조직경제학 관점에서 거래비용을 결정하는 요소

로 사용된다(Williamson 1975).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어떠한 범위로까지

정해지느냐에 따라 조직의 구조적 계층(Levels)은 달라진다. 이 계층이

많아질수록 조직 운영 상 의사결정 단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거래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때문에 통솔범위는 조직의 경제적 비용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론 관점

에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조직운영 상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넓은 통솔범위를 가진 조직과 좁은 통솔범위를 가진 조직은 관

리자-부하직원간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의 경우는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하직원 스스로에게 더 많은 재량을 위임하

기 마련이다.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이

처럼 관리자의 관리방법과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을 설명해주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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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자의 통솔

범위는 조직의 구조적 설계와 조직원의 관리양식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Meier & Bohte 2003).

앞서 언급한 Gulick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조직 차원의 목표

를 달성하는데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필요한 개념임을 다음과 같이 언급

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불가피한 한계에 직면한다. 사람의 손이 피아

노의 제한된 건반만 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과 의지는 제한된 수

를 통제할 수밖에 없다.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

범위의 제한은 지식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간과 에너지

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결과로 한 조직의 관리자는

개별적으로 몇 명의 부하직원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외의 다른

직원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관리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Simon(1946)은 통솔범위가 기계적인 효율성을 갖는다는 Gulick(1937)의

연구를 반박한다. 행정적인 효율성은 적정수준의 통솔범위(관리자 1인당

6명의 부하직원을 둠)에 따라서 증진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큰 조직의 경우 많은 직원들로 인해 복잡

한 관계가 제한되어 형성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사람들을 관리·감독하

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Simon은 제한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과도한 관료적 형식주의(Red-Tape)로 이르게 되고, 이는 결

국 계층의 수(Levels)를 늘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관리자의 통솔범

위가 좁아지게 되면 조직 내 전체적인 계층의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 계층의 수의 증가는 조직의 관료적 형식주의(Red-Tape)의 증가와 연

결되게 되며 이는 결국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Simon은 각 조직은 최소한의 조직운영 계층 수를 갖도록 설계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Gulick의 통솔범위에 관한 이론에 전면

적으로 반박하는 이론이다. Simon의 논문 이후, 많은 조직관리 이론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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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내용

l. Gulick

(1937)

⦁조직 내에서 계층수가 증가하여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좁

아지면 자동적으로 조직내 최상위층과 하위층간의 거리가

증가하고, 정보왜곡이 발생한다.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조직 내에서 개인의 재량권 행사에

관련이 있으며 이는 또한 조직 윤리 등 윤리경영 수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통솔범위는 조직의 중요한 구조적 변수로서 행정적 효율

성을 위해 조직특성에 맞게 구조화되어야 한다.

⦁기능의 분화 즉, 다양성이 클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Simon

(1945)

⦁관리자 1명이 얼마나 많은 부하직원을 감독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다.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좁아지게 되면 조직 내 전체적인 계

층의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 계층의 수의 증가는

조직의 관료적 형식주의(Red-Tape)의 증가와 연결되게

되며 이는 결국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귀결된다.

H. Kojntz &

C. O’Donnell

(1968)

⦁부하직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관리자는 낮은 수준

의 관리·감독을 통해 좀더 자유로울 수 있다. 시간을 소비

하는 것은 업무관계를 줄이고 나아가 관리자의 통솔범위

이 기존에 논의되었던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전체적인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소평가하였다고 동조하였다. 그러나 Simon의 주장을 뒷

받침하는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Gulick의 주장을 뒷받침하

는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Gulick이 획일적

인 관리자의 통솔범위를 설정하였다는 Simon의 비판이 맞지 않으며, 오

히려 Gulick은 통솔범위를 기능의 분화정도, 장소, 시간 등의 중요한 제

약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

다고 말한다. 따라서 Gulick의 주장은 기계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경험적으로 검증가치가 있는 가설을 제시함

으로써 후속 연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 표 1-1. 관리자의 통솔범위 관련 선행연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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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을

수록 부하직원 개개인의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

진다.

L. Urrick

(1969)

⦁지식능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일반적으로 경영진은 조

직업무의 일면 하나하나를 알 수 없다. 세부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하직원을 교육시키거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다. 이러한 요소는 명백하게 관리자의 통솔범위를

확대시킨다.

Kaufman

(1960)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감시·감독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만

큼 책임회피(shirking)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주인-대리

인 관계에서 통솔범위는 책임회피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

다.

Mintzberg

(1979)

⦁CEO의 통솔범위는 조직의 의사결정 상 가장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경영진 혹은 조직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운

용자원을 배분하는 본부 조직(Corporate Headquarters)을

관리·감독하는 이사직급(Governing body)을 예로 들 수

있다.

Alchian &

Demsetz

(1972)

Fama

(1980)

Williamson

(1975)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조직경제학 관점에서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계층이

많아질수록 조직 운영 상 의사결정 단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거래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인간관계론 관점에서 통솔범위가 조직운영 상 중요한 도

구로 사용될 수 있다. 넓은 통솔범위를 가진 조직과 좁은

통솔범위를 가진 조직은 관리자 - 부하직원간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의 경우는 관리

자가 부하직원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려

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하직원 스스로에게 더 많은 재

량을 위임하기 마련이다.

Woodward

(1980)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 기업의 관리자의 통솔범위보다 다

양한 기능을 가진 서비스직이나 소규모의 생산체제에서는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줄어든다.

⦁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다양성과 생산하는 산출물

의 특성에 따라 조직의 통솔범위는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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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erickson

(1996)&

Wamsley et

al.(1992)

⦁좁은 통솔범위는 그만큼 감시·감독이 면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 재량권 행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지는 즉, 직원들에게 의사결정

권을 양도하는 조직체계 속에서 조직 윤리 등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질 것이다.

⦁조직의 업무수행에 있어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미치는 영

향요인을 밝혀내는 연구는 주인-대리인 관계가 어떻게 설

계되었는지에 대한 함의를 내재하고 있다.

Meier &

Bohte (2003)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조직의 구조적 설계와 조직원의 관

리양식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열쇠이다.

제 4 절 공공기관의 현황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

되는 기관으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

다.)」제4조(공공기관) 내지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공적인 역할, 즉 국가나 지방 정부, 공

공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

연한 기관,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

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

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을

말한다.



- 33 -

<그림 2-1.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공운법」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가 100

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

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혹은 정부와 위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

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

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반면에,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방송법」에 따른 한국

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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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공기업
(14)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

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공기업
(16)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

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무원연금

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

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

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관으로 지정할 수 없음이 「공공기관 운영법」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총 3개 유형, 5개의 범주로 구분된

다. 먼저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100분의 85이상인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

전력공사 등 14개 기관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16개 기관이 있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데 유형별로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으로 나뉜다. 기금관리형은「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 혹은 위

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서 17개 기관이 있다. 위탁집행형은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69개 기관이 있다. 이외에도 기타공공기관이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정부 경영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무부처의 자

체 감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감시⋅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있

다. 또한, 직원수가 50명 미만이다.

<표 2-1. 유형별 공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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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

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

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

강기안전관리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

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

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

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

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

업기술원,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

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청소

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

학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소비자원, 독립기념관,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기

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기

상산업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공기관을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개념적 정의

로부터 출발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고 행정개혁, 정부개혁, 정부혁신 등과

같이 개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임보영 2008). 따라서

공공기관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나타나는 주제어는 공공기관의 지배구

조, 경영평가, 감사, 그리고 기타 관리체계 등의 개선방안이다. 첫째, 지

배구조에 관한 연구로는 한상일(2003)이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을 산하단체를 바라보는 패러다임과 다양한 정의, 유형을 중심으로

설명한 후, 영국과 미국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추세를 살펴본 후 한국 산

하단체 개혁을 위한 방향 제시하였으며, 이석희(2004)는 국민의 정부에

서 추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을 통해 성립한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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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연구회체제에 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상철 외(2007)는 지방준정

부조직 중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표류과정에서의 효율성 차이에 대

한 DEA분석 및 DEA/window 분석을 통해 지방 준정부조직이 정부의존

적인모습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함을 분석하였다.

둘째, 경영평가에 관한 연구로는 김규판(2006)이 현행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의의 및 운용체계를 살펴본 후, 계량평가와 비계량

평가의 평점과 전체 평점 간의 상관계수 및 변이계수 비교를 통해, 어느

부분이 기관들의 전체 평점에 더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으

며, 김수종(2006)의 경우,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

는 원인으로 윤리경영 확보장치의 작동에 있다고 보고,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 과정과 사후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에 대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감사에 관한 연구로는 김판석 외(2007)

가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혁신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향후 공공기관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하였으며, 윤

광재(2007)는 구체적인 연구와 성과물이 부족한 정부산하기관 성과관리

시스템의 연구 현황 분석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타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로는 박천

오 외(2005)가 산하기관의 기관장 공모제의 운영실태와 그 동안의 성과

를 점검평가하고, 공모제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기관장 선임 운영

모델 설계하여 보았으며, 서원석(2005)의 경우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한 정부산하기관의 인력관리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문

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종환(2007)은 기관들이 경영혁

신에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직

구조, 프로세스, 인적자원 등을 경영혁신의 성공요인으로, 상급기관의 규

제와 간섭을 장애요인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모색하였다. 그

리고 김용호(2007)는 참여정부의 공공기관혁신의 추진방향을 살펴보고,

혁신사례를 경영혁신의미, 경영혁신기법, 경영혁신평가의 관점에서 분석

하여 보다 체계적인 혁신방법을 찾아보았으며, 송희준(2004)은 정부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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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의 자율적인 윤리경영제가 정착되기 위해 노조, 산하기관 주무부

처, 정부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 법규의

제도화 과정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용상(2004)은 철도구조개혁의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변화요인을

일반적인 산업정책변화 요인, 역대정부의 노조에 대한 입장, 효율적인 정

책결정 및 집행 요인 등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혁과정의

문제점 제시 및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

안’ 연구가 그 내용 자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

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진단 및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 5 절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 변화와 윤리경영에

관한 선행연구

신공공관리가 공공부문 조직구성원의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

석은 국내의 경우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 아직까지는 신공공관리 지향적

행정개혁방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물론 부분적인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

지만, 그것은 대개 개별적인 신공공관리 지향적 개혁방안에 국한된 논의

로서 윤리성 문제로 연계하여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윤리문제나

부패문제를 직접적인 주제로서 논의한 연구나 공공부문 조직구성원의 사

기, 무사안일 들의 행태 연구도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공공

관리와 공공부문 조직구성원의 윤리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기초 토

대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국내 연구현황과 달리 외국의 경우 행정개혁 일반에 대한 연구만큼은 아

니지만, 최근 우리보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외국의 연구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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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1996년도에 발간된 OECD의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Current issues & practice와 1999년도에 발간된 Public Sector

Corruption: An International Survey of Prevention Measures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세계은행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공식적 보고서로서 1999년도에 세계은행 산하 경제발전연구소(EDI)에서

발간된 Curbing Corruption: Towards a Model for Building National

Integrity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학회 차원에서는 지난 1998년 유럽행정

그룹과 벨기에 루벵대 Governance & New Public Management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에 따른 윤리성의 증대

문제가 주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은 정부활동이 매우 제한된 자원 하에서 이루어질 것

을 요구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압력은 지출 축소인데 이

것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특히 윤리적 방법의 선

택을 제한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홍식(2001)은 기업가적 정부로 대변되

는 신공공관리적 접근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점의 하나로서 효율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즉 기업가적 정부는 효율성을 지향하는 데 정부의

효율성 추구는 정부고유의 기능인 민주주의의 실현이 희생되는 대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의 선택밖에 없는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이 아닌 모든 시민의 공존과 복지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무엇보다 정부의 고유역할인 사회적 형평의 실현과 정부에 대한 책임성

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출제한의 압력은 조직·인력·

예산의 축소는 물론 승진과 보상의 기회를 줄이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출감축의 압력과 이에 따른 사기저하는 곧 윤리

와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윤리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조직내부로부터 적정 수준의 수익(보수, 승진 등)이 창출되지 못하면, 정

상적인 사람은 조직을 탈퇴하거나 아니면 조직에 잔류하면서 외부로부터

의 수익창을 모색한다. 사기와 보수는 물론 공직이탈 가능성도 낮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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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은 추가적인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외

부직업에 대한 관심이다.

