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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 통솔의 범위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자 하는 것이다. Gulick(1937)은 그의 이론인 ‘Notes on the theory of

organization'에서 조직의 통솔의 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주장하였다. 통솔의

범위는 조직의 규모, 나이, 다양성에 따라 달라지며 적정한 통솔의 범위에 대

한 관리는 조직의 성과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Meier & Bohte(2003)는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2단계로 통솔

의 범위를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통솔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통솔의 범위가 커질수록 학생들의 성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통솔의 범위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통솔의 범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선택하

였다. 공공기관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공

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공공기

관의 정상화, 효율화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반드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성장요소라는 관점에서도 공공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

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

구결과 고전이론과 선행연구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통솔의 범위와 조직성과(부가가치, 경영평가결과)에 대

한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로 조직성과인 부가가

치, 경영평가결과를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 CEO-임원 통솔의 범위, 임원-

관리자의 통솔의 범위,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의 범위 이렇게 세 가지로 구



분하였고, 기관의 정책적 유형, 법률적 유형, 나이, 인원, 평균보수, 평균근속연

수, 매출을 성과에 대한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

적으로 통솔의 범위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가설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선형관계만을 이루지는 않을 거라는 추정으로 통솔의 범위에 대한

이차항을 구하여 최적의 통솔의 범위까지 도출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공공기관에서의 부가가치에 대한 통솔의 범위의 영향은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통솔의 범위가 커질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도 모두 채택되었다. 또한 추가 연구로 최적의 통솔의 범위를 찾아

본 결과 CEO 통솔의 범위, 임원의 통솔의 범위의 최적 값의 근사치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임원의 통솔의 범위에 대해

서만 유의미한 값이 나왔으며, 이마저도 통솔의 범위가 커질수록 경영평가 결

과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가설이 기각되었다.

둘째, 공기업에서 부가가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공공기관과 마찬

가지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통솔의 범위가 커질수록 부가가

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모두 채택되었다. 또한 최적의 통

솔의 범위를 찾는 분석에서는 관리자 통솔의 범위의 최적 값의 근사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CEO의 통솔

의 범위와 임원의 통솔의 범위에 대해서 유의미한 값이 나왔으며, CEO

의 통솔의 범위에서 가설을 지지하는 반면, 임원의 통솔에서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리고 CEO의 통솔의 범위에 대한 이차항 값도 유의미하게

도출되어 최적 값의 근사치를 구할 수 있었다.

셋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의 부가가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또한 통솔의 범위가 커질수록 부가가치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모든 채택되었다. 하지만 최적의 통

솔의 범위 값을 추정하기 위한 이차항에 대한 분석결과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은 모형적합성 자체

가 유의미하지 않게 도출되었으며 해당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 한 결과 부가가치는 Gulick(1937)과

Meier & Bothe(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경영평가 결과는 유의미한 결과 중에서도 가설과는 반대되는 값이

나타났었고 가설채택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선행연구에서의 조직성과

나 효율성 개념과는 다른 개념적 접근이 필요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결

과적으로 본 연구는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 통솔

의 범위에 대한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통솔의 범위, 경영성과,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학 번 : 2014-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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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통솔의 범위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해 보고자 한다.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이 수없이 많이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통솔의 범위

와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실적이다. 하지만 해외문헌을 보면 통솔의 범

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Woodward(1980)와 Meier &

Bothe(2001, 2003)의 연구에서 이것이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솔의 범위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직의 성과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는 개념(Gulick, 1937)을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것이다.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조직을 확대하는데 있어 어떤 업무특성

을 갖는 조직에서 한 명의 관리자가 얼마나 많은 하위 구성원들을 통솔

하는 것이 조직운영이나 성과에 적절한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경우 기존의 경험을 반영하거나 조직운영을 통하여 적절한 범위를 찾아

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나 이론적 지식의 미흡 때문

에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거나 보이지 않는 비효율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작게는 한 기업의 비효율을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크게는

보이지 않는 국가적으로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효율성의 타파라는 정책적

입장 비추어 보았을 때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준정부조직의 운영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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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에서 통솔의 범위와 관련된 연구(천오벳, 2009)에서는 준정

부기관의 조직특성요인이 통솔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통솔의 범위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통솔의 범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이어가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 조직은 공공기관이다. 준정부조직의 한 형태로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통칭하고 있

다. 준정부조직이란 정부와 민간 조직의 중간 형태를 지니고 있는 조직

으로 중간영역, 제 3정부, 공사 혼합 영역 등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불러

지고 있다.(임학순, 1993; 조성봉,2000; 김준기;2001, 2002) 특히 신자유주

의와 신공공관리의 대두로 인하여 준정부기관은 이전과 달리 상당부분의

정부 역할을 떠맡음과 동시에 민간기업과 같은 효율성 및 성과창출을 요

구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자체 노력은 물론 외부에서도

이러한 조직의 효과적 운영 및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준정부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기업의 역할에 따라 공공성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성

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관한법률」(2007 제정)에 공공기관의 분류를 공기업(시장형, 준시

장형), 준공공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준정부기관의 이러한 특성 중 수입은 공적재정을 통해서

얻는다는 점이 민간조직과의 큰 차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준정부조직

의 특성은 방만, 비효율,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상

화’라는 주제로 방만 경영, 비윤리적 행태 기업운영 등을 해결하기 위하

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개혁을 이끌고 있다.

현 정부가 이끌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혁과 관련하여 주요 과제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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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가 있다. 공기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효율성,

효과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하는 측면에서 성과평가의 부적합성을 논

의하는 사례도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의 부재 또한 현 평가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평가제도 상의

성과 중 실질적 가치로 평가되어질 수 있는 부분과, 정량적 정성적 가치

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영평가결과를 통솔의 범위와 연계하고자 한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종결과는 매우 다양한 지표들의 합산

과 지표들의 중요성도 정부의 정책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보

이는 바,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아울러 경영평가

의 결과가 조직의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였다.

조직의 통솔의 범위에 관한 연구는 준 정부기관의 관리체계, 관리전략

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의 통솔의 범위에 따른 해당기관의

성과와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솔의

범위와 관련된 조직성과와의 연계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는 Meier &

Bothe(2003) “Span of Control and Public Organizations”에서 통솔의 범

위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등 여러 사례

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선행사례가 없어 보다 연구의 결과가 기대된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는 공공조직의 통솔의 범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변화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는 전략 중 하나를 제안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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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통솔의 범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대상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301개의 대상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으

로 분류된 184개의 조직을 제외한 117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

으로 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준 정

부조직을 3개 유형 5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유지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로 보았을 때 이러한 구분은 정부의 정책

이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표 1>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유형 분류기준

공기업
(상업성>공공성) 자체수입/총수입 ≥ 50%

- 시장형 자체수입/총수입 ≥ 85% & 자산 2조원 이상

- 준시장형 나머지 공기업

준 정부기관
(상업성<공공성)

자체수입/총수입 < 50%

- 기금관리형 중앙정부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 위탁집행형 나머지 정부산하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공공기관은 3가지 유형으로 먼저 나누어지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

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

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

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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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85%) 이상인 공기업을 뜻하며, 준

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뜻한다.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

기관을 가리키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위탁집행

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

수력원자력 등 총 11개의 기관이 있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한국도로공

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등 16개 기관이 있다. 준정부기관 중 기금

관리형으로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7개 기

관이 있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대한지적공사, 국민건강보험공

단, 한국거래소 등 70개의 기관이 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

공기관으로 88관광개발, 국방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병원 등 184개의 기

관이 있다. 이 공공기관들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어 준정부조직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117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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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의 분류

시장형

공기업

(11)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

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

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

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

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

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금관리형

(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무원연금

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

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4),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

경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

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7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

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

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

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

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

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공원관리

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

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

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예

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소비자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

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기상산업진

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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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준 정부조직의 통솔의 범위가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조직의 통솔의 범위는 조직관리의 효율성

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이며, 조직 내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인간관계론을 보여주는 변수이다(Meier & Bothe, 2003). 이 이론에 따르

면 공공기관의 통솔의 범위가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조직의 구조 및 조직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준정부조직의 조직유형을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그 특성을 파악함으로서 일반 민간기업이나 정부기관과는 또 다

른 개념의 조직에서 통솔의 범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은 정부와 같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중간 개념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이 양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특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용 중 객관적(정량적) 내용을 하나의 성과로 삼고

또한 정량적 결과를 포함한 평가지표를 또 다른 경영성과로 두고자 한

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 중 부가가치를 하나의

성과지표로 그리고 공공성의 개념에서 경영평가결과점수를 또 하나의 성

과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이 종속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통솔의 범위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조직의 통솔의 범위에 관한 연구는 Gulick(1937)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Gulick은 조직의 기능의 다양성, 시간적 요소, 공간적 요소가 통솔의 범

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최고운영자(CEO)의 의지에 의해서



- 8 -

도 통솔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조직의 개념보다는 개인의 인위적 성향이 개입되는 사항이므로 본 연구

의 통솔의 범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대상 공공기관의

통솔의 범위를 두고, 종속변수로 경영 성과 변수(부가가치, 경영평가결

과)의 인과관계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독립변수 이외에 성과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기관유형(정책적 유형-4가지, 법적 유형-3가지),

기관 나이, 매출, 인원, 평균보수, 평균근속연수, 연도를 통제변수로 두어

통솔의 범위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특징은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 조직 구조적 측

면에서 통솔이라는 늘 접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지

못했던 변수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보는데 있다. 해외에서는 국가와 기

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통솔의 범위에 대한 가시적인 연구결과가 나와 있

으나 한국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통솔의 범위가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조

직 구조적 측면에서의 성과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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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공공기관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공공기관에 관한 정의

공공기관이란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정부나 시장에 속하지 않

는 조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각 나라별로 사용

하는 용어나 기준이 조금씩 달라 이를 일관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나라마다 공공기관을 다루는 법률이 따로 존재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재정을 소비하지만,

정부로 부터 독립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보다 자율성

을 갖고 있는 조직’을 공공기관이라 말할 수 있다.(Finders&Smith,

1999). 이러한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은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과 같이 국민

에 대한 직접적인 민주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역할과

기능면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을 대신하는 ‘공공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발전국가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국면에서 공공기관의 역

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책 시행 초기에는 특히 공기

업적 측면에서 부족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으로 인하여 국가가 공기

업을 설립하여 민간에 분할하면서 성장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후 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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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실업율이 높거나 산업생산성의 측면에서 문제 발

생 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은 취업장려, 중소기업성장협력 협조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실질적 집행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현상은 반대급

부로 공공기관 개별로 볼 때 성장에 있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현실적 측면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정책 집

행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기능을 분담하여 정책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

는 비효율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정

부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2.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은 과거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오던 시기를 지나 인구

의 고령화, 산업발전의 정체, 국가재정의 감소 등의 이유로 정부규모를

축소하자는 측면이 배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효율성을 추구하면

서도 국민들의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생산하도록 조직을 관리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전에 정부가 직접

맡았던 많은 일들이 공공기관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운영형태는 공공서비스에 시장주의가 확산되면서 대리정부(proxy

government), 그림자국가(shadow state)라고도 불리게 되었다.(Wolch,

1990) 준정부조직의 성장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

게 만들게 되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잠재적 위험을 키우게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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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중요시 하는 입장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조직체계를 비판하게 되며, 시장중심의 패러다임과 효과를 중요시하는

입장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더욱 더 이익창출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염려하는 측면에서는 일반국민이 주인으로

서 국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 없으며, 성과 측면에서도 민주적 책임성을 보장

할 수 없다. 또한 운영에서 일정부분 자율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즉, 공

공기관의 재정 공급은 정부가 수행하나, 정부조직 같이 민주적 책임성은

약하기 때문에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점

은 공공기관이 정부에 비해 활동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큰 정부를

유지하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Light, 1999)

이와는 반대로, 신공공관리(NPM)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필요성과 역

할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편에서는 기존의 정부기관이 많은 Red-tape1)으

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공공기

관의 자율성은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요인으로 보

고 있다. 공공기관의 민주적 책임성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는 것

이 아니라 내부 및 외부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나 이사회 등을 통해 책임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점인 조직의 유연성과 책임성

1) 관료제적 형식주의는 관료제의 병리현상 중 하나이다. 즉, 관료제에 있어서

는 모든 사무의 처리가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요

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지나친 형

식주의는 사무처리의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많으므로 사무처리가 지연되

어 행정수요의 원활화에 저해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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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적 측면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신공공관리(NPM)는 효율적인 공

공서비스를 위해 공공기관이 목표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적 측면

에서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

적 관점은 권한위임, 재량과 분권화 등을 강조하면서 “관리 가능한 권리

(right to manage)”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관리상의 자율성

을 부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3. 뉴거버넌스이론

뉴거버넌스 이론은 신공공관리론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한 최신 이론으

로 아직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도출된 정의는 없다. 그러나, 정정길(2010)

은 거버넌스의 개념을 가장 넓은 의미로 국가 통치행위를 뜻하는 거버넌

스, 그 다음 넓은 의미로 뉴거버넌스인 신공공관리, 그리고 좁은 의미의

뉴거버넌스인 서비스 연결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좁은 의미의 뉴거

버넌스 개념을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정정길, 2010). 1990년

대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좁은 의미의 뉴거버넌스는 공공서비

스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어 서비스 네트워크의 활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좁

은 의미의 뉴거버넌스론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공공서

비스의 공급은 정부기관만 뿐만 아니라 많은 비정부기관들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주의에 의해 민간위탁·민영화 등이 전반적으

로 추진되고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성장으로 인해 비정부 조직들이

대거 나타나면서 연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둘째, 정부기관과

비정부 조직 간에 자율적이며, 계층적 구분이 없고 다중심적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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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축된다. 이것이 뉴거버넌스론의 핵심 요소이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수많은 조직이나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맺게

되는 상호 연결 관계를 말한다. 셋째, 네트워크의 구성 조직들은 서로 신

뢰를 기반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네트워크상의 구성원들이 상대방을

신뢰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좀 더 많은 혜택을 같이 얻을

수 있기를 상대방도 바랄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상대방의 배려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네트워크 활동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 세 번째 요소이다. 따라서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라는 관

리기구와 협력 체제라는 작동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뉴거버넌스론 하에서

는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관계가 강조되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수

익성 중 공공성이 더 강조되거나, 혹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추

가가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주인-대리인 이론

대리인문제는 대리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일에 대해 주인

은 대리인에게 재량과 보상을 제공하고 대리인은 주인에게 이익이 돌아

가도록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주인-대리인 상황에서 야기된다. 즉, 주

인-대리인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태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때 발생하며, 그 유형은 크게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과 대리인이 주인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hidden-knowledge) 나타나는 역선택

(adverse selection) 현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리인 이론은 제한된 여

건 하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보상을 추구하는 대리인에게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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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유인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양자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설명

하는 이론이다. 주인이 추구하는 목적은 주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인이 대리인

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할 수 없다는 제약조적은 모든 주인에게 동일하

게 적용된다. 따라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를 원한다면 보상구조를 적절하게 설계하여 열심히 일했을 때의 보상이

그렇지 않을 때의 보상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김준기, 2006).

이러한 대리인 이론을 공공기관에 적용시켜보면 일반 민간기업이나 행

정조직에서의 주인-대리인 관계(국가의 국민이 주인, 행정조직이 대리

인)가 성립함과 동시에 행정조직이 주인이 되고 공적인 목표를 부여받은

공기업이 또 하나의 대리인이 되는 복주인 복대리인 관계가 성립한다.

