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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공공기 의 방만 경 은 언젠가부터 일상화된 단어로서,정치권과 국민

들 부분은 공공기 에 한 신을 매우 시 하고 실한 과제로 공감

하고 있는 실정이다.공공기 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부동과 피동

자세는 비효율 이고 더딘 행정서비스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더

나아가 국가 발 의 해 요소로 각인 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한 원인을 근하는 방식에 있어,단순히 공공

기 종사자의 안일함과 복지부동에만 문제가 있다는 식의 단방향 인

논리는 근본 인 원인과 해법을 찾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생각이다.그러한 논리로부터 도출되는 해법은 공공기 민

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으로 귀결되어져 왔으나,이

역시 다양한 사회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민 화의 성공 여부

한 논란이 끈이지 않는 상황이다.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공공기 성과

연 제 도입 역시 이런 식의 근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공공기 에 일하는 일선실무자의 직

무 행태에 을 맞추고자하 으며,최 일선 실무자의 직무환경에 따른

직무 행태의 일면을 드려다 으로서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의식

과 나름의 시사 을 도출해 보고자 하 다.이를 하여 Lispky의 일선

료제 모형을 기본 이론으로 참고 하 으며,그 밖에 일선 료의 재량

원인과 그에 따른 재량행 를 다룬 다수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 다.

그러나 그러한 선행 이론과 연구들이 일선 료의 부정 재량권 행사

행태에 다소 편 되어 있다고 보고 고객지원이라는 종속변수를 연구자

가 새롭게 조작․추가하여 실증 연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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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는 실증연구와 더불어 실무자 인터뷰 등의 질 연구를 병

행하여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 으며,공공기 실무자의 행태에

해 보다 면 한 찰을 도모하고자 하 다.

이번 연구의 조사 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에서 산업단지의 입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입주 행정 업무 실무자

를 상으로 하 다.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독립변수 4개(과도한 업

무량,직무 문성,법규미흡,업무의 험성)와 종속변수 4개(의도 업

무량조 ,고객과의 계 주도,정보의 차별제공,고객지원)를 선정하

으며,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고객지원이라

는 종속변수는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 에 맞추어 새롭게 정의하 다.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에 있어 다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과도한 업무

량은 의도 업무량 조 에 정(+)의 향을 미쳤다.이는 『업무가 과다

할수록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않거나,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미루

거나 무시하며,민원을 수하지 않고,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기도

한다.(Lipsky,1980:62-102;Weatherly& Lipsky,1977:186-187)』라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 다.직무 문성은 고객과의 계 주도와 정보의

차별 제공 고객지원에 정(+)의 향을 미쳤으며,법규미흡은 고객과

의 계주도 고객지원에 정(+)의 향을 미쳤다.그러나 업무의 험

성은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어떠한 종속변수에도 향을 주지 않았으며,

인터뷰 결과를 보아도 업무의 험성이 따른다고 해서 업무량을 인다

거나,정보를 차별하여 제공하는 행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 함의로는 다음과 같은 을 들 수 있을 것이다.첫

번째 연구 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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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공기 일선 실무자를 상으로 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번 연구를 계기로 향후에도 공공기 실무자의 재량원인

에 한 재량권 행사 행태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어 지기를 기 해 본

다.

두 번째,연구방법론 측면에 있어 본 연구는 문헌조사 담당자 인터

뷰 등을 통한 질 연구와 설문조사의 실증 연구를 병행하여 논증의 설

득력과 객 성을 강화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시도는 질 연구에서 올수

있는 객 성 결여와 실증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계의 미비 을 보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다루어지지 않은 고객지원 행태에

한 변수를 새롭게 추가하여 수동 이고 피동 인 행정 실무자의 행태 일

변의 에서 고객을 지원하는 보다 극 행정에 한 응성을 고찰

했다는 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을 토 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산단공 입주 업무 실무자들은 법규가 미흡할수

록 법이 허용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을 용․해석하고 제도 개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민원인의 애로를 해

결하고자 노력하 으며,본인이 문성이 있다고 느낄수록 보다 극

으로 고객을 지원하고자 하 다. 한 고객과의 계 주도 측면에 있어

서는 법이 미흡하고, 문성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고객 계를 주도하는

업무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문성이 있을수록 정보 제공에 있어 차

별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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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본다면 산단공 입주 업무 실무자들은 장에서 업무를 피

동 으로만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장의 문가로서

Top-Down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Bottom-Up

으로 상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능동 정책 참여자

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고객과의 계에서 주도권 행사를 통하여

시간 여유를 확보하고 고객에 따라 정보를 차별 으로 제공하는 등의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서 정책 집행 변동에 향을 주고 있었다.

역사 으로 고찰해 볼 때,정부가 차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환경 속

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경제와 사회의 작동 방식에 한 지식과

정책에 련하여 신뢰할 만한 정보의 필요성은 높아져 왔다.(Rueschmeyer

& Skocpol,1996).본 연구는 산단공의 일선 실무자로 상을 한정하

지만 이러한 결과를 공공 기 의 일선 실무자로 확 하여 용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장의 최 에서 일하고 있어,민원인의 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 실과 법 간의 괴리를 구보다도 먼 느끼고 있는 공

공기 일선 실무자는 단순한 정책 집행자로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정

부는 물론이고 고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달하는 지식 개자

(KnowledgeBroker)1)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올바른 정책 수립

조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선 실무자의 재량권 행사는 장의 다양한 변수에 맞게 정책 수단을

최 화 시킬 수 있으며,정책 장과 정책변화 속도의 간극을 메우는 장

이 있는 반면 선행연구에서 지 되는 바와 같이 일선 료의 재량이 행

1)지식 개자(KnowledgeBroker)는 다양한 지 ,실무 집단들에서 참여하

면서,한 집단의 지식이나 실무를 다른 집단에 하고,조정,연계하며 이를

통해 학습과 신을 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개인이나 조직으로 정의된다

(Wenger,1998;Brown& Duguid,1998;엄석진,2011『 자정부 추진과정에

서의 낭 지추』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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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편의 주에 빠져 정책의 근본 목 달성보다는 개인 목표를 우선하는

단 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2011,김 민,임도빈 참조)

그러나 산단공 일선 실무자는 법규가 미흡할 경우와 문성에 한 인

식이 높을수록 고객지원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는 연구 결과와 같

이 그러한 단 이 분명 존재함에도 공공기 의 일선 실무자는 지식의

달과 정책 수립에 한 극 참여 등을 통하여 정책 변동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무 행정가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도 공공기 의 방만 경 에 한 원인을 공공기

직원의 수동 행태로만 보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실무자의

문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 정책 제안 등과 같은 고객지원 활동에

한 인센티 제도를 강화하여 극 행정 참여를 유도 하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 이를 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 실무자 간에 상호 소통 채

을 확 하여 실무자의 의견이 잘 개진되고 반 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활성화되어져야 할 것이며,공공기 실무자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한 피동 이고 실 안주 이라는 단편 측면에서 탈피,지식 개자로서

그 역할 범 를 인식하고 확 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일선 료,일선실무자,직무환경,직무행태,재량원인,재량권,

산업단지,입주 업무,공공기

학번 :2015-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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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배경 목

우리나라의 공공기 은 한민국 정부 수립 기부터 국가 개입 계획경

제하에서 경제개발 략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세계에

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속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국민 경제

의 성장․발 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한 공

공기 은 재 316개(2015년 8월)가 지정․운 되고 있으며,고용 측면에

서 볼 때 인력은 약 27만 9천여명(정원기 )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

구(약 2,627만명) 1%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공기업의 자산 가치는

OECD국가 2 를 차지하는 등 규모 면에서도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 연구

센터)

그러나 공공기 의 특성인 비경합성과 독 성 주인 리인 문제 등은

차 방만 경 ,무사안일,복지부동의 수식어를 양산,이에 한 국가

해결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공공기 방만

경 정상화 계획(2013년 2월)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난 MB정부에서 추진한 4 강 사업 자원외교 정책의 문제 은

全 국민 심사로 TV 등의 미디어에 보도되며,해당 정책을 최 일선

에서 수행한 공공기 은 그 질타를 정면으로 받아 내고 있다.

이 시 에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시행· 달하고 있는 공공기 은 피동

이고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능동 이며 보다 극 인 응이 기 되어

지고 있으며,정책 수립과 집행 사이의 치에서 혼 없는 리인이 아

닌 보다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가진 집행자로서의 본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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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 분 기의 맥락하에서 본 연구자는 공공기 의 응성에

한 문제와 련하여 심도 깊게 검토 되어져야 할 부분이 민원인과 최

에서 면하여 일하고 있는 공공기 일선 실무자의 역할과 행태라

보고,공공기 일선실무자의 재량 업무 환경과 그로인해 나타나게

되는 행태 결과에 하여 연구해 보기로 하 다.

공공기 일선 실무자는 조직구조의 하부에 치에 있으나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민원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부 정책과 법

을 집행함에 있어 응성에 한 행동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이들의

응은 직 으로 국민에게 피부로 달되는 기 에 한 이미지의 표상이

되기도 하며,일선에서 수행한 업무의 효과는 국가 정책의 성공 여부에

보이지 않는 결정 요인이 되기도 한다.그래서 정부도 그러한 인식하에,

경 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 직원의

응성에 한 질 고도화를 추구하여 왔으며 이를 통한 정책성과의

향상을 기 해 왔다.

공공기 의 일선 실무자의 업무 행태는 처한 환경과 심리 요인,민원

인과의 상호 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량 등에 따라 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당 계획된 정책은 실행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집

행 과정 속에서 의도된 모습과는 다르게 변형된 실행 형태를 띠게 되는 원

인이 된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사이의 간극에 한 연구는 지 까지 많이 다루어져

왔으며,이러한 연구들에는 정책 의도와 목 이 집행단계에서 어떻게 달

리 반 되었는지 보는 Top-Down식의 방식과 반 로 정책 집행 시 가

장 낮은 수 의 체계들에서부터 출발해서 정책이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에 을 두는 Bottom-up방식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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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정부 정책의 성공 추진을 해서는 정

부 부처 산하 공공기 에서 일하는 일선 실무자의 책임과 응성이 무엇

보다도 요함에도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공무원 체제하의 일선 료의

환경과 행태간의 계 분석에만 치 하여 정작 국민과 최 에서 정부

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 일선 실무자의 재량원인이 되는 업무환경

과 재량 행 의 업무 행태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 의 일선 실무자 업무 환경이 업무

행태에 어떻게 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해 보고자한다.

이를 하여 Bottom-up방식의 『lipsky일선 료제도 이론』 일선

료의 재량원인과 재량행 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참고하고자하며,연구의

상은 산업단지 개발 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

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 )의 산업단지 련 입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실무자를 심으로 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의 결과가 체 공공기 일선 실무자의 업무 행태에 한 일

반화로 용되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재량권을 가

진 공공기 의 실무자가 민원인과의 계,본인이 처한 업무 환경,법규

미흡성 등의 다양한 변수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본 연구가 향후 공공기 이 수행하게 될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고가 되는 선행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에

서 많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 단되어 진다.

한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가 그동안 련 연구에서 소외된 공공기

일선 실무자에 한 심과 재평가에 다소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며,더 나아가 국가 정책의 성공 여부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되는 공

공기 일선 실무자의 행태에 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

가 되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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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범 와 방법

본 연구의 범 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에서 민원인과 최 에서 일하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 행정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로 한정 하 다.

산단공의 산업단지 입주 업무 담당자는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유권해석이 필요한 법(산집법,산입법,외 법 등) 인 모호성에

자주 직면하고 주 업무인 입주 행정 업무 외에도 부가 으로 통계,기업

경 지원 등의 많은 업무 부담을 지고 있는 등 ‘민업무를 하는 일선

공무원은 주지한 직무환경을 극복하기 해 민원업무를 단순화․정형화

기 해 재량권을 행사할 것이다.’(Lipsky,1980:117-132)라고 논하고 있

는 Lipsky의 일선 료제 이론과 합치되는 부분이 많아 연구의 시작에

있어 이론의 기 로 삼고자 하 다.

그러나 공무원을 상으로 한 Lipsky이론과 공공기 실무자로 한 이

번 연구의 연구 상이 다르다는 과 산단공의 차별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연구 모형 설정 시에는 일선 료의 재량원인과 재량행 간의

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 에서 산단공 환경과 부합하는 변수를 조건

에 맞게 채용․조작하여 정의 하 다.