둘째, 최근 들어와서 시민의 요구는 크게 증대하고 있다. 고객 지향성은

공공부문 개혁이 지향하는 방향의 하나로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행정활

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의 지출축소 압력과 고객지

향성의 충돌은 곧 시민의 요구와 공무원의 의무 사이에 갈등을 야기한

다. 물론 규범상 양자간에 갈등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은 독자성

이 없으며 다만 시민(principal)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동적 입장

(agent)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제한

된 자원과 다양한 요구의 충족이라는 상황은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재량

권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가장 그럴듯한 방법을 찾아내어 욕구를 충족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재량권 확대는 윤리 문제의 발생가능성 증대

를 의미한다.

셋째,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공무원

의 윤리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주로 공무원의 지위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데 영국에서의 Agency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자율기관의 출현이 윤리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 행정

기관에 적용되는 세밀한 규정과 자율기관의 관리적 자율성 간에는 충돌

이 발생한다. 영국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Treasury code of practice

of Board member in Public Bodies라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실시하

고 있다. 그리고 개방형 임용의 확대에 따라서 민간부문 전문인력의 공

직사회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전문성에 근거한 민간인이

임용되지만, 점차 확대되면 정치적 임용이 증가하여 실적에 의해 관리되

어야 할 자리까지 정실과 엽관에 의하여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이 같은 개방성의 증대는 기존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지(승진,

전보 등)가 축소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넷째, 신공공관리론은 분권적, 자유재량적 관리를 선호한다. OECD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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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분권화는 효율성 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로 인하여 서비스의 대상영역과 정부의 집합적 이익의 중

요성은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

문의 분권화(일부는 민영화)는 긍정과 부정의 양 효과를 수반하고 있다.

분권화에 따른 관리적 자율성(Managerial Autonomy)의 증대는 단순한

기관의 자율성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도 증대시킨다. 분권화와 자율

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세세한 규칙의 감소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칙과

규정의 감소는 공무원 입장에서든 시민 입장에서든 불규칙성(Irregularity)

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판단과 집행에서 실수가능성이 증가된다. 따라서

실수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세한 규정을 하거나 정반대

로 담당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물론 폭넓은 재량

권은 윤리적 문제 발생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다섯째,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영화 지향적인 공공부문 개혁은 공-사간의

접촉기회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업무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

는 의미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점점 상업적 문제에 관여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극히 상업적인 판단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의

증가논리는 효율성 확보이다. 특히 공사계약 등 공적 자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건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윤리문제의 발생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신공공관리론 자체가 윤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공공관리론적 관리방식이 바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기

는 어렵다. 왜냐하면 신공공관리주의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의 하나는

바로 국민에 대한 인식과 책임있는 반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공공관

리주의가 경제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만 실현된

다면 윤리성도 확보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주의는 효율성, 책임성, 성과

와 보상, 그리고 권한의 분산과 위임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이 가치들

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윤리적 문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책임성과 성과, 보상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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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한 후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 책임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공무원도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

는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권한부여만이 아니라 다른 가치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지급을 반대하였

는데 이에 대하여 언론이나 여론은 공무원 이기주의 혹은 보신주의 등으

로 비판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공정하

고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되지 못하고 또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성과 상여금 지급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신공공관리주의 핵심은 “관리”이다. 관리의 개혁은 전략경영시스템의 개

혁이다. 설명책임과 투명성 향상을 위한 틀을 철저히 하고 행정활동의

총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실적관리와 예산, 재

정관리의 연계·통합으로 이어진다. 예산이나 계획에 실적평가와 얻어질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한정된 행정자원을 배분한다. 실적이나 성과를

통한 행정활동의 통제는 곧 분권화의 지향이다. 평가는 목적이 아니며,

관리의 한 수단이며 도구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개혁 실태를 보면 신

공공관리의 일부만을 수용하여 목적이 애매하고 관리가 없다. 예를 들어

서 영국에서는 중앙청에서 집행 부문을 대행사로 분리하는 개혁을 추진

하여 기획과 집행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실적 평가는 에이전시의 책임자

에게 예산권과 인사권을 부여한 가운데, 그 투입과 실적이나 성과를 평

가해서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다. 이런 틀 하에서 평가와 책임과

같은 시스템이 가능하다.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은 전 행정관리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

원 개개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곧 윤리적 문제로 귀

착된다. 특히 우리처럼 오랫동안 기업가적 운영에 낯설고 보수적인 경우

에는 신공공관리주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며 여기에다 잘못 활

용되고 있는 신공공관리주의는 공공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행태를 더욱

부정적으로 강화시키게 된다. 성과상여금제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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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나 공공기관 민영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신공공관리주

의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더불어 정책 자체가 신공공관리주의 적으로 제

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도 있다(이명석, 2001). 이렇게 신공공관리론이 야

기할 수 있는 윤리 문제는 심리적인 것으로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윤리(ethics)의 어원인 “ethos”는

특정한 지역의 풍토, 관습, 문화, 정서 등을 의미하는 바 특정시기에 특

정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부문 종사자 형

태의 분석도구로서 윤리성 분석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Selznick(1992)은 윤리성 혹은 도덕성의 중요성을 “두터운 제도화(thick

institionalization)”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두터운 제도화를 공

식구조를 넘어서는 조직체계로서 공식적 설계(공식구조)와 비공식적 구

조(유기체적 구조)의 결합체라고 하였다. 여기서 제도는 법령만이 아니

라 사회적 생활의 한 부분의 결과로서 성립된다. Selznick(1992)에 따르

면 우리가 제도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속에 “도덕적 능력”

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조직의 책임성 확보의 열쇠

라는 것이다. 물론 이 책임성을 반사적 책임성이라 하여 역동적이며 개

방적으로 인식하였다. 즉 수립된 구조, 규칙, 방법, 정책은 언제든지 수정

될 수 있으며(수정가능성), 이 수정은 항상 관찰되는 특정한 가치나 목적

등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책임성 혹은 윤리

성을 확보하게 하는 기제를 “도덕적 기구(institusion)”로 인식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사회적 적응의 산물이며 가치의 결합체라고 하였다. 물론

이것은 신제도주의적 입장(Dimaggio & Powell, 1991)이기도 하다.

적어도 Selznick의 제도화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같은 신공공관리주의적

제도개혁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식적인 구조나 절차라기보다는 의사결정자를

지배하는 가치관, 인식 혹은 윤리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문화나

관습에 충실하게 행동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경우 심리적인 갈등이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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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현상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가장 현재화되었던 것은 바로 근대화론자들에 의한

아시아국가의 인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대로 당시의 관습과 문화, 가치

관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할 경우 그러한 행위 자체도 어렵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나 의사결정을 할 경우 그 당사자는 심리적

부담감을 겪게 된다. 현재 추진 중인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은 행정에

있어서 기존의 지배적 가치관, 관습, 문화, 태도를 일시에 바꾸고자 한다.

때문에 신공공관리주의가 규범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기

존의 가치체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이중의 한 부분이 바로 윤리적 영역이다. 유사한 경험은 우리

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하였다. 최근의 예로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입

법화이다. 이 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논의된지 약 6년 만에 입법화되었는

데, 그 동안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이 이 제도가 우리의 문화, 정서,

가치관과 상치된다는 것이다. 즉 이 제도는 그 규범성으로 도입된다 하

더라도 결국 심리적 혹은 윤리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리적 부담은 심리적 혹은 윤리적 갈등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윤리적 부담은 윤리적 갈등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윤리적 갈들

의 발생은 윤리적 부담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담은

“떠맡게 되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서 지극히 심리적인 것이다. 즉 동

일한 일에 대하여 이를 부담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가 갈등이다. 갈등은 사전적으로 “얽힌 이해관계나 주장” 혹

은 “정신 내부에서의 서로 다른 욕구간의 충돌”이다. 때문에 윤리적 갈

등의 전제조건은 바로 심리적 혹은 윤리적 부담감의 존재 여부이다

(stewart et al, 2001).

물론 심리적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된다.

하나는 처음부터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부담감을 지니지 않

는 경우가 있으며 또 하나는 초기에는 부담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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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고 아예 의무감과 책임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

는 경우이다(stewart et al, 2001).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부담감을 전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 관계에 있다. 무윤리적 의

사결정의 경우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약하지만 소극적 윤리적 의사

결정의 경우에는 적절한 기준의 제시와 안내를 통하여 윤리적인 의사결

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윤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적

절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부담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부담감이나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절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

요하다.

적극적인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도하는 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소극적인 윤리적 판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결국 의사결정자는 도덕적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Raes, 1997). 도

덕적 무력감은 도덕적 판단 무지의 한 형태로서 도덕적 판단을 유도하는

기준이나 규칙이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현실적이어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윤리적으로 타당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이어

서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도덕으로부터 멀

어지게 만든다. 도덕적 무력감은 알지만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것이 발

생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의 부재를 의미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맥락의 문제라는 점에서 개인적 맥락 하에서 발생

하는 도덕적 취약성(moral weakness)과는 구별된다. 도덕적 취약성은 행

위자가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행동

에 있어서 심적 무능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여 개인적 특성의 문제로

인식된다.

물론 양자는 상호밀접한 관계에서 작용함은 물론이다. 사회적으로 교정

되지 못하는 도덕적 무력감 혹은 도덕적 취약성은 개개인에게는 곧 도덕

적 무능(moral impotence)으로 나타난다. 즉 도덕적 무기력(도덕적 취약

성)→ 도덕적 무능→ 도덕적 무지→ 도덕적 무기력의 악순환 고리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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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게 된다. 도덕적 무능은 곧 도덕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 냉

소주의를 야기하며 도덕적 판단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의 전제조건이 되는 윤리적 부담감은 “윤리적 행

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부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부

담”이 윤리적 행위와 관계없는 “부여된 의무와 책임”이라고 정의되는데

반하여, 윤리적 부담감이 존재할 경우 이것은 곧 갈등의 발생과 더불어

윤리적 의사결정과 윤리적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wittmer, 2001).