즉, 소유의 궁극적인 주체인 주인은 국민이, 감시는 국민의 대리인인 행

정조직이, 경영은 행정조직의 대리인인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각 주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상충하는 것과 목표가 불명확하

다는 것이 공기업 운영의 핵심 문제이다. 이로 인하여 시장이나 정부조

직에 비하여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역선택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객관적으로 측

정하기 어려워 감시와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동기구조의 설계가 필요한

데, 사실 이 또한 공공기관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 이유

로 첫째,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공기업 운영자의 재산가치 증식

및 관리의 유인은 사기업보다 적으며 유인동기로서 제공될 수 있는 재산

권이나 보상 또한 제약적이다. 둘째, 사기업의 경우 기업 파산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것이 경영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공기업은 자연 독점 사업이나 규모의 경제가 큰 사업, 법에 의해 보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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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 등 경쟁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에서 퇴출당

할 위험이 적다. 나아가 자본이 정부 예산에서 배정되기 때문에(연성예

산제약)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할 유인 또한 적다. 셋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성과측정과 평가가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기

업 운영의 목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

다고 해도 시장에 비슷한 재화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그리고 공기업은 경제적 실

체보다 정치적 실체로서 운영되므로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이 존재한

다.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은 정부에 의한 임명직 경영인에 의해 운영되며

이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곽채기, 2002). 그러므로 주인으로 기능하는 국민 중 일부가 자신의 이

익을 표출하여 공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주인이자 대리인으로 기

능하는 행정 관료가 정치적 목표를 추구할 경우 또한, 경제적으로는 비

효율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인 상황에 처할 경우 공기업의 운영이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때문에 경제적 필요성이 우선하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대리인 문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1984년 이래 한국정부는 점진적 공기업

개혁 수단을 적용하였으나 개혁의 결과는 미미하였으며, 1997년 외환위

기를 기점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다수의 공기업을 민영화(KT,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민영화

를 통하여 풀기도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공기업의 대리인에게 체계적인

내·외부적 경영환경이 유사하게 적용되면 공기업들은 민간기업들만큼 효

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Galal and Shirley, 1994)이고, Vickers와

Yarrow(1988)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경쟁과 효율적 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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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소유

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기업과 비슷한 경영환경을 갖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장기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정부의 기회주의적 개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

태에서 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이다.

5. 관청형성 모형

Dunleavy(1991)가 제시한 관청형성모형에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관료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Dunleavy는 정부조직

들의 수행기능을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

을 내부 사용 예산과 외부 지출 예산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수행기능

분류와 예산 분류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정부조직의 정책결정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가급적 줄이면서, 통제권한을 늘이고 유지하기 위

해서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집행을 수행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

해 정부를 대신해 목적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Niskanen(1971) 또한 개인의 효율성 극대화를 가정하며, 정부가 관료적

목적을 이행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수단으로서의 준정부조직

을 의도적인 선호를 보여준다. 이처럼 준정부조직은 정치적 생명이 길지

않은 정부의 선호를 제도화 하거나, 정부의 관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정치화(depoliticization)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정부가 비인기 정책

이나 찬반이 극도로 구분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러한 정책을 준정

부조직을 통해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어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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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및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6. 상황이론

상황이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준

정부조직의 성장은 필수적 상황이라 보고 있다.(worthy, 1950). 즉, 점점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행정수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조

직과는 다른 유연한 조직이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에 따라 준정부조직의

유형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더욱 복잡 다양화 되어지는 것이

다. Moe(2001) 역시 정부가 준정부조직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작은 정부의 모순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즉, 늘어나

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면서 작은 정부를 유지하려면 정부는 정부조직의

통제보다는 더 자유로운 준정부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7. 목표모호성

Rainey(1993)는 공공조직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목표모호성(Goal

ambiguity)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부재, 시장가격으로 가치 측정

이 곤란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등은 민간기업과 같이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나타내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성의 가치에 기

반을 둔 정직성, 책임성, 개방성, 공정성 등이 경제적 효율성 지표와 동

시에 공공조직의 성과로 관리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여러 개의 개념이

동시에 목표로 산정되며, 이로 인해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치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목표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은 정량적으로 측정기 곤란한 성과지표를 만들어 냄으로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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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성과를 측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모호한 평가지표를 산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외부 통제가 모호하고 불확실 할수록 공공조직은 결과물보

다는 과정을 통제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즉, 공공조직은 결과

에 대한 통제가 아닌 생산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수많은 규정을 만들고,

각 과정마다 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는 조직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결국 견고한 수직적 계층을 만들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집권

적인 규율을 가지고 있는 견고한 조직체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Chun & Rainey(2005)는 공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우선

순위 모호성’이라는 목표모호성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순위 모

호성이란, 조직의 목표 하부에 여러 가지 다른 개념의 가치들을 넣음으

로써 하위직원들이 달성해야하는 목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정도

를 의미한다. 준정부조직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중간개념으로 자리잡

고 있는 만큼 시장적 효율성과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해야하는 목표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순위 모호성이 많은 조직일수

록 그 조직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보다 많은 내부 규정을

만들게 되며, 이는 결국 집권화된 경향을 가진 조직을 만들게 된다.

제2절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1. 조직성과의 의의

공공기관의 기관평가는 조직혁신과 관리개선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관리감독 및 통제, 사업 및 조직운영평가 등을 통한 책임성

(accountability)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Ammons, 1995), 책임성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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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2)

조직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정책목표나 평가대상 등을 고려

할 때 공공기관의 운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

다. 공공기관 평가는 사업성과와 조직·인사·재무관리 효율성 등의 기관역

량을 핵심 평가영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조직성과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의 개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이를 조직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 개념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 조직적, 환경적 차원 등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진(2003)은 조직효과성은 사후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

면서도 사전적·과정적 의미가 내포된 개념이지만 조직성과는 전적으로

결과론적 특성만을 가지므로 양자는 구분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반

적으로 조직성과와 조직효과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

한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Hannan & Freeman,

1976).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조직성과와 조직효과성의 개념을 명확

히 구분하지 않으며(윤정구·임준철, 1998, 오일영·신승호·김현석, 1999, 오

을임·김구·배용태, 2002, Georgopoulos & Tannenbaum, 1957), 두 가지

용어를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대신 개념의 명확한 정의를 시도하거나 이

에 대한 측정변수의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운섭(1999)은 조직성과의 개념은 1950년대에는 조직목표의 달성 정

도로 관리되었으나 이후 조직성과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2) 공공조직에서 조직성과는 정의하거나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조직에 있어 책임성의 요체는

조직의 사명이나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와 관련되

어 있다는 점에서 조직성과는 한 조직의 책임성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박석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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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서 이에 대한 개념정의가 매우 다차원적이고 복잡·다양하게 만들

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조직성과 또는 조직효과성의 개념

을 연구하는 경우 아래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Steers, 1975).

첫째, 조직성과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 기준변수를 찾기 어렵

다. Campbell(1978)이 선행연구들을 연구하여 30개의 조직효과성 지표를

제시하였지만,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들에 있어 생산성, 직무만족, 적응성,

신축성 등을 제외하면 공통된 변수를 찾기 어려웠다. 둘째, 대부분의 경

우 성과지표들이 과도하게 좁은 개념이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포괄적이

어서 제대로 된 조직성과를 나타내는 게 힘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조직성과를 나타내기위해 이를 위한 선행변수들이 조직성과를 나

타내는 변수 자체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직성과를 조직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의미하는 조직생산성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역량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박석희, 2007). 따라서 위와 같은 개념으로 조직성과는 크게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관련된 조직역량과 조직산출물의 효율성과 관련된 조직생산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Ingraham & Donahue, 2000).

2. 조직성과의 유형

1) 조직역량

조직역량(organizational competence)이란 Selznick(1952)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로 조직성과 달성에 요구되는 조직의 기반 능력

(capabilities)이나 특성(characteristics)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발

전하였다. 조직역량은 또한 대내외 환경과 우호적인 자원의 흐름을 유지

함으로써 얻어지는 조직의 중장기적 생존과 성장을 위한 잠재적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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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에서 조직역량을 조직효과성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Reimann,

1982). 조직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는데(Miles et. al.,

1974) 이에 따라 유사한 환경에 노출된 조직 사이에도 조직역량의 차이

가 나타날 수 있으며(Snow & Lawrence, 1980),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

직생산성 혹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조직역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조직에서의 조직역량에

관한 관심은 비교적 뒤늦게 나타났다(김병국·권오철, 1999). 즉 공공부문

에서 조직성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요한 결정적

요인으로서 조직역량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관평가에 있어

서도 평가의 중요항목으로 조직역량과 관련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사

례로 김병국·권오철(1999)는 역량을 개인이나 조직의 현재 및 미래활동

을 가능하게 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조직구성원, 조직구조, 조직문화 영역으로 구분하

여 연구하였다.

즉, 조직역량이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제반능력

으로 정의된다(Reimann, 1982, Snow & Lawrence, 1980, 이장호, 1999,

조남신, 2003, Hart, 1992). 이와 같은 조직역량의 정의는 조직운영의 효

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역량은 조직관리, 인사관

리, 재무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능·인력·기

구와 같은 구조적 특성은 물론 구성원의 가치나 태도와 같은 행태특성이

조직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직운영의 효율화는 조직

역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박석희, 2007).

2) 조직생산성

조직생산성(organizational productivity)은 일반적으로 조직 활동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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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서 나타나는 조직목표 달성도로서 조직외부 차원의 조직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조직성과나 조직효과성 등의 용어들과 혼용되기도 한다.

Van de Ven(1976)은 조직성과를 조직의 효율성(투입비용 대비 산출효

과), 생산성(조직의 목표달성도), 구성원의 행태특성(직무만족도, 조직몰

입도, 이직의도 등)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조직성과는 매

우 다차원적 구성(multidimensional construct)이며 특히 조직생산성은

조직산출성과와 연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직효과성, 조직생산성, 조직성과에 관한 정의

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Venkatraman & Ramanujam(1986)은

기업성과를 재무적성과(financial performance), 사업성과(business

performance), 조직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Campbell(1978)은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위한 변수로 총체적 효과

성, 생산성, 성장률, 효율, 사고율, 근태비율, 이직률, 직무만족, 사기, 조

직몰입, 갈등, 응집도, 인적자원가치, 참여 등 30개의 변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조직생산성은 조직의 목표달성과 같은

조직의 산출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포함된 개념이라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직생산성은 다양한 조직성과의 차원들 중에서

산출성과 효율성이 복합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박석희, 2007). 하지만

공공조직이 지닌 가치의 다양성이나 조직목표의 모호성 등을 고려할 때

조직생산성은 재무적 성과는 물론 비계량적 성과를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조직생산성을 몇 가지 변수로만 측정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이윤추구개념의 기업성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정책목적의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사유로 박석희(2007)는 공기업의 조직생산성을 수익성은 물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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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율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조직산

출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공기업의 수익성과 요소생산성 등

을 통해 분석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재무적 관점에서의 수익성지표와

생산성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3) 조직성과의 영향요인

공기업의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직

성과에 대한 여려 관련 요인들에 대한 영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Van de Ven(1976)과 Campbell(1978)의 연구 이후 조직성과의 개념과 유

형, 측정방법 그리고 영향요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정리해보

면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조직의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 혁신적

학습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Damanpour, 1991,

Robins, 1995, Rogers, Robins, 1996, 김성국 외, 1998, 박광량, 1993, 이

종수, 2004).

과거에는 조직이 처한 구조적요인이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성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학습을 통한 혁신역량 등의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조

직의 구조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은 물론 혁신적 학습요인 역시 조직성

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준정부조직

의 성과관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조직혁신요인의 중요성이 조직성과에

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Robertson, Roberts & Porras, 1993)

하지만 조직의 구조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 또한 여전히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이들은 조직의 혁신노력을 통한 조직성과

향상에 조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과평가 시 이

러한 조절요인들의 통제를 통하여 준정부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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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박석희, 2007)

첫째,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강조한 연구들

은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규모나 자원, 조직전략 등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이종수, 2004). Davis & Salasin(1983)은 역량(ability), 정보(ideas),

시기(timing), 책임성(Obligation), 상황(circumstances), 저항(resistance),

가치(values) 등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 내부역량이 조직성과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조직전략을 강조

한 연구로 Snow & Lawrence(1980)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가형, 방

어자형, 개척가형, 반응가형의 4가지 조직전략유형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의 하였다. Hart(1992) 역시 조직전략유형을 5가지로

구분한 뒤 합리적, 상징적, 상호적 전략유형이 자발적, 명령적, 전략유형

보다 높은 조직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조직성과에 대한 환경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주

로 조직을 둘러싼 정치적, 행정적 환경 요인이나 사회적, 경제적 환경 등

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인구규모나 성장률, 경제성

장률 등 계량화가 가능한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Pollitt & Bourkaert(2000)는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동력, 정치체제, 행정체제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으며, Cooper(1984)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직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조직이 속한 산업 내부의 경쟁강도가 조직성과에 가장 중

요한 영향요인임을 강조하였고, Aiken & Alford(1970)는 환경의 변화속

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조직학습과 같은 혁신요인이 구조적 특성이나 환경요인보다 조

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내용이다. 개인적 또는 조직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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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 동태적인 혁신노력이 조직의 혁신성을 증가시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인적 요인이 강조되는데,

Lawrence(1981)는 학습적응모형(Adaptation by Learning)을 통해 조직

전략에 따른 학습과정의 차이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

다. 또한 Argyris & Schon(1996)은 조직은 학습과정을 통하여 성과를

개선하고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즉 조직학습으로 이루어진 혁신과 이로

인하여 개선된 성과는 선순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지속적으로 조직성

과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3절 조직의 통솔의 범위에 관한 연구

1. 통솔의 범위의 개념

Luther Gulick(1937)은 그의 논문 ‘Notes on the theory of

organization’에서 통솔의 범위란 조직의 관리자와 하위직원이 맺고 있는

관계의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넓은 통솔의 범위라는 것은 관리자가

많은 부하직원들을 통솔하고 있다는 것이며, 좁은 통솔의 범위를 갖는다

는 것은 관리자가 적은 수의 부하직원을 통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통솔의 범위는 조직의 중요한 구조변수로서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조직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왜 조직은 이러한 통솔의 범위를 갖게 되는가? 이는 마치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피아노 건반의 개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아

노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조직에서도 이러한 인간 본성의 한계로

인하여 제한된 범위까지 통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솔의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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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지식의 한계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솔의 한계는 또한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어떤 기업의 최고경영자라 하더라도 단지 몇 명의 사람들만 직접

적 관리할 수 있으며, 그 다음은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

계의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 조직의 제일 아랫단계의

구성원들에게 그 통솔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통솔의 범위의 한계에 따라 모든 인간 조직에 적용되는 이러한 조건은

일의 종류나 조직의 크기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일

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며 측정가능하고 동일 종류의 형태라면 관리자

한 사람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통솔 할 수 있을 것이고, 일의 특성이 여

러 방면으로 분화되어 있고, 질적이며 근로자들이 일하는 장소가 흩어져

있는 특성을 보일 경우 관리자는 단지 소수의 인원을 통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 분산, 측정 불가성은 조직의 최상층에서 보다 분

명해진다. 즉, 통솔의 범위에 따른 이러한 한계들은 조직의 최상층인 최

고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명확해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의 임원

이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하위직원의 수를 결정

하는 것은 보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험적 측면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통솔의 범위는 조직의 연구에 있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제

공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 있다. 첫째, 조직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

직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Alchian and Demsetz, 1972, Fama, 1980, Williamson, 1975). 조직의 통

솔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조직의 구조계층(levels)은 달라

지게 되는데 이 계층이 많아질수록 조직의 의사결정 시 거래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되므로 조직의 통솔의 범위는 조직의 경제적 비용과 직·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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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조직의 통솔의 범위가 조직 내

인간 관계론을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McGregor, 1960,

Tannenbaum, 1968, Worthy, 1950). 넓은 통솔의 범위를 가진 조직과 좁

은 통솔의 범위를 가진 조직은 관리자-하위직원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통솔의 범위가 넓은 조직의 경우 관리자가 관리해야할 하위직원의

수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모든 업무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하위직원에게 보다 많은 업무수행을 위한

재량을 줄 수밖에 없다. 즉, 통솔의 범위는 이처럼 조직 내 관리자의 관

리방법과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통솔의 범위는 조직의 구조적 설

계와 조직원의 관리양식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Meier & Bohte, 2003).