실증 연구는 산단공에 소속하여 장(지역본부 지사)에서 일하는 실

무자 132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2)를 진행하 으며,설문지는 온라인으

2)설문항목은 황설화･임혜경･하태수(2015)의 『기 지방자치단체 일선 료들의

재량행 분석:수원시를 심으로』,임혜경․하태수(2015)의 『립스키(Lipsky)

의 일선 료 이론에 근거한 교사의 재량행 분석:수원지역 학교 3학년 교사

를 심으로』 최동훈(2005)의 『일선 료의 직무환경과 직무행태와의 계에

한 연구 :주차단속원의 직무행태를 심으로』 라는 논문의 항목을 본 연구

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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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부 되었고 설문 상자와 일일이 유선 통화를 통하여 설문 취지에

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는 노력을 기울 다.회수된 설문지

성실하게 작성된 12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으며,설문조사 기

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 자료에 한 분석은 SPSS 로그램을 이용하 다.자료의

빈도를 분석하기 해 기술통계를 활용하 으며,통계 검증은 변수들

이 히 선정되어 묶 는지를 보기 해 요인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고,분석틀에서 제시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

하기 해 독립표본 T-test,선형회귀 분석 등을 활용하 다.

한 산단공 입주 업무 실무자의 행태 연구에 한 설득력을 강화하고

재량원인과 재량행 간의 상 계 고찰에 있어,객 성과 개연성을 높

이고자 실증연구와 더불어 실무자 인터뷰 등의 질 연구를 병행하여 추

진하 으며,설문지 작성 통계 결과 해석에 활용하 다.

실무자의 인터뷰는 산단공 입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표본의

표성을 높이기 하여 민원업무가 상 으로 많은 지역에서 3 (차장

)과 4 ( 리 )직원 각각 4명씩 8명을 선정하여 진행하 다.인터뷰

는 1 1 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 졌으며,질문은 일정한 질문 가

이드라인을 개 으로 설명하 으나 민원인과의 계 등 질문의 민감성

등을 고려,실무자 본인이 처한 업무환경과 고객을 할 때 담당자가 느

끼고 인식하는 정도를 비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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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연구 인터뷰 참여자 인 배경

구분 직 소속

1 3 서울지역본부 입주지원

2 3 인천지역본부 입주지원

3 3 경기지역본부 입주지원

4 3 주 남지역본부 입주지원

5 4 충청지역본부 기업지원

6 4 경남지역본부 입주지원

7 4 주 남지역본부 입주지원

8 4 경기지역본부 입주지원

제3 연구 상 기 설명

본 연구의 상기 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조직설립근거

목 은 『1)“산업단지의 개발 리와 기업체의 산업 활동 지원”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 제45조의 9)2)(정 제2조)

산업단지의 조성 산업의 집 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기

업체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산업단지의 체계 인 리를

실 함으로써 지속 인 산업발 을 통하여 국가경제발 에 기여한다.』

이며,최 의 산업단지 개발· 리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과 국가산업발 을 선도함을 미션으로 하고,“산업,기술,문화가 융합하

는 신산업단지 창조기 ”을 비 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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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비서실
홍보실

(사회공헌 )
감사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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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산단공 조직도(‘15.10월 재)

-(조직)4본부,1연구소,11실,23 ,11지역본부(14지사)

-(인원)정원 500명 / 원 463명

*지역본부(11):서울,인천,경기, 구경북, 주 남,경남,충청, 북,부산,울산,강원

주요 사업으로는 기업(공장)설립·지원,산업단지 개발·분양,클러스터사

업,구조고도화사업,생태산업단지사업,공동물류사업 등이 있으며,정원

은 500명으로 재 463명이 근무하고 있는 탁형 정부 기 이다.

산단공이 리하는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공단(現 서울디지털산업단

지)이 최 로 지정된 이후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고도경제 성장을 견

인하 고,지역균형발 의 주요 정책수단으로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면서 국가경제의 거 공간으로 계속 성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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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한국산업단지공단 주요 사업

창조산업단지 실 창의․ 신클러스터 구축

▪노후산업단지 신사업 추진

▪수요 맞춤형 산업입지 개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확산

▪인 라․문화생활 여건 개선

▪산업단지간 연계․ 력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자생 클러스터 확

▪ ․ ․소 동반성장 력강화

기업성장 지원기능 신 지속 성장가능 경 체계 구축

▪산업단지 안 지원기능 신

▪기업성장 종합지원 랫폼 구축

▪공장설립 투자지원 문화

▪기업지원 조사․연구․통계 문화

▪핵심사업 추진역량 강화

▪공공기 경 효율성 제고

▪상생 력과 사회 책임선도

산단공은 산업단지 조성,개발, 리 입주 소기업 지원이라는 큰

업무 목 의 틀로서 지난 50년간 우리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산업단지를

신하여 기업의 경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근로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해 노력해 오고 있는 조직이며,

재 국 산업단지 총 1,094개 국가산업단지 30개를 포함하여 64개의

산업단지를 리하고 있다. 할하는 산업단지의 수는 으나 기업수로

보자면 국 산업단지 비 60.4% 고용은 52.5%,생산은 54.5%,수출은

49.4%를 차지하고 있어 비 은 비교 높다고 볼 수 있다.

(표-3)한국산업단지공단 할 산업단지 비

구 분 입주(개사) 고용(천명) 생산(조원) 수출(억불)

산단공 할산단 48,786 1,085 576 2,207

국 산업단지 80,520 2,080 1,056 4,468

국제조업(13년말 기 ) 370,616 3,802 1,496 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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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한국산업단지공단 할 산업단지 황(’15년 6월말 기 )

구분 단 지 명

국가

(30)

한국수출(서울), 주출 , 주탄 ,부평․주안,남동,반월,시화,시화MTV,

아산,석문,오송생명,구미, 구,창원,안정,울산미포,온산,명지녹산,

주첨단, 불, 양,여수,군산,군산2,북평,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포항,포항블루밸리,진해

일반

(20)

양주홍죽,아산제2테크노,달성2차,신호,부산화 ,신평장림(업),기룡,기

룡2,정 ,장안,정 코리,김해골든루트,이천장호원,북평지방,원주문막

반계, 월,회동석 도시첨단,사천임 용,부산과학,오송제2생명과학

외투

(11)

구미(구미부품소재 포함), 구달성, 불,사천,오창,인주,천안,천안5산

단,월 소 력,문막 소 력,진천산수

농공

(3)
정 ,동화,삼계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문체부,복지부),외국인투자지역․일반․농공단지는

지자체로부터 탁 리

제4 산업단지 산단공 입주 업무 특성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개발은 1960년 엽부터 시작되었다.1962년 1

월 20일 정부는 법률 제982호로 「공업지구 조성을 한 토지수용특례

법」을 제정하여,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 를 마련

하 다.동 법에서는 상이 되는 공업지구를 각령(閣令)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1962년 1월 27일 각령 제403호로 「특

정공업지구 결정의 건」을 통해 특정 공업지구의 명칭을 울산공업지구로

하 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 의 산업단지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인 1월 20일 정부는 일제 시 에 만들어진 「조선시

가지 계획령」을 체하는 법률로 「도시계획법」을 공포하 다.이 법은

도시계획의 범 내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도

시계획사업의 추진방식으로 구획정리 사업에 해 정하고 있다.1960년 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부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

로 추진된 것은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국가기록원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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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조성은 다양한 장 을 가지는데,먼 기반시설이 구비된

산업 용지를 제공하고 각종 세제와 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투자비

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둘째,업종군의 군집을 통해서 시 지효과를 창

출하는 등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셋째,국가 체 인 측

면에서 보면 공장의 집단 배치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꾀함으로

써 사회 ,환경 비용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따라서 산업단지의

조성은 세계 각국에서 국가의 산업입지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한국민족문화 백과사 참조)

그러나 이러한 이 을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는 근래에 노후화로 인해

신 생태계 형성이 미흡하고 입주 기업의 세화와 일부 산업단지의 공

동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매력도는 하락하고 있으며,그 결과 청년층의

취업기피 상이 심화되고 고용창출 능력이 하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

에 한 정책 인 지원 수단의 마련이 매우 요한 시 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41개소),일반산업단지(506개

소),도시첨단단지(14개소),농공단지(459개소)로 구분되고,우리나라에는

총 1,074개소의 산업단지가 지정․운 되고 있으며(2015년 한국산업단지

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지역별 산업단지 수 실태 분석 시사 연구 보

고서 참조),이 외에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7개소)과 자유무역지구(7

개소)가 운 되고 있다.

산단공이 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단공에

서 입주 허가를 득해야 하며,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입주 행정업무 수행 실무자의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 리기본계획 수립

운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입주기업․ 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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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네트워크 구축,산업단지 입주 련 행정업무 수행 등이다.

(표-5)산단공 입주 실무자의 주요 업무 내용

산업단지 리기본

계획 수립 운

․ 리할 산업단지의 목 ,입주 상업종 입주자격에

한 사항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한 사항,업종별 공장의

배치

․지원시설의 설치 운 등 산업단지의 리를 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산업단지 입지규제

등 불합리 제도개선

․정부의 규제개 정책에 극 부응하여 입주기업 투자

애로 조사,개선과제 발굴 해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입주기업체, 리기

간 네트워크 구축

․단지별 운 원회,간담회,공장설립 안 련 법

령 설명회 등 개최

․유 기 간 유기 조체계로 리업무 효율화 추진

산업단지 입주 련

행정업무 수행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공장등록,처분신고(신청),임

신고,제증명 발 등 민원 행정업무 수행

․산업단지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기 해서는 입주계

약,공장등록 등의 행정 차*가 필요합니다.

 *입주계약신청 -> 입주계약체결 -> (제조시설 설치)

->공장설립 완료신고(공장등록)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2015년 1년을 기 으로 산단공의 민원처리 황을 보면,입주 업무 실

무자는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평균 26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

었으며,서울디지털단지(6,426건),시화국가산업단지(7,051건),반월국가산

업단지(5,765건)남동국가산업단지(4,916건)등 주로 수도권에 치한 산

업단지의 민원 건수가 타 단지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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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산단공 단지별 입주 민원처리 건수(’15년 처리건수 기 )

번

호
단지명

처리

건수

번

호
단지명

처리

건수

1 강서신호지방산업단지 38 30 석문국가산업단지 32

2 강서화 지방산업단지 211 31 시화국가산업단지 7,051

3 고정국가산업단지 5 32 시화멀티테크노밸리 1,032

4 양국가산업단지 121 33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211

5 주월 소 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2 34 아산국가산업단지
(고 부곡지구)

97

6 주첨단과학산업단지 669 35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181

7 구미국가산업단지 1,938 36 아산제2테크노밸리 39

8 구미외국인투자지역 16 37 안정국가산업단지 5

9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7 38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 59

10 군산2국가산업단지 415 39 여수국가산업단지 105

11 군산국가산업단지 204 40 오송생명과학단지 44

12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142 41 오창외국인투자지역 4

13 남동국가산업단지 4,916 42 온산국가산업단지 196

14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151 43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586

15 달성외국인투자지역 3 44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9

16 구국가산업단지 92 45 이천 월일반산업단지 8

17 불국가산업단지 136 46 이천장호원지방산업단지 8

18 불외국인투자지역 26 47 익산국가산업단지 97

19 동해북평지방산업단지 86 48 인주외국인투자지역 5

20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804 49 장성동화농공단지 23

21 문막 소 력 2 50 장성삼계농공단지 8

22 반월국가산업단지 5,765 51 진천외국인투자지역 3

23 부산강서보고일반산업단지 18 52 창원국가산업단지 1,759

24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73 53 천안5산단외국인투자지역 2

25 부산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1 54 천안외국인투자지역 20

26 북평국가산업단지 7 55 주출 문화정보산업단지 202

27 사천외국인투자지역 10 56 주탄 소기업 용국가산업단지 6

28 사천임 용산업단지 8 57 한국수출산업(부평)국가산업단지 640

29 서울디지털산업단지 6,426 58한국수출산업(주안)국가산업단지 402

소

계
22,292

소

계
12,834

총

계
35,126건(266건/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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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산단공 입주 업무 담당자 인원 체 황

지역본부 (지사) 인원(명)

서울지역본부
입주지원 8

주양주지사 2

인천지역본부

입주지원 6

주안부평지사 3

부평사무소 2

경기지역본부

입주지원 9

시화지사 11

평택지사 2

구경북지역본부

입주지원 4

구지사 5

달성사무소 1

주 남지역본부

입주지원 6

불지사 7

여수 양지사 5

경남지역본부

입주지원 5

사천지사 3

김해지사 2

충청지역본부

기업지원 5

충북지사 3

당진지사 2

북지역본부
기업지원 9

익산지사 6

부산지역본부
기업지원 8

사하사무소 1

울산지역본부 기업지원 9

강원지역본부
기업지원 2

동해지사 6

합 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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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의 분석