윤리적 부담감은 특히 윤리적 판단이 어렵거나 제한되는 경우에 발생한

다. 즉 윤리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나 윤리적

판단을 억제하는 새 기준이 제시될 경우이다. 즉 기준의 유무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물론 이것은 결과주의적 입장보다는

의무론(deontology)에 근거한 것으로서 의무론의 입장에서 보면 신공공

관리주의가 강조하는 가치는 수단의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수

용되기 어렵다(hallgarth, 1998). 특히 강조되는 것은 조직에서의 정책과

윤리적 행동의 기준이다(hegarty & sims, 1979). 그런데 신공공관리주의

는 새로운 기준의 제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주의의 등장은

윤리적 부담 발생 혹은 증가의 원인이 된다. 특히 한국처럼 급격한 신공

공관리주의적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과거의 규칙과 현재의 규칙 간에 충

돌이 발생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회색지대가 증대되는데

윤리적 부담은 바로 이 영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회색지대는 조

직내 윤리적 분위기와도 관련되는데(Victor & Cullen, 1987), 이것은 공

유된 가치, 신념 등과 관련된 것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유된 인식의 명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윤리적 부담감이 적절하게 해소되거나 수용될 경우 적극적인 윤리적 의

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윤리적 부담감의 해소로서 Cooper(1998)는 과정 차원을 보다 중

시하였다. 물론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은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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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다. 문제는 윤리적 부담감이 적절히 해소되거나 혹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윤리적 의사결정의 단계까지 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윤리적 의

사결정을 회피하는 무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윤리적

부담감이 존재할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의사결정 행태가 나타난다. 규

범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Straussman(1990)은

①윤리문제 인식 → ②상황묘사 → ③윤리적 이유 정의 → ④대안 확인

→ ⑤결과 예측 → ⑥행동 선택 → ⑦해결의 7가지 단계로 제시하였다.

첫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주저하게 된다. 윤리의 보편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리문제는 개인에게 귀착되는데,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윤리적 부담감이 존재할 경우 의사결정의

당사자는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법 등의 기준에 의존하게 된다. 예

를 들어서 정부가 신공공관리주의를 지향하며 효율성을 의사결정의 중요

한 기준으로 강조할 경우 공무원 개개인은 자신의 윤리적 기준보다는 결

국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강제된다. 둘째, 윤리적 부담감이 존재할 경

우 의사결정의 당사자는 결정을 하고도 만족하지 못하여 후회할 가능성

이 높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

단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며 이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윤리적 부

담감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책임회피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

다. 즉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소극적으

로 해석하게 된다. 이 경우 의사결정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가급적 적게

귀착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즉 문제의 해석에서 해결방안

까지 소극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탄생배경은 신공공관리론에서 시작될 수 있다. 조직경제학자

들은 계층제적 기업조직의 등장 이유는 시장능률성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시장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쌍방이 능률적으로 계약

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협상, 감시, 계약이행의 감독 등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거

래비용이라고 부르며 거래비용이 지출되는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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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적인 균형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다. 높은 거래비용과 시장실패의 원

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예를

들면,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동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포

장하여 선전하지만, 고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그만큼 능력이 있는가에 대

하여 제대로 알 수 없다.

행정개혁의 관리주의적 접근을 말하는 것으로서 1970년대 말 정부실패

경험이후 영연방국가(영국의 보수당정부와 뉴질랜드 국민당정부)에 의하

여 정부의 감축과 시장기제의 도입을 기초로 하는 1980년대의 행정개혁

운동을 말한다.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혁신과 관련되는 행정적 측면의

이론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시도하면

서 등장하였다. 전통적인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 사조로부터 복지정책축

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새로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일대전환을 맞

은 것이다. 즉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경영학에서 발전된 관리

적 관점을 도입한 접근법으로서 시장지향적 관리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영국의 경우 1979년 대처수상에 의해 시작된 대처주의, 또는 연방정부의

기능감소를 주창하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재창조

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정부혁신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특징으로는 정부기능․조직․인력의 감축(시장성검증(market test)에 의

하여 정부기능 폐지, 민영화, 민간위탁, 경쟁심사, 이양, 내부효율화), 성

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화(투입과 절차보다는 산출과 결과에 중점을

두고 성과중심의 인사(성과금, 연봉제, 근무성적평정 강화 등), 성과중심

의 조직(책임집행기관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산출예산 및 발생주의

회계방식 등) 강화), 비용가치의 증대(납세자의 돈의 가치를 높여 능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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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키고 낭비를 줄이며 효과성을 향상),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각 부처와 관리자들에게 권한(인사, 예산, 조직

등)을 부여하는 대신, 혁신과 창의 및 책임은 증대) 등이 있다.

주인-대리인 이론이란 1976년 M. Jensen과 W. Meckling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으로 주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재량으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

러 문제를 다루는 이론을 말한다. 대리인 관계에서는 대리인의 선호 혹

은 관심사항과 주인의 그것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인이 대리인에 의해 전

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

변하고 확보하지 못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이종수, 2009). 공기업

에 정부가 임명한 경영자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자는 주

인-대리인 이론에서 설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대리인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를 주인이라고 한다면 공기업은 대리인으로서의 지

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부문은 "일반국민-정치인-공무원-공기업

경영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층구조를 이루는 주인-대리인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 특히 주인-대리인 이론에 의할 경우 공기업 통제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의 역선택적인 대리인 문제와 공기업 경

영자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형태의 대리인 문제가 공기업 비효율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평가된다.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업 경영자

들의 자유재량적 행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공익목표의 달성보다는 높은 월급과 수당 등과 같은 금전적 편

익과 여가 등의 비금전적 편익 등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또한, 방만경영, 과잉투자 등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주인-대리인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오연천-장지

인, 2003).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형태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정부는 내외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공기업 경영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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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수준과 관련하여 Gulick(1937)은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조직의

중요한 구조적 변수로서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조직특성에 맞게 구조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통솔범위란 조직의 감독자와 부

하직원이 맺고 있는 관계구조이다. 넓은 통솔범위는 관리자가 많은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며 좁은 통솔범위는 관리자가 적은 수의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내에서 개인의 재량권 행사

에 관련이 있으며 이는 또한 조직 윤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

다. Simon(1946)은 관리자의 통솔범위의 증감은 조직의 계층분화와 연결

되며 이는 조직구조가 수평적 구조인지, 수직적 구조인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제한된 통솔범위는 과도한 관료적 형식주의(Red-Tape)로 이르

게 되고, 이는 결국 계층의 수(Levels)를 늘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좁아지게 되면 조직 내 전체적인 계층의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 계층의 수의 증가는 조직의 관료적 형식주의

(Red-Tape)의 증가와 연결되게 되며 이는 결국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일맥상통하게 H. Kojntz & C. O’Donnell(1968)

은 부하직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관리자는 낮은 수준의 관리·감독

을 통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업무관계를 줄

이고 나아가 관리자의 통솔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부하직원 개개인의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

진다.

Frederickson(1996) & Wamsley et al.(1992)도 좁은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narrow span of control)는 그만큼 감시·

감독이 면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 재량권 행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지는 즉, 직원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양도하는 조직체계

속에서 조직 윤리 등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업무수행에 있어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

자의 통솔범위가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혀내는 연구는 경영진과 종업원(주

인-대리인) 관계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함의를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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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및 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와 연구 분석틀

1. 연구 문제

최근 여러 사건·사고들을 통해 정부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그만큼 정책 실행에 탄력을 받

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나 공공부문의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

스스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로 귀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정부정책이나 관련 공공기관이 행하는 일과 그

행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정책의 실질적 수행 담당자인 공공기관이 공정·투명하게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 즉 윤리경영이 자연스레 재조명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정책

이나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할 때부터 국민의 입장에서 공명정대한 원칙

과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착수하였는지, 정책안을 수립할 때는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한과 책임을 다하였는

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목소리는 섞이지 않았는지 등 공공부

문의 업무 수행에 있어 윤리경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앞서 언급한 국가적 차원의 재난·사건·사고와 이에 대한 정부와 관련 공

공기관의 무능한 대처로 공공부문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들로 하여금 많은 의문과 개혁의 필요성을 가지게 하였다. 정부 등 공공

부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많은 개혁제도에도 불구하고 일

련의 사고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이들 기관의 문제점은 그간의

개혁 노력들의 효과성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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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혁은 1970년대 말 서구 국가에서 시

작된 신공공관리주의(NPM)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경

쟁, 효율성, 분권화와 자율성, 절차간소화 등과 같은 시장주의 메커니즘

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원리의 구현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은 조직 및

인사, 재정 분야 등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꾀하였다. 이중 조직 내 소속

부서의 구성·운영 등 조직구조에 관한 신공공관리론의 기본 원리로 대부

처주의(mega-department)를 들 수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니즈에 맞게 정부의 정책 및 제도를 적용되도록 실질

적 실행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조직 연합체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청

과 행정 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태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와

NPM 등의 패러다임과 정부조직 팽창에 대한 통제가 가해지는 정부조직

의 축소와 정부기능 이양의 흐름 속에서 정부가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조직의 확대 없이 정부의 재원을 기반형성을

통해 수요자들의 정치적 지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지게 된다(김해리,

2014).

부처 및 부서 통합 등 대부처주의의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적 공공서비스

를 위해 관리상의 자율성 부여를 중요시하면서 재량권 등 권한 위임, 분

권화 등을 강조하였다(Kellough, 1998). 조직 운영체계를 가늠하고 거래

비용 및 조직행동론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개념으로 통솔범위(span of

control)가 있다. 조직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데 조직구조 및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는지를 나타내는 관

리자의 통솔범위는 무엇보다 중요한 조직운영 메커니즘임에 틀림없다.

민간 부문의 경영혁신 방안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신공공관리주의에 대

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의 조직 운영체계가 윤리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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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한 윤리경영, 청렴성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시대 속

에서 향후 이들에 대한 조직·인력운영 체계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내적·외적 특성에

따라 일반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더욱 요구되는 청렴·윤리경영이 경영활

동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고

의 틀 속에서 시작한다.

2. 연구 분석틀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공공기관의 관리자 통솔범위

가 조직의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직원 규모를 가진 조직에서 나온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데이

터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체 직원수가 50명 이상인 공기

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관리자의 통솔범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2급 상당의 부·팀장급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하직원의 수를 독립변수로 한다. 이들 공공기관을 Hood(1986)의

정책도구 분류모형에 따라 규제기관-정보배포기관-이윤배포기관-생산기

관으로 구분하여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중간관리자의 통솔범

위가 어떠한 모습을 띠는지 분석한다. 업무의 성격 및 설립목적 등에 따

라 이들의 업무특성 및 유형별 혹은 규모별로 조직의 인적자원을 구성하

고 배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

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공공기관의 조직구조적 요인 중 매우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데 Ofori(2009)에 따르면 조직에서 상사가 부하들을 윤

리적으로 대하고 신뢰적인 행동을 하는 윤리적인 리더로 인식되면 그 부

하들은 상사와 사회적 교환 관계를 인식하고 조직에 대한 자발적 헌신을



- 53 -

증대시키는 조직시민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Simon은 관리자의 통솔

범위가 넓어지고 좁아지는 것은 조직의 계층분화와 연결되며 이는 조직

구조가 수평적 구조인지, 수직적 구조인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Gulick은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각 계층 구조마다

다른 관리자의 통솔범위를 갖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경영진이 관리·감독하는 간부직원의 범위와 중

간관리자가 관리·감독하는 부하직원의 범위가 조직의 윤리경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은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보다 다양한 철학적, 법적,

조직적, 그리고 개념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경영에 있어서도

태생적으로 매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다. 행정(정부)의 윤리경영 보다 훨

씬 복잡하고 다의적인 이유는 기관의 설립취지가 정부조직의 경직성 배

제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일반 행정조직의 책임보다 훨

씬 복잡하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문제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를 활용할 것이다. 윤리경영은 준공공조직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

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청렴

도 의식 개념으로 살펴본다. 청렴도 지수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을

가늠해보고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조직 유형, 조직 안정성, 조직 복잡성, 조직 공공

성을 활용하고 이들은 기존의 조직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된 변수

들이다. 조직 유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직의 정책도구에 따라 조직의

역할·기능, 구조 등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 Hood의 분류에 따라 조직

특성을 구별할 것이다. Gulick(1937) 또한 조직의 담당업무의 성격이나

산출물에 따라 조직 특성이 구별될 수 있음을 주장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유형을 통제변수로 삼고 정책 수단에

따른 조직유형에 따라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통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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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안정성은 Meier와 Bothe(2003)이 주장하였듯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조직이 설립된 연도로부터 현재시점까지의 연령을

산출하여 통제하고자 한다. 공공조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역시 법률

에 의거 설립된 기관이기에 조직이 설립된지 오래된 조직일수록 조직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Quinn과 Cameron(1983)이 주장한

조직수명주기 이론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초기

단계의 조직은 최고관리자에 의해 모든 업무과정이 관리·통제되는 특성

을 가지고 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이 성장·확대되면 조직

내 여러 제도나 업무과정이 시스템화 되면서 관료제적 특징을 지니게 된

다. 이는 곧, 권한위임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계층이 분화되어 중간관리자

가 탄생되는 등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안정성 즉, 조직의 연령이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

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하고

자 하였다.