Gulick은 통솔의 범위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조직의 목적과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일 방향으로 지시하는 최고경영자의 위엄이 아니

라 모든 하위 업무 단위조직의 협력을 도모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활기

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은

최고경영자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닌 구성원들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곧 통솔의 범위의 지속적인 연구에 관

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2. 통솔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요인

Gulick은 통솔의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고 하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조직이라도 조직크기의 차이, 최고위층이

지향하는 업무방식, 그리고 비교하기 힘든 일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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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의 범위는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통솔의

범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능의 분화(diversification of

function), 시간(time), 공간(space) 이렇게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 기능의 분화(diversification of function)는 하위 직원의 기능이

다양해질수록 통솔의 범위는 점점 감소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없으며, 또한 업무에 대한 기능이

많아질수록 그 범위는 더 좋아지게 된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분화된 기

능에 맞도록 배치되며, 또한 통솔 가능한 범위에 맞추어 부하들을 나누

어 관리하게 되므로 기능의 분화가 많을수록 통솔의 범위는 줄어들게 된

다. 사례로 공공기관의 장이 군대의 장군들에 비하여 하위 직원들을 조

금 더 효과적으로 통솔하는데 그 이유는 공공기관의 직속 하위부서는 일

반 엔지니어링 분야였던 반면에 군대의 경우 장군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소통, 화학, 항공, 엔지니어링, 재고, 수송 등 수많은 분야이기 때

문이었다. 이처럼 기능의 분화는 통솔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이다. Woodward(1980) 역시 같은 개념으로 통솔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

면, 대량생산체제의 기업의 통솔의 범위보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서비스

직, 소규모 전문생산의 경우 통솔의 범위가 더 좁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시간(time)이 더 오래된 조직은 안정된 조직구조를 갖게 된다.

새롭게 생긴 조직이나 변화가 많은 조직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통솔의 범위는 좁아

지게 된다. 이는 변화나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나 오랜 시간이 지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의 경우 상대적

으로 적은 변화와 안정된 구조를 갖기 때문에 통솔의 범위가 넓다.

셋째, 공간(space)은 조직이 한 장소에 위치하고 잇는가 아니면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환경적 요소이다. 한 건물이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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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안에 그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있다면 하위부서에 대한 관리

는 보다 용이할 것이며, 만약 여러 도시나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관

리하기가 어려워지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솔의 범위을 좁게 한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위의 세 가지 요소들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

지는 못한지만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한 필요조건은 된다. Gulick은 조직

의 최고층이 단지 몇 개의 중간개념의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은 업무 본연의 특성, 최고경영자의 성향 그리고 하위 조직의 업무특성

이 얼마나 다양하며,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

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큰 조직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의

분산정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통합된 조직에 비하여 같은 정도의 업무

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솔의 범위가 보다 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Simon(1946)은 그의 연구 'The Proverbs of Administration'에서 통솔

의 범위가 기계적 효율성을 갖는다는 Gulick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Simon은 통솔의 범위에 관한 Gulick의 이론이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는 큰 조직의 경우 많은 직원들로 인하여 복잡한 관계가 형

성되며 이는 제한된 통솔의 범위로는 과도한 관료적 형식주의(Red-tape)

에 이르게 되고 결국 이는 계층의 수(Levels)를 늘이게 된다고 하였다.

Thomas H. Hammond(1990)는 Simon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추

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Simon의 논의에 따르면 통솔의 범위가 좁아

지게 되면 조직 내 전체적인 계층의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 계층

의 수(levels)의 증가는 조직의 관료적 형식주의(Red-tape)의 증가와 연

계되게 되면 이는 결국 조직의 비효율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Simon은 각 조직은 최소한의 조직 계층수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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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으며, 이 주장은 Gulick의 통솔의 범위에 대한 이론을 전면적으

로 부정하는 새로운 이론이었다. 하지만 Thomas는 Simon이 간과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첫째, Gulick은 Simon이 이야기 했던

조직의 통솔의 범위에 대해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의 수를 확정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통솔의 범위는 기능의 분화, 시간, 공

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Gulick은 조직 계층의 수

(levels)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의 연구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직의 계층 수가 최소한으로 언급되

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그런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Simon의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들에서도 그가 주장했던

원칙으로 인해 Gulick의 연구가 위배된다거나 하는 결과를 나타낸 논문

은 없었으며 각각 분리된 원칙으로 지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Gulick의

논의는 기계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했다기보다는 경험

적으로 가치가 있는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다.

3. 통솔의 범위에 관한 연구

Woodwrad(1980)는 영국 산업조직을 연구한 고전적인 논문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and practice'를 통해 조직의 유형, 기술의 다양성

에 따라 조직의 통솔의 범위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단순

노동 기술에서 대량생산체제의 기술로 조직이 이전하게 되면, 대량생산

체제에서는 통솔의 범위가 넓어져도 직원들은 관리자가 통제하기가 어렵

지 않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업, IT산업과 같이 고도의 개인

적인 기술을 요하는 산업으로 변화하게 되면, 개인의 기술적 능력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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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난이도가 중요해지므로 조직의 통솔의 범위는 좁아지게 된다는 것

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Woodward의 이론에 따른 통솔의 범위

Y(span of control)

X(diversity of technology)

Woodward의 실증 연구는 영국 산업회사들의 기술적 다양성과 조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통솔의 범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Woodward

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대량생산(large batch), 단순노동(unit), 기술집약

적 산업(continuous production)에 따라 서로 비슷한 통솔의 범위를 가지

고 있는 회사들의 성공사례를 밝혔다. 이러한 연구 통해 Woodward는

중간정도의 기술을 가진 조직일수록 통솔의 범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

고 있으나, 이후 Meier & Bothe의 실증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

기도 하였다.

통솔의 범위에 관한 연구는 McGregor(1960)의 X-Y이론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McGregor의 X-Y이론은 관리자와 부하직원의 구조적

관계에 따라 다른 통솔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다. 즉, X

이론의 조직인 경우 좁은 통솔의 범위로 부하직원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Y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넓은 통

솔의 범위를 사용함으로써 부하직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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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알리고 있다.

Brehm & Gates(1997)은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해서 통솔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주인의 목표와 대리인의 목표가 서

로 상충됨으로써 주인은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대리인을 여러 가지 방

법을 통하여 관리해야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좁은 통솔의 범위는 주

인(관리자)의 통제권한을 증가시킴으로써 대리인(하위 직원)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주인과 대리인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대리인

이 주인의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활동한다면 통솔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

통솔의 범위는 조직윤리와도 연관될 수 있다(Wamsley, Goodsell,

Rohr, White & Wolf, 1992). 조직윤리의 중요성이 증가될수록 관리자들

은 부하들을 신뢰하게 되어 더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이러한 권한의

증가는 결국 넓은 통솔의 범위로 연결된다. 따라서 조직의 통솔의 범위

를 구하는 것은 관리자-하위직원간의 구조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천오벳(2009)은 Gulick(1937)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준정부기관의

특성요인이 통솔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Gulick의 이

론을 실증했던 Meier & Bothe(2000, 2003)의 연구에서 활용했던 것처럼

통솔의 범위를 2단계로 나누어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의 연구는 통솔의

범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한국에서 실증한 최초의 논문이었으며, 이는

준공공조직의 관리체계 및 관리전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준

정부기관 운영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Meier &

Bothe가 사용한 변수 이외에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의 검토를 통하여

조직의 유형, 조직의 공공성, 조직의 목표모호성, 조직의 계층 수 까지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연구의 결과에 신뢰성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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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천오벳(2009) 연구의 결과는 Gulick(1937)과 Meier &

Bothe(2000, 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조

직의 통솔의 범위는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Meier &

Bothe(2003)의 실험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조직특성요인임에도 불

구하고 통솔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로도 나타난 것이다. 그의 연

구결과에서 조직의 장소분포도, 업무다양성은 단계별 영향이 반대로 나

타나 조직의 관리방식 또한 단계별로 달라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 Meier & Bothe(2003)의 연구결과에서 조직안정성, 조직의 규모와 장

소 분포도, 업무다양성의 변수가 모두 조직의 통솔의 범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에 대하여 한국의 준정부조직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유

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4 절 통솔의 범위의 조직성과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조직성과를 조직목표의 효율적 달

성을 의미하는 조직생산성은 물론 이에 필요한 조직의 역량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박석희, 2007).’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모호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성과의

개념을 위와 같이 고려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Bothe & Meier(2001)는 그들의 연구논문 ‘Structure and the

Performance of Public Organizations: Task Difficulty and Span of

Control’에서 조직의 구조와 조직의 성과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그 영향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만약 조직의 구조가 그 조직의 성과에 영향

을 미친다면 조직의 구조 변화를 통하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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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조직의 성과에 통솔의 범위가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업무의 난이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였

으며 가장 쉽거나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업무에서는 통솔의 범위가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으나 중간정도의 난이도에서는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 구조적 변수를 살펴본다면 업무 난이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

히고 있다. Woodward(1980)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직의 구조는

업무이 난이도와 기술에 따라 결정되며,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직의

통솔범위도 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Bothe &

Meier(2001)의 연구에서는 Taxas의 678개 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년별

교육에는 업무난이도가 존재한다는 가설 아래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의

업무난이도를 나누고 각 단계에 따른 조직의 통솔범위와 성과를 측정하

였다. 그 결과 가설처럼 중간난이도에서 조직의 통솔범위가 성과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ier & Bohte(2003)의 연구 ‘Span of Control and Public

Organizations: Implementing Luther Gulick's Research Desige'에서는

준정부조직의 통솔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 연구의 가설은 Gulick의 주장대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적

정수준의 통솔의 범위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조직의 구조적 특성마다

통솔의 범위가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가설을 세우기 위해 독립변수

로 조직의 다양성(diversity), 규모(size & space), 조직의 안정성

(stability)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조직의 통솔범위(span of control)를 종

속변수로 두고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500명 이상이 등록한 Taxas의 675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조직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솔의 범위를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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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캠퍼스 행정가(first-line supervisory level)들의 범위에 대한 연구

였는데, 연구결과 조직의 다양성이 클수록 조직의 통솔범위는 좁아져 전

문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긴밀한 상호관계

를 중요시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교사들

의 이직률이 높을수록 통솔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교

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통솔의 범위는 넓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조직의 규모(size)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를 이룸으로써 통솔의 범

위가 더욱 커지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캠퍼스 행정가-중앙행정가(middle-management level)의 범위에

서는 교사의 이직률은 통솔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교사의

경험은 오히려 통솔의 범위에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Gulick의

이론적 측면에서 가설로 설정한 교사들의 경력이 많을수록 통솔의 범위

가 넓어질 것이라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하

부 단위의 통솔의 범위가 상부단위의 통솔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과 다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실험에서 이러한 통솔의 범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Woodward

(1980)의 논리에 따라 수행하였는데 그의 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통솔의

범위가 산업그룹의 평균에 가까울수록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Meier & Bohte(2003)의 연구에서는 Woodward의 주장이 불일치함이 나

타났다. 왜냐하면 평균적 통솔의 범위를 가진 공공조직(학교)들의 생산성

(학생성적)이 낮았기 때문인데 Woodward의 연구에서 보면 정확도가 낮

은 수단과 방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Meier & Bohte는 평균값을 사용하지 않고 실

제 통솔의 범위 값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조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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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두 유형의 통솔의 범위가 모두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연구결과 두 가지 수준의 경우 모두 통솔

의 범위가 넓을수록 조직의 성과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이 연구의 한계로서 한 가지 유형의 공공조직(학교)에 대해서만

Gulick과 Woodward의 이론을 실험하였기 때문에 실험결과가 제한적(다

른 공공조직이나 일반조직에 적용하기가 어려운)일 수 있다.

Dalton et al.(1980)의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조직의 성과와 조직의

구조적 변수를 연구한 논문을 분석하여 나타내고 있다. 조직 구조적 변

수에 관한 연구는 Structural과 Structuring을 다룬 논문으로 나눌 수 있

는데, 이중에서도 Structural을 연구한 논문들은 주로 size, span of

control, hierarchy, administrative intensity를 다루고 있다. 이중에서도

조직의 통솔의 범위와 성과를 연구한 논문들은 Worthy(1950),

Woodward(1958), Farris(1969), Ronan & Prien(1973), 등이 있는데

Ronan & Prien의 연구를 제외하면 조직의 통솔의 범위가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37 -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문제는 공공기관의 통솔의 범위가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는 Gulick의 통솔의 범위의 이론에 따른

Woodward(1980)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Meier & Bothe(2003)의

연구에서 나타났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솔의 범위에 대한 연구결과

를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공조직에 적용해 봄으로써 또

한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공공기관 전체(공기업+준정부기관)를 대상으로 성과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조절변수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통솔의 범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 있는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솔의 범위

CEO-임원

임원-관리자

관리자-하위직원
경영 성과

부가가치

경영평가

통제변수 조절변수

기관유형(정책유형,

법적유형), 기관의 나이, 인원,

매출, 평균보수, 평균근속연수

, 연도별특성

법적 기관유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 38 -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통솔의 범위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 통솔의

범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Gulick은 통

솔의 범위가 조직운영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는 결과적으로 성과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Meier &

Bothe(2001, 2003)는 그의 이론을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증시험으로 증

명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서도 기존 이론을 실증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가설로 통솔의 범위가 부가가치와 경영평가 결과라는 두 가지 상이

한 성격의 성과를 가지고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설 1>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

위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

위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

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

위가 클수록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

위가 클수록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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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6>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

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첫 번째 가설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솔의 범위에 대한 성

과에 대한 영향연구이며, 두 번째 가설은 조직유형으로 공기업을 조절변

수 하였다. 왜냐하면 준정부기관과 비교해볼 때 보다 민간기업에 가까운

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공기업들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민

영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다 다른 연구결과를 나타

낼 것으로 추정되어 아래와 같은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설 2> 공기업에서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공기업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공기업에서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가치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공기업에서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공기업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평가결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공기업에서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공기업에서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

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준정부기관 또한 <가설 2>에서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던 공기업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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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직유형이 과연 공기

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위탁집행형의

준정부기관은 재무적 성과보다는 기관고유의 목적(예, 중소기업 신용보

증 등)을 적절하게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성과지표이기 때문에 이는 재

무적 성과가 좀 더 강조되는 공기업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의 준정부기관은 어떤 통솔의 범위를 가지며,

이러한 통솔의 범위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래와 같은 가설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에서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

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에서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에서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의 범

위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

수록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5>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에서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6>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에서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의 범

위가 클수록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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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의 수집

1. 종속변수 : 경영성과

1) 부가가치

Gulick의 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통솔의 범위는 조직 관리의 효율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에 따라 이론의 실증을 위하

여 천오벳(2009)의 연구에서는 Gulick의 이론적 배경 및 Meier &

Bothe(2003)의 공공기관(학교)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따라 한국의 준공

공조직의 특성요인이 통솔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에서는 천오벳의 조직특성이 통솔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이어

Gulick의 이론 및 Meier & Bothe(2003)의 실증연구에 따라 궁극적으로

통솔의 범위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Meier & Bothe의 연구에서 조직의 성과로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활

용하였다. 이는 학교란 조직의 성과로 측정의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성적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결과에 보다 신뢰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에 비하여 성과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일반

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또한 이를 위한

변수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정부의 정책, 대내외적인 분위기, 정치 환

경적 영향도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의 성적과 같은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공공기관에 적용가능한 지표인 노동생산성

을 활용해 경영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독립변수인 통솔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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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원에 대한 비율로서 부가가치를 평균인원으로 나누는 노동생산성

과의 반대작용으로 인하여 실제 회귀분석결과에 상당한 오류(높은 상관

관계 및 다중공선성의 문제 등)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효율성을 나

타내는 노동생산성 대신 기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순이익이나 매출 등의 지표보다 해당 기업

의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인건비, 순금융

비용,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구성된다. 다만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편람에 부가가치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통제불능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 구성항목에 대하여 기관

별 편람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위의 공통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기획

재정부, 2012a).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이분산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기위하여 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 경영평가결과

Meier & Bothe(2003)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이라는 분명한 성과

지표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상응되는 성과개념으로 ‘부가가치’

를 종속변수로 정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

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종속변수로 추가하였다. 왜냐하면 일반기업이거나

성과의 항목이 학교와 같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직의 경우 추가적

인 성과지표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기관의 경영평

가 성과는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출이나 순

이익 등으로만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닌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요

소들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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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직의 성과금 등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인사 및

조직구조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솔의 범위가 정부로부터의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의미를 찾아볼 필요

가 있다. 즉 생산성이나 객관적 성과측면의 개념에서의 통솔의 범위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이행 등의 측면, 공기업의 특성에 따른 측면으로서의

경영평가 결과도 조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주희(2010)의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결과와 생산성간의 관계

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결과에서 경영평가는 종합순위, 계량/비계량 득

점률,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노사관계, 연구개발, 조직 및 인사관

리 등의 정부경영평가 항목별 전체 결과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평가항목을 고려한 종합순위 결과를 가지고

통솔의 범위와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계량적인 지표

의 의미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결과까지 반영이 되어있고

결과적으로 최종 평가결과가 공공기관에 평가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값을 또 하나의 종속변수로 선택하여 영향정도를 연구하였다.