제1 이론 논의

1.Lipsky의 일선 료제도

공공기 인 산단공의 장 실무자에 한 업무 수행 행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Lipsky의 일선 료제 모형을 기 로 하고자 함은,최 일선에서

민원인과의 빈번한 면 과 법 해석 서비스 제공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주어지고 주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일을 겸해서

해야 하는 자원부족에서 오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더욱이 민원인과

의 마찰시 직면하는 요소 등 많은 부분에서 Lipsky모형과의 합치

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一線官僚制라는 용어는 Lipsky에 의해서 최 로 사용되었다.Lipsky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있어서 시민과 직 으로 하며 업무 수행상 상

당한 재량을 보유하는 공무원을 일선 료(street-levelbureaucrats)라고

하며,그 구성원의 상당부분이 일선 료로서 구성되는 공공서비스기

(public-serviceagencies)을 일선 료제라고 부르고 있다.(유훈,1990)

특히나,Lipsky의 연구는 상향식 근 방식(bottom-upapproach)으로서

유동성이 많으며 동태 인 환경 下에서 객 이고 분명한 목표의 설정

이 어렵고 일선 료 계층의 효율 인 리가 어렵기 때문에 모호한 목

표를 하향식으로 내리는 것보다 구체 으로 일선 장에서 무슨 일이 일

어나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를 상향으로 올리는 것이 요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MaxWeber의 료제가 부분의 업무 형태를 서면의 input과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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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문서주의로 봤다면,일선 료제도는 서면처리보다는 사람처리

(peopleprocessing)를 주된 임무로 삼는다는 에서 료제와는 다르다

하겠다.(유훈,1990)

우선 Lipsky의 일선 료들은 maxWeber가 언 한 료제 인 구조 속

에 놓여있지만 실무 장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자신이 보유한 문

성과 경험 때문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융통성과 자율성이 범 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Lipsky,1976:197)재

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잣 로 들이 수 없는 업무 성

격에서 기계 집행보다는 상황에 따른 인간 차원에서 처하기 때문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선 료들이 처해 있는 업무 환경은 다음과 같다(.(Lipsky,1976:198,

Lipsky,1980:27-28).첫 번째,자원의 부족 :일선 료들이 처리해야 하

는 업무량에 비교하여 그들에게 지원되는 자원들은 항시 으로 부족하

다.일선 료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한 수요는 공 에 비해

많은 경우 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시간 여유와 정보의 부족,기술

인 자원의 부족은 상 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일선 료의 업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이러한 자원들은 조직 자원

(organizationresources)과 인 자원(personalresources)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두 번째,권 에 한 과 도 :일선 료의 재량원인이 되는 업무

환경에는 신체 ,심리 이 다양한 형태로 상존한다.이러한 의

존재는 일선 료가 가지는 권 에 도 하게 되며, 이 커질수록 일선

료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 권한이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세 번째,모호하고 립되는 기 :일선 료들의 집행 실 에 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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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은 상호간에 갈등을 야기하거나 비 실 이기 때문에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상반되거나 불분명한 기 가 가장 큰 이유는 시민

들을 불편부당하게 해야 한다는 이상과 실제로 집행 장에서 만나게

되는 개개인과 개별사례에 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각각 사안별로 특

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실 인 요구간의 간극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평가의 곤란 :일선 료들의 직무는 목표 수행에 있어 평가할

만한 객 이고 계량화된 기 을 정하기가 어렵다.성과측정의 어려움

은 일반 인 료체계에서 일상 으로 발견되지만 일선 료제에서 더욱

더 뚜렷이 나타난다.가장 큰 원인 의 하나는 궁극 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가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평가에 용할 수 있는 구체 이고 가시

인 목표를 설정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형 으로 비자발 인 클라이언트들 :공공서비스를 찾는

사람은 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빈곤층이거나 힘없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에 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일선 료들이 하는 고객 집단은 개 그 기 이나 료들의 성과를 평

가할 만한 치에 있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경우가 부분이다.그 기

에 일선 료들에 한 효과 인 통제가 부재하다.(김이배,2010를 참조하

여 재구성)

이러한 환경하에서도 일선 료들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그

러나 앞서 나열한 요인들로 인하여 업무를 하고 효율 으로 수행하

기란 매우 어렵다.이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응기제(copingmechanism)

로써 업무의 단순화,정형화, 례화3)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3)단순화(simplification)는 복잡한 환경을 자신이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환경으

로 구조화시켜 인지하는 것을 의미,정형화(routines)는 업무가 수행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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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환경하에서의 응기제와 업무 행은 다음과 같다(Lipsky,1976:

201-207).(1) 부족한 자원에 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름길

(shortcut)을 택하는 것이다.신속히 결정을 통하여 여유 시간을 확보하

고 정책 상 집단과의 갈등에 따른 심리 불안을 회피하고자 한다.

다른 응기제는 문제 상황을 미리 구조화시켜 심을 집 시키는 방식

이다.

(2) 에 한 응기제로는 잠재 인 공격자(potentialassailants)의

특징을 미리 확정해 놓거나 자신들의 여를 최소한으로 이는 회피

략을 사용하기도 한다.즉 법률 는 제도에 따라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

이 따르는 역할 범 가 아니라는 사실을 합리화시키기도 한다.

(3)모호하고 상반되는 역할 기 에 한 응지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

분된다.역할 기 에 한 재정의(changingroleexpectation)와 고객집단

에 한 재정의(changingdefinitionoftheclientele)이다.고객집단의 재

정의의 경우,결과에 하여 책임을 민원인에게 가시키거나 민원인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사회 구조 인 반의 문제로 돌려 일선 료인

자신들이 해 수 있는 것이 매우 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다.이는

결국 책임의 가로 귀결 될 수 있다.

(4)서비스 정보 제공에 한 수요를 리하기 하여 할당식 배

방식 사용이 있다.(Lipsky,1980:87-104).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5가지 방

식이 있다.첫째,공공 로그램에 하여 고객들로 하여 간 으로

인 부담을 느끼도록 하여 서비스에 한 수요를 제한하는 방식.둘

째,서비스를 제공 받기 해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시간 인 소비를 통

한 수요 제한 방식.셋째,어떤 특정 고객 집단에게만 유용한 정보를 제

을 규칙 이고 습 인 것으로 패턴화시키는 것을 의미(Lipsky,1976:201,정

정길 외,2003:714). 례화는 이러한 것들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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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함으로써 다른 집단들은 편하게 특정 서비스에 근할 수 없도록 하여

수요를 제한하는 방식.넷째,사 인 질문 등을 통하여 인간 인 모멸감

을 느끼도록 하는 정신 인 가를 통한 수요 제한 방식.다섯째,서비스

를 받기 해 오랜 동안 기 행렬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수요를 제한하

는 방식 등이다.이 게 열악한 업무환경에 응하기 해 사용하는 단

순화 정형화는 집행조직 내의 제도 인 응 기제(institutionalmechanism)

로 설정되며 이러한 행동의 패턴화 내지 내재화는 정책집행에서 하나의

제도로 발 된다.(김이배,2010)

(그림-2)Lipsky일선 료제 개념도

불충분한자원

단순화

정형화

고정

념화
제도화

권 에 한 과

도

직무수행에 한 기

*Lipsky의 1976년 연구논문 “TowardaTheoryofStreet-LevelBureaucracy”(2005,

김민정 ;Lipsky의 일선 료제 모형에 기 한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의 집행에

한 연구에서 재인용)

2.Top-Down과 Bottom-Up 근 방식

많은 정책은 이상과 달리 실에서 용될 때 다른 실행 양상으로 개

되는 경우가 많다.‘우리는 사물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없다.항상 일그

러진 거울을 통하여 보기 때문에 왜곡된 세상만을 보게 된다.’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이 경우에 어울리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책의

본질과 추구하는 목 이 온 히 구 되고 실천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에 한 답 역시 '왜곡'이라는 단어를 내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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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에서 검토된 이상 인 정책은 냉혹한 실의 다양한 이해 계자

간 갈등 속에서 많은 벽에 부딪히게 되며,타 등의 수단을 통하여

한 수 에서에서의 실체화된 모습을 띄게 되는데 그것은 탁상에서 이

상 으로 그려보았던 모습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책 반자가 모든 외 사항을 사 에 측

하기가 어렵다는 생득 능력의 한계보다는 경험해 보지 않은 無 경험의

후천 인 결핍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 사이의 간극에 한 연구는 1960～1970년 에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정부에서 추진한 빈곤과의 쟁(Waron

poverty)에도 불구,왜 이러한 정책이 성공 이지 못했는지와 같은 여러

종류의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1970년 반 이후에는 정책의 의도와 목 이 어떻게 집행 단계에서

다르게 반 되는지 보는 top-down방식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으

나,그후 이와 반 로 정책 집행에 있어 가장 낮은 수 의 계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며,이것이 어떻게 실행단계에 향을 미

치는지 보는 bottom-up 이 두 되게 된다.

top-down 근 방식 학자에는 CarlVanHorn,DonaldVanMeter,

DanielMazmanian과 앞서 살펴본 PaulSabatier가 있으며,Bottom-up

방식의 학자에는 이 논문에서 참고하고 있는 MichaelLipsky,Richard

Elmore,ReneTorenVlied,Hjern,Hull등이 있다.

top-down방식은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집행을 보는 시각이며 집행과정

에 한 자세한 기술이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의 원인에 한 인

과론 설명보다는 바람직한 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 처방을 정책

결정자에게 제시해 주는데 있다.(김민정 ,2005). 한 정책은 명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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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으로 정의된 목표가 있으며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 도구로 정

책에 한 단일한 성문화된 규정이나 권 있는 기술이 존재하고 정책

수립자는 집행자의 실 의지와 역량에 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고 본다.

이와는 조 으로 Bottom-up 근은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지 않으며,

모호하고 동일한 분야의 다양한 정책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하 계층의

료(Street-Levelbureaucracy)사이에도 분명하지 않게 고려된다. 한

정책이란 특정한 성문화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

실천,규범 등과 같은 다양한 일련의 종합 연계성에서 존재하는 것으

로 본다.Bottom-up 근의 구체 인 연구 방법은 Elmore(1979～1980),

Hjern& Hull(1985)등에 제시되었다.그 Elmore는 後방향 근방

법(backwardmapping)이 바람직한 집행연구방법이라고 제시하며,정책

결정자들이 집행과정에 결정 인 향력을 행사한다는 가정에서 벗어나

집행구조의 가장 마지막에 치한 일선 료의 행태에 한 분석에서 연

구를 시작한다.그러나 하 료가 정책의 본질의 의도를 훼손하는 것

에 해 무나 과도 평가 했다는 비 을 받고 있다.(김민정 ,2005)

제2 선행연구 검토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지 까지의 선행 연구는 공무원의 직무행태에 국

한되어 있다.그러한 이유는 Lipsky가 정의한 일선 료가 교사,경찰,사회

복지요원,하 법원 사 등의 공무원을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공무원과 공공기 실무자로 그 연구 상이 다르다고 하나,그 처

한 환경과 행태에 한 맥락의 유사성이 많다는 을 고려해 볼 때,선

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그 동질성과 차이 을 함께 고찰해 보는 것도 의

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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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섭은 행정조직의 드테이 가-민간조직과의 비교 논문에서 공식

화와 드테이 에 하여 행정조직과 민간조직과의 차이 을 분석하고

있다.행정조직의 공식화 드테이 가 민간조직에 비해서 높은 것으

로 나타고 있으며,목표모호성이 높고,집권화되며,정형화될수록 공식화

드테이 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결론내고 있다.

임도빈,김 민은『일선 료의 재량권 사용에 한 연구-사회복지 담

공무원의 재량행사 수축경향을 심으로』의 논문에서 주민 센터의 사회

복지 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재량권을 어떻게 인

식하고 있으며,실제로 사용하는가의 여부에 한 연구를 통하여 일선

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스로 재량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제시하 다. 한 민원인에게 더

욱 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달하도록 사회복지직을 신설하 으나 실

제 그들에게서 일반 공무원화 되는 상을 발견하 다.

김민정은 『Lipsky의 일선 료제모형에 기 한 고령자취업지원정책의

집행에 한 연구』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 정책을

심으로 일선 료의 업무 행태를 분석하 다.동 연구에서 김민정은 일선

료들이 소극 인 집행을 하게 되는 원인은 정책의 모호성인데,사업의

수익성 등과는 무 히 양 인 면에 치우친 목표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목표에 맞는 한 산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정책결정자의

기 자체에 모순이 있음을 언 하 다.