조직 복잡성은 Robbins(1983)의 주장과 같이 조직 구조가 얼마나 세분화

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Aiken(1967)은 조직의 복잡성이 높고 공

식성이 낮을수록 조직구조가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추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복잡성이 높아지면 관리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복잡해지게 되고 이는 곧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작아지게 된다고 보고 이를 통제하였다. 여기서의

조직 복잡성은 Hall(1991)이 주장한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장소적

분화 중 조직구조의 깊이를 나타내는 수직적 분화를 적용하였다. 최고관

리자로부터 최하위 계층까지의 계층 수를 측정하여 공공기관의 정원표

상 나타난 조직계층수가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Perry & Rainey(1998)에 따르면 조직 목표 상 공공성을 띠는 조

직은 조직구조가 민간조직의 특성을 띠게 되는데, 이는 조직 공공성이

조직을 세분화하여 관리자의 통솔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재원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를 의존하는 체

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수입과 지출 모두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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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직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을 전체 수입 중 정

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의 규모로 조작화하여 통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체계를 분석하면 먼저 50명 이상의 2011∼2013년

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청렴도 지수 데이터의 결측치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총 134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들의 중간관

리자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조직 윤리경

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조직의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Hood(1986)가 제시한 정책

도구 분류모형에 따라 규제-정보배포-이윤배포-감독기관으로 구분하고

자 한다. 다음으로 유형에 따른 중간관리자의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

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에 관한 기술통계를 제시함으로써 유형별 인적

자원 활용 및 관리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관 정부부

처별로도 구분하여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

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다른 규모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

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를 중간관리자가 관리·감독하는 부하직원의 수를

가지고 분석할 것이다.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우리나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11년∼2013년도 2급 부·팀장 정원에서 해당직급의 직원

수로 산출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를 통계

분석 패키지(IBM Statistics SPSS 22)를 이용하여 조직의 업무적-윤리

적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회귀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 있는 연구의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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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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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연구 가설

1.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윤리경영이다. 본 연구에

서는 준공공조직에 대한 윤리경영의 논의로서 이종수 외(2004), Hoek et.

al.(2005), 권오성 외(2009) 연구를 종합·재구성하여 종속변수인 윤리경영

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윤리경영을 크게 업무적 윤

리경영과 윤리적 윤리경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업무적 윤리

경영과 관련된 지표로 고객만족도 점수, 정부권장정책 이행률, 준공공조

직이 속해있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니고 이행해야 할 사회

적 윤리경영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윤리적 윤리경영은 준공

공조직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청

렴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청렴도 의식 개념으로 살펴본다. 이와 관련한

지표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를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의미하는 각각의 지표를 선정하여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

자의 통솔범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윤리적 윤리경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로 나누어 살펴본다. Brown, Treviño,

& Harrison(2005)은 윤리적 리더가 조직의 높은 수준의 가치기준을 실

천하고 그 가치기준을 부하들이 배우는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부하들의 조직몰입이 높아지고 그 결과 높은 조직시민행동으로 연결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를 통해 중간관리자의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기관 내부직원이 판단하는 청렴수준 등 윤리적 윤리경영을

살펴보고자 한다.



- 58 -

앞서 연구의 분석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신

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이다. 신공공관리 지향

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일반적으로 ‘관리자 1인이 관리·

감독하는 부하직원의 수’를 나타낸다. Gulick의 논의에 따르면 신공공관

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조직의 관리적 효율성과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특히,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

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관리적 거래비용과 연결이 되어 관리자가

많은 조직일수록 관리적 비용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관리자가 많아

질수록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의 유형과 조직구조가 변화하게 마련이다.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조직 운영에 있어

기본이 되는 요소자원 활용의 잣대이다.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

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조직의 보유하고 있는 요소자원 중 가장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분명

하고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일반적으로 관리직급은 실

무 수행보다는 부서업무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설정한다던가, 실무자들의

업무를 스크린 하는 등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일반직

원들은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계획안을 작성하고 예산을 지출하거

나 산업기계를 운영⋅유지보수하고 민원처리 등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업무

운영체계에서 관리직급 1인당 몇 명의 직원수를 통솔하는지는 그만큼 업

무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관의 업무성격과

조직 특성에 따라 관리직급 1인당 적정수준의 직원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매출액 등 재무적 성과가 아닌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일반적 책임

수준 및 가치를 의미하는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를 중간관리자의로 살펴보고자 한다. 임

원진이 관리·감독하는 간부직원의 범위(상위계층)와 중간관리자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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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하는 부하직원의 범위(하위계층)의 2단계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표 3-1. 변수 측정과 조작적 정의 >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종속 조직 윤리경영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독립 관리자의 통솔범위 ∘중간관리자가 관리·감독하는 부하직원의 수

통제

법률 유형에 
따른

조직 구분

∘시장형공기업 = 1

∘준시장형공기업 = 2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 3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4

정책도구 유형에 
따른

조직 구분

∘규제기관 = 1

∘생산기관 = 2

∘이윤배포기관 = 3

∘정보배포기관 = 4

조직안정성

∘기관나이 = 해당연도 －설립연도

∘전체정원 = 정원표 상의 전체인원수

∘자산규모 = In(조직의 자산)

∘평균근속년수 = 경영공시 상 직원 근속년수

∘평균보수 = 경영공시 상 직원 보수

조직복잡성 ∘조직 계층수 = 조직도 상의 계층수(levels)

조직공공성 ∘정부재정 의존도 = 정부보조금/총수입✕100

먼저 상위계층의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임원진이 관리·감독하는 간부직원의 수’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임원진이

라 함은 기관장과 이사급의 경영진을 뜻한다. 간부직원이라 함은 직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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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는 1∼2급, 직책명으로는 실장·본부장·부(팀)장을 일컫는다. 다시 말

해, 기관 내에서 직원 계층으로 볼 때, 간부(Manager)라고 칭할 수 있는

직원들을 뜻하는 것이다. 하위계층의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간부직원이 관리·감독하는 소속 부하직원의 수’라

고 정의한다. 여기서 간부직원은 상위계층의 그것과 같고, 부하직원이라

함은 임원진과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의 수를 말한다. 독립변수 신공공관

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의 데이터는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2013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별 정원을 활용한다.

통제변수는 앞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직의 운영기간, 인원규모

및 예산규모로 한다. 먼저 조직의 운영기간은 해당기관이 제도권 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나타낸다. 조직이 설립된 시기부

터 현재시점까지를 조직의 나이로 측정하여 오래된 조직일수록 조직의

안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기관의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 조직의 인원규모는 Meier & Boyte(2003)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에 영향을 미치

기 마련이다. 인원규모가 큰 조직은 몇 천명, 몇 만명에 이르고 규모가

작은 조직은 백여 명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인원규모를 Log값으로

치환하여 통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원규모가 큰 조직일

경우 관리자의 감시·감독이 분산되어 조직의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되어 통제하기로 하였다.

조직의 예산규모를 통제변수로 삼은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조직의 크기

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확보된 예산규모에 따라 조직 운영 상

구성원의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

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100분의 85이상인 기관

인 시장형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구성원

의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다. Haque(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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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2001)는 준정부기관의 재정의존도가 조직구조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C. Wolf(1993)는 준정부조직의 수입

이 정부로부터 받는 재원에 의존하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로부터 위

임받은 정치적 권한으로 시장을 통제함으로써 조직의 재원을 보장받는다

고 말했다. Dahl & Lindblom(1958)은 결과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구분되

어 효율적인 경영의 책임감이 적어진다면 이는 곧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

한 반응이나 비용감소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결국 직원들의 이

익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정규모의 직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공기

업·준정부기관의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조직의 윤리경영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관리자의 통솔범위(관리자 1인이 관리·감독하는 부하직원의 수)는 조

직의 인적자원이 어떠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적인 잣대로, 관리자의 통솔범위의 폭이 넓어질수록 관리자의 감시·감

독이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고 구성원의 윤리적 사고와 책임의

식에 의존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책임의식·윤리의식

강화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는 요즘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운영체계를 어

떻게 구성하는지 그 기전이 될 수 있는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기관의 역할·기능을 책임있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살

펴보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Luther Gulick(1937)은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조직의

중요한 구조적 변수로서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조직특성에 맞게 구조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 내에서 개인의 재량권 행사에 관련이

있으며 이는 또한 조직 윤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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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1946)은 관리자의 통솔범위의 증감은 조직의 계층분화와 연결되

며 이는 조직구조가 수평적 구조인지, 수직적 구조인지를 결정한다고 하

였다. 제한된 통솔범위는 과도한 관료적 형식주의(Red-Tape)로 이르게

되고, 이는 결국 계층의 수(Levels)를 늘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좁아지게 되면 조직 내 전체적인 계층의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 계층의 수의 증가는 조직의 관료적 형식주의(Red-Tape)의 증

가와 연결되게 되며 이는 결국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귀결된다는 것

이다.

일맥상통하게 H. Kojntz & C. O’Donnell(1968)은 부하직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관리자는 낮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통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업무관계를 줄이고 나아가 관리자의 통

솔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부하직원 개개인의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

도가 높아진다. Frederickson(1996) & Wamsley et al.(1992)도 좁은 신

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그만큼 감시·감독이

면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 재량권 행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

위가 넓어지는 즉, 직원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양도하는 조직체계 속에서

조직 윤리 등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업무수행에 있어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

범위가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혀내는 연구는 주인-대리인 관계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함의를 내재하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Kaufman (1960)은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

리자의 통솔범위는 감시·감독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책임회피

(shirking)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관리자의 통솔

범위는 책임회피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하며 윤리경영을 언급하

고 있다. 일맥상통하게 Perry & Rainey(1998)는 조직 목표 상 공공성을

띠는 조직은 조직구조가 민간조직의 특성을 띠게 되는데, 이는 조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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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이 조직을 세분화하여 관리자의 통솔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재원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를 의존하

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수입과 지출 모두 시장을 기반으로 하

는 민간조직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을 전체 수입

중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도로 조작화하여 통제하고자 하였다.