2. 독립변수

1) 조직의 통솔의 범위

Meier & Bothe(2003)는 조직의 계층별로 통솔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

라는 Gulick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솔의 범위를 학교 행정가-교

사, 중앙 행정가-학교 행정가의 단계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두 가지 단계의 변수가 조직의 성과(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통솔의 범위가 조직의 성과(공공기

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단계로 나누어 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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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Meier & Bothe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처럼 단계를 확연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통솔의

범위가 학교와 같이 분명하지 않고 그 통솔의 범위의 모호성이 있기 때

문이다. 또한 학교처럼 1개 유형의 실험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공

공기관이라는 개념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조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호성은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유로 조직의 규모는

매우 상이할 수 있으며, 어떤 조직은 매우 단순한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조직은 해외지사와 지방지사, 사무소 등을 포함하고 있

어 계층의 단계를 단순하게 학교의 구분처럼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쉽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오벳(2009)의 연구와 유사한 기준으로 공공기

관 통솔의 범위에 대한 단계구분을 하고자 한다. 첫째, CEO의 통솔의

범위이다. 이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뜻한다. 조직도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가 아닌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CEO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조직의 규모에 따

라서 임원급의 구성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의 개념에 일반기업의 특

징인 성과와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조직운

영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임원의 통솔의 범

위이다. 이는 임원이 관리하는 바로 아랫단계의 관리자로 규정 하는 것

인데, 이 부분은 천오벳의 연구에서 보다 세분화된 통솔의 범위를 연구

하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서는 중간관리자(임원 아래단계의 관리자를 통

칭)로 구분하여 이를 ‘직접 임원에게 보고하는 관리자’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자층을 설정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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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다양한 조직 구성도를 가지고 있는 준정부조직에 동일한 척도

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관리자를 측정할 경우,

Meier & Bothe의 연구에서와 같이 특정 직급의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통솔의 범위는 측정하기 어려우며, 각 조직별로 중간관리자가 평균적으

로 포함하는 하위직원들에 대한 통솔의 범위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별 모든 직위에 대해 세분화를 할 수는 없었지

만 조금 더 세분화함으로써 통솔의 범위에 대한 효과를 측정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솔의 범위를 3단계로 나누고자 한다. CEO-임원, 임

원-관리자, 관리자-하위직원으로 나누어 Gulick(1937)의 이론과 Meier &

Bothe(2003)의 실증연구 중 조직성과에 통솔의 범위가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Meier & Bothe가 성과와의 연계성에 이론적

바탕을 두었던 Woodward(1980)의 실험 형식도 같이 수행할 예정이다.

본 독립변수의 측정 자료의 수집은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사이트인

Alio 및 해당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각 기관에서 제공한 조직도, Alio에 공시되어있는 추가 자료를 통하여

임원, 관리자 그리고 하위직원 수를 측정하였다. 하위직원의 수는 전체

직원 수에서 임원과 중간관리자의 수를 제외하여 측정하였다.

3. 조절변수

1) 법적 기관유형(공기업, 준정부조직)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기관유형에 대해

통솔의 범위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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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설정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법적인 구분에 의한 기관유형은 정

책유형과 같이 이론적으로 체계화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솔의 범위

가 조직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률적 기준에 의한 기관유형의 성과에 대한 영향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 시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적 기관유형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기금의 특성상 다

른 공공기관과 같은 개념에서 성과(부가가치, 경영평가결과)를 논의하기

가 어려워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가설에서와 같이 전체 기관유형을 통제변수로

넣어 일차적으로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공기업 및 준정부조직의 법

적 기관유형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법률적 기준에

따른 기관유형은 시장형 공기업 유형을 기준으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여 기관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4. 통제변수

통솔의 범위가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통솔의 범위 이외 경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유형, 나이,

인원, 매출, 직원의 평균보수, 평균근속연수, 연도별특성을 통제변수로 선

정하였다. 공공기관의 이러한 특성을 통제하는 것은 상이한 기관특성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권민적·윤성식,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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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적 기관유형

본 연구에서 기관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는 천오벳

(2009)의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Hood(1986)의 기준에 따른 구분이다. 이

는 공공기관을 4가지 정책수단별로 나누어 각 조직이 주요하게 관리하는

정책수단에 따라 조직형(생산기관), 권위형(규제기관), 연계형(정보배부기

관), 재정형(이윤배부기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Hood는 공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책도구에 따라 조직의 역할과 기능

이 달라진다고 했다. 공공기관이라는 범위에 포함된 여러 조직들을 정책

도구라는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조직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는 통솔의 범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Hood의 분류 중 조직형(생산기관)이란 제화 및 서비스의 제공

을 통해 목적하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종 복

지 서비스의 제공, 공원, 댐 등의 시설의 건설 등 공공재 공급이 해당된

다. 권위형(규제기관)이란 정부가 법적근거에 의거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

를 제한하거나 허가해주는 것으로 규제, 인허가 등을 통하여 정책을 달

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계형(정보기관)이란 사회구조의 중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정부와 개인, 정부와 조직을 연결할 수 있는 매

개체적 입장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가 정보를 구축하거나 연결하여 정보

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 또는 조직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도한 정책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정형이란 정부가 자금의

활용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필요한 서비

스나 재화를 구매하거나 보조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모든 자금의 이

동을 통하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관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조직유형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하는 이유는 천오벳(2009)의

연구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비록 천오벳의 연구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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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유형의 특성이 통솔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기능, 역

할을 검토하여 나누었으며, 이윤배부기관을 기준으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설정하여 유형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조절변수의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기관유형에 이어 두

번째 유형분류 기준으로 활용한 법률적 기관유형별로 첫 번째 가설에서

와 같이 전체 기관유형을 통제변수로 넣어 일차적으로 영향을 파악하였

다. 이후 공기업 및 준정부조직의 법적 기관유형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기관의 나이

Quinn and Cameron(1983)은 조직은 4단계의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다

고 했다. 첫째, 창업단계(Entrepreneurial stage), 둘째, 집단공동체 단계

(Collectivity stage), 셋째, 공식화 단계(Formalization stage), 마지막으로

정교화 단계(Elaboration stage)이다. 각각의 단계에는 위기를 동반하게

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였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

하고 있다. 이는 조직의 성장의 단계를 의미하며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거나 도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른 면에서 본다면, 조직의 나이는 그 조직이 성장,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이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는 개념이며 조직

성과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통적인 산업을 본다면 이러한 부분에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 도

있지만, 최근 Google, 페이스북 등 IT 업계는 단순히 위의 이론을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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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 힘들 수도 있다. 즉, 이러한 이론이 모든 조직에 일관되게 적

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조직의 나이는 성과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솔의 범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조직 나이가 미치는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3) 평균보수

Meier & Bothe(2003)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통제변수로 선생님들의

급여, 경력, 학급 규모, 학생유형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급여 또한 성과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생님의 급여와 같은 개념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급여를 통제변수

로 활용하였다.

Meier & Bothe(2003)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급여가 갖는 의미가 그들

의 능력을 뜻한다는 개념으로도 나타났다. 즉,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난

교사는 평균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그들의 연구결과에 나타났

으며, 이는 즉 학생들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평균보수가 높은 조직의 경우 보다 우수한 인재를

많이 영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 평균급여를 통제변수로 두었다.

평균급여는 알리오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여기

에서 평균급여의 의미는 연도별 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액(기본급,

실적수당, 고정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상여금, 이타 성과금)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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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균근속연수

평균보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eier & Bothe(2003)의 연구에서는

선생님들의 경력도 성과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하였으며 이를 통제하

였다.

‘Teacher's experience’로 되어있는 통제변수는 본 연구에서 ‘평균근속

연수’로 바뀌었다. 이는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조직 내에서 한 직원이 종사한 평균기간을 나타낸다. 그들의 연구에서

선생님의 평균 근속연수 또한 학생들의 성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직원 평균근속연수’를 통제하

였다. 즉, 준정부 조직에서도 조직 구성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길수록 업

무에 대한 숙련도가 향상되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알리오에서 공개한 평균 근속연수는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로

서 호봉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조직에 따라서는 해당 조

직연령보다 평균 근속연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다른 정부조직이나 준정부 조직에서 근무했을 때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혜연, 2010)

5) 기관의 규모(인원, 매출)

준정부조직의 규모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혜연, 2010) 연구에서

규모 변수로 기업의 인원수와 지출액으로 정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Ki

mberly(1976)의 연구에서 나타난 조직규모의 분류기준에 따른 규모변수

들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규모 변수를 선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그의 연구와 같이 규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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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검토 및 상관관계를 검증 후 조직의 규모변수를 선정하였다.

Kimberly(1976)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규모의 변수는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가 병원의 병상 수나 학교 교실의 수와 같은 것을 의

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은 공공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

는 부분이 아니라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가 조직을 구성하는 인원수로 규모를 선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알리

오 시스템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정원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정규직 직

원수를 조직의 규모변수로 활용하였다.

셋째, 조직의 산출물 역시 조직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다. 다만, 공공

기관의 경우 산출물의 개념이 조금은 일반기업과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념에서 공공기관의 산

출물로 매출 및 부채라는 공통된 지표를 활용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변수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넷째로 재량자원이 있는데 Kimberly(1976)의 연구에서 이는 곧 자산으

로 측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산 또한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규모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표 3> 규모변수 상관관계

　 인원 자산규모 매출규모 부채규모
인원 1 .564** .588** .497**

자산규모 1 .675** .985**

매출규모 1 .618**

부채규모 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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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상위

변수
하위변수

종

속

변

수

경영

성과

부가가치 ln(부가가치)

경영평가결과
정부의 공공기관 경평결과(6등급)

(S-1, A-2, B-3, C-4, D-5, E-6)

독

립

변

수

조직

의

통솔

범위

CEO의 통솔범위 공공기관i의 임원수

임원의 통솔범위공공기관 의 임원 수
공공기관 의 관리자 수

관리자의 통솔범위공공기관 의 관리자 수
공공기관 의 관리자외 직원 수

<표 3.>과 같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원은 자산(0.56), 매출

(0.58), 부채(0.49)와 그렇게 높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산과 부채

는 높은 상관관계(0.98)를 나타냈다. 당연히 부채는 자산을 구성하는 한

항목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결과도 이에 상

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로 조직의 규모변수 네

가지 중 상관관계가 낮은 인원 및 부채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6) 연도별특성

본 연구에서 각 변수의 조사 대상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기간 일부와 2011년 그리스 재정위

기 등 유럽 경제위기에 의한 외부적 환경요인이 있었으며, 이와 같이 연

도별 대내외 경제성장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각 연도를 더

미변수로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표 4>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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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절

변

수

법률에 따른 기관유형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

관(위탁집행형)

통

제

변

수

정책수단에 따른 기관유형
규제기관, 생산기관, 이윤배부, 정보

배부

역사 기관의 나이 해당연도-기관설립연도+1

규모

인원 총직원수

매출 ln(매출총액)

평균 보수 당해 직원 평균 보수

평균 근속연수 당해 직원 평균 근속연수

연도별 특성
4개 더미변수(2010년∼2013년)

해당년도 값=1, 기타=0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인 117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였다. 먼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

영실적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수집하였으며, 기획재정부 홈페

이지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결과도 수집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l Public Information in One: ALIO)이 제공하는 경

영공시 정보를 통해 기관의 설립연도, 기관유형, 자산규모, 인력규모, 매

출규모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또한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http://wonmun.open.go.kr/)을 통하여 117개 연구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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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요청을 통하여 통솔의 범위 측정을 위한 공공기관별 조직도 및 인

원 등의 파악하였다.

2005년에 구축된 알리오시스템에는 한국의 준정부조직 303개(2014년

11월 기준)의 경영 공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186개의 기타공

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17개 기관과는 달리 준정부조직의 특성

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7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만, 자료를 수집한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

리형 14개 기관은 부가가치 및 매출 등의 주요변수 계산방법이 나머지

공기업 및 위탁집행형 기관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최종적으로 이를

제외한 1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3 절 연구설계와 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통솔의 범위가 경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 지표로 부가가

치와 경영평가결과를 종속변수로 지정하고 독립변수인 통솔의 범위를 천

오벳(2009)의 연구에서 수행한 2단계(임원-관리자, 관리자-하위직원)에서

CEO 통솔의 범위를 한 단계(CEO-임원) 더 구분하여 3단계로 수행하였

다. 연구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하여 시행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법 중 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의 기본적인 분석모형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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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통솔의 범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모형

         
      
 

         
      
 

=부가가치, =경영평가결과

=CEO 통솔 범위, =임원 통솔 범위, =관리자 통솔 범위

=생산기관, =규제기관, =정보배부기관, =준시장형기관, 

=위탁집행형기관, =기관나이, =인원, =매출, =평균보

수, =평균근속연수, =2011연도, =2012연도, =2013연도,

=상수항, =패러미터, =오차항.

*=Dummy 변수항

  상기 회귀모형을 통해 기관의 역사, 유형, 규모, 재무건전성 관련 변수

를 통제하면서 독립변수인 통솔의 범위가 조직의 경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SS ver.22 통계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56 -

제 4 장 실증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Gulick(1937)의 이론과 Woodward(1980), Meier &

Bohte(2001, 2003)의 연구결과와 같이 조직 통솔의 범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lio시스템의 경영공시자료와 기획재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각 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요

청을 통하여 받은 기업의 조직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정리하

고 성과와 관련된 각종 변수를 통제하여 통솔의 범위(CEO, 임원, 관리

자)가 조직성과(부가가치,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조직특성변수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

는데 객관성을 더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회귀분석

이전에 각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우

선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종속변수 : 조직성과

조직의 성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의 규모, 실

적, 성장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개념에서 해당기업의 ‘부가가치’를

선정하였으며, 다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하여 부여받는 경영평가

결과(정량+정성) 이 두 가지를 종속변수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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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부가가치
(백만원)

2,619 6,530,563 520,398 1,030,621

Ln(부가가치) 21.69 29.51 25.39 1.94

경영평가 1 6 3.60 1.119

우선 <표 5>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평균 520,398백만원으

로 나타났다. 최소 부가가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 2,619백만원

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대는 한국토지공사로 6,530,563백만원을 달성하였

다. 일반적으로 시장형 공기업의 대표로서 특성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

관으로서 규모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의 값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정규분포의 특성을

가지는 로그값을 취한 부가가치를 사용하였으며, 표에서 이에 대한 기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종속변수인 경영평가 점수는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숫자로

환산하여 측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평균은 3.6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치화는 높은 등급부터 S-1, A-2, B-3, C-4, D-5, E-6으로 데이터 변

환을 한 관계로 평가결과의 숫자가 높을수록 낮은 등급을 받은 것임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표 5>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관한 기술통계량

<표 6>에서는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만을 별도로 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다. 공기업의 부가가치 평균은 893,702백만원으로 공

공기관 평균 520,398백만원 보다 높았으며, 최대 부가가치는 6,530,563백

만원의 한국토지공사가, 최소 부가가치는 6,637백만원의 한국광물자원공

사로 나타났다. 다만,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해당연도 순이익 적자발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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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시적인 부가가치의 하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영평가의 경우 평균 3.49로 공공기관 평균에 비하여 높은 등급을 보

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표 7>의 위탁집행형 기관의 평균 경영평가점

수와 비교하였을 때 공기업이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부가가치(백만원) 6,637 6,530,563 893,702 1,281,960

Ln(부가가치) 22.62 29.51 26.61 1.45 
경영평가 1 6 3.49 1.184

<표 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기술통계량에서는 평균 104,318백만

원으로 공공기관 평균 520,398백만원보다 약 5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최

대값은 한국장학재단으로 2,316,832백만원이며, 공기업의 한국토지공사에

비하여 약 1/3배 값을 기록하였다.