김 성은 『단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집행사례 분석』을 통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학교 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 으며,연구를 통하여 학교 사회를 움직이는 료제 시스템이

성공 인 정책 집행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이 포착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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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설화․임혜경․하태수는 『기 지방자치단체 일선 료들의 재량행

분석』에서 지방자치단체 일선공무원의 재량행 는 어떻게 나타나며,그

것들은 어떤 원인으로부터 향을 받고 있는지를 집 으로 분석하

다.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료들은 반 인 재량권 인식이 낮

은 편이었고,자신들이 시민에 한 사자라기보다는 국가정책 달자

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업무의 복잡성,업무

의 험성,과도한업무량이 일선 료의 재량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

음을 말하고 있다.

최동훈은 『일선 료의 직무환경과 직무행태와의 계에 한 연구(주

차단속원의 직무행태를 심으로)』에서 주차단속원을 상으로 시행한

실증 연구를 통하여,계층 통제,법규에 의한 제약,감사기 에 의한

직무감사 그리고 유인설정을 통한 책임성 확보 등 일선 료들에 한 정

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단,일선 료의 직무조건이

행정의 응성 책임성과 직 련되어 일선 료의 직무 행태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보고 있다.연구에서는 일선 료가 조직구조의 집권

성에 한 인식이 강할수록 수요 근의 제한 행태를 강하게 나타나

고 있으며,일선 료의 특징 형태를 완화시키는 데에는 조직의 공식성

( 정 인 의미의)을 강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고 언 하고 있다.

임혜경․하태수는 『립스키(Lipsky)의 일선 료 이론에 근거한 교사의

재량행 분석 :수원지역 학교 3학년 교사를 심으로』에서 일선교

사의 재량행 와 향요인을 계량 인 방법으로 연구하 다.연구에 의

하면 교사들은 신체 ․정신 험성으로 인하여 학생지도를 이거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성과 측정기

이 모호하다고 느끼는 교사일수록 성과가 드러나기 어려운 학생의 지도

를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자는 이를 통하여 일선교사들의 재량행

는 학생들과의 신뢰형성 나아가 국민들의 정부신뢰 형성에 작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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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원인을 해소하기 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 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일선 공무원의 업무 환경은 공공기 의 일선 실

무자와 많은 부분에 있어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으며,특히나 업무량 과

다,법 미흡,업무의 험성,직무 문성 등의 재량 원인은 많은 부문

에 있어 산단공의 입주 행정 업무 일선 실무자가 처한 환경과 많이 일치

하는 이 있어 본 연구에 활용하기로 하 다.

한 공단 직원들과의 인터뷰 결과,실증 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종속변수들 업무량 이기,고객 계주도,정보통제의 3가지

변수는 공단 직원들이 취하는 재량 행 와 많은 유사성이 있다고 단하

여 본 연구에서도 종속변수로 선정 하 으나,업무량 이기는 의도 업

무량 조 로 정보통제는 정보의 차별 제공으로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하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고객지원 변수 형태와 같이 일선 료가

보일 수 있는 고객을 한 극 행정 측면에 을 맞춘 선행 연구는 없었

으며,연구방법론 측면에 있어서도 본 연구와 같이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와

인터뷰 등의 질 연구를 병행한 연구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제3장 분석틀과 연구 설계

제1 변수의 선정과 분석틀의 설정

본 연구는 Lipsky의 일선 료제 모형에서 제시하는 기본 틀을 활용하

고자하나,산단공의 실무자가 처한 업무 환경에 맞추어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를 선택 으로 선별하여 용하고자 하 으며,旣 진행된 선행 연구

에서 입증된 설문 항목을 활용하여 그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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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종속 변수인 고객지원 요인은 연구자가 본 연구의 상 기 의

성격과 실무자의 업무 행태 경향 업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

여 새롭게 조작하여 정의하 다.선행연구에서 다루어 지지 않은 이러한

새로운 변수에 한 선정은 산업단지 입주 업무는 특성상 실무자와 산업

단지 內에 공장을 입주 시키고자하는 민원인과의 마찰이 빈번하고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정신 ․신체 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그러한 의 회피 기제로서 인 고객을 지원함으로서 요인을

이는 경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측하 기 때문이며,

한 앞서의 측과는 상반되게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공

단 직원은 법의 용에 있어 다양한 외사항이 발생하고, 련법규의

미흡성 공단직원이 가지고 있는 문성 등 일선 실무자의 재량이 발

휘 될 수 있는 여지의 환경하에서는 이를 회피하려는 소극 행동 양태

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해 제도 개선 시도 등의 극 인 자세

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악되어졌기 때문이다.

고객지원 변수는 참고가 되는 선행연구와 문헌이 없이 본 연구자가 자

체 으로 조작하여 추가하 다는 에서 신뢰성에 다소의 문제 이 있을

수 있으나,요인분석결과 KMO Cronbach값 등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에 활용하기로 하 다.

특별히 이번 연구에서는 상자가 공공기 에 종사하며,실무에서 일하

는 직원임을 고려하여 공무원에게 용되는 일선 료라는 표 신 일

선 실무자로 변경하여 지칭하기로 하 다.

1.독립변수의 선정

이번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변수 직원과의 인터뷰 산

단공의 입주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과도한업무량,직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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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법규미흡,업무의 험성의 4가지를 선정하여 활용하기로 하 다.

이러한 재량행 의 원인이 되는 업무 환경은 업무량의 조 업무 회

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법규 미흡과 같은 경우 그러한 법규를 개선

하고자 하는 행 의 동인이 될 것으로 측 하 다.

(표-8)재량의 원인

재량의 원인 선행연구

과도한 업무량

Weatherly& Lipsky(1977),Lipsky(1980),김순양(2001),박소

․송선 (2006),황설화․임혜경․하태수(2015),임혜경․하

태수(2015),최동훈(2006)

문성

김 민․임도빈(2011),최선우(2011),김태한 외(2012),이선우

외(2012), 유진선․김기 (2013), 황설화․임혜경․하태수

(2015),임혜경․하태수(2015)

법규미흡

Weatherly& Lipsky(1977),Keiser(1999),Maynard-Moody&

Musheno(2000),김순양(2001;2002),황설화․임혜경․하태수

(2015),임혜경․하태수(2015)

업무의 험성
Lipsky(1980), 김이배(2010), 조원 (2010), 김 민․임도빈

(2011),장 오 외(2012),황설화․임혜경․하태수(2015)

*황설화․임혜경․하태수(2015),기 지방자치단체 일선 료들의 재량행 분

석논문 77Page를 참조하여 재구성

1)과도한 업무량(자원부족)

Lipsky는 업무 행태에 미치는 요인 하나로 자원 부족을 말하고 있

다.자원의 부족은 과도한 업무량에 비한 정 인원의 부족으로 바꾸

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찰된 바에 의하면 산단공 입주 담당 실무자의 과다한 업무는 단일한

하나의 업무에 기인하고 있다기보다는,상부 기 기획부서에서 시달

되는 다양하고 복 과업의 달성에 있다고 보여 졌으며,일부 직원은

인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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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고된 면도 있지만,업무량이 무 많아요,여기 기서 다양한 일

들이 쏟아지면 정시에 퇴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요.인원이

1～2명만이라도 충원 되었으면 좋겠어요.”

Lipsky는 Weatherley와 함께 미국의 특수교육 개 의 집행에 해 수

행한 연구에서 자원이 많아질수록 일선 료의 응형태가 어든다고 언

하기도 하 다.(최동훈,2006재인용)

응행태가 어드는가에 하여 이번연구에서는 업무가 과다할수록 의

도 인 업무량 조 이 발생하는지에 한 상 계를 보다 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과도한 업무량에 한 항목은 5가지로 선정했으며,구체 인 항목은 다

음과 같다.①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②나의 일은 고되다.③정

시에 일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④일을 잘 해내기에는 업무량이

많다.⑤ 내가 수행해야 할 일들의 가지 수가 많다.

2)직무 문성

일선 료는 자격기 에 있는 요구(need), 험상황(Risk)과 같은 문구를

해석할 때 재량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으며(황설화․임혜경․하태수,

2015),이러한 능력이 발휘되는 직무 문성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직무

경험이 많거나, 문성을 높게 보유한 경우,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진 경

우 등이 해당된다.(김태한 외,2012:229;이선우 외,2013:3;최선우,

2011:318,황설화․임혜경․하태수,2015재인용).

산단공의 입주 업무 실무자들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의 상황 단 시 많

은 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입주 업무를 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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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산집법,산입법,외 법 등의 련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다양

한 외 사항을 할 경우가 많아 타 업무보다 보다 더 문 이어야

한다고 단하고 있었다.인터뷰에 응한 담당자들 역시 문성에 한

요성이 다른 업무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문성이 많다는 것은 일을 처함에 있어서 보다 더 유연하고 여유로

울 수 있다는 것이며,직무경험이 많고 직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문

성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이번 연구와 련하여 무엇보

다도 요한 은 축 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서 문성이 높으면,상

황에 따라 그러한 문 능력의 선별 활용이 가능해지며 재량행 를

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넓어 질수 있다는 것이다.

“입주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알아야 할 것도 많고 응하는데도 시

간이 오래 걸려요,자칫 잘못하면 감사에서 걸려 큰 손해를 볼 수가 있

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아무래도 많이 알면,민원인을 응 할 때도 여유가 있고,보다 주도

일수가 있어요,모르면 민원인에게 끌려 다닐 수 있거든요.”

직무 문성에 한 항목은 3가지로 선정했으며,구체 인 항목은 다음

과 같다.①업무와 련한 분야에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②

업무와 련하여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③업무와 련하여 필요

한 문 인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3)법규미흡

법규가 미흡할 경우는 일선실무자의 법규해석이 요시 되며 법규 해석이

어떤식으로 용 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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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정의와 기 이 불확실하거나 법규의 내용이 비 실 인 경우,

새로운 장의 사례에 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재량이 발휘된다,(keiser,

1999:92;Weatherly& Lipsky,1977:185;Maynard-Moody& Musheno,

2000:338-339;김순양,2001:89:김순양,2002:295, 황설화․임혜경․하

태수(2015)에서 재인용)

산단공 입주 행정 업무 실무자들은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외국인투자 진법』등과

련 지침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업무 수행 시 해당 법의 용에 있

어 애매한 사항에 자주 하게 되며 이로 인해,유권해석4)이 필요한 경

우에 직면하게 된다.이는 산업이 복잡․다양해지고 각종 첨단 업종이

속히 생겨나는 시 변화에 법이 제 로 따라 가지 못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박 철(2012)은 『산업단지 리정책의 방향 환을 한 소고』에서

산업단지 리5)에 있어 산업단지 지정권자 리권자의 이원화 다

원화와 련법인 산입법과 산집법의 리주체 상이에서 오는 상충문제

발생 시 해결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4)국가의 권한 있는 기 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이것은 학리상으로는 부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복종하여야 할 하

나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므로 강제해석(强制解釋)이라고도 한다.유권

해석은 다시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의 3종으로 나 수 있

다.[有權解釋,authenticinterpretation](법률용어사 ,2011.1.15.,법문북스)

5)산업단지의 기능을 유지하고 고도화하는 일체의 역할(김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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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에 한 한 로 2015년 10월 경기도에서는 산집법 시행령의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는 증설'을 허용하는 여부의

해석에 하여 증설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증설이 불가한 것으로 이 해석 여지가 있음

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를 보도하기도 하 다.

“외투인투자지역6) 리 업무를 하다보면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외국인투자지역 리에 있어 최하 법에

속하는 외국인투자지역운 지침 16조에 의하면 ‘리기 은 임 단지에

입주하는 입주기업과 총50년의 범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이

경우 매 10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이 경우

최 계약시 계약기간을 50년으로 보느냐?,아니면 10년 갱신계약을 사실상

의 실효성 있는 계약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 인 해석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지요.입주기업들은 50년을 계약했음으로 지침 법 개정의 소 용 시

을 50년이 지난 기업을 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을 해요.계약을 50년으

로 보기 때문에 계약당시의 입주 계약서에 해서 임 료 감면 기 을

용 받아야 하며,그 후로 개정된 지침은 계약이 끝나는 50년 이후에 용되

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반면 정부에서는 10년 갱신계약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음으로,10년 갱신계약 시 에서 변경된 법을 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요.이

러한 의 차이는 쉽게 좁 지지 않아요.”