Robbins(1983)에 따르면 작은 조직인 경우 관리자층이 집권적 의사결정

을 지속하면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서 물리

적으로 이러한 관리 방식을 고수하기 힘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이는 조직

의분권화를 가져오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Hall(1977) 역시 조직 상

층부가 대규모 조직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개인이나

개인집단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업무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대규

모 조직에서는 불가피한 위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유형별 공공기관의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

솔범위가 기관의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조직의 윤리경영 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부청렴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외부청렴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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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독립변수 데이터의 수집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 (ALIO; 알리오 시스템)에서 추출하였다. 2005년에 구축된

알리오 시스템에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공

시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직원규모

를 가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제외한 기타공공

기관은 정부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어 동일한 기준 하의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중간지대로서의 신공

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조직의 윤리경영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하

고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인 116개를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된 자료 중에는 총

인원규모 및 매출액 등과 같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정보가 공개된

영역이 있는 반면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를

살펴볼 수 있는 직급별 정원표를 현재 버전으로만 공개되어 있다. 때문

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현황은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통제변수 중 하나인 조

직복잡성을 나타내는 조직계층수도 이 정원표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의 윤리경영은 업무적 윤리경영과 윤리적 책

임서으로 구분하였다. 업무적 윤리경영의 조작적 정의는 고객만족도, 정

부권장정책 이행율인데 이들 지표는 모두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

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점수를 활용하였다. 윤리경

영 수준의 조작적 정의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서 평가·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를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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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 본 연구는 50명 이상의 정원을 가진 공기

업과 준정부기관의 부·팀장급 중간관리자의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

로서 통솔범위가 어떠한 구조를 이루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들

중간관리자의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통솔범위가 조직의 윤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

의 통솔범위라는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법률에 의한 조직유형, 정

책도구에 의한 조직유형, 조직안정성을 뜻하는 기관나이, 자산규모, 전체

정원수, 직원의 평균보수, 직원의 평균근속연수, 조직복잡성을 의미하는

조직계층수, 조직공공성을 뜻하는 전체 수입규모 중 정부지원이 차지하

는 비중인 정부재정의존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중회귀분석은 여러 독립변수가 동시에 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통계기법이다. 회귀식에서 α는 절편을 나타내며, βn

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중회귀식을

통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회귀

계수를 통해 해당 독립변수가 다른 통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다중회식

분석을 통하여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공

기업·준정부기관의 윤리경영에 어떠한 영향력과 설명력을 갖는지 분석할

것이다. 분석은 SPSS 22 통계패키지를 활용하며 이를 통해 기술통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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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조직 윤리경영에 관한 회귀모형 >

1. 회귀모형

  Y1 = α＋β1S＋β2T1＋β3T2＋β4I1＋β5I2＋β6I3＋β7I4＋β8I5＋β9L＋β10P＋ε

  Y2 = α＋β1S＋β2T1＋β3T2＋β4I1＋β5I2＋β6I3＋β7I4＋β8I5＋β9L＋β10P＋ε

2. 변수설명

 1) 종속변수

   Y1 = 내부 청렴도, Y2 = 외부 청렴도

 2) 독립변수

   S =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

 3) 통제변수

   T1=법률에 따른 조직유형, T2=정책수단에 따른 조직유형,

   I1=기관나이, I2=전체정원, I3=자산규모, I4=평균근무년수, I5=평균보수

   L=조직계층수

   P=재정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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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조

직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되, 종속변수인 조직 윤리경영을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Kaufman (1960)와

Frederickson(1996) & Wamsley et al.(1992)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신공

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조직 윤리

경영 수준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데이터 수집을 실시

하였으며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을 통해 공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공시 데이터와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 내에 공개된 데이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청렴

도 점수를 재설계를 통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조직특성 요인들을 수

집하고 공공조직의 다양한 특성들을 통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조직특성 변수들로 공공조직을 분석하기 위

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들어가기 전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이를 통해 조직 운영관리 특성을 나타내는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

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와 윤리경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독립변수, 통제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한 후 회귀모형 등을 통해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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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조직 윤리경영에 관한 기술통계

1) 내부 청렴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 윤리경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발표하

는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의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비교분석이 수월하도록 백분율로 조작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공공

기관의 내부고객인 직원이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

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준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부청렴도를 살펴

보았다. 내부청렴도는 크게 조직 내에서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와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운영되었고 그 실효성 정도를 살펴보는 청

렴문화지수와 인사 및 예산집행 등 업무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업무청렴지수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내부청렴도 수준에 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부청렴도는 84.54%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2012

년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내부청렴도 수준이 72.1%로 가

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내부 업무체계 개선 및 직원 교육 등으로 2013

년의 경우 89.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

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은 높은 수준

의 내부청렴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한국광

물자원공사 등 기관은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법률상 같은 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내부청렴도 데이터 전체를 분석한 결과 특이할 만한 점

은 정책도구 유형 구분에 따른 생산기관과 정보배부 기관은 낮은 수준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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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찰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내부청렴도백분율 134 72.10 89.90 84.5448 3.30141

외부청렴도백분율 134 77.80 95.70 88.4485 3.45893

2) 외부 청렴도

다음으로 민원인 또는 공직자 입장에서 대국민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청렴도이다. 외부청렴도는 금품·향응 등을 수

수하였는지와 특혜 제공, 부당한 사익추구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청렴도

역시 비교분석이 수월하도록 백분율로 조작하여 측정하였는데 이에 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88.44%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였다.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7.80%로 가장 낮은 외부청렴도 수준을 보여 주였

으며 2011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데이터

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하위 5개 기관이 모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

관이었다. 반면에 시장형 공기업은 업무 관련 외부청렴도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정책 및 관련

제도를 규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상대적

으로 국민에게 제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에 비해 낮은 청

렴도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표 5-1. 조직 윤리경영 수준에 관한 기술통계량 >

2.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에

관한 기술통계

관리자가 관리·감독하는 부하직원의 수를 의미하는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조직 구조에 따른 계층별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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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찰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전체 정원 134 99 27,974 3,053.51 5,033.812

중급관리자의 수 134 9 1,067 163.52 181.544

부하직원의 수 134 85 27,334 2,844.03 4,843.881

중급관리자의 
통솔범위 134 3.21 77.33 15.5214 11.24784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있다. 이중 본 연

구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직의 목표 달성 및 업무 수행에 있어

실무적인 실질적 역할을 하는 부·팀장급이 관리·감독하는 부하직원의 수

로 선정하였다. 통상적으로 부·팀장급 관리자는 2급 상당이다. 본 연구에

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와 각 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보한 2011년∼2013년 정원표에서 2급 관리자를 분모로

하고 2급 미만 부하직원을 분자로 하여 나눈 값을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

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로 설정하였다. 조직 인적자원을 운영·관

리 체계를 알 수 있는 척도인 관리자의 통솔범위와 이를 도출하기 위한

전체 정원, 중급관리자의 수, 부하직원의 수 등 관련 데이터의 기술통계

량은 다음과 같다.

2011∼2013년도 우리나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134개 기관의 정원 평균

은 약3,053명으로 나타나며 최소값은 99명, 최대값은 27.974명으로 나타

나고 있다. 구성원 수가 가장 적은 조직과 구성원 수가 가장 많은 조직

은 약 283배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기간 중 50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

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등 9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

보험공단 등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조직은 4개 기관으로 나타난다. 공

공기관의 정원은 사업영역 및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났다.

< 표 6-1. 관리자의 통솔범위 관련 기술통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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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관리자수은 평균 163여명으로 나타나며 최소값은 9명, 최대값은

1,06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급관리자수가 가장 적은 조직과 가장 많은

조직은 약 119배의 차이를 나타낸다. 중급관리자수도 전체 정원과 비례

하여 30명 미만의 소규모로 중간관리자를 두고 있는 기관은 제주국제자

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7개 기관으로 나타

났으며 한국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은 500명 이상의 중급관리자를 두고

있다. 부하직원수는 평균 2,844명으로 나타나며 최소값은 85명, 27,334명

의 최대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하직원수가 가장 적은 조직과 가장 많

은 조직은 약 321배의 차이를 나타낸다. 500명 미만 소규모의 부하직원

수를 보유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

금공단 등으로 나타나며 10,000명 이상 대규모 부하직원 보유기관은 전

체 정원수와 비례하여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원 관련 데이터를 통해 도출한 중급관리자의 신공공관리 지향

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평균 15.52명으로 나타났다. 중급

관리자의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가장 좁

은 조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2011년에는 3.21명, 2012년에는 3.27

명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넓은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

리자의 통솔범위를 보인 조직은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 2012년 77.33명으

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국철도공사는 65.7명,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0.0

명, 대한석탄공사가 27.85명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각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사무소를 관장하는 소규모의 인력이 배치되

어있어 좁은 통솔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에 우체국물류지

원단, 한국철도공사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직접적인 노동투입이 소

요되는 업무적 성격으로 관리인력당 많은 수의 직원이 배치되어 운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은 좁은 통솔범위를 보이거나 넓은 통솔범위를 보이는 등 양극화된

모습을 띠었고 넓은 통솔범위를 보이는 기관으로 준시장형 공기업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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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법률 유형과 정책도구 유형별 관리자의 통솔

범위는 다음의 통제변수에 관한 기술통계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통제 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1) 조직 유형에 관한 기술통계

(1) 법률에 따른 조직 유형

본 연구에서는 조직 유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법률에 따른 조직 유형 분류를 실시한 이유

는 이론적 조직 분류에 따라 조직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 서로 다른 특성

을 지닌 조직을 특별한 통제변수 없이 한 유형으로 분류하게 되는 경우

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준시

장형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

사 등은 Hood의 정책도구에 따른 조직 분류기준을 통해서는 동일하게

생산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Hood의 조직분류 기준에서는 공운

법에 따른 특성인 전체 정원수, 자산 규모, 자체 수입액 비율 등으로 구

분된 공공기관의 특성들을 모두 함의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조직 특징

을 지니는 조직들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법

률에 따른 조직 유형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법률에

따른 조직 유형의 빈도와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134대 조직 중 시장형 공기업은 28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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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 시장형 공기업 28 20.9

◦ 준시장형 공기업 41 30.6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1 15.7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 32.8

계 134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 규제기관 15 11.2

◦ 생산기관 54 40.3

◦ 이윤배포 기관 28 20.9

◦ 정보배포 기관 37 27.6

계 134 100.0

로 전체 조직의 20.9%, 준시장형 공기업은 41기관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1개 기관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하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44기관으로 전체 중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법률 유형 중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표 7-1. 법률에 따른 조직 유형에 관한 기술통계량 >

(2) 정책도구에 따른 조직 유형

본 연구에서는 조직 유형을 Hood의 정책도구에 의한 조직 분류 기준에

따라 조직 유형을 구분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134개 조직

을 규제기관, 생산기관, 이윤배부기관, 정보배부기관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책도구에 의한 조직 유형의 빈도와 백분율을 다음과 같다.