경영평가는 3.72 점으로 공공기관 평균에 비하여 낮은 평균점수를 받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공기업보다는 많은 기관수

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영평가 정책(분배의 적정성 등)을 고

려한다면 평균점수가 낮게 유지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7>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경영성과에 관한 기술통계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부가가치(백만원) 2,619 2,316,832 104,318 304,813

Ln(부가가치) 21.69 28.47 24.03 1.46 
경영평가 2 6 3.7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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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종합하면 대체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

에서 공기업의 경우 부가가치나 경영평가측면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

관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상 기업수의 차

이와 경제성의 측면도 고려되는 공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독립변수 : 통솔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통솔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관리자 한 명

이 관리할 수 있는 한 단계 아래 하위직급 인원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1

단계로 최고경영자(CEO)가 관리하는 임원의 수, 2단계로 임원이 한 명

이 관리하는 다음단계 관리자의 수, 3단계는 관리자 한 명이 관리하는

하위직원의 수,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경영성과와의 영향요인

을 분석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한 기술통계량에서 CEO의 통솔은 최소 1(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최

대 15(한국수력원자력)까지 나왔으며 평균 5.18명의 임원을 통솔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의 경우 평균 5.47명, 관리자의 경우 평균 41명

으로 측정되었다. 관리자 통솔의 범위는 평균 41명이 나왔고 최대값은

279명까지 측정되었다. 이는 조직의 통솔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서 각 기업별로 조직구조나 인원 등의 특성이 다양하고 또한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정보공개요청을 통하여 해당

기업별로 취득한 조직도 정보도 일정기준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관리되는

사항이 아니라 기업별 상황에 맞게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

한 분석을 한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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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도상 나타나있는 최상위자, 그 다음 단계(임

원급), 그리고 관리자 급까지 구분을 하고 이를 제외한 전체인원을 하위

직급으로 보고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한 관리자가 수백 명의 사

람을 관리한다는 개념은 실제로 확인해보면 보다 단계가 구분되어 관리

되어 짐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하여 현실적

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을 고려한 결

과, 표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게 된 것이다.

<표 8>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통솔의 범위에 관한 기술통계량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CEO 통솔 203 1 15 5.18 3.067

임원 통솔 203 1.50 16.63 5.4716 2.60957

관리자 통솔 203 2.36 279.36 41.0321 47.35550

<표 9>의 공기업의 통솔의 범위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에서 CEO

의 경우 5.83으로 전체 평균보다 0.68 높았으며 임원의 통솔의 범위, 관

리자의 통솔의 범위도 전체 평균에 비하여 높게 나왔다. 이 결과는 일반

적인 상황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공기업으로 대

표되는 한전, 전력그룹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을 보게 되면 규모의 경

제를 이루고 있다고 할 정도의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통솔

의 범위 또한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기관에 비하여 계층구조가 더 많고

세분화 되어 있어 공공기관 평균값보다 높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CEO의 통솔의 범위나 임원의 통솔의 범위에 비하여 관리자의 통

솔의 범위가 더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공기업의 조직

규모의 특성과 측정상의 한계로 인한 것임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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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공기업의 통솔의 범위에 관한 기술통계량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CEO 통솔 107 2 15 5.83 3.338
임원 통솔 107 2.62 16.63 5.7266 2.69509

관리자 통솔 107 4.10 279.36 55.4257 46.63650

위탁집행형 기관의 통솔이 범위에 관한 기술통계량을 보면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3가지 구분의 통솔의 범위가 공기업에 비해서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탁집행형 조직의 일반적인 규모도 공기업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다만, CEO의 통솔에서 나온 최대값에 해당하는 기업은 축산물품질평

가원으로 실제 조직인원이나 규모에 비하여 높은 CEO의 통솔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전체 인원이 200명대 이며 이와 유사한 조직의 CEO 통

솔의 범위는 3∼4 정도인 것으로 측정되는데, 이는 실제 조직구조상의

문제 보다는 조직도 관리상의 문제로 추정 할 수 있다.

<표 10>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통솔의 범위에 관한 기술통계량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CEO 통솔 96 1 14 4.45 2.558

임원 통솔 96 1.50 14.00 5.1874 2.49409

관리자 통솔 96 2.36 260.69 24.9892 42.98980

3. 조절변수 및 통제변수

1) 조직유형

본 연구에서 조직유형은 Hood(198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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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적 유형에 따른 분류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분류, 두 가지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책적 유형은 4가지로 구분되는데 규제

기관의 경우 가스안전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있으며 203개의 기관

중 15개로 7.4%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기관의 경우 공기업이 주를 이루

는 데 97개로 많으며 47.8%의 비중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윤배부 기관은

규제기관과 같은 15개의 빈도를 보였으며, 각종 진흥원등이 포함되는 정

보배부 기관의 수가 76개, 37.4%로 생산기관의 뒤를 이었다.

법적유형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준정부기관의 기금관리형 조직은 제외

된 상태에서 시장형 공기업 26.1%, 준시장형 공기업 26.6%를 나타내었

으며 나머지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7.3%으로 구성되었다.

<표 1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유형에 관한 기술통계량

구분　 빈도 백분율

정책유형

규제기관 15 7.4

생산기관 97 47.8

이윤배부 15 7.4

정보배부 76 37.4

계 203 100.0

법적유형

공기업(시장형) 53 26.1

공기업(준시장형) 54 26.6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96 47.3

계 203 100.0

<표 12>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유형에 따라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기관을 구분하여 기술적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공기업의 경

우 생산기관이 89개 8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탁집행형 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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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관에서는 정보배부 유형이 64.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정책유형에서 공기업 분야는 규제기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개념적으로 공기업 군 보다는 준정부기관 군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도 추정할 수 있듯 정부의 정책유형에 의한 분류 기준에

서 공기업의 경우 생산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보배부

(13.1%), 마지막으로 이윤배부 유형이 가장 낮은 빈도(4개)를 나타내었

다. 그리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유형에서는 정보배부가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으며, 규제기관 15.6%, 이윤배부 11.5% 마지막으로 8.3%가

생산기관으로 분류되었다.

위탁집행형 기관 중 생산기관으로 분류된 곳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

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으로 생산기관

의 개념이 일반기업의 제조업과 같은 생산을 포함하여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게끔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몇몇 기관들은 법적유형의 분류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12> 공기업의 기관유형에 관한 기술통계량

　구분 빈도 백분율

정책유형

생산기관 89 83.2

이윤배부 4 3.7

정보배부 14 13.1

계 107 100.0

법적유형

공기업(시장형) 53 49.5

공기업(준시장형) 54 50.5

총계 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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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203 1 84 24.21 19.027

공기업 107 2 72 27.35 19.807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96 1 84 20.71 17.567

<표 1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기관유형에 관한 기술통계량

구분　 빈도 퍼센트

정책유형

규제기관 15 15.6

생산기관 8 8.3

이윤배부 11 11.5

정보배부 62 64.6

총계 96 100.0

법적유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96 100.0

2) 기관의 나이

<표 14>에서 기관의 나이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은 24.21

년으로 공기업은 약 3년 더 많고, 준정부기관은 약 4년 정도 낮게 나타

나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역사가 그

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경

우 산업발전을 우선시 하여 기업을 육성하였던 배경과 비교적 최근 짧은

시간동안 여러 가지 후생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기 시작한 복지부분이라든

가 하는 분야들이 뒤늦게 출현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4>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 나이에 관한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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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별 기관 나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였다. 공공기관 전체를 고려했을 때 기관의 설립이 10년 미만인 곳이 51

개로 약 25%를 차지하였으며, 20년 미만은 약 53%를 나타내고 있다. 특

히 공기업에 비하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10년 미만인 곳이 34개로

공기업보다 2배 많았으며, 10년∼20년 사이는 공기업이 35개로 준정부기

관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년∼50년 사이는 20년 전보다 비중은

낮지만 비교적 빈도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며, 다만 40년 이상이 된 위

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수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는 국가산업발전에 역점을 두었던 1960년대 ~ 1980년대 까지는 정부

가 산업증진을 위한 정책을 공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서비스, 복지,

중장기적 목적을 가진 지금과 같은 위탁집행형 기관들과 같은 분야는 상

대적으로 발전이 미약했었다. 이후 공기업의 경우 부분적으로 정부의 민

영화 정책을 통하여 민간기업으로 변모한 경우가 있지만 주요 공기업들

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전통적인 관료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대 불었던 영미 중

심의 신공공관리론3)의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일부 민영화

된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관료제의 틀을 벗어낫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

려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기본취지가 무색할 만큼 정부는 경영평가등의

수단으로 공공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선진국의 사례와 같

이 공공부문을 축소하기 보다는 빈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더

3)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를 결합해 전통적인 관료제 패

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 즉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관료제의 운영 체제가 경쟁의 원리에 기반한 시장 체제를

모방, 계층제적 통제를 대체함으로써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신공공관리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인력 감축, 민영화, 재정지출 억제, 책임운

영기관, 규제 완화 등이 있다.(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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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증가의 분야를 본다면 연구재단,

장학재단, 고용정보원, 기술진흥원 등 국민생활 안정 및 향상을 위한 부

분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더불어 확인 할 수 있다. 즉, 여전히 정

부는 정책적 필요성에 의하여 선진국과는 다르게 준정부조직을 설립 운

영하는데 보다 중점을 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5> 기관 나이에 관한 빈도분석

구분 0∼10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

빈도

공공기관 51 56 23 27 24 7 15

공기업 17 35 11 10 17 5 12

준정부 34 21 12 17 7 2 3

백분율

공공기관 25.10 27.61 11.33 13.30 11.82 3.45 7.39

공기업 15.9 32.7 10.3 9.3 15.9 4.7 11.2

준정부 35.4 21.9 12.5 17.7 7.3 2.1 3.1

누적

빈도

공공기관 51 107 130 157 181 188 203

공기업 17 52 63 73 90 95 107

준정부 34 55 67 84 91 93 96

누적

백분율

공공기관 25.10 52.71 64.04 77.34 89.16 92.61 100

공기업 15.9 48.6 58.9 68.2 84.1 88.8 100

준정부 35.4 57.3 69.8 87.5 94.8 96.9 100

3) 기관의 규모 : 인원, 매출

<표 16>에서 인원 평균은 공공기관 1,424명, 공기업군은 2,180명,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은 583명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대상 기관 중 최대인원은 한전이었

으며, 최소인원인 52명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군에서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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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집행형 기관 중 제일 많은 인원이 있는 곳은 한국농어촌공사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 기업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위탁집행형 기관으로

직원 수가 농어촌공사보다 많았지만 데이터의 문제로 인하여 연구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조직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에서는 공공기관 평균 2,937,067백만원으

로 나타났으며, 공기업의 평균 매출 5,234,522백만원,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 376,362백만원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의 차이가 매우 큼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대상기관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기관은 한전이며, 최소 매출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중 최소 매출은 23,395

백만원을 기록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한전과 비교하였을 때 약 230배 정

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직원수가 가장 높은 농어촌공사가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시켰음도 알 수

있다.

일반적 조직의 특성에서 구성원의 증가는 조직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

는 반증이며, 이에 따라 매출의 증가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공

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특징이나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인원의

증가가 경영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는 다르

게 해당기관의 성과(매출 등) 성장과 상관없이 인원의 증가가 이루어지

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정직원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해

당 인원의 증가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들로 인한 성과향상의 정도는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도 인원을 정직원 수

로만 관리하였는데 각종 인원과 관련된 데이터는 대부분 정직원 수를 기

준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분석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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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유형에 관한 기술통계량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

인원(명) 203 52.0 19,634.4 1,424.7 2501.3

매출규모
(백만원)

203 11,025 54,037,795 2,937,067 7,149,967

Ln(매출) 203 23.12 31.62 26.7596 2.10028

공기업

인원(명) 107 53.0 19,634.4 2,180.3 3,144.6

매출규모
(백만원) 107 23,395 54,037,795 5,234,522 9,251,546

Ln(매출) 107 23.88 31.62 27.9197 1.91185

준정부기

관(위탁

집행형)

인원(명) 96 52.0 5,050.0 582.5 953.9

출규모
(백만원) 96 11,025 4,087,082 376,362 792,883

Ln(매출) 96 23.12 29.04 25.4664 1.44754

4) 평균보수

<표 17>에서 공공기관 203개 대상 평균보수는 67.5백만 원으로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최대 평균보수는 112.4백만 원의 한국거래소이며 최

소는 36.8백만 원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약 3배의 차이가 났다. 평

균급여 상위 4개 기관은 한국거래소, 예탁결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력거래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4개 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원을 비

롯하여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순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경우 전체평균에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보다 평균급여가

높지만 평균급여 편차는 오히려 위탁집행형 기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최고 평균급여는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석탄공사, 한

국철도공사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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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균보수에 관한 기술통계량

(단위 : 원)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공공기관 203 36,812,000 112,436,000 67,528,620 11,937,581

공기업 107 48,238,000 87,691,000 71,870,803 8,439,292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96 36,812,000 112,436,000 62,688,895 13,365,567

5) 평균근속연수

<표 18>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근속연수는 약 13.3년

이며 최소연수는 0.8년인 한국임업진흥원, 최대는 22.8년인 한국조폐공사

로 나타났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경우 2012년 신설된 조직으로 평균근속

연수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다만, 기관이 설립된 지 10년 이상인

데 비교적 근속연수가 짧은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4년), 제주국

제자유도시개발센터(6.6년) 등으로 나타났다.

앞의 다른 변수와 유사하게 공기업의 평균 근속연수가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보다 높았는데 이는 공기업의 경우 기관의 나이가 위탁집행형

보다 오래되었다는 사실과 이에 반하여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준정

부기관이 많다는 사실에서 근속연수도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표 18>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균근속연수에 관한 기술통계량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공공기관 203 0.8 22.8 13.253 4.4611

공기업 107 4.4 22.8 14.463 3.8571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96 0.8 21.4 11.904 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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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공동적인

변이가 어떤 규칙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이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한 분석을 하였는데, 이는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를 측정하

는 대표적인 척도로 계수 값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일 경우 선형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곽기영, 2014).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대해서 수행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주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CEO 
통솔

임원 
통솔

관리자 
통솔

기관
나이 인원 평균

보수
평균
근속
연수

Ln
(매출)

CEO  
통솔 1 -0.080 0.129 0.154* 0.323** 0.243** 0.307** 0.400**

임원  
통솔 1 0.080 0.049 0.218** -0.052 0.230** 0.236**

관리자  
통솔 1 0.252** 0.908** 0.030 0.371** 0.468**

기관나이 1 0.240** -0.085 0.453** 0.125

인원 1 0.054 0.357** 0.524**

평균보수 1 0.314** 0.435**

평균근속
연수 1 0.414**

Ln
(매출) 1

<주.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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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간의 상관분석결과

CEO 통솔의 범위는 P<0.05 에서 기관나이와 약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0.01에서 인원, 평균보수, 평균근속연수, ln(매출)과 상관계수가 0.24∼0.4까

지 유의미한 값 확인할 수 있다. 임원의 통솔의 범위에서는 P<0.01에서 인원,

평균근속연수, ln(매출)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리

자의 통솔의 범위 값은 기관나이, 평균근속연수, ln(매출)과 상관성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의 통솔의 범위는 인원변수와는 매우 큰(90.8%)

상관계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제 관리자의 통솔의 범위의 값이

전체하위직원의 수를 관리자의 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과 높은 상

관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귀분석을 수

행한 결과 종속변수가 부가가치일 경우 관리자 통솔, 인원의 변수에 대한 분산

팽창계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각각 3.57과 3.96으로 10이상의

값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정으로 볼 때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속변수가 경영평가결과에서도 VIF 값

은 각각 3.6과 4.11로 여전히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통제변수에서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P<0.01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확인할 수 있다. 기관의 나이변수는 CEO의 통솔, 관리자의 통솔, 인원, 평

균근속연수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인원변수는 CEO, 임원, 관리

자 통솔의 범위와 평균근속연수, ln(매출)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

다. 평균보수의 경우 CEO 통솔의 범위, 평균근속연수, ln(매출) 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지며, 평균근속연수는 모든 상관관계분석 대상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ln(매출) 또한 기관의 나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

들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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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1. 다중회귀분석의 가정검증

다중회귀분석이란 둘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하나의 (종

속)변수가 나머지 다른 (독립, 통제 등)변수들로부터 관계를 예측가능하

게 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이는 통계적 수치로 명확하게 둘 이상의 변수

들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땐 통

계적 수치는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의 결과를 도

출하기 이전에 회귀분석의 가정에 관하여 검증해 봄으로써 모델의 적합

성을 판단해 보고자 한다.