한 법규의 미흡은 Lipsky가 언 한 업무의 단순화·정형화의 원인이 될

여지가 있다.법규가 미흡하면 실무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법규의 구체화를

6)외국인투자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기술이 ,고용증 등 한민국 경제

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해서 일정 지역에 해

국가가 조세감면,임 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 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용을

완화시켜 주기 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최 입주 자격 :외투지분 30%,외

국인투자 액(FDI):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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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게 되고 구체화된 법규는 실무자로 하여 험의 회피 가능성을 높

여 수 있다.본 연구자는 이러한 이유로 법규 미흡이 이번연구에 있어 재

량행 원인과 재량행 가 되는 업무 행태간의 상 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법규가 모호하면,혼자 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일단

민원인을 돌려보내고 선배나 부장님하고 의하고 그래도 않되면 산업부

입지과에 의뢰해요,그래서 나 에 혹시 모를 험 상황에 한 일종의

보험을 들어 놓는 거지요.”

법규미흡 한 항목은 4가지로 선정했으며,구체 인 항목은 다음과 같

다.① 련법 지침이 상호 상충되거나 모순 인 부분이 있다 ② 련

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③ 련법이 비 실 인 부분이 있다.④ 련법

이 시 변화를 따르지 못한다.

4)업무 험성

인터뷰 입주업무 분석을 통해 산단공 입주 업무 실무자들은 다양한

업무의 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험의 요소에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신체 ,정신 외에 정기 감사

인사상 불이익에 한 이 존재하고 있었다.

입주 업무 표자 변경 등과 같이 입주계약 변경과 련하여는 그

험성이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었으나 입주 계약 해지와 같은 경우는

그 심각성이 매우 높았으며,신체 까지 느끼는 사례가 있는 것으

로 보 다.입주계약 해지의 경우 직원 수백명과 그 가족까지 합하면 수

천명에게도 향을 수 있는 일이어서,그러한 결정의 치에 놓일 수

있는 일선의 실무자는 스스로 많은 정신 부담을 느끼게 되며,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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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원인들로부터 신체 에 놓일 가능성도 있었다.

“계약 해지 경우 신체 정신 은 물론이고,왠지 다른 사람을

아 게 하는 것 같은 양심의 가책에도 시달리게 되지요,그래서 웬만하면

계약 해지만은 피하려 하고,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요”

한 민원인 측에서 행정 소송이나,감사원 상 기 등을 통해 압

력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신분 까지 느끼고

있었다.

한 만약 일선 실무자에게 실수가 있을 경우,실수에 따른 손실이 무 크

다는 것도 많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잘못된 업무 추진

이 정부에게 손실을 미치게 된다면 감사지 으로 다가오고 기업에게 손실이

간다면 바로 기업 쪽에서 소송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은 수 자들로부터의 박․폭력 등 권

에 한 과 도 에 노출되어 있으며,경찰․소방공무원 등은 늘

불특정다수를 상 로 험 상황에 놓여 있고,교사의 경우 학부모․학생

들로부터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김이배,2010:165-166,조원 ,2010)

업무 험성에 한 항목은 4가지로 선정했으며,구체 인 항목은 다음

과 같다.①나의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신체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

다.②나의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정신 에 노출되어 있다.③나의

업무는 고객과의 문제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험이 있다.④나의 업

무는 법 책임 감사 지 등 높은 험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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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독립변수 련 항목

구분 항 목 그 지

않다(1)

그 지

않다(2)

보통

이다

(3)

그 다

(4)

매우

그 다

(5)

과도한

업무량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

나의 일은 고되다.

정시에 일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

일을 잘 해내기에는 업무량이 많
다.

내가 수행해야 할 일들의 가지
수가 많다.

직무

문

성

업무와 련한 분야에 필요한 경
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업무와 련하여 나만의 노하우
를 가지고 있다.

업무와 련하여 필요한 문
인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법 규

미흡

련법 지침이 상호 상충되거

나 모순 인 부분이 있다.

련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련법이 비 실 인 부분이 있

다.

련법이 시 변화를 따르지 못

한다.

업 무

험

성

나의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신체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나의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정신

에 노출되어 있다.

나의 업무는 고객과의 문제로 인

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험이 있

다.

나의 업무는 법 책임 감사

지 등 높은 험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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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속변수의 선정

본 연구의 근본 목 은 일선 실무자의 직무 환경 특성이 직무 행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해 보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따라서

재량권 행사와 같은 직무행태를 종속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연구의 종속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의도 업무량조 ,정

보의 차별제공,고객과의 계 주도권행사 3가지 요소에 본 연구자가 새

롭게 추가한 고객지원 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인터뷰 등을 통한 특성을 보면,산단공의 일선 실무자는 업무량을 조

하고,정보의 선별 제공 상담소요 시간의 주도 등을 통하여 고객을

통제하고자 하며,반면 고객을 지원하는 극 행태의 경향을 보이기도

하 는데 이러한 일들은 각각의 개별 상황에 한 처 보다는 체

조율을 통하여 시간 여유를 확보하고 요소를 제거 하는 방향으로

개 되는 경향을 보 다7).

(표-10)재량의 유형

재량의 원인 선행연구

의도 업무량

조

(업무량 이기)

Weatherly& Lipsky(1977),Lipsky(1980), Maynard-Moody&

Musheno(2000),Walker& Gilson(2003),박경래(2006),박소

․송선 (2006), 김이배(2010), 황설화․임혜경․하태수

(2015),임혜경․하태수(2015)

정보의 차별

제공(정보통제)

Lipsky(1980),Meyers,Glaser& Donald(1998),황설화․임혜

경․하태수(2015)

고객과의 계

주도권행사

Lipsky(1980),황설화․임혜경․하태수(2015),임혜경․하태수

(2015)

고객지원 본 연구에서 새롭게 설정․추가

*황설화․임혜경․하태수(2015),기 지방자치단체 일선 료들의 재량행 분

석논문 79Page를 참조하여 재구성

7)Lipsky는 그의 연구에서 일선 료들은 개별 사례들을 한 최선책이 아니

라,담당한 일 체를 최 으로 처리하려는 시각에서 한 처우를 마련한다

(Lipsky,1980:58-60,황설화·임혜경·하태수 2015재인용)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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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도 업무량조

의도 업무량조 은 일선 료가 본인들이 수행해야 할 일을 이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범 를 조 하거나,제

공하던 서비스의 양을 이며,서비스의 수혜 자격 등 을 단하기도

하며,우선 으로 그날의 할당량을 채운 후 일을 하기도 한다.(Lipkky,

1980:102-105;Walker& Gilson,2003:1259;박경래,2006:127;황설

화·임혜경·하태수 2015재인용)

“의도 으로 업무를 이는 일은 흔하지 않아요,그 지만 일이 무

몰리면 요한 업무 주로 하고 요도가 떨어지거나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뒤로 미루는 식으로 일의 양을 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 업무량조 은 실무자의 임의성이 개입되어,업무의 우선순 를

본인의 의도 로 조정하고 일부일은 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정책의 변동

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을 선정하

다 ①일이 많은 경우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미 둔다.②일이 많은 경

우 후속 조치를 미룬다.③일이 많은 경우 민원인에게 해 수 있는데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④ 일이 많은 경우 업무 요도에 따라 일부일은

하지 않는다.

2)고객과의 계주도

산단공 입주 업무 실무자들은 법이 모호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는 민원인으로 부터의 상황에 놓일 때 시간 여유를 가

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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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이론에 의하면 일선 료는 고객과의 만남에서 내용,시기,속도

(pace)를 통제하면서,가능하면 한 고객이라도 더 만나 고객들을 상

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 하기도 한다(Lipsy,1980:117-121).

선행연구에서는 고객과의 계주도의 항목으로 상담소요 시간,상담횟

수,상담 환경,상담순서 등의 요소를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산단공

의 경우 민원행정 처리 장소가 은행창구와 같이 고정 으로 지정되어 있

어 변경의 여지가 없었으며,상담 순서 한 먼 온 순서 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에서 변수의 항목으로 활용하기에는 치 않았다.

그러나,인터뷰 결과 상담 소요시간과,다음번 상담 시간을 실무자가 주

도 으로 정하는 것은 비교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었으며,특히 상담

소요시간의 경우는 외 사항의 발생 시 즉답이 어려울 경우에 자주 일

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졌다.

“일이 많아 정신이 없는데 민원 상담시 평소 하지 못한 외 민원

까지 겹치면,신속히 답을 해 수 없어요,잘못 답변했다가 나 에 발

목 잡힐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상담 시간을 조 하면서 다음번 상담

을 다시 잡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고객 계에 있어 상담시간 등의 조 과 같은 주도권의 행사는 그것 자

체로 가지는 의미보다는 그러한 재량을 발휘하게 되는 원인과 결과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산단공 실무자에게 있어서 상담시간의 조 은 법규

미흡등과 같은 환경에 향을 받게 되며,흔히 즉답이 어려운 경우 시간

여유를 확보하고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여 본사 는 상부기 과의

의 제도의 미비 에 한 검토․개선에 시간을 할에 하는 등의 행태

를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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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산단공의 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은 2가지 항목을 선정하 다 ①민원인과의 상담 소요시간을 내가

주도한다.②민원인과의 다음번 상담 시간을 내가 결정 한다.

3)정보의 차별제공

일선 실무자는 서비스 제공을 통제함으로서 고객과의 계 상황을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다.이런 서비스의 통제 방식에는 고객에 따라 정

보를 주거나 혹은 차단하고 주지 않는 식으로 정보를 차별 으로 제공하

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Meyers,Glaser& Donald(1998:9)는 일선 료들은 고객들에게 결정

인 정보를 통제하고 그 정보를 해석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자신들의 권

리와 의무를 해석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나 산단공 직원들이 상 하는 다수 민원인은 기업을 경 하는

CEO 소속한 직원들로서 정보에 민감하고 정보 획득에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자에게 있어 정보의 차별 제공은 다양한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될 수 있으며,민원인에게 선별 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민원인과의 계에서 우 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더욱이 와 같은 정보화 사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에 한

요성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보다 더 강조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어떤 고객에게 특정한 정보를 주면 그 고객들은 다른 고객들보다 서

비스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방법은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

으면서도 일부 고객에게만 선별 으로 특혜를 주는 방법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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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sky,1980:64-65),고객의 선별 정보제공은 정책의 수혜가 특정인 그

룹에게만 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정책의 수행에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산단공의 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

통제 변수에 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을 선정하 다.①어떤 민원

인에게는 법 련분야 정보를 더 자세히 알려 다.②어떤 민원인에게

는 다른 기 이 제공하는 정보도 알려 다.③어떤 민원인에게는 타 사

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도 알려 다.

4)고객지원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고객지원 변수는 본 연구가자 새롭게 조작하여

추가한 변수로서 선행연구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그러나 산

단공 입주 업무 실무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고객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추진한 ‘손톱 가시 뽑기 정책’은 기업 고객을 상

하는 공단의 실무자들에게 보다 극 으로 장의 애로를 발굴하여

정책 제도 개선 제안을 하도록 유도 했으며,이러한 실 들이 경 평

가로 이어져 공단에서는 조직 차원에서 기업의 애로 발굴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 은 바로 부서 개인평가로 이어지는 이유로 실무자 들은

보다 극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에서 민원인

과의 좋은 유 계 형성은 필수 요소로 고객을 지원하려는 경향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산단공 입주 업무 실무자들은 입주 업무와 동시에 경 지원 업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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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입주 업무는 강제 인 규제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경 지원

업무는 반 로 기업과 상생․ 력해야하고,고객의 자발 참여가 필요

한 부분이 있어 극 인 서비스 마인드로의 근이 필요한 분야다.

이러한 이유로 공단의 실무자들은 차가운 이성 태도로만 민원인을 상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이와 같은 이 환

경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 민원인을 지원하는 경향을 보

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

한 기업고객과 최 에서 일하다 보니 인간 차원에서 민원인을

돕고자하는 경향이 있고,고객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게 되는 보람

등 정서 원인 한 고객지원의 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애로를 발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일도 많은데 짜증도 나죠,근데 막상

해결해 줘서 민원인이 좋아하는 보습을 보면,일에 보람을 많이 느껴요.”

“애로 발굴과 해결이 경 평가 평가에 향을 미치니까 하지 않

을 수가 없지요.”

“규제의 잣 로만 민원인을 상 하다 보면 우리가 아쉬울 때 민원인에

게 연락하기가 힘들어 져요, 를 들면 기업 분들에게 채용박람회 참석

을 부탁드리려면 평소에 좋은 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그래서 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엄격한 법과 규제의 집행자인 동시에 민원인인 기업에게 도움

을 받아야하는 상충 이고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민원인과의 정서

친 계 역시 유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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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단공의 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객지원 변수에

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을 선정하 다.①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한 의견을 제시한다.②법 개정 시 민원인이 겪고

있는 고충 분야에 더 많은 심을 기울인다.③민원인에 도움이 되는 방

향으로 법 지침을 해석하고자 한다.④상부 기 타 기 과 의

시 민원인 편에 선다.