< 표 7-2. 정책도구에 따른 조직 유형에 관한 기술통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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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통한 규제, 인허가 등으로 행위자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허

가해 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검사, 안전, 심사,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134기관 중 15기관으로 전체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생산기관으로 대부분의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등이 해당하며,

54개 기관으로 40.3% 수준으로 전체 기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윤배포기관은 자금 이동을 통한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기관 즉,

자금관리 등을 통한 효능목적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본 연구 데이터에서

는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그 외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자금 관리, 보조금 활용 등을 통한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는 조직들을 이윤배포기관으로 분류하였으며 28기

관이 이윤배포기관으로 구성되어 전체에서 20.9%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각종 진흥원 등을 포함하는 직간접적 정보 제공을 정책 수단으로

삼는 정보배포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등 총 37개 기관으로 대상 공공기관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2) 조직 안정성에 관한 기술통계

조직 안정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쓰인 공공기관의 조직 연령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34개 기관의 평균연령

은 약 31.18년이다. 최연소 기관은 한국환경관리공단 등 통폐합 과정을

거쳐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으로 2010년에 설립되어 2011년 말을 기준으

로 설립 2년으로 최소값이 2년,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의 통폐합

으로 2011년 신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년 말을 기준으로 3년이라

는 기관연령으로 나타났다. 최고령기관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발전을 위해 1949년 설립된 한국마사회로 2012년 68년, 2013년 69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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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찰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전체 정원(명) 134 2 69 31.18 17.195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 10년 미만의 기관들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등 7개 기관이 있으며

50년 이상의 고령 기관들에는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

석탄공사 등 9개 기관이 관찰되었다.

< 표 8-1. 조직 안정성에 관한 기술통계량 >

3) 조직 복잡성에 관한 기술통계

조직 복잡성은 Hall(1982)에 의하면 조직 복잡성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들이 있으며 조직 복잡성은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장소적 분화로 구

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와 관련된 수직적 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공공기관의

조직도 상에 나타나 있는 계층 수를 측정하였으며 134개 데이터 분석결

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균 계층 수는 6.23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소

값은 4, 최대값은 8으로 나타나 최소 4개 계층으로 이루어진 대한석탄공

사과 같은 단순한 조직계층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석유공사와 같은 최대 6개 계층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조직 구성을 지닌

공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 계층이 4개로 이루어진 조직은 대한석탄공사 1개 기관, 계층수가 5

개 기관은 13개 기관, 6개인 기관은 24개, 7개인 기관은 14개, 가장 많은

계층수 8개인 기관은 5개 기관으로 나타난다. 처·실장(1급), 부장(2급),

차장(3급), 과장(4급), 대리(5급), 주임(6급) 등 6직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이 정부조직과 비슷한 본부,

실, 국 혹은 본부 실, 과 등의 조직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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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찰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직급 계층수(개) 134 4 8 6.23 0.94

< 표 9-1. 조직 복잡성에 관한 기술통계량 >

4) 조직 공공성에 관한 기술통계

Perry & Rainey(1998)은 연구에서 조직 공공성을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

도로 조작하였으며 본 연구 역시 이를 바탕으로 공공조직의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통해 조직 공공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전체 수입 중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본 연구의 대상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전체 수입 중 정부로

부터 지원받은 수입금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포털(ALIO)의 수입·지

출현황을 통해 확인하였다. 공공기관의 수입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공

공기관의 수입은 정부지원수입과 자체수입으로 이루어졌는데, 정부지원

수입은 출연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부대수입 등 직접지원 부문과

사업수입, 위탁수입, 독점수입, 부대수입 등 간접지원 부문으로 구성된다.

자체수입은 기타사업수입, 부대수입, 출자금, 차입금, 기타로 구성되어 정

부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합하면 기관별 총 수입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서 확인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수입금을 기관별 총 수입금으로 나눈 뒤

백분율로 조작·측정하였다.

조직 공공성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공기관 데이터 분석 결과, 정부재정 의존도

는 평균 74.08%로 나타나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은 전체 수입 중 평균 약

5/7 이상의 수입을 정부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공공기관

의 정부재정 의존도의 표준편차는 25.20 수준으로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정부재정 의존도가 4.06%인 예금보험공사,

8.13%인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작은 기관부터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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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찰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정부재정 의존도(%) 134 4.06 100.0 74.08 25.20

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같이 최대 100% 의존하는

기관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10-1. 조직 공공성에 관한 기술통계량 >

제 2 절 실증분석결과

1. 회귀분석

1) 회귀분석의 가정 검증

(1)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진단

다수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해

야 한다. 즉, 선형의 회귀모형에서 계수들이 추정되기 위해서는 설명변수

들 간에 완전한 선형관계(perfect linear relationship)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한 변수와 다른 변수 간에 상관이 높은 경우,

다수의 독립변수들을 통해 한 독립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등의 문

제가 공선성과 관련된다. 즉,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는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들 중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와 Tolerance(공차한계) 2

가지를 활용하였다. VIF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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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βj) =
1

1 - Rj2

변수 VIF 1/VIF

중급관리자의 통솔범위 2.083 0.4800

법률에 따른 
조직 유형

시장형 공기업 4.377 0.2284

준시장형 공기업 2.500 0.400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763 0.3619

정책도구에 따른 
조직 유형

규제기관 2.509 0.3985

이윤배포기관 3.904 0.2561

정보배포기관 2.967 0.3370

조직 안정성

기관 나이 1.829 0.5467

전체 정원 2.764 0.3617

log자산 3.196 0.3128

평균 근속연수 2.408 0.4152

평균 보수 1.897 0.5271

조직 복잡성 조직계층수 1.291 0.7745

조직 공공성 정부재정 의존도 1.927 0.5189

평균 VIF 2.601

이 때, Rj2는 j번째 j번째 독립변수를 제외한 다른 독립변수들을 이용해

예측하는 결정계수이며, VIF값이 5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야 하

며 10보다 큰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경

험적 기준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Tolerance는 1/VIF로 정의되며

VIF의 역수이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Tolerance값이 0.2이하인 경우 다중

공선성을 의심해볼 수 있으며 0.1 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또한 모형의 각 변수들의 VIF가 10이하라 하더라도

평균 VIF값이 1보다 상당히 큰 경우 경험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 표 11-1. 모형의 VIF 진단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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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 문제는 독립변수의 상관계수만을 관찰하는 것으로는 발견하

기 어려운 경우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VIF와 Tolerance

방법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데이터를 진단해

본 결과 1개의 독립변수와 15개 통제변수들의 VIF 값은 모두 10보다 낮

았으며, 마찬가지로 Tolerance 값 역시 모두 0.1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회귀모델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

으며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모두 독립적이라 판단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서 평균 VIF값은 2.601로 나타나 1보다 상당히

큰 경우가 아니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의 진단

선형의 회귀모형을 설정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가정 중의 하나는 설

명 변수들의 오차항의 분산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차의 분산은

주어진 설명변수들의 모든 가능한 집합에 대하여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이 동분산성(Homoscedasticity)에 대한 가정이다(E(ui
2) = σ2, i = 1,

2,…,n).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이 존재하는 경우 추정계수의 표준

편차에 대한 추정치가 올바르지 않게 되어 추정 계수에 대한 t검정, F검

정 등의 가설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OLS 추정량이

BLUE가 되기 위해서 동분산성에 대한 가정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추

정량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동분산성

에 대한 가정이 선행되어야 회귀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들의 오차항에 대한 동분산성을 가정하

고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잔차 그래프를 통한 검정, Breusch-Pagan

검정, White 검정 등의 방법 중 White 이론에 따라 설명변수들에 대한

이분산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White 검정 통계량 공

식은 다음과 같다.

White = n ✕ R2 ∼ χ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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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R2은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서 사용되었던 설명변수, 설명변수의 제

곱, 설명변수 간의 곱 등을 새로운 설명변수로 하고, 회귀모형에서 잔차

를 구한 후 잔차의 제곱 변수를 생성해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새로운 회

귀모형으로부터 추정되는 결정계수이다. White 검정통계량은 카이제곱(χ
2) 분포를 따르며, 자유도는 새롭게 추정되는 회귀모형에서의 설명변수의

개수이다. 본 연구에서 White 검정 결과 자유도는 99개로 나타난다.

White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동분산성이며 대립가설은 이분산성이다.

Η0 : 동분산성(Homoscedasticity)

Η1 :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2011년부터 2013년도 데이터에 대한 이분산성 검

정결과, χ2(99) = 107.51로 도출되며 P-value가 0.2626으로 나타나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에는 이분산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동분산성 가정을 통한 선형 회

귀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독립변수(원인)와 종속변수(결과) 간의

상호 연관성 정도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으로 한 변수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다른 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된다. 보통 회귀분석은 등간

척도와 비율척도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용되는데,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로 측정된 경우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해 척도를

변형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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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수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종속변수의 연관 정도를 파악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중 회귀분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부터 2013년까지의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여기서는 동일한 조직을 2011년부

터 2013년에 반복적으로 관찰하였다는 점을 가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조

직들이 2011년부터 2013년에 조사되었다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

행하였다. 즉, 시계열 데이터와 횡단면 데이터가 합쳐진 본 연구 데이터

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공공기관들이 각각의 시점에서 관찰되었다고 가정

하였다. 또한, 앞서 말하였듯이 변수 중 법률에 따른 조직 유형과 정책도

구에 따른 조직 유형은 명목척도이므로 더미 변수로 조작하여 통제변수

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종속변수인 조직 윤리경영은 권익위의 내부청렴

도, 외부청렴도 평가점수로 나눠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내부 청렴도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조직 윤리경영 수준은 국민권익위

원회에서 평가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로 구성된다. 조직 윤리경여 수

준은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내부청렴도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0.480이고 회귀모델의 조직 윤리경영 수준 변화에 대해

23.0%(R2=0.230)만큼 설명하고 독립변수의 수와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수정된 R2=0.140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약 14%

수준임을 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종속변수인 윤리경영 수준의 조

작적 정의 중 내부청렴도의 총 변동량 중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

는 변동량의 비율이 약 14%임을 의미함을 볼 때 본 연구의 모델은 적합

성을 지닌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 82 -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절편 7.813 .677 11.544 .000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 **-.007 .003 .237 2.045 .043

법률 유형

시장형 -.028 .136 -.035 -.209 .835

준시장형 .050 .091 .070 .550 .583

기금관리형 -.153 .121 -.169 -1.266 .208

정책도구 
유형

규제기관 .104 .133 .099 .780 .437

이윤배포 *.235 .129 .290 1.828 .070

정보배포 .049 .102 .066 .476 .635

조직 안정성

기관나이 -.003 .002 -.169 -1.551 .124

전체정원 -1.232E-5 .000 -.188 -1.404 .163

log자산 -.016 .023 -.102 -.713 .477

근속연수 **.030 .012 .314 2.513 .013

평균보수 ***1.208E-5 .000 .410 3.698 .000

조직 복잡성 조직계층수 -.014 .032 -.040 -.434 .665

조직 공공성 정부재정
의존도 -.002 .001 -.124 -1.107 .271

n=134, R=0.480, R2=0.230, 수정된 R2=0.140,  Durbin-Watson=2.042

*** P<0.01, ** P<0.05, * P<0.1

< 표 12-1. 내부청렴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또한 Durbin-Watson의 수치는 2.042로 2에 가까우므로 독립적이라 볼

수 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또한 독

립변수로 삼고 있는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와 통제변수인 이윤배포 기

관, 평균근속연수, 평균보수 등 4가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로 도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본 모델의 설명력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회귀식 자체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분산분석의 결과

<표 16-2>로 살펴보면 본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인 F값의 유의확률

이 0.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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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분석 3.339 14 .239 2.544 .003

잔차 11.157 119 .094

총계 14.496 133

< 표 12-2. 내부청렴도에 관한 분산분석 >

본 연구에서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의 회귀계

수를 살펴보면 독립변수로 설정된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유의하게 추

정되고 있다. 조직 유형, 조직 안정성, 조직 복잡성, 조직 공공성 등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중간관리자