특이값(Outlier)의 진단 - 각종 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할 때

데이터 중 특별히 크거나 작은 값들이 관측될 수 있는데 이들 값을 특이

값이라 한다. 이 값들은 최소자승법으로 회귀석을 추정할 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값들에 대한 추출이 필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특이값을 진단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이용

한 표준화잔차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였다. 표준화잔차(standardized

residuals)란 잔차(residual)를 각각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표준화 한 것인

데 이것은 특이값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잔차

값이 3이상인 경우 특이값으로 보며 2∼3 사이인 경우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데이터에서는 표준화 잔차가 3이상으로 나오는 3개의 데

이터를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3 사이인 경우도 소수 있지

만 모두 2.3 미만의 값으로 회귀분석결과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값들을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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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의 진단 - 이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배

열된 일련의 관찰치들 간의 상관관계로 정의된다. 선형회귀 모형에서는

오차항에는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 가정

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변수간 의존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각 회귀계수

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Durbin-Watson d검정을 이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증해

보았으며 아래 표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20> Durbin-Watson 통계량

구분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위탁)

비고
부가가치 경평결과 부가가치 경평결과 부가가치 경평결과

D.W 값 1.176 1.736 1.262 2.065 1.279 1.632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Durbin-Watson d검정 값이 1.176∼2.065

까지 도출되었다. d 값의 범위는 0∼4이며 일반적으로 1∼3 값이면 적절

한 것으로 평가하며, 1보다 작으면 양의 상관이 크고 3보다 크면 음의

자기상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urbin-Watson의 자기상관 진단

결과값 모두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진단 -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들 간

에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 독립변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뒤섞이면서 종속변수를 설명하

게 되고 그러면 표준오차가 큰 불안정한 회귀계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진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선성 진단을 하게 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분산팽창계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이용

한 진단을 수행하였다. VIF 진단결과 기업유형별 아래 <표 21>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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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VIF 통계량

구분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위탁)

비고
부가가치 경평결과 부가가치 경평결과 부가가치 경평결과

VIF

범위

1.5392
∼
5.8038

1.6515
∼
5.6453

1.5896
∼
6.0955

1.6136
∼
6.1074

1.0850
∼
6.9577

1.0891
∼
7.0312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VIF 값은 10 이상일 경우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 10이상의 값은

없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중 회귀분

석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단, 준정부기관(위탁) 유형에서 상관관계분석의

결과에서 짐작하였듯이 관리자의 통솔의 범위와 기관의 인원변수의 VIF

값은 각각 5.5089, 7.0312로 다른 유형보다 비교적 높게 도출되었다. 하지

만 일반적 기준으로 간주하는 VIF 10 이하의 값이기에 해당변수를 포함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의 진단 - 선형회귀모형의 중요한 가정

중 하나는 변수 오차항의 분산이 어떤 일정한 값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회귀분석의 등분산(homoscedasticity) 가정이다. 이 가정이 성립되지 않

고 오차항의 분산 간에 이분산성이 생기게 된다면 회귀분석의 결과는 심

각한 오류가 생기게 된다. 이분산성을 가진 값은 실제 추정된 회귀값보

다 더 큰 가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로 도출된 회귀선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이분산성 검정은 표준화잔차(ZRESID)와 표준화예측값

(ZPRED)과의 관계 산점도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아래 <그림 4>는 유형

및 종속변수 별 표준화잔차와 표준화 예측값의 산점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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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분산성 검정을 위한 산점도

구분 부가가치 경평결과

공공

기관

공기

업

준정

부기

관(위

탁)

위 표에서 6가지 항목에 대한 표준화잔차와 표준화 예측값의 산점도를

보았을 때 비교적 등분산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분산성의 문제는 없

는 것으로 평가되어 일반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1) 공공기관의 통솔의 범위와 경영성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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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 β는 각 독립변수의 계수로서 종속변수에 영향

을 주는 기울기이며, 표준화 회귀계수 B는 다른 독립변수들이 통제되었

을 때 어떤 변수가 상대적으로 종속변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이에 첫 번째로 공공기관의 통솔의 범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중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를 ‘부가가치’로 두고 회귀분

석과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부가가치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공공기관

변수 회귀계수(β)
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절편 13.8379 0　 1.2392 11.1671

CEO 통솔 0.1508* 0.2381 0.0260 5.8077

임원 통솔 0.1475* 0.1985 0.0271 5.4388

관리자 통솔 0.0103* 0.2529 0.0021 4.8555

d생산기관 -0.5924* -0.1527 0.2574 -2.3019

d규제기관 -0.3490 -0.0472 0.3025 -1.1536

d정보배부 -0.9601* -0.2401 0.2328 -4.1248

d준시장형 -0.0661 -0.0151 0.1896 -0.3485

d위탁집행 -1.0966* -0.2826 0.2507 -4.3747

기관나이 -0.0170* -0.1671 0.0035 -4.8931

인원 -0.0001* -0.1805 0.0000 -3.2960

매출 0.4019* 0.4356 0.0453 8.8737

평균보수 0.0000 0.0169 0.0000 0.4440

평균근속연수 0.0377* 0.0865 0.0175 2.1479

d2011 -0.0695 -0.0120 0.2116 -0.3284

d2012 -0.1041 -0.0265 0.1965 -0.5299

d2013 -0.0951 -0.0229 0.1974 -0.4820

<주. * P<0.05, R2=0.860, Adjust R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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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공공기관 부가가치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652.002 16 40.750 70.881 0.000

잔차 106.359 185 0.575 　 　

총계 758.360 201 　 　 　

우선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산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본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인 F값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미한 모

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0.86으로 약

8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결정계수 값이 커지는 경향

을 치유한 값인 수정결정계수는 84%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에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CEO 통솔, 임원 통솔, 관리자 통솔이 모두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화 회귀계수(B)의 값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면 공공기관 CEO 통솔의 범위는 부가가치에 0.2381의

영향을 미치며, 임원 통솔의 범위는 0.1985, 관리자 통솔의 범위는 0.2985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세

가지 통솔의 범위 중 관리자 통솔의 범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본 회귀분석 결과는 Gulick(1937)의 이론인 통솔의 범위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직의 성과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을 실제로 입증하였다. Gulick의 이론을 실험

으로 입증한 Meier & Bothe(2001, 2003)의 공공기관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성과에 통솔의 범위가 충분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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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통솔의 범위가 조직의 성과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통제변수의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기관 유

형 중 정부정책에 따른 유형분류를 통하여 더미변수로 분석한 결과 기준

유형인 이익배분형 기관 대비 생산기관은 -0.1527, 정보배부형 기관은

-0.2401의 값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이익배분형기관

이 생산기관과 정보배부형 기관에 비하여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법적유형분류에서도 시장형 공기업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분석한 결

과 위탁집행형 기관이 유의미한 값을 가지며 -0.2826의 값을 나타냈으

며, 이는 시장형 공기업이 부가가치에 보다 높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을 추정할 수 있다.

기관나이와, 인원의 경우 각각 -0.1671, -0.1805로 부가가치의 생성에

부(+)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매출은 0.4356으로 정(+)의 효과가 상대적으

로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으며, 평균근속연수는 0.0865로 유의미한 값이긴

하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표 >에서 나타난 결과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통

솔의 범위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부분이 무한정 선형의 관계

를 가질 것은 아니라 판단하고 이차함수를 구현하여 통솔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 때 최적의 성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변수 3개의 이차항을 만들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아래 <표 2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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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부가가치에 관한 다중회귀분석(독립변수 이차항 추가) 결과-공공기관

변수 회귀계수(β) 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절편 14.6748 　 1.3077 11.2221 

CEO 통솔 0.3614* 0.5708 0.0890 4.0613 
임원 통솔 0.3523* 0.4741 0.0903 3.9001 

관리자 통솔 0.0173* 0.4240 0.0043 4.0314 
d생산기관 -0.5569* -0.1435 0.2575 -2.1630 
d규제기관 -0.3088 -0.0418 0.2987 -1.0340 
d정보배부 -0.8963* -0.2241 0.2334 -3.8396 
d준시장형 0.1013 0.0231 0.1927 0.5256 
d위탁집행 -1.0473* -0.2699 0.2456 -4.2651 
기관나이 -0.0196* -0.1927 0.0036 -5.4737 

인원 -0.0001* -0.1525 0.0000 -2.6522 
매출 0.3154* 0.3419 0.0522 6.0487 

평균보수 0.0000 0.0192 0.0000 0.5016 
평균근속연수 0.0309 0.0708 0.0176 1.7558 

d2011 -0.0284 -0.0049 0.2072 -0.1371 
d2012 -0.0775 -0.0197 0.1927 -0.4020 
d2013 -0.0563 -0.0136 0.1933 -0.2914 

CEO통솔2 -0.0136* -0.3130 0.0056 -2.4350 
임원통솔2 -0.0124* -0.2592 0.0055 -2.2521 

관리자통솔2 0.0000 -0.1549 0.0000 -1.6770 
<주. * P<0.05, R2=0.868, Adjust R2=0.855>
<표 24>에서 보는바와 같이 회귀분석결과 3개의 독립변수 이차항 중

CEO통솔 제곱값이 -0.3130, 임원통솔의 제곱값이 -0.2592의 유의미한 값

을 나타내었다. 이는 각 변수의 일차항을 같이 고려할 경우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로 구현할 수 있으며, 이는 최고의 조직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적의 통솔의 범위에 대한 근사치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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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차 함수와 2차 함수 관계도-공공기관(CEO, 임원통솔)

위 그래프에서 CEO 통솔의 범위의 최적 추정 값은 12∼13명 , 임원

의 통솔의 범위에서 최적 추정 값은 13∼14명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연구에서의 통솔의 범위의 적정수치인 5∼6명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사례가 아닌 국내의 통솔의 범위에 대

한 사례가 부재하여 직접적이 비교가 어려웠으며, 또한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의 경우 기업성과 공공성이라는 혼재된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연구된 통솔의 범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위 그래프에서와 같이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서 통솔의 범위와

성과와의 관계는 어느 범위에서는 선형관계를 유지하지만, 지속적인 선

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과가 향상되어 최고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통솔의 최적 범위가 있으며 그 이상이 되면 성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있

다는 것을 회귀분석 결과와 그림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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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나타났다.

<표 25> 경영평가결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공공기관

변수 회귀계수(β)
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절편 5.5923 　0 1.6493 3.3907

CEO 통솔 -0.0448 -0.1232 0.0345 -1.2971

임원 통솔 0.0782* 0.1843 0.0360 2.1706

관리자 통솔 -0.0036 -0.1535 0.0028 -1.2826

d생산기관 -0.1438 -0.0645 0.3337 -0.4310

d규제기관 -0.3312 -0.0770 0.3967 -0.8349

d정보배부 -0.1242 -0.0542 0.3004 -0.4135

d준시장형 0.0682 0.0266 0.2534 0.2691

d위탁집행 -0.4558 -0.2046 0.3243 -1.4056

기관나이 -0.0001 -0.0017 0.0047 -0.0208

인원 0.0001 0.1175 0.0001 0.9195

Ln(매출) -0.0901 -0.1679 0.0603 -1.4952

평균보수 0.0000 -0.0666 0.0000 -0.7691

평균근속연수 0.0156 0.0624 0.0234 0.6662

d2011 0.2298 0.0680 0.2837 0.8099

d2012 0.8721* 0.3865 0.2612 3.3389

d2013 1.4325
*

0.6076 0.2614 5.4805

<주. * P<0.05, R2=0.298, Adjust R2=0.234>

<표 26>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71.529 16 4.471 4.691 .000b

잔차 168.698 177 .953 　 　
총계 240.227 193 　 　 　
위 표에서 분산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인

F값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미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
2
)는 0.298으로 약 29.8%의 설명력을, 수정결정계

수(Adjust R2) 는 23.4%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값은 비교

적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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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0.05에서 임원

통솔의 범위 값만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경영평가 결과를 회귀분석을 위하여 변환할 때 S등급은

‘1’로 A등급은 ‘2’로 B등급은 ‘3’ 이런 식으로 바꾸어 분석했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 값이 나왔다는 것은 경영평가결과가 한 단위 올라갈 때 즉,

경영평가 점수가 S→A로 떨어질 때 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정(+)의 영향

을 미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개념으로 반대로 보면 임원의 통

솔의 범위는 경영평가 결과가 상승하는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

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경영평가결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원의 통솔

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결과는 기존의 이론 및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을 보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라고 고

려되는 부분(영업이익, 생산성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평가의 결과는 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 등의 정

량적 평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회귀분석 결과가 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줄어야 경영평가 결과를 높게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표준화 회귀계수(B)의 값이 임원 통

솔의 범위는 0.1843으로 나타났으며 이 값은 비록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지만 실제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객관적인 성과지표인 부가가치와는 다르게 여

러 가지 평가지표들의 종합으로 이루어진 경영평가결과는 회귀분석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통솔의 범위가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 독립변수 중

임원의 통솔의 범위만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들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는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다만,

연도더미에서 2012년, 2013년도에 각각 0.3865, 0.6076이라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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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회귀계수(β) 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절편 5.9681 　0 1.7625 3.3862 

CEO 통솔 -0.0977 -0.2686 0.1187 -0.8230 
임원 통솔 -0.0571 -0.1345 0.1205 -0.4736 

관리자 통솔 -0.0015 -0.0629 0.0058 -0.2503 
d생산기관 -0.2350 -0.1054 0.3443 -0.6824 
d규제기관 -0.4048 -0.0941 0.4028 -1.0050 
d정보배부 -0.1778 -0.0776 0.3097 -0.5742 
d준시장형 0.0083 0.0032 0.2635 0.0315 
d위탁집행 -0.4736 -0.2126 0.3263 -1.4512 
기관나이 0.0010 0.0169 0.0050 0.1979 

인원 0.0001 0.1339 0.0001 0.9819 
Ln(매출) -0.0833 -0.1551 0.0701 -1.1873 
평균보수 0.0000 -0.0535 0.0000 -0.5984 

평균근속연수 0.0132 0.0527 0.0243 0.5432 
d2011 0.2057 0.0609 0.2857 0.7199 
d2012 0.8712* 0.3861 0.2634 3.3082 
d2013 1.4335* 0.6080 0.2633 5.4445 
CEO2 0.0029 0.1186 0.0074 0.3950 
임원2 0.0084 0.3088 0.0073 1.1504 

관리자2 0.0000 -0.0921 0.0000 -0.4185 
<주. * P<0.05, R2=0.304, Adjust R2=0.228>

높은 연관성을 보여 주었다.

부가가치에 통솔의 범위가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나타났던 이차항 및

통솔의 범위 최적값은 경영평가결과에서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나타났

다. 이차항에 대한 유의미한 값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최적 통솔

의 범위를 구하지는 못하였다.