(표-11)종속변수 련 항목

구분 항 목
그 지
않다
(1)

그 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 다
(4)

매우
그 다
(5)

의도

업무
량조

일이 많은 경우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미 둔다.

일이 많은 경우 후속조치를 미룬다.

일이 많은 경우 민원인에게 해
수 있는데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일이 많은 경우 업무 요도에
따라 일부일은 하지 않는다.

고객
과의
계

주도

민원인과의 상담 소요시간을 내
가 주도한다.

민원인과의 다음번 상담 시간을
내가 결정 한다.

정보
의
차별
제공

어떤 민원인에게는 법 련분
야 정보를 더 자세히 알려 다.

어떤 민원인에게는 다른 기 이
제공하는 정보도 알려 다.

어떤 민원인에게는 타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도 알려
다.

고객
지원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한 의견을 제시한다.

법 개정 시 민원인이 겪고 있는
고충 분야에 더 많은 심을 기
울인다.

민원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 지침을 해석하고자 한다.

상부 기 타 기 과 의 시
민원인 편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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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설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문헌 인터뷰 등의 질 연구와 더불어 설문을 통한 실증

연구를 병행 추진,재량의 원인과 재량행 에 한 상 성을 실증 으로

입증해 보임으로서 연구의 객 성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다.

여기서 정의되는 재량은 작 이건 부작 이건 간에 여러 가지 방안

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의미한다.(Davis,1969:4) 한 행정법

학에서의 재량행 는 복수 행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 할 수 있는 자유

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어떤 행 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결정재량 다수의 행정행 어느 것을 고를 수 있는 선

택재량이 모두 포함된다.(정 ,1999:373,임혜경,하태수(2015)에서 재

인용)

이러한 정의를 이번 연구에 용하여 본다면 재량의 원인은 일선실무자

가 업무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를 주는 선택 활용이 가능한 권

한의 범 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재량행 는 그러한 권한을 활

용하여 스스로 업무를 조율해 나가는 행동 양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한 재량원인과 재량행 에 해당하는 변수로 독립변수 4개와 종속변

수 4개를 선정했고,통제변수로는 연령,성별,학력,근속년수,직 의 5

가지를 활용하 으며,변수간의 상 성에 하여는 선행연구와 산단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측하 다.

첫 번째 의도 업무량 조 의 행태이다.산단공 입주업무 실무자는 업

무가 과다할수록 일의 우선순 와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량 이기

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업무 능력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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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단하여 서비스의 배 과 양 등을 조 할 가능성이 높다. 한

법규가 미흡할 경우 험을 회피하고 시간을 벌기 하여 의도 인 업무

량 조 을 시도할 여지가 있으며,업무의 험성이 높을수록 업무량을

조 하여 보다 험성이 높은 업무에 치 할 것으로 상된다.

가설 1-1과도한업무량은 의도 업무량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2직무 문성은 의도 업무량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3법규미흡은 의도 업무량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4업무의 험성은 의도 업무량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 고객 계주도 행태이다.업무가 과다하면 상담의 시간을 조

하여 시간 여유를 확보할 여지가 있으며, 문성이 높은 직원 일수록

문 능력을 활용하여 비교 능숙하게 시간을 조 ,민원인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한 법규가 미흡하다고 느끼면 상담시간을 조 하여 법

에 해 검토할 시간 여유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 상되며,업무가

험하다고 느끼면 시간 조 다음번 상담 시간을 늦추어 응 방법을

마련할 시간을 최 한 확보하고자 노력 할 것이다.

가설 2-1.과도한업무량은 고객 계주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직무 문성은 고객 계주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법규미흡은 고객 계주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업무의 험성은 고객 계주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정보를 많이 제공하게 되면 업무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느

끼는 실무자는 정보를 선별하여 업무가 늘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

보를 제공 하려고 할 것이며, 문성이 높아 련 지식이 많은 실무자

일수록 련 지식 제공에 한 통제를 통하여 재량권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한 업무의 험성이 높으면 실무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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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하여 제공함으로서 험성을 이고자 할 것이다.

가설 3-1.과도한업무량은 정보의 차별제공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직무 문성은 정보의 차별제공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법규미흡은 정보의 차별제공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4.업무의 험성은 정보의 차별제공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네 번째,업무가 과다하다면,고객지원에 한 여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성이 높은 실무자는 자신이 가진 문 지식과 능력

을 발휘하여 고객을 지원하고자 할 것이며,법규가 미흡하다면 제도개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객을 지원하려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업

무가 험하면 민원인과의 갈등 험한 요소를 제거하기 하여 민원

인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의 해결을 해 노력할 것이다.

가설 4-1.과도한업무량은 고객지원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4-2.직무 문성은 고객지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3.법규미흡은 고객지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4.업무의 험성은 고객지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일선 료의 재량은 두 가지 에서 논의 될 수 있는데,첫 번째

은 일선 료의 재량은 정책 개 이 원래의도와는 다르게 기 하기

않던 결과를 래한다는 연구로(Meyeretal,1998:Walker& Gilson,

2003:1259)일선 료의 재량이 가져오는 부정 결과를 우려한다.두 번

째 입장은 재량이 법의 불완 성을 보충해 주는 치료책이며 재량을 법률

등과 같이 요하게 취 하고,정책을 실용 으로 만들기 해 문성

이 있는 일선 료의 해석과 재량을 강조한다(Haque,2004:704:705;

Evans,2011:376;Maynare-Moody& Musheno,2000,황설화․임혜경․

하태수,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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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일선 료의 재량은 부정 일수도 있고,

법과 정책의 미비 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정 인 역할을 할 수도 있

다.본 연구자는 이번연구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계 설정을 통하

여 산단공 일선실무자가 어떠한 에 보다 부합하는 직무행태를 보이

는가를 실증 으로 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에서 설정한 가설들은 산단공 일선실무자에 있어 재량의

원인이 되는 4가지 독립변수가 재량행 에 어떠한 향을 미치게 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있으며 의도 업무량조 ,고객과의 계에 있어

주도권 행사,정보의 차별 제공 등은 다소 부정 인 처 방법을 통하여

체 인 업무 상황을 조율해 나가고자하는 방식이나,반 로 고객지원

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의 지원 행 를 통하여 상황을 개선하고

정신 안 를 느끼고자 하는 행태를 보여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검증하기 한 가설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3)와

같다.

(그림-3)연구 모형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과도한 업무량

직무 문성

법규미흡

업무의 험성

의도 업무량조

고객과의 계주도

정보의 차별제공

고객지원

통제변수 :연령,성별,학력,근속년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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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험 분석 결과

제1 표본의 기본 인 특성

회수된 표본들 답변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별된 120명의

유효 응답자의 기본 특성은 (표-12)와 같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체 응답자의 73.7%(88명)가 남자이

고 26.7%(32명)는 여자로 남성 직원의 비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둘째 응답자의 연령(만 나이)의 분포를 보면,39세 이하가

41.7%(50명),40 가 49.2%(59명),50세 이상이 9.2%(11명)로 나타났다.

셋째 응답자의 학력은 문 졸 이하가 8.3%(10명), 졸 64.2%(77명),

학원졸 이상 27.5%(33명)로 나타났다.넷째 응답자의 근속년수를 보면

5년 미만은 23.3%(28명),5년에서 10년 이하는 14.2%(17명),10년에서 20

년 이하는 50%(60명),20년 이상은 12.5%(15명)로 산단공 입주 업무 실

무자는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직원이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다섯째

직 을 보면 3 은 48.3%(58명),4 은 49.2%(59명),5 이하는 2.5%(3

명)로 차장 의 3 과 리와 사원 인 4 의 비율이 매우 근소한 차이

를 보 으나,5 이하 직원은 3명으로 매우 소수 다.이는 문성이

요시되는 입주 업무 특성 때문인 것으로 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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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

구 분 빈 도 퍼센트(%)

성별

남자 88 73.3

여자 32 26.7

연령

39세 이하 50 41.7

40 59 49.2

50세 이상 11 9.2

학력

문 졸 이하 10 8.3

졸 77 64.2

학원졸 이상 33 27.5

근속년수

5년 미만 28 23.3

5년～10년 17 14.2

10년～20년 60 50.0

20년 이상 15 12.5

직

3 58 48.3

4 59 49.2

5 이하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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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된 총 산

성

분

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재량 회 제곱합 재량

체 % 분산 % 체 % 분산 % 체 % 분산 %

1 3.568 27.445 27.445 3.568 27.445 27.445 2.868 22.064 22.064

2 3.408 26.217 53.662 3.408 26.217 53.662 2.767 21.282 43.347

3 1.555 11.963 65.625 1.555 11.963 65.625 2.303 17.714 61.061

4 1.071 8.238 73.863 1.071 8.238 73.863 1.664 12.802 73.863

5 .639 4.918 78.781

6 .600 4.613 83.394

7 .471 3.621 87.014

8 .382 2.942 89.956

9 .364 2.803 92.759

10 .296 2.277 95.037

11 .273 2.100 97.137

12 .235 1.805 98.941

13 .138 1.059 100.000

추출 방법:주성분 분석.

제2 설문지의 신뢰성 검토

1.종속변수의 요인 신뢰도 분석

종속변수 요인분석 결과 KMO값 0.753,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

률 0.000,설명된 총분산은 73.863%로 나타났다.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다.추출된 4개 요인은 의도 업무량 조 ,고객과의 계

주도,정보의 차별제공,고객지원이다.4개 요인을 상으로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한 결과의 Cronbach알 값은 의도 업무량조 (0.855),고객과

의 계주도(0.732),정보의 차별제공(0.846),고객지원(0.832)으로 신뢰도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종속변수에 해 설명된 총분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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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된 총 산

성

분

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재량 회 제곱합 재량

체 % 분산 % 체 % 분산 % 체 % 분산 %

1 4.760 31.735 31.735 4.760 31.735 31.735 3.286 21.909 21.909

2 2.957 19.711 51.445 2.957 19.711 51.445 2.760 18.401 40.310

3 2.221 14.809 66.254 2.221 14.809 66.254 2.682 17.878 58.188

4 1.349 8.992 75.246 1.349 8.992 75.246 2.559 17.058 75.246

5 .689 4.593 79.840

6 .615 4.099 83.938

7 .437 2.915 86.853

8 .426 2.837 89.690

9 .338 2.253 91.943

10 .267 1.779 93.722

11 .249 1.663 95.385

12 .226 1.505 96.890

13 .182 1.212 98.102

14 .172 1.149 99.252

15 .112 .748 100.000

추출 방법:주성분 분석.

2.독립변수의 요인 신뢰도 분석

독립변수 요인분석 결과 KMO값은 0.785,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

확률 0.000,설명된 총분산은 75.246%로 나타났다.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추출된 4개 요인은 과도한업무량,직무 문성,법규

미흡,업무 험성이었으며,이 과도한업무량 요인 항목의 ‘내가 수행해

야 하는 일들의 가지 수가 많다’는 해당 요인으로 묶여지지 않아 과도한

업무량 요인에서 제거하기로 하 다.제거된 항목을 제외한 최종인 4개

요인을 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의 Cronbach알 값은 과도

한업무량(0.826),직무 문성(0.904),법규미흡(0.915),업무 험성(0.848)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독립변수에 해 설명된 총분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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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종속변수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항 목
의도
업무량
조

고객과의
계주도

정보의
차별
제공

고객
지원

일이 많은 경우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미 둔다.
.774

일이 많은 경우 후속조치를 미룬다. .862

일이 많은 경우 민원인에게 해

수 있는데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783

일이 많은 경우 업무 요도에 따라 일부

일은 하지 않는다.
.830

민원인과의 상담 소요시간을 내가 주도

한다.
.794

민원인과의 다음번 상담 시간을 내가

결정 한다.
.862

어떤 민원인에게는 법 련분야 정보

를 더 자세히 알려 다.
.809

어떤 민원인에게는 다른 기 이 제공하

는 정보도 알려 다.
.859

어떤 민원인에게는 타 사업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 정보도 알려 다.
.883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에 한 의견을 제시한다.
.781

법 개정 시 민원인이 겪고 있는 고충

분야에 더 많은 심을 기울인다.
.816

민원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

지침을 해석하고자 한다.
.838

상부 기 타 기 과 의 시 민원인

편에 선다.
.787

신뢰도 값 .855 .732 .846 .832

※ 요인분석 시 기 치를 .400이상으로 설정하여 공백은 .400을 넘지 못

하는 값들임.