의 통솔범위는 조직 윤리경영 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윤리적 윤리경영 중 하나의 변수인 내부청렴도 수준은 약 0.007씩 낮아

진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조직 유형, 조직 안정성, 조직 복잡성,

조직 공공성 등의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

체계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가 1% 증가할 때 조

직 윤리경영 중 하나로 내부청렴도 수준이 (βi/100)단위 즉, 약 0.00007%

낮아진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독립변수 외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통제변수로는 더

미변수인 정책도구 유형 중 이윤배포기관, 조직 안정성을 나타내는 근속

연수와 평균보수로 나타났다. 먼저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공기

업·준정부기관 정직원의 평균근속연수가 1%씩 증가할 때 조직 윤리경영

중 하나로 조작된 내부청렴도 수준은 약 0.030, 백분율로는 약 0.0003%

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안정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변수

인 평균보수는 1%씩 증가할 때 내부청렴도 수준에 약 1.208E-5만큼 높

아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외 이윤배포 기관은 유의수준 0.05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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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지만 0.1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조직 유형을 나눠 더미변수로 활용된 정책도구 상 조직 유형 중 이

윤배포기관은 적어도 다른 모든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다른 정책도

구 유형 조직에 비해 내부청렴도 수준이 0.235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독립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어떤 변수가 종속변수에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표준화 회귀계수(베타)는 살펴

본다. 본 분석모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베

타)를 살펴보면, 먼저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공기업·준정부기

관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내부청렴도로 조작적 정의된 조직 윤리경영

수준에 0.237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윤배포 기관은 조직 유형

을 더미변수화 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다른 정책도구 조직유형에 비해 이

윤배포 기관일수록 내부청렴도 수준에 0.290의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내부청렴도는 조직 내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과 예산집행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도구 유형 중 예산

집행, 회계처리 업무의 중요성이 큰 이윤배포 기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균근속연수는 0.314의 영향을, 직원

평균보수는 그보다 많은 0.410의 영향을 내부청렴도 수준에 미치는 것으

로 보여진다.

이들을 제외한 본 연구의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분석모델에서 모두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법률 유형에 조직 구분은 기관의

설립목적 및 운영재원 지원정도 등에 따른 구분으로 소속직원 입장에서

소속기관의 내부업무와 청렴한 문화를 나타내는 내부청렴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직 복잡성 중 수직

화 분화 수준을 의미하는 조직계층수가 내부청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계층수가 많아질수록 조직의 관리와 의사결정

권한 수준을 낮추어 조직의 집권화 수준을 약화된다는 Blau &

Schoenherr(1971)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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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절편 7.727 .731124 10.577 .000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 .005 .004 .162 1.351 .179

법률 유형

시장형 **.343 .147 .405 2.338 .021

준시장형 -.026 .098 -.035 -.264 .792

기금관리형 .158 .131 .167 1.212 .228

정책도구 
유형

규제기관 .117 .143 .107 .819 .414

이윤배포 -.001 .139 -.002 -.010 .992

정보배포 .176 .110 .228 1.601 .112

조직 안정성

기관나이 *.004 .002 .197 1.760 .081

전체정원 **-1.943E-5 .000 -.283 -2.052 .042

log자산 .017 .025 .100 .677 .500

근속년수 .008 .013 .076 .589 .557

평균보수 3.387E-6 .000 .116 1.017 .311

조직 복잡성 조직계층수 .012 .035 .033 .348 .728

조직 공공성 정부의존도 -.001 .002 -.083 -.724 .471

n=134, R=0.428, R2=0.183, 수정된 R2=0.087,  Durbin-Watson=1.899
*** P<0.01, ** P<0.05, * P<0.1

(2) 외부 청렴도

외부청렴도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0.428이고 회귀모델의 윤리적 윤리경영

변화에 대해 18.3%(R2=0.183)를 설명하고 독립변수의 수와 표본의 크기

를 고려하여 수정된 R2=0.087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모델의 설명력

은 약 8.7% 수준임을 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종속변수 중 하나인

외부청렴도의 총 변동량 중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변동량의

비율이 약 8.7%임을 의미함을 볼 때 본 연구의 모델은 적합성이 부족하

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 표 13-1. 외부청렴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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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분석 2.914 14 .208 1.905 .032

잔차 12.999 119 .109

총계 15.912 133

그러나, Durbin-Watson의 수치는 1.899로 2에 가까우므로 독립적이라

볼 수 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통제

변수인 시장형 공기업, 기관나이, 전체 정원 등 3가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는 점과 회귀식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분산분

석의 결과 본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인 F값의 유의확률이 0.032인 것

으로 판단하였을 때 비록 본 모델의 설명력은 작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

한 모형인 것으로 보았다.

< 표 13-2. 외부청렴도에 관한 분산분석 >

본 연구에서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의 회귀계

수를 살펴보면 독립변수로 설정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공기

업·준정부기관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유의하게 추정되고 있지 않다.

독립변수 외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통제변수로는 더

미변수인 법률유형 중 시장형 공기업, 조직 안정성을 나타내는 기관나이

와 전체정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전체 정원은 1%씩 증가할 때 조직 윤리경영 중 하나로 조

작된 외부청렴도 수준은 약 1.943E-5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관나이는 유의수준 0.05에서는 기각되지만 0.1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1단위 증

가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외부청렴도 수준도 0.004만큼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조직 유형을 나눠 더미변수로 활용된

법률 상 조직 유형 중 시장형 공기업은 적어도 다른 모든 조건들이 통제

된 상태에서 다른 법률유형 조직에 비해 외부청렴도 수준이 0.343씩 높

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87 -

본 분석모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베타)를

살펴보면, 먼저 시장형 공기업은 조직 유형을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

으므로 다른 법률유형 조직에 비해 시장형 공기업일수록 정부권장정책

이행율 수준에 0.405의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준

정부기관의 전체 정원은 -0.283의 영향을, 반면에 기관나이는 0.197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을 제외한 본 연구의 나머지 통제변

수들은 분석모델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정

책도구에 의한 조직 유형은 기관의 역할·기능 및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

한 것으로 외부청렴도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갖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2. 가설검정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중간관리자

의 통솔범위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모형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Gulick(1937)의 연구에 따르면 통솔범위는 조직의 중요한 구조적 변수로

서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조직특성에 맞게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에 따르면 통솔범위란 조직의 감독자와 부하직원이 맺고 있는

관계구조이다. 넓은 통솔범위는 관리자가 많은 부하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며 좁은 통솔범위는 관리자가 적은 수의 부하직원들을 관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내에서 개인의 재량권 행사에 관련이 있으며

이는 또한 조직 윤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H. Kojntz & C. O’Donnell(1968)도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부하

직원 개개인의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반면에,

Kaufman (1960)은 통솔범위는 감시·감독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책

임회피(shirking)를 줄이며, 특히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관리자의 통솔범



- 88 -

본 연구의 가설 결과

1-1.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부청렴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외부청렴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지지, ✕기각

위는 책임회피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커진 재량권 행사로 청렴 및 윤리경영 수준이 낮아진다고 말

했다. Hall(1977) 역시 조직 상층부가 대규모 조직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보면서 개인이나 개인집단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업무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대규모 조직에서는 불가피한 위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유형, 기관연령, 조직안정성, 조직복잡성, 조직공공성

등의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중간관

리자의 통솔범위가 조직 윤리경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가설 검증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14-1. 본 연구의 가설지지 결과 >

우선 다중회귀분석에 따라 조직 윤리경영의 가설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모형의 F값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는 내부청렴도

와 외부청렴도이었다. 연구 가설의 내부청렴도는 연구모형의 F값 유의확

률이 0.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모형이자 그 설명력이 1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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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R2=0.140) 으로 적합성을 지닌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P-value가

0.043으로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비표준화계수가 -0.007로 관찰됨에 따라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

체계로서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부(-)의 영향을 받을 것

이라는 Kaufman (1960)과 Robbins(1983), Rainey(1998)의 연구결과와 같

은 방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화, 분권화 등 시장주의적 조직운

영 패러다임인 신공공관리주의가 공공부문에 도입되었을 시 조직 내 청

렴문화나 업무 진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진행에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다. 대부처주의와 같이 작은 정부, 작은 정부의 운

영으로 넓어진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소속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자율성

및 재량권을 주고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도덕적 해이나 윤리적

이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기 쉬운 조직 운영체계 임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에, 외부청렴도는 연구모형의 F값 유의확률이 0.0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모형이나 그 설명력이 8% 수준(수정된 R2=0.087)으로 적합

성이 낮고 P-value가 0.179로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내부청렴도의 가설 검증결과

와 반대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외부청렴도는 금품 향응 등 직간접적

부패 경험 및 인식 정도를 나타낸다. 오히려 직원 개개인에게 재량권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윤리적 부담감이 작

용된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대부처주의가

작용된 우리나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간관리자 통솔범위는 그 정도가

넓어질수록 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나타내는 내부청렴도에는 부

(-)의 영향을 미치고 부패행위의 경험이나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외부청

렴도에 있어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나 부서

내 소속직원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커졌을 경우 업무적

부문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와 안이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으나 외부청렴도인

부패 행위로까지 나아가면 그만큼의 윤리적 부담감과 처벌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작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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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조직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해보고자 하였다. 시장주의적 조직행정 패러다임인 신공공관리론을 적용

해오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부문의 조직이 청렴 윤리적으로 얼마

나 재역할 하고 있는지 최근의 사건 사고들을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직 운영 관리에 있어 신공공관리론은 대부

처주의(작은 정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주의는 정부부

처 뿐 아니라 정책의 실질적 수행자인 공공기관에도 자연스레 적용되었

다. 성과관리제도 및 개방형직위 도입, 절차의 간소화와 분권·자율성 제

고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조직 운영·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팀제, 파트

별 운영보다는 부서 간 통합·운영 및 실제 부임은 하지 않는 임시조직

병행 운영 등 대부처주의를 적용·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 변화하는 데 있어

대부처주의가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체계인 관리자의 통솔범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근에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윤리경영 수준에

연관지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Gulick(1937)에 따르면 관리자의 통솔범위

란 조직의 감독자와 부하직원이 맺고 있는 관계구조로 넓은 통솔범위는

관리자가 많은 부하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통솔

의범위는 그 반대이다. 거느리고 있는 부하직원의 수가 많은 넓은 통솔

의 범위는 아무래도 소속직원 개개인의 재량권 부여가 높아질 것이다.