<표 27> 경영평가에 관한 다중회귀분석(독립변수 이차항 추가) 결과-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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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회귀계수(β) 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절편 13.7726 0　 1.5158 9.0859 

CEO 통솔 0.1750* 0.4025 0.0295 5.9391 
임원 통솔 0.0965* 0.1793 0.0328 2.9403 

관리자 통솔 0.0078* 0.2515 0.0029 2.6976 
d생산기관 -0.4672 -0.1211 0.3734 -1.2511 
d정보배부 -0.8419 -0.1968 0.4277 -1.9683 
d준시장형 0.0129 0.0045 0.2061 0.0627 
기관나이 -0.0275* -0.3762 0.0041 -6.7512 

인원 -0.0001* -0.2691 0.0000 -2.9479 
Ln(매출) 0.4567* 0.6025 0.0521 8.7597 
평균보수 0.0000 -0.0744 0.0000 -1.0943 

평균근속연수 0.0354 0.0938 0.0244 1.4508 
d2011 -0.0111 -0.0033 0.1719 -0.0643 
d2012 -0.0487 -0.0143 0.1790 -0.2723 
d2013 0.0572 0.0176 0.1808 0.3165 

<주. * P<0.05, R2=0.304, Adjust R2=0.228>

2) 공기업의 통솔의 범위와 경영성과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통솔의 범위가 경영성과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고 있는데, 앞 절에서는 공공기관 전체를 두고 평가할 때 어떠한 영

향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공기업군(시장형, 준시장형)만

별도로 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는 공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전체의 분석결과와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솔의 범위에 대한 경영성과 영향평가는 우선

정량적 결과인 부가가치에 대해서 회귀분석 및 분산분석을 수행 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28> 부가가치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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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공기업 부가가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189.098 14 13.507 37.040 .000b

잔차 33.184 91 .365 　 　
총계 222.282 105 　 　 　

위 표에서 분산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인

F값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미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
2
)는 0.298으로 약 29.8%의 설명력을, 수정결정계

수(Adjust R2) 는 23.4%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값은 비교

적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29>에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공기업에서도 공공기

관 전체와 마찬가지로 유의수준 0.05에서 CEO, 임원, 관리자 통솔의 범

위 3가지 모두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CEO의 통솔의 범위는 0.4025로 공공기관에서의 표준화 회귀

계수(B) 0.2381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임원 통솔의 범위는 0.1793으로 0.1985였던 공공기관의 값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 도출되었다. 관리자의 통솔의 범위는 0.2515로 공

공기관의 값 0.2519와 유사하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공기업의 성과에서도 마찬가지로 Gulick의 이론과 Meier & Bothe의

실증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연구와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접근한다면 학교라는 하나의 공공조직에 대해서만

통솔의 범위에 대한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했던 바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통솔의 범위의 값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본

회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공기업의 경우도 3가지 유형의 통솔의



- 86 -

범위가 전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CEO의 통솔의 범위의 경우 전

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준정부조직의 한 형태인 위탁집행형의 경우 어떻게

나타나는가와 비교를 한다면 더욱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통제변수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기관유형에서는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 않았고, 기관나이 -0.3762, 인원 -0.2691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

이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에 미치

는 통솔의 범위 영향이 기관나이 -0.1671, 인원은 -0.1805으로 나타난 것

보다 공기업에서의 기관나이, 인원 등에 대한 영향은 더 큰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나이나 인원수가 줄어들수록 부가가치가 올라

가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비교적 근래에

생긴 기업이라 할지라도 분사의 개념이거나 기존의 조직을 흡수하여 새

롭게 창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의 경우 0.6025로 상대적으로 이전의 값(0.4356)보다 부가

가치에 더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한다

고 했을 때에도 매출은 부가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변수

이며, 결과적으로도 부가가치에 정의 방향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의 경우 다른 기관유형들에 비하여 보다

민간기업에 가까운 개념의 생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

가 도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부가가치에 통솔의 범위가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나타났던

독립변수에 대한 이차항 분석결과 공기업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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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회귀계수(β) 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절편 15.8581 0　 1.7466 9.0794 

CEO 통솔 0.3218* 0.7402 0.1181 2.7246 
임원 통솔 0.1569 0.2915 0.1211 1.2963 

관리자 통솔 0.0188* 0.6068 0.0049 3.8111 
d생산기관 -0.6459 -0.1675 0.3995 -1.6167 
d정보배부 -0.9138* -0.2137 0.4503 -2.0292 
d준시장형 0.1160 0.0400 0.2121 0.5468 
기관나이 -0.0271* -0.3702 0.0042 -6.4478 

인원 0.0000 -0.1056 0.0001 -0.8696 
Ln(매출) 0.3427* 0.4521 0.0666 5.1448 
평균보수 0.0000 -0.0365 0.0000 -0.5337 

평균근속연수 0.0133 0.0352 0.0251 0.5289 
d2011 -0.0023 -0.0007 0.1673 -0.0136 
d2012 -0.0420 -0.0123 0.1771 -0.2373 
d2013 0.0584 0.0180 0.1769 0.3303 
CEO2 -0.0110 -0.3775 0.0070 -1.5620 
임원2 -0.0040 -0.1238 0.0065 -0.6061 

관리자2 -0.0001* -0.3829 0.0000 -2.4304 
<주. * P<0.05, R2=0.863, Adjust R2=0.837>

<표 30> 부가가치에 관한 다중회귀분석(독립변수 이차항 추가) 결과-공기업

위 표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부가가치에서의 결과와는 다르게 CEO와

임원의 이차항 회귀분석 값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관리

자의 이차항 값이 유의미한 결과(-0.3829)를 나타내고 있다. 이차항의 계

수부호가 ‘-’값이므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이

며, 이를 통하여 최적의 관리자 통솔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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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차 함수와 2차 함수 관계도-공기업(관리자 통솔)

위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가가치의 최고 값을 갖는 관리자 통솔의

범위는 약 180∼190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단, CEO와 임원의 통솔의

범위에 비하여 높은 통솔의 범위 값이 추정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제한으로 인하여 조직도 상위에

서부터 통솔의 범위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조직이 너무

큰 경우나 더 이상의 세부적인 자료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임원급 이하 중간관리자 층 하위는 일괄적으로 하위직원의 수에서 관리

자 수를 나누어서 통솔의 범위를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통

솔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작겠지만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 하는 부분이라 연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이와 같은 선택을 하였

으며 위 표와 그림과 같은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위 그래프에서 보이는 하나의 특이 값은 한국전력으로 타 공기업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로 인하여 최적값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래프의 추세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통솔의 범위의 영향분석은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89 -

<표 31> 경영평가결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공기업

변수 회귀계수(β)
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절편 1.6863 　 2.2158 0.7610

CEO 통솔 -0.1093* -0.3071 0.0452 -2.4186

임원 통솔 0.1212* 0.2820 0.0494 2.4546

관리자 통솔 -0.0080 -0.3170 0.0043 -1.8507

d생산기관 0.6667 0.2173 0.5540 1.2035

d정보배부 1.0934 0.3218 0.6209 1.7610

d준시장형 -0.0900 -0.0383 0.3182 -0.2830

기관나이 0.0044 0.0746 0.0065 0.6732

인원 0.0001 0.1778 0.0001 1.0139

Ln(매출) 0.0863 0.1316 0.0779 1.1088

평균보수 0.0000 -0.2100 0.0000 -1.6665

평균근속연수 0.0168 0.0560 0.0372 0.4526

d2011 0.2489 0.0902 0.2591 0.9604

d2012 0.8301* 0.3009 0.2684 3.0932

d2013 1.5549* 0.5991 0.2699 5.7615

<주. * P<0.05, R2=0.530, Adjust R2=0.453>

<표 32>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73.779 14 5.270 6.923 .000b

잔차 65.468 86 .761 　 　

총계 139.248 100 　 　 　

위 <표 32>의 분산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

도인 F값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미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
2
)는 0.530으로 약 53%의 설명력을, 수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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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수(Adjust R
2
) 는 45.3%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값은

비교적 적절한 값이라 할 수 있다.

<표 31>에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회귀분석 결과

가 공공기관에서의 분석과 유사하게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변수가 부가

가치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 보다 작았다.

독립변수에서는 CEO의 통솔의 범위와 임원의 통솔의 범위 값이 각각

-0.3071, 0.2820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부가가치 성과

로 분석하였을 때 CEO 통솔의 범위가 0.4025, 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0.1793으로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특히 CEO의 경우 많은 차이를 나타내

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경영평가등급에 대한 숫자 변환은 높은 것부터 1∼6단계로 나누었기 때

문에 이를 감안하여 해석한다면 CEO의 통솔의 범위는 그 값이 클수록

경영평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임원의 통솔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값이 작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회귀분석 결과로만 해석한다면 경영평가

결과를 잘 받기 위해서는 CEO의 통솔의 범위는 확대하되 임원의 통솔

의 범위는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실제 금

전적 성과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에 나타났던 바와 같이

통솔의 범위를 늘여야 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음으로 이에 대한 고

려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공공기관의 특

성이라 평가할 수 도 있는 것이다.

본 평가결과에서도 이차항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공공기관과는

달리 CEO의 이차항 분석결과에서 아래 표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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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회귀계수(β)
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절편 -0.1613 　 2.5377 -0.0635

CEO 통솔 -0.5479* -1.5398 0.1775 -3.0864

임원 통솔 0.0798 0.1857 0.1792 0.4451

관리자 통솔 -0.0127 -0.5026 0.0075 -1.6801

d생산기관 0.7420 0.2418 0.5985 1.2397

d정보배부 1.1942 0.3514 0.6585 1.8136

d준시장형 -0.1988 -0.0846 0.3234 -0.6146

기관나이 0.0073 0.1228 0.0067 1.0855

인원 0.0001 0.3224 0.0001 1.4363

Ln(매출) 0.2053 0.3129 0.0978 2.0985

평균보수 0.0000 -0.2014 0.0000 -1.5851

평균근속연수 0.0291 0.0970 0.0390 0.7464

d2011 0.2329 0.0844 0.2530 0.9205

d2012 0.7036 0.2550 0.2672 2.6334

d2013 1.5300 0.5895 0.2652 5.7682

CEO2 0.0264* 1.1316 0.0104 2.5434

임원2 -0.0007 -0.0271 0.0096 -0.0721

관리자2 0.0000 -0.0175 0.0000 -0.0600

<주. * P<0.05, R2=0.568, Adjust R2=0.480>

<표 33> 경영평가에 관한 다중회귀분석(독립변수 이차항 추가) 결과-공기업

위 표에서 CEO 통솔의 범위 이차항 값만 유의미하게 도출되었으며,

앞에서 설명한 등급평가기준 값을 고려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이차항의

계수부호가 ‘-’값이므로 해당 이차함수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최적의 관리자 통솔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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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차 함수와 2차 함수 관계도-공기업(CEO 통솔)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평가결과의 최고값을 갖는 CEO의

통솔의 범위는 약 8.5∼9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부가가

치 분석결과로 나타난 CEO 통솔의 범위 값인 12∼13 보다 작은 수치로

공기업만을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개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통솔의 범위는 경

영평가결과를 높게 받기위한 통솔의 범위보다 더 클 필요가 있다는 해석

이 가능하다.

3) 준정부기관(위탁)의 통솔의 범위와 경영성과와의 관계

1)과 2)에서 공공기관 연구대상 전체의 회귀분석과 2)에서 공기업을

대상으로 통솔의 범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설명한 바와 같이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공공

기관 전반적인 통솔의 범위에 대한 성과의 영향정도를 평가하는 것에 의

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기관유형에 따른 통솔의 범위가 유의미하게 나

온다는 것은 조직관리에 있어 정책집행 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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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에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통솔의 범위에 의한

경영성과(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표 34> 부가가치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변수 회귀계수(β)
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절편 11.2693 　0 2.0301 5.5512

CEO 통솔 0.1030
*

0.1809 0.0471 2.1875

임원 통솔 0.1405
*

0.2406 0.0472 2.9789

관리자 통솔 0.0106
*

0.3119 0.0047 2.2260

d생산기관 -0.1220 -0.0233 0.4404 -0.2770

d규제기관 -0.0907 -0.0227 0.3894 -0.2330

d정보배부 -0.7217
*

-0.2383 0.3304 -2.1845

기관나이 -0.0043 -0.0518 0.0062 -0.6908

인원 -0.0001 -0.0559 0.0002 -0.3549

Ln(매출) 0.4219
*

0.4194 0.0805 5.2427

평균보수 0.0000 0.1004 0.0000 1.2927

평균근속연수 0.0452 0.1464 0.0261 1.7302

d2013 -0.0706 -0.0236 0.1861 -0.3791

<주. * P<0.05, R
2
=0.704, Adjust R

2
=0.661>

<표 35> 위탁집행형 기관 부가가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141.862 12 11.822 16.463 .000b

잔차 59.602 83 .718 　 　

총계 201.46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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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에서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인

F값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미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0.704으로 약 70.4%의 설명력을, 수정결정계

수(Adjust R
2
) 는 66.1% 정도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34>에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준정부기관(위탁집행

형)에서도 공공기관 전체와 마찬가지로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CEO, 임

원, 관리자 통솔 3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CEO 통솔의

범위는 0.1809, 임원의 통솔의 범위는 0.2406, 관리자의 통솔의 범위는

0.3119로 나타났으며, 위탁집행형 기관에서 관리자의 통솔의 범위가 부가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도 정보배부기관 유형 더미변수가 -0.2383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기준 더미인 이윤배부기관 유형의 영향이 부가가치 결과에 상대

적으로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매출의 경우

0.4194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변수 중 부가가치에 큰 비

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에 통솔의 범위가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낸 독립변수의 이차항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6>에서와 같이 나

타났다. 분석결과 이차항에 대한 유의미한 값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

서 이에 대한 최적 통솔의 범위를 구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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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회귀계수(β)
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절편 11.3909 　0 1.9795 5.7544

CEO 통솔 0.4258* 0.7481 0.1652 2.5777

임원 통솔 0.4727* 0.8095 0.1607 2.9404

관리자

통솔
0.0326* 0.9612 0.0125 2.6057

d생산기관 -0.2564 -0.0489 0.4332 -0.5920

d규제기관 -0.2135 -0.0535 0.3860 -0.5529

d정보배부 -0.8037* -0.2653 0.3544 -2.2680

기관나이 -0.0099 -0.1193 0.0070 -1.4219

인원 -0.0005 -0.3588 0.0003 -1.8498

Ln(매출) 0.3568* 0.3546 0.0819 4.3553

평균보수 0.0000 0.0317 0.0000 0.3814

평균근속연

수
0.0507 0.1641 0.0258 1.9610

d2013 -0.0064 -0.0021 0.1816 -0.0350

CEO2 -0.0191 -0.4634 0.0111 -1.7273

임원2 -0.0206 -0.4820 0.0111 -1.8548

관리자2 -0.0001 -0.3998 0.0000 -1.5146

<주. * P<0.05, R2=0.734 Adjust R2=0.684>

<표 36> 부가가치에 관한 다중회귀분석(독립변수 이차항 추가) 결과-위탁집행형

통솔의 범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마지막

단계로 위탁집행형 기관의 통솔의 범위가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아래 표와 같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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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15.123 12 1.260 1.206 0.294b

잔차 83.608 80 1.045 　 　
총계 98.731 92 　 　 　

<표 37> 경영평가결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위탁집행형

변수 회귀계수(β)
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절편 8.6029 0　 2.5158 3.4196

CEO 통솔 0.0192 0.0478 0.0571 0.3371

임원 통솔 0.0575 0.1367 0.0589 0.9752

관리자 통솔 -0.0003 -0.0128 0.0058 -0.0527

d생산기관 -0.5504 -0.1498 0.5315 -1.0355

d규제기관 -0.7849 -0.2724 0.4736 -1.6573

d정보배부 -0.5550 -0.2577 0.3993 -1.3901

기관나이 -0.0010 -0.0178 0.0075 -0.1379

인원 -0.0001 -0.0628 0.0003 -0.2302

Ln(매출) -0.2027* -0.2808 0.0996 -2.0351

평균보수 0.0000 0.0269 0.0000 0.2027

평균근속연수 0.0187 0.0848 0.0320 0.5845

d2013 0.3746 0.1771 0.2271 1.6493

<주. * P<0.05, R2=0.153, Adjust R2=0.056>

<표 38> 위탁집행형 경영평가결과 분산분석

분산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인 F값의 유의

확률이 <0.294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모형적합도

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는 공공기관, 공기업, 위탁집행형

기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위탁집행형 기관의

모델 중 종속변수가 부가가치인 경우도 모델의 F값이 유의미하게 나왔

고 경영평가결과만 유일하게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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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값

을 보면 임원의 통솔의 범위나 CEO의 통솔의 범위에서 유의미한 결과

를 얻었을 뿐 다른 통제변수는 거의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집행형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은 본 연구에서 모형의 변수로 활용한 통솔의 범위, 기관

의 나이, 매출, 평균보수, 평균근속연수, 정책적 유형, 인원, 연도별 특성

등의 변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때문에 모형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가가치에 의한 모형 적합도는 유의미