-49-

(표-16)독립변수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항 목
과도한

업무량
문성 법규미흡

업무

험성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 .647

나의 일은 고되다. .766

정시에 일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모

자란다.
.881

일을 잘 해내기에는 업무량이 많다. .850

업무와 련한 분야에 필요한 경험

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918

업무와 련하여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897

업무와 련하여 필요한 문 인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925

련법 지침이 상호 상충되거나

모순 인 부분이 있다.
.863

련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914

련법이 비 실 인 부분이 있다. .882

련법이 시 변화를 따르지 못한

다.
.853

나의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신체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853

나의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정신

에 노출되어 있다.
.841

나의 업무는 고객과의 문제로 인사

상의 불이익을 받을 험이 있다.
.810

나의 업무는 법 책임 감사 지

등 높은 험을 감수해야 할 경

우가 있다.

.570

신뢰도 값 .826 .904 .915 .848

※요인분석시기 치를.400이상으로설정하여공백은.400을넘지못하는값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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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도한

업무량

직무

문성

법규

미흡

업무의

험성
연령 성별 학력

근속

년수
직

과도한

업무량
1

직무

문성
.131 1

법규

미흡
.116 -.055 1

업무의

험성
.461** .065 .382** 1

연령 -.003 .458** -.165 -.092 1

성별 -.048 -.067 -.017 .020 -.341** 1

학력 .046 .113 .064 -.042 .113 -.233* 1

근속

년수
.032 .479** -.182* -.021 .788** -.183* .154 1

직 -.004 -.289** .056 -.017 -.605** .437** -.407** -.692** 1

3.상 계 분석

회귀분석 前 다 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변수

간 상 분석을 실시하 다.독립변수 간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0.8이하로 나타나서 독립변수들 간에 다소의 상 성은 존재하나,다 공

선성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표-17)참조>

(표-17)독립변수간 상 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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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빈도분석

1.독립변수 빈도분석

1)업무과다

업무과다에 하여는 5 척도상의 평균값이 3.56로 3.0이상을 보여 공

단의 직원들은 다수가 업무가 과다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특히나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는 항목의 비 이 3.7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공단 직원들은 인 자원 부족 충원에 한 필요

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업무의 가지 수가 무 많아요,보통 공단의 실무자들은 입주 행정업

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경 지원,설문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

행 는 지원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인원 배정은 입주 업무만을 하는 것

을 고려해서하기 때문에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표-18)업무과다 빈도분석

구 분

변 량

총계 평균
표

편차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
-

8

(6.7)

37

(30.8)

49

(40.8)

26

(21.7)

120

(100)
3.78 .864

나의 일은 고되다 -
9

(7.5)

61

(50.8)

39

(32.5)

11

(9.2)

120

(100)
3.43 .764

정시에 일을 마

치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

1

(0.8)

17

(14.2)

40

(32.3)

53

(44.2)

9

(7.5)

120

(100)
3.43 .857

일을 잘 해내기

에는 업무량이

많다.

-
9

(7.5)

44

(36.7)

53

(44.2)

14

(11.7)

120

(100)
3.60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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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업무과다 자료 요약

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업무과다 120 2.25 5.00 3.560 0.665

2)직무 문성

직무 문성 인식 정도에 하여는 5 척도상의 평균값이 3.372로 3.0이

상을 보이고 있어 공단 직원들 다수가 본인이 문성이 있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그 에서도 업무와 련하여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응답의 평균은 3.52로 비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인터뷰 과정을

통하여도 산단공 직원들은 입주 업무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야 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입주 업무는 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쌓거나 경험 많은

선배 직원들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해야 해요,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을 때도 있어요,민원인 상 할 때도 노하우가 있어요,우

린 그걸 선배한테 배우죠,그건 법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표-20)직무 문성 빈도분석

구 분

변 량

총계 평균
표

편차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업무와 련한

분야에 필요한

경험을가지고있다.

2

(1.7)

26

(21.7)

43

(35.8)

37

(30.8)

12

(10.0)

120

(100)
3.26 .966

업무와 련하여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

(0.8)

12

(10.0)

45

(37.5)

47

(39.2)

15

(12.5)

120

(100)
3.52 .869

업무와 련하여

필요한 문 인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2

(1.7)

15

(12.5)

53

(44.2)

41

(34.2)

9

(7.5)

120

(100)
3.33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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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직무 문성 자료 요약

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직무 문성 120 1.67 5.00 3.372 0.822

3)법규미흡

법규미흡 인식 정도에 하여는 5 척도상의 평균값이 3.654로 3.0이상

을 보이고 있었으며,독립변수 요인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 다.공단

직원들 다수는 련법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이러한 사실은

인터뷰를 통하여 보다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법규미흡 항목

에서도 ‘련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와 ‘련법이 시 변화를 따르지

못한다.’는 각각 3.73과 3.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민원인이 들고 오는 민원 에는 명확히 떨어지지 않는게 많아요,이

럴 수도 있고 럴 수도 있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시 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법은 뒷북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법이

실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서 제도 개선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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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법규미흡 빈도분석

구 분

변 량

총계 평균
표

편차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련법 지침

이 상호 상충되

거나 모순 인

부분이 있다.

2

(1.7)

10

(8.3)

36

(30.0)

61

(50.8)

11

(9.2)

120

(100)
3.57 .837

련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2

(1.7)

6

(5.0)

30

(25.0)

66

(55.0)

16

(13.3)

120

(100)
3.73 .817

련법이 비 실

인 부분이 있

다.

2

(1.7)

11

(9.2)

35

(29.2)

57

(47.5)

15

(12.5)

120

(100)
3.60 .883

련법이 시

변화를 따르지

못한다.

1

(0.8)

6

(5.0)

39

(32.5)

55

(45.8)

19

(15.8)

120

(100)
3.71 .824

(표-23)법규미흡 자료 요약

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법규미흡 120 1.00 5.00 3.654 0.750

4)업무의 험성

업무의 험성에 한 인식 정도는 5 척도상의 평균값이 3.095로 3.0

이상을 보이고 있어 높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독립변수 요인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 다. 한 Lipsky의 일선 료제도 이론 선행연구에

서 다루어졌던 민원인으로 받는 정신 ․신체 험에 한 인식보다는

오히려 ‘나의 업무는 법 책임 감사지 등 높은 험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3.70)’라는 항목이 매우 높게 나타나 공단 직원들은 업무

에 있어 감사 지 을 가장 심각한 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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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순

나의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신체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2.54 4

나의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정신 에 노출되어 있다. 3.04 3

나의 업무는 고객과의 문제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험

이 있다.
3.10 2

나의 업무는 법 책임 감사지 등 높은 험을 감

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
3.70 1

(표-24)업무 험성 항목별 순

인터뷰를 통하여도 직원들은 감사에 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신체 인 보다는 정신 인 이 많다고 언 하

다.

“정기 으로 감사가 있는데 뭐 잘못한건 없나,실수한건 없는지,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혹시라도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잘못 해

석한건 아닌지 걱정이 되요.”

“신체 인 험은 많지 않아요,민원인 분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물리력 행사에 해 뒷감당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없어요,다

만 인터넷을 활용해서 감사원 같은 상 기 게시 에 고발하겠다는 등

의 박이 간혹 있어서 정신 인 은 다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법 테두리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괜히 민원인 편을

들어 들어주었다가,어떠한 이권을 바라고 민원인을 지원한 것 아니냐

같은 감사가 두렵기도 하고,그럴 경우에는 애써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

아요 아무리 친한 계라도 꺼려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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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업무 험성 빈도분석

구 분

변 량

총계 평균
표

편차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의 업무는 고

객으로부터 신체

에 노출

될 가능성이 있

다.

13

(10.8)

56

(46.7)

30

(25.0)

15

(12.5)

6

(5.0)

120

(100)
2.54 1.012

나의 업무는 고객

으로부터 정신

에 노출되어

있다.

13

(10.8)

29

(24.2)

33

(27.5)

30

(25.0)

15

(12.5)

120

(100)
3.04 1.198

나의 업무는 고

객과의 문제로

인사상의 불이익

을 받을 험이

있다.

7

(5.8)

30

(25.0)

34

(28.3)

42

(35.0)

7

(5.8)

120

(100)
3.10 1.032

나의 업무는 법

책임 감사

지 등 높은

험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

3

(2.5)

15

(12.5)

23

(19.2)

53

(44.2)

26

(21.7)

120

(100)
3.70 1.026

(표-26)업무의 험성 자료 요약(기술통계량)

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업무 험성 120 1.00 5.00 3.095 0.886

5)독립변수 빈도분석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산단공 입주 행정 업무 실무자들은 법규

미흡에 하여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었으며,다음으로는 업무과다와 직

무 문성에 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업무 험성에

한 평균은 상 으로 낮은 인식 정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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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독립변수 자료 요약(기술통계량)

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순

업무과다 120 2.25 5.00 3.560 0.665 2

직무 문성 120 1.67 5.00 3.372 0.822 3

법규미흡 120 1.00 5.00 3.654 0.750 1

업무 험성 120 1.00 5.00 3.095 0.886 4

평 균 - 1.48 5.00 3.420 0.780 -

2.종속변수 빈도분석

1)의도 업무량조

산단공 입주 업무 일선 실무자의 의도 업무량 조 행태를 측정하기

한 4개의 설문문항에 한 응답분포는 (표-28)과 같다.의도 업무량

조 의 평균값은 2.55로 낮게 나와 공단의 일선실무자의 의도 업무량

이기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일이 많은 경우 후속조치를 미룬다.’라는 항목의 평균은 2.87로 다

른 항목에 비해 비교 높게 나타나,공단의 일선실무자는 업무량 조 에 있

어 일의 후속조치를 조 함으로서 시간 여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으로 ‘일이 많은 경우 민원인에게 해 수 있는데도 안 해주는 경우

가 있다.’의 항목은 부정 응답이 62.4%로 매우 높게 나타나,일을 해주는

않는 형태의 회피 응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러한 데이

터를 종합해 보자면 산단공 입주업무 실무자들은 일이 많을 지라도 일 자체

를 회피하지는 않으며,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는 미루는 한도내에서 업무량을

조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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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다고 일을 않할수는 없어요,감사도 두렵고 그 게 되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지요,정 일이 많으면 후속 조치를 조 늦게 처리하는 형태로 시

간을 조 해요”

(표-28)의도 업무량조 빈도분석

구 분

변 량

총계 평균
표

편차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일이 많은 경우

고객과의 상호작

용을 미 둔다.

15

(12.5)

47

(39.2)

28

(23.3)

28

(23.3)

2

(1.7)

120

(100)
2.63 1.030

일이 많은 경우

후속조치를 미룬

다.

8

(6.7)

45

(37.5)

24

(20.0)

41

(34.2)

2

(1.7)

120

(100)
2.87 1.020

일이 많은 경우

민원인에게 해

수 있는데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

다.

29

(24.2)

46

(38.3)

26

(21.7)

17

(14.2)

2

(1.7)

120

(100)
2.31 1.044

일이 많은 경우

업무 요도에

따라 일부일은

하지 않는다.

22

(18.3)

49

(40.8)

31

(25.8)

14

(11.7)

4

(3.3)

120

(100)
2.41 1.025

(표-29)의도 업무량조 자료 요약

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의도

업무량조
121 1.00 5.00 2.552 0.859

2)고객과의 계주도

산단공 입주 업무 일선 실무자의 고객과의 계주도 업무 행태를 측정

하기 한 2개의 설문문항에 한 응답분포는 (표-30)과 같다.고객 계

주도의 평균값은 2.795로 나타났으며,‘민원인과의 상담소요 시간을 내가

주도한다.’는 항목이 2.86으로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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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의 조 은 시간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줘요,고객을 통

제하거나 때로는 고객을 선별하여 차별 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시간

재량을 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번 상담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보통 민원인과의 합의하에 민원을

편의를 많이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민원인과 갈등이 있거

나 사안이 민감하면,다음번 만남 시간을 최 한 늦추려고 해요”

(표-30)고객과의 계주도 빈도분석

구 분

변 량

총계 평균
표

편차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민원인과의 상담

소요시간을 내가

주도한다.

14

(11.7)

26

(21.7)

49

(40.8)

25

(20.8)

6

(5.0)

120

(100)
2.86 1.040

민원인과의 다음

번 상담 시간을

내가 결정한다.