직원 스스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나 정

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rederickson(1996) & Wamsley et

al.(1992)이 좁은 통솔범위는 그만큼 감시·감독이 면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 91 -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 재량권 행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Kaufman(1960)은 통솔범위는 감시·감독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책

임회피(shirking)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것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중 일정 직원규모 이상의 정원이 확보된 공기

업·준정부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관리자 중 조직의 기능과 역

할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팀장급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그

들의 통솔범위가 조직 전체 윤리경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

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조직 윤리경영 수준은 낮아

진다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

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처주의의 조직 운영체계는 작은 정부, 즉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부하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통솔범위의 확대를 가

져올 것이며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신공공관리주의가 공공기관

의 윤리경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독

립변수로 사용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 이

외에 조직 유형, 조직 안정성, 조직복잡성, 조직 공공성 등을 통제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

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부청렴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

구가설을 지지하였다.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기관의 내부업

무와 조직문화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인사·예산집행 및 업무

추진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

에 대해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부(-)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대부처주의

의 신공공관리론이 작용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 운영·관리체계가

업무효율성 및 성과 제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나 업무와

관련된 조직의 청렴·윤리 수준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말한

다. 이는 Kaufman 등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뿐 아니라 시장주의적 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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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리론이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학계

의 우려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직원들에게 주어진 업무적 재량권은

결국 직원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에 있어 국민의 기대와 관심

이 높아지고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청렴·윤리 수준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 있어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운영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시장주의적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운영은 조

직의 윤리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특성 및

기관별 유형에 따라 적정한 부서의 크기, 통솔의 범위를 구성·운영함으

로써 업무수행에 관련한 직원의 자율·재량권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

하고 관리자의 감시·감독을 병행·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윤리경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은 아니였지만 외부청렴도는 관리자의

통솔범위에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의 입장에서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 직간접적 부패 경험 및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외부청렴도는 업무적 성격이 강한 내부청렴도와는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윤리적 부담감

이라는 개념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러한 직원의 재량권이 부패경험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후의 책임소재와 처벌 등 윤리적인 부담감으로 다

가올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 방지제도나 윤리헌장 공표

등 청렴경영에 매진한 공공기관 운영의 결과물이자 긍정적 외부효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공공부문 뿐 민간영역의 청렴제도 활성

화 정책 근거로 활용하여도 좋을 것이다.

제 2 절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1960년대 초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수행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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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어 1983년까지 건설, 기간, 전략 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강력한 통

제 하에서 설립,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 조직을 정부조직 중 하나로 평가

하는 시각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부재했다.

이후 1983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자율, 윤리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이 규정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제도적 관

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포함되지 않는

각종 산하기관의 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인 경영을 감시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후,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정부의 관리, 감독 범위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116개 조직,

기타공공기관 200개 조직으로 총 316개 조직이 존재한다.

공공기관의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역할 역시 정부의 정

책 집행, 공공서비스 관리 등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

며, 특히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에 관한 실

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계속

적으로 조직 운영과 관리에 있어 윤리경영과 투명성 등을 요구받고, 변

화하는 수요와 가치에 따라 조직의 혁신과 개혁에 대한 요구를 받아오고

있으며 조직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조직 및 인적 관리 부분에서

끊임없이 구조적 개선을 요구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조직 인

력운영 체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진단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효율화 및 그 색깔을 입힌 민영화만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사건 사고들을 통해 온 국민은 공공부문의 윤리경영 수준

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관피아 의식, 정책 책임의 부재 및

천문학적인 부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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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레

정부정책의 실질적 수행 담당자인 공공부문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신공공관리주의에 의해 조직 운영·관리 방법 및 체

계에 있어 영향을 받아왔다. 효율성, 분권화와 절차간소화 등과 같은 시

장주의 운영체계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주의의 조직·인력 운영체계와 관

련한 기본 원리는 대부처주의(mega-department)라고 할 수 있다. 대부

처주의는 작은 정부, 즉 부처의 통합 운영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부처주

의가 정부 정책의 실질적 수행자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관

리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고자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의 변화를 가늠

해 볼 수 있는 표준화되고 조직행정론적 개념이 바로 통솔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통솔의 범위는 관리자가 감시 감독하는 부하직원의 수를 말하

는 데,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관리자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직원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시장주의적 조직행정 패러다임인 신공공관리론을 적용해오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부문의 조직이 청렴 윤리적으로 얼마나 재역

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정

부정책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조직 인력운영 체계가

기관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 윤리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

솔범위와 조직 윤리경영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증명해보고

자 하였다.

분석 결과 2급 상당의 부·팀장급의 통솔범위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투명

성과 공정성을 나타내는 내부청렴도에 있어서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

다.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기관의 내부업무와 조직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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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인사·예산집행 및 업무 추진에 있어 투명

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에 대해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부(-)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대부처주의의 신공공관리론이

작용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 운영·관리체계가 업무효율성 및 성과

제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나 업무와 관련된 조직의 청렴·

윤리 수준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말한다. 이는 Kaufman

등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뿐 아니라 시장주의적 신공공관리론이 공공 부

문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학계의 우려를 방증한다

고 볼 수 있다.

직원들에게 주어진 업무적 재량권은 결국 직원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

정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에 있어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업무 수행 및 조직 운

영에 대한 청렴·윤리 수준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 있어 신공공관리 지

향적 조직운영은 재고의 필요성 및 정합성을 지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차 고려해야 할 사안을 던져주었지만, 부하직원에게 떨어지는 재량권

이 업무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만이 아닌 나태함과 도덕적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Robbins(1983)의 또다른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시장주의적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운영은 조직의 윤리적 경

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특성 및 기관별 유형에

따라 적정한 부서의 크기, 통솔의 범위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업무수행에

관련한 직원의 자율·재량권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관리자의 감

시·감독을 병행·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윤리경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은 아니였지만 외부청렴도는 관리자의

통솔범위에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간접적 부패 경험

및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외부청렴도는 업무적 성격이 강한 내부청렴

도와는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부처주의의

신공공관리론은 직원의 의사결정 및 재량권을 넓혀주는 작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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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직원의 재량권이 부패경험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후

의 책임소재와 처벌 등 윤리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 방지제도나 윤리헌장 공표 등 청렴경영

에 매진한 공공기관 운영의 결과물이자 긍정적 외부효과로도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의 경우 조직 집권화 수준이 민간조직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조직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진단되는 현상

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준정부조직이기는 하나 사실상 정부 조직

중 하나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하며 실제로도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정

부 조직의 구조적 형태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상

대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조직의 크기를 줄이고, 조직 내부의 참여와

민주성, 대응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권화, 좁은 통솔의범위 등에 대

한 요청은 합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요청들을 실제로

구현할 때 공공기관의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유형에 따른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적 책임이 정부조직보다 낮지만 정부가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정부에 재정을 의존하는 공공기관과 같은 조직들의 경우 통

제와 감독, 규제 등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 수준이 다양하며 그로 인해

조직 구조가 다차원적이다. 구조가 다차원적임에 따라 공공조직의 관리

방식 역시 다차원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조직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무시한 일률적인 조직 개혁의 요구는 조직 적합성을 해칠 수 있

는 문제를 낳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조직 내부의 관리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다음은 본 연구의 한계로서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조직에 대한 선행연구

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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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주요한 전략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1980년대 이후 점차 조직

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해왔다. 2007년에는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

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 개편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2015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은 30개, 준정부기관은 86개, 기

타공공기관은 200개에 이른다. 약 50년 전 과거와 비교해 우리나라 공공

부문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직 구조 및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는

본 연구가 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하는지와 같은 매우 기

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공공기관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 등의 어

려움을 가져왔다. 우선 어디까지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준정부조직으로서 개념이나 범위, 목표의 불

분명함 등으로 연구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을 연구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된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본 연구

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이 법률상으로는 공공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공

기업 및 준정부기관과는 상이한 조직 목적과 기능을 지니는 조직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관리로부터 제외되어 해당 주무부처의 감사를 통

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동질성 유지를 위하

여 본 연구에 포함시켜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은 2015

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316개 조직 중 절반 이상의 200개 조

직을 차지하고 있음을 통해 볼 때, 연구 대상 범위에 기타공공기관을 포

함시키는가의 여부는 연구 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

며 이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변수 조작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판단, 즉 자의성이 개입되었다는

점이다. 종속변수인 조직의 윤리경영은 이종수 외(2004), Hoek et.

al.(2005), 권오성 외(2009) 연구를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를 업무적 윤리

경영과 윤리적 윤리경영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행하였다. 자의성이 존재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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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리자의 통솔범위에 있어서도 임원-본부장-실장-부장-차장-과장-대

리-주임 등 여러 조직계층이 존재함에도 기관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계

층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부장급의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로만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이에 대한 보완방법

으로 조직복잡성(조직계층)을 통제범위로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자와 이

같이 일률적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에 있어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에 있어서 정책 수단에 따른 조직 유형을 구분할 때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ood(1983)의

정책도구 모형을 통해 각 조직이 사용하는 정책 수단에 따라 조직을 규

제기관, 생산기관, 이윤배포기관, 정보배포기관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알리오 시스템상에 공시된 조직 설립 목적, 조직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여 각 조직이 가장 크게 다루는 정책수단을 연구자가 판단하여 이

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추후에 객관적 기준을 통한 조직

유형 구분을 실시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설계에 있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모두 고

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조직 윤리경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를

독립변수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서 조직 유형, 조직 안정성,

조직 복잡성, 조직 공공성 등을 통제하고자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 조직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장 리더십, 업무환경, 업무 이해관

계자 등의 변수를 모형에서 고려하여 통제하지는 못하였으며, 또한 각

공공기관이 고유하게 가지는 조직 특성 요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그러나 2010년부터 2013년이라는 짧은 관찰 기간을 대상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계열적 분석이 아닌 종속변수와 독립, 통제

변수 데이터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만 각각 별도의 기관

으로 가정하여 관찰하였다는 점을 한계로 작용하면서, 각 공공기관의 고

유한 특성을 완벽하게 통제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관찰 기

간을 늘리고 관찰에서 제외 즉, 이탈되는 조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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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완한다면 추후에 안정된 패널 분석을 통하여 모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성 변수들을 통제해볼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가 관찰되었

다. 예를 들어, 업무적 윤리경영의 고객만족도가 그러하다. 이는 설명력

정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또 다른 모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나 변수의 의미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도 추후의 연구자들에게 남기는 숙제이다. 물론 신공공관리 지향적 개혁

하에서 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졌던 다양한 개혁정책 하에서도 공공

부문 조직구성원들에게는 윤리적 부담감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혁체

계와 윤리적 부담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리적 부

담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경험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

가 있으며, 오히려 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

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공공

관리론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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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Korean government and its relevant institutions had shown

when they were faced to deal with a series of recent incidents was

disappointing enough to make Koreans distrust their government. The

distrust of public sector might lead people to a serious doubt about

whether public policies are established and executed transparently and

fairly. Therefore, the importance of ethical management is being more

emphasized than before. Also, the role of public enterprises that run

the governmental policy in these circumstances is substantially

important. This study began with the necessity that the et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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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should be examined in today’s

situation.

Public enterprises in Korea have been affected by an administrative

theory of “ new public management” as well as other global trends.

New public management is an administrative theory based on the

free market ideology which includes such concepts as

performance-based system, efficient management, decentralization and

open position system. When it comes to the organizational system, it

pursues small government. This also applies to other public sector’s

operations as well.

In this study, “span of control” was used as an indicator for the

change in an organizational system due to the new public

management. Span of control indicates the number of employees of

whom a manager is in charge, which has been widened as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has spread.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new public management on ethical

management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an of

control in an organization and its ethical level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restricted to government entities and

public enterprises having more than 50 employees to ensure a certain

level of “span of control”. In order to determine a public enterprise’s

ethical management level, public sector integrity score(both internal

score and external score) evaluat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as us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wider the span of control in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s is, the lower the internal integrity

score is. This was also prov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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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bigger the number of employees supervised by an

administrator is, the wider the range of discretion of employees is. In

other words, the increase in number of employees per a supervisor

negatively affected the employees to carry out their work in a

transparent and fair way. Therefore, it needs to be reconsidered

whether the methods and directions that the new public management

has provided is still effective in today’s circumstances where ethical

management is demanded as an essential factor especially for the

public sector.

keywords : Ethical Management, Span of Control, New Public

Management, Public Enterprises

Student Number : 2014-2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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