하게 도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탁집행형 기관의 통솔의 범위가 부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게 도출된 것으로 볼 때 위탁집행형의 경

영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을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결과적으로 통솔

의 범위는 위탁집행형 기관의 경영평가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가설검정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통솔의 범위(CEO-임원, 임원-관리자, 관리자-

하위직원)에 대하여 기관 유형별(공공기관 전체,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로 구분을 하고 경영성과(부가가치,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Gulick(1937)의 이론인 통솔의 범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실증분석한 Meier & Bothe(2001, 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

에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서 수행

한 평가결과에 대한 가설 검증결과에 대한 종합정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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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통솔의 범위와 경영성과와의 관계

공공기관(공기업+위탁집행형)의 통솔의 범위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우선 부가가치에 대한 통솔의 범위 영향에 대한 가설 <1-1>을 살펴보

면 공공기관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선정하였으며 분석결과 이 가설은 채택

되었다. 가설 <1-2>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위와, <1-3> 관리자-하위

직원의 통솔의 범위에서도 <1-1>과 마찬가지로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연구 통해 가설

이 채택되었다. 이는 통솔의 범위의 개념이 조직의 효율성과와 관계가

있으며 또한 효율성의 향상은 성과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정이 실제 성

립됨을 확인한 것이다. 종속변수인 부가가치는 기업의 정량적 성과이기

때문에 통솔의 범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설의 검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통솔의 범위

에 대한 이차항을 구하여 도출된 그림을 이용하여 최고의 경영성과를 만

들 수 있는 통솔의 범위 값을 추정하였다. 가설이 채택된 세 가지 통솔

의 범위 중 유효한 이차항 값을 가진 CEO 통솔의 범위의 최적 추정 값

은 12∼13명 , 임원의 통솔의 범위에서 최적 추정 값은 13∼14명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가설 <1-4>∼<1-6>은 공공기관에서 CEO-임원, 임원-관리

자,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의 범위가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위에서만 경영평가결과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CEO-임원,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의 범위는 기각되었다. 다만, 분석에

서도 언급하였듯이 경영평가결과의 변환을 최대값(S)은 1 최소값(E)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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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환하였기에 실제 평가결과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유의미한 값

은 아니었지만 CEO 통솔의 범위, 관리자의 통솔의 범위는 통솔의 범위

가 넓어질수록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다만, 유의미한 값이 도출된 임원 통솔의 범위에 대한 이차항을 회

귀분석 결과 더 이상 유의미한 값이 나타나지 않아 최적값을 구하지 못

하였다. 즉 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평가결과는 낮아진다는 결

과를 도출 하였다.

2) 공공기관의 통솔의 범위와 경영성과와의 관계

공기업의 통솔의 범위와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 <2-1> 공기업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분석결과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나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 회귀계수는 공공기관에

서보다 조금 더 높았으며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은 공공기관에서 보다 상

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이는 공기업에서

CEO의 통솔의 범위가 공공기관 전체보다 부가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설 <2-2>, <2-3> 임원-관리자 통솔과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또한 연

구결과 채택되었다. 즉, <2-1>의 통솔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임원의 통

솔, 관리자의 통솔 또한 범위가 커질수록 부가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결

과를 얻었다. 하지만 회귀식 내에서 영향의 정도는 공공기관에서의 해당

변수의 영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결과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값을 갖는 독립변수 세 가지 모두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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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구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중 관리자 통솔의 범위 변수만

유의미한 값을 얻었다. 이에 대한 이차 그래프를 구현한 후 최적의 범위

를 추정한 결과 관리자 통솔의 범위는 약 180∼190 정도로 나타났다.

가설 <2-4> 공기업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평가한 결과 유의미한 값

이 도출되었으며, 앞에서 해석한 바와 같이 실제 경영평가결과에 정(+)

의 회귀계수 값이 도출되어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2-5>는 임원-

관리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인데 실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커지면 경영평가 결과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공공기관에서 임원의 통솔이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가설 <2-6>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

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분석결과에서도 일차항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독립변수에 이차

항의 값을 구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차항에서는 CEO-임원 통

솔의 범위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추정된 경영평가

결과의 최고값을 갖는 CEO의 통솔의 범위는 약 8.5∼9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탁집행형 기관의 통솔의 범위와 경영성과와의 관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통솔의 범위와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설 <3-1>∼<3-3> 위탁집행형 기관에서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위탁집행형 기관에서도 CEO-임원 통솔의 범위, 임원-관리자 통솔의 범

위, 관리자-하위직원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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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가설
채택

여부

1-1
공공기관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

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공공기관에서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공공기관에서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

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4
공공기관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
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알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공기업, 위탁집행형에서 부가가치에 대한 통

솔의 범위에 대한 영향은 모두 유의미한 값으로 정(+)의 영향으로 나타

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중 위탁집행형에서는 관리자의 통솔이 다

른 기관유형에 비하여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다만, 앞에서도 수행하였던 이차항 검증은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 않아 최적의 값을 구할 수 없었다.

가설 <3-4>∼<3-6>은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위탁집행형 기관의 통솔

의 범위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인데, 본 모형은 모형자체의 유의미성

이 성립되지 않아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세 가지 유형구분에 따른 통솔의 범위가 경영성과를 미치는 영향을 종

합해 볼 때 부가가치에 대한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으며, 경영평가결과는

공기업군에서 CEO-임원 통솔의 범위만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다음 표와 같이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종합하였다.

<표 39> 연구가설 검증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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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공기관에서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6
공공기관에서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

록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1
공기업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공기업에서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

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공기업에서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4
공기업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

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5
공기업에서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
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6
공기업에서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1
위탁집행형 기관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

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
위탁집행형 기관에서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3
위탁집행형 기관에서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의 범위

가 클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4
위탁집행형 기관에서 CEO-임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
수록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5
위탁집행형 기관에서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6
위탁집행형 기관에서 관리자-하위직원의 통솔의 범위가

클수록 경영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103 -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통솔의 범위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이

수없이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통솔의 범위와 관련된 연

구가 미흡한 실적이다. 이에 Gulick(1937)의 Meier & Bohte(2003)의 실

증연구결과를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Gulick(1937)의 ‘Notes on the theory of organization'에서 조직의 통솔

의 범위를 주장하였는데 통솔의 범위는 조직의 규모, 나이, 다양성에 따

라 달라지며 통솔의 범위를 적정수준 유지하면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Meier & Bohte는 이를 실증

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2단계로 통솔의 범위를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통솔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통솔의 범위가 커질수록 학생들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시

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공기업 이렇게 법적으로 분류

되는 준정부기관을 전체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또한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이렇게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이라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형태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통솔의 범위에 대한 특성 및 성과와의

관계, 그리고 세분화된 기업이 지니고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관계를 연

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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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설검증을 위해 준정부기관의 통솔의 범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CEO-임원 통솔

의 범위, 임원-관리자의 통솔의 범위, 관리자-하위직원이 통솔의 범위를

독립변수로 하고 부가가치, 경영평가결과는 종속변수로 두어 경영성과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관의 정책적 유형, 법적유형, 기관 나이, 평균보수, 평균근속연

수, 매출, 연도를 통제하였다. 이상의 종속, 독립, 통제 변수를 가지고 공

공기관 전체, 공기업, 위탁집행형 기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 따라 통솔

의 범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통솔의 범

위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가설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선

형관계만을 이루지는 않을 거라는 추정으로 통솔의 범위에 대한 이차항

을 구하여 최적의 통솔의 범위까지 도출하여 보았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첫째, 공공기관에서의 부가가치에 대한 통솔의 범위

(CEO, 임원, 관리자)의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통솔의 범위가

커질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모두 채택되었다.

또한 부가적인 연구사항으로 최적의 통솔의 범위를 찾는 분석에서는

CEO 통솔의 범위, 임원의 통솔의 범위의 최적 값의 근사치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임원의 통솔의 범위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값이 나왔으며, 이마저도 부(-)의 값, 즉 통솔의 범위

가 커질수록 경영평가 결과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가설이 기각

되었다.

둘째, 공기업에서 부가가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공공기관과 마찬

가지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따라서 통솔의 범위가 커질수록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모두 채택되었다. 또한 최

적의 통솔의 범위를 찾는 분석에서는 관리자 통솔의 범위의 최적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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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CEO의 통솔의 범위와 임원의 통솔의 범위에 대해서 유의미한 값이 나

왔으나, CEO의 통솔의 범위에서 가설을 지지하는 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임원의 통솔의 범위에서는 부(-)의 값,

즉 통솔의 범위가 커질수록 경영평가 결과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

어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리고 CEO의 통솔의 범위에 대한 이차항 값도

유의미하게 도출되어 최적 값의 근사치를 구할 수 있었다.

셋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의 부가가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또한 통솔의 범위가 커질수록 부가가치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모든 독립변수에 대해 채택되었다.

하지만 최적의 통솔의 범위 값을 추정하기 위한 이차항에 대한 분석결과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은

모형적합성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해당가설은 기

각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공공기관, 공기업, 위탁집행형 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에서 부가가치는 Gulick(1937)과 Meier &

Bothe(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 결

과는 유의미한 결과 중에서도 가설과는 반대되는 값이 나타났었고 가설

채택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선행연구에서의 조직성과나 효율성 개념

과는 다른 개념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직구조 개념에서 통솔의 범위에 대한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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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함의

공공기관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농업중심의 빈국에서

산업중심의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뒤편에서 산업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기업이란 준 정부조직은 대부분 민영화 되었거나 변화의

흐름에 따라 사라졌지만 정부조직이 아닌 공공기관은 여전히 다양한 영

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들이

점점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한 축으로서 수많

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 준 정부기관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활발하게 진행

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 수직적 지휘체계의 문화에서 보다 다양화 되고

소통이 필요한 시기로 변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성장하기 위해서 수반되

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통솔의 범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이와 같

은 맥락에 의미를 두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공

공조직에 대한 늘어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동반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과거

와 같이 더 이상 공기업이나 공공조직이 비효율의 대명사로 불리던 시대

는 아니라는 것과 정부의 정책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를 운영하기

위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 된다.

이어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해외의 연구사례와 같이 공공조직의 통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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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의미가 다른

주요한 원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왜

냐하면 이제 정부 또한 공공기관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

길 바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너스는 이를 통하여 절약되는 기회비용

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이라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체

계를 이루어 왔다는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통솔의 범위가

최적인가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는 이런 이론의 결과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배경에 대한 이해는 여전

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흡사 한국은 수학, 물리학, 화학과 같은

기초과학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

으며, 조금씩의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 서양과의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

른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의 한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대한 방향을 선정하고 대상 공공기관을 선택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미가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

만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대상의 폭은 줄어들었으며 그에 따라 연구의

범위도 줄여야 했다. 그래서 초기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301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했으나 데이터의 제약으로 기타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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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184개를 제외한 1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하지

만, 연구를 진행하던 중 14개의 기금관리형 기관은 종속변수에 대한 정

의가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정의되어 결과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다. 그리고 횡단면 분석보다는 시계열 분석이 보다 연구에 대한 신뢰

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려 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기업이 줄어듦과 동시에 시계열로 구한 데이터 조차 중요

변수에 대한 기관별 관리기준이 다른 관계로 보다 효과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금 더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공통적인 성

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대상이 늘어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공기관에 대한 통솔의 범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연구결과를 비교할 대상이 부족

하다는 것이었다. 주요 선행연구는 Meier & Bothe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통솔의 범위에 대한 연구였는데 본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비교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

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추가할 수 있다면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

겠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데이터 접근의 한계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구

수행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에 민간기업들에 대한 통솔의 범위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셋째, 통솔의 범위에서 관리자 통솔에 대한 조작적 정의 부분이다. 이

는 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부분인데,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의 수직적 체계는 작게는 세 단계 많게는 일곱 단계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통

솔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상위 단계부터 조작적 정의를 수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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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단계이하로는 더 이상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그 사유

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부재도 있지만 통솔의 범위를 구하기 위하여 활

용한 각 기관의 조직도 또한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를 하기가 매우 난해하였다. 따라서 보다 신뢰도 높

은 연구를 위해서는 수직적 단계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이와 유사한 기

관끼리 연구해 본다면 보다 연구의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솔의 범위에 대한 최적 값이다. 비록 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결과를 도출하기는 하였지만 관측치가 이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

을 줄 수 있다기 보다는 최적의 범위를 구현할 수 있다는 방향성 제시의

의미가 더 강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

는 각종 변수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의 향상 및 선행연구에 대한 추가적

인 학습을 통하여 분석해 본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조직구조의 다양성이다. 선행연구인 Meier &

Bothe의 연구는 학교라는 단일한 조직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기 때문

에 각종변수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구를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정책적 유형, 법적 유형으로 구분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조

직의 구조, 규모, 유형, 기업목적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와 같

은 개념의 일관성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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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How Span of Control influence

to Management Performance in Korean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Kim, Pyeung Ki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 study of how span of control influence to management

performance in Korean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Span of Control" means the relations between leaders and subordinates

in an organization. A wide span of control means a manager oversees many

subordinates and a narrow span of control means a manager oversees few

subordinates. In Luther Gulick(1937)'s essay "Notes on the Theory of

Organization", he assisted span of control in an organization could be

changed and it depends on the three key factors, diversity of function, time,

and space. Furthermore, he argued proper span of control could influence

better performance and efficiency in organizations.

Meier and Bothe(1980), they did a research to prove Gulick's theory in

structuring relationships among personnel in a sample 678 Texas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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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districts. As a result of their research, first, they proved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o span of control. Second, they found out a wide span of

control made better performance of students' grades. So, This study also

tried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performance and span of controls.

This research chose the public organizations as a subject of study. These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quite various kinds of characters in

many field. Mostly Government control them to achieve government's

purpose, so, Korean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usually have two

different factors. First is character of public influence for people. And

Second is character of business as a company. It means their budget come

from public finance and their democratic accountability is low like a private

organizations. Especially, Korean government recently emphasize the

efficiency of public organizations. So, It means public sectors needs to

prepare for better future in order to keep their roles as a public

organization.

In this research, we divided them into three groups which are public

organization(all), public enterprise(market style, quasi-market style) and the

type of consignment enforcement from the government because we wanted

to analyze there might be differences among them.

For hypothesis verification of this study, we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are 'added value' and 'the result of

management assessment for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from

governm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are CEO's span of control, board

member's span of control and manager's span of control. The alst ,

Organizational types(4 political types, 3 legal types), age,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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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s, sales, average wage, average tenure and year are controlled.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look for further results which could find the

most effective span of control for the best dependents' values.

As a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a quasi-government

organization, First, the three types(CEO-Board members, Board

member-Managers, Manager-Employees) of span of control affect "added

values", and the hypothesis which wide span of control can affect positive

result of management performance is accepted. Furthermore, additional

study of the most effective span of control found out in cases of CEO and

Board members span of control.

In case of management assessment as a dependent variables, we found

out only Board member's span of control affect to management assessment

but it doesn't accept the hypothesis which can give positive result of

management assessment.

Secondly, inn field of public enterprise, like the first, the three

types(CEO-Board members, Board member-Managers,

Manager-Employees) of span of control affect "added values", and the

hypothesis which wide span of control can affect positive result of

management performance is accepted. In addition, we found out the most

effective span of control in cases of Managers' span of control.

In case of management assessment as a dependent variables, we found

out CEO and Board member's span of control affect to management

assessment. CEO's span of control accept the hypothesis but Board

member's span of control doesn't accept the hypothesis. However, we

found out the most effective span of control in cases of CEO's spa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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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The last, in case of public organization of consignment enforcement, all

types of span of control affect to added values and the hypotheses are also

accepted. But we couldn't find out the most effective span of control. In

addition, in case of management assessment, the model doesn't accept all

hypotheses as a result of analysis.

According to this study, in case of added value, all span of control

support the theory of Gulick(1937) and the study of Meier and

Bothe(2003) but the result of management assessment from the

government has different result. Just a part of span of control

support the hypotheses.

This study shows the empirical evidences of organization theory

from the above. Span of control from Korean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influence the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is is

related to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t tells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organization need to consider 'span of control' for

better performance.

keyword : span of control, management performance, public

organization, quasi-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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