13

(10.8)

41

(34.2)

36

(30.0)

25

(20.8)

5

(4.2)

120

(100)
2.73 1.043

(표-31)고객과의 계주도 자료 요약

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고객과의

계주도
121 1.00 5.00 2.795 0.924

3)정보의 차별제공

산단공 입주 업무 일선 실무자의 정보 차별제공 업무 행태를 측정하기

한 3개의 설문문항에 한 응답분포는 (표-32)와 같다.정보의 차별

제공의 평균값은 3.488로 다른 변수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이

러한 결과를 볼 때 산단공 일선 실무자는 정보의 선별 제공을 통해 고

객을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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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떤 민원인에게는 타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도 알려

다.’라는 항목은 3.67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공단에서 추

진하는 경 지원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공단의 특성이 반 된 결과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진상 고객이면 정보고 뭐고 주기 싫죠,그리고 조가 잘되고

친 하게 해주시는 민원고객 분에게는 정말 없는 정보도 더 찾아서 알려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표-32)정보의 차별제공 빈도분석

구 분

변 량

총계 평균
표

편차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어떤 민원인에게

는 법 련분

야 정보를 더 자

세히 알려 다.

8

(6.7)

19

(15.8)

39

(32.5)

44

(36.7)

10

(8.3)

120

(100)
3.24 1.037

어떤 민원인에게

는 다른 기 이

제공하는 정보도

알려 다.

3

(2.5)

9

(7.5)

40

(33.3)

54

(45.0)

14

(11.7)

120

(100)
3.56 .887

어떤 민원인에게

는 타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도 알려

다.

3

(2.5)

11

(9.2)

28

(23.3)

59

(49.2)

19

(15.8)

120

(100)
3.67 .938

(표-33)정보의 차별제공 요약

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정보의

차별제공
121 1.00 5.00 3.48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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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객지원

산단공 입주 업무 일선 실무자의 고객지원 업무 행태를 측정하기 한

4개의 설문문항에 한 응답분포는 (표-34)와 같다.고객지원의 평균값

은 3.691로 다른 변수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이 에서도 ‘법

개정 시 민원인이 겪고 있는 고충 분야에 더 많은 심을 기울인다.’

3.8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 ‘민원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 지침을 해석하고자 한다.’

항목의 역시 3.69로 매우 높은 평균을 보여,공단의 직원들은 반 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력하는 고객 지원의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단되었다.

“법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유권해석의 경우 법간 상충되는 이 있

거나,혼선의 여지가 있으면 가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해석하고자 해

요,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고 단될 때죠.”

“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받는 경우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원인이 겪고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단되는 법의 경우 제

도 개선 사항을 올려요,솔직히 실하고 맞지 않거나 법끼리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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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고객지원 빈도분석

구 분

변 량

총계 평균
표

편차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민원인에게 도움

이 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한

의견을 제시한다.

1

(0.8)

12

(10.0)

41

(34.2)

50

(41.7)

16

(13.3)

120

(100)
3.57 .877

법 개정 시 민원

인이 겪고 있는

고충 분야에 더

많은 심을 기

울인다.

-
2

(1.7)

33

(27.5)

64

(53.3)

21

(17.5)

120

(100)
3.87 .709

민원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 지침을 해

석하고자 한다.

1

(0.8)

3

(2.5)

47

(39.2)

50

(41.7)

19

(15.8)

120

(100)
3.69 0.797

상부 기 타

기 과 의 시

민원인 편에 선

다.

-
5

(4.2)

45

(37.5)

58

(48.3)

12

(10.0)

121

(100)
3.64 0.719

(표-35)고객지원 요약

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고객지원 120 2.00 5.00 3.691 0.634

5)종속변수 빈도분석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산단공의 입주 업무 담당자들은 고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었으며,정보의 차별제공

재량 행 를 통하여 고객에게 선별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업무 환경을

조 하려는 태도 한 많이 보이고 있었다.그러나 의도 인 업무량 조

은 많이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는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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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종속변수 자료 요약

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순

의도
업무량
조

121 1.00 5.00 2.552 0.859 4

고객과의
계주도

121 1.00 5.00 2.795 0.924 3

정보의
차별제공

121 1.00 5.00 3.488 0.835 2

고객지원 121 2.00 5.00 3.691 0.634 1

평 균 - 1.25 5.00 3.131 0.813 -

제4 가설검증

가설검증은 SPSS의 다 회귀분석을 활용하 고 각각의 종속변수가 어

떠한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보았으며,

통제변수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다 회귀 시 활용하 다.성별은 남성

=0,여성=1로 더미 변수화 하 고 근속년수는 5년 미만,직 은 3 ,연

령은 30 이하 학력은 문 졸 이하를 기 으로 더미변수를 생성하

다.

1.의도 업무량조

(표-37)은 의도 업무량 조 을 종속변수로 삼은 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과도한업무량·직무 문성·법규미흡·업무의 험성의 4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 으며,통제변수로는 성별·근속년수·직 ·연령·학

력을 넣었고 명목척도로 구분하기 하여 더미 변수화 하 다.공차는

0.1이상을 충족하여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정

된 R2은 0.231로 나타났다.이것은 본 모형이 23.1%의 설명력을 갖는다

는 의미이다.Durbin-Watson의 값은 1.996이어서 잔차들 간 상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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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산분석 결과 F값은 3.549,유의확률은

0.000(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과도한업무량은 유의확률 .005(P<.05),표 화계수는 0.279로 나타나 의도

업무량 조 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종속변수인 문성(유의확률 0.434(P>.05)),법규미흡(유의확률 0.874(P>.05)),

업무의 험성은(유의확률 0.169(P>.05))은 유의확률인 0.05를 넘어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1-3),(1-4)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산단공에서 입주업무를 하는 일선실무자들은 업

무가 과다하다고 느낄수록 업무량 조 의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

으며,실제 으로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도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가 많은 때는 요도를 통해서 일을 선별해요 그 지 않고 욕심을

내서 다하려고 하면,꼭 실수가 따르니까 감사도 두렵고요 그래서 험

성이 덜하거나 윗분들이 덜 심을 갖는 일은 뒤로 미루기도해요

한 직 더미(5 이하)의 유의확률이 0.004(P<.05),표 화계수는 -0.406

으로 의도 업무량 조 에 유의미한 부(-)의 계를 보 다.이는 통제

변수로 선정한 직 에 있어 기 이 되는 3 (과장)과 5 ( 리,사원)사

이에 업무량조 의 재량행 를 설명하는 결과로서 5 보다는 3 이 더

많은 의도 업무량조 의 재량행 를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8)

그러나 설문에 응한 5 직원이 3명에 불과하여 크게 유의미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

8)설문조사 시 3 을 1번,4 2번,5 3번으로 하여,더미로 변환시 3 을 직

더미변수의 기 으로하 고,5 의 직 더미가,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은 직 더미 1(3 )보다 직 더미 2(5 )가 재량행 를 덜 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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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7)의도 업무량조 다 회귀 분석

비표  계수
표  

계수
t

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차
타 공차 VIF

(상수) 1.523 .697 2.185 .031

과도한업무량 .361 .124 .279 2.903 .005 .698 1.433

무전문성 -.078 .099 -.075 -.785 .434 .714 1.401

규미흡 .017 .105 .015 .158 .874 .769 1.300

업무 험성 .139 .100 .143 1.385 .169 .605 1.653

성 더미

(여 )
-.157 .183 -.081 -.858 .393 .723 1.383

근속년수더미

(5년~10년)
-.332 .256 -.135 -1.296 .198 .596 1.679

근속년수더미

(10년 ~ 20년 

미만)

-.305 .315 -.178 -.967 .336 .191 5.239

근속년수더미

(20년 상)
-.416 .417 -.161 -.998 .321 .249 4.022

더미

(4 )
-.606 .655 -.110 -.924 .358 .453 2.209

더미

(5  하)
-.695 .233 -.406 -2.980 .004 .348 2.870

연령더미

(40세~49세)
-.306 .250 -.178 -1.221 .225 .303 3.299

연령더미

(50세 상)
-.777 .388 -.262 -2.003 .048 .379 2.641

학력더미

(대졸)
.380 .327 .213 1.160 .249 .193 5.192

학력더미

(대학원졸 

상)

.524 .351 .273 1.492 .139 .193 5.181

종속 수: 도적 업무량 조절

R=.567, R2=.321, 조정된 R2=0.231, Durbin-Watson=1.996, 률=0.000

F=3.549

더미 수  : 성 (남성 : 0, 여성 :1), 근속년수 : 5년 미만 ,  : 3  , 

연령 : 30대 하 , 학력 : 전문대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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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객과의 계주도

(표-38)은 고객과의 계주도를 종속변수로 삼은 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수정된 R2은 0.146로 나타났고,Durbin-Watson의 값은

2.098이어서 잔차들 간 상 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산분

석 결과 F값은 2.386,유의확률은 0.005(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

의미하 다.

직무 문성은 유의확률 0.029(P<.05),표 화계수는 0.221로 나타나 고

객과의 계주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규미흡 한 유의확률 0.19(P<.05),표 화계수 0.230로 유의미한 정(+)의

계로 나타났다.나머지 종속변수인 과도한업무량(유의확률 0.582(P>.05)),

업무의 험성(유의확률 0.942(P>.05))은 유의확률인 0.05를 넘어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과 (2-4)는 기각되었다.

고객과의 계주도에서도 의도 업무량조 과 마찬가지로 직 더미(5

이하)의 유의확률이 0.043(P<.05),표 화계수는 -0.294로 고객과의

계주도에 유의미한 부(-)의 계를 보 다.이는 통제변수로 선정한 직

에 있어 기 이 되는 3 (과장)과 5 ( 리,사원)사이에 고객과의

계주도 재량행 를 설명하는 결과로서 5 보다는 3 이 더 많은 고객

과의 계주도의 재량행 를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7-

(표-38)고객과의 계주도 다 회귀 분석

비표  계수
표  

계수
t

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차
타 공차 VIF

(상수) .864 .790 1.094 .276

과도한업무량 .078 .141 .056 .552 .582 .698 1.433

무전문성 .249 .113 .221 2.207 .029 .714 1.401

규미흡 .283 .119 .230 2.376 .019 .769 1.300

업무 험성 .008 .114 .008 .073 .942 .605 1.653

성 더미

(여 )
-.175 .208 -.084 -.844 .400 .723 1.383

근속년수더미

(5년~10년)
-.317 .290 -.120 -1.092 .277 .596 1.679

근속년수더미

(10년 ~ 20년 

미만)

-.483 .357 -.262 -1.353 .179 .191 5.239

근속년수더미

(20년 상)
-.596 .473 -.214 -1.259 .211 .249 4.022

더미

(4 )
-.412 .743 -.070 -.554 .581 .453 2.209

더미

(5  하)
-.542 .264 -.294 -2.051 .043 .348 2.870

연령더미

(40세~49세)
-.236 .283 -.128 -.833 .407 .303 3.299

연령더미

(50세 상)
-.204 .439 -.064 -.464 .644 .379 2.641

학력더미

(대졸)
.612 .371 .319 1.650 .102 .193 5.192

학력더미

(대학원졸 

상)

.666 .398 .323 1.673 .097 .193 5.181

종속 수: 고객과  계주도

R=.496, R2=.246, 조정된 R2=0.146, Durbin-Watson=2.098, 률=0.005  

F=2.386

더미 수  : 성 (남성 : 0, 여성 :1), 근속년수 : 5년 미만 ,  : 3  , 

연령 : 30대 하 , 학력 : 전문대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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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보의 차별제공

(표-39)는 정보의 차별제공을 종속변수로 삼은 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수정된 R2은 0.119로 나타났고,Durbin-Watson의 값은

1.659이어서 잔차들 간 상 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산분

설 결과 F값은 2.144,유의확률은 0.015(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

미하 다.

직무 문성은 유의확률 0.003(P<.05),표 화계수는 0.305로 나타나 정

보의 차별제공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종속변수인 과도한업무량(유의확률 0.582(P>.05)),법규미흡(유의확률 0.052(P>.05))

업무의 험성(유의확률 0.460(P>.05))은 유의확률인 0.05를 넘어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3-3),(3-4)는 기각되었다.

직 의 경우 직 을 더미변수로 환,3 을 기 으로 했을 때 4 (유

의확률 :0.046,표 화계수값 :-0.258)과 5 (유의확률 :0.006,표 화계

수값 :-0.407)의 유의확률이 0.05이하로 유의하고,표 화계수값이 부(-)

의 계로 나타나,3 직원(과장,차장)이 4 ( 리,사원)과 5 (4 이

하 사원)직원 보다 정보의 차별제공을 보다 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보량과 경험이 많은 직 의 직원이 정보를 활용하여

민원인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직 이 낮은 직원 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근속년수에 있어서는 5년 미만을 기 으로 했을 때,10년 ～ 20년

미만의 유의확률이 0.040(P<.05,표 화계수는 -0.409)로 부(-)의 계로

유의하고,20년 이상 역시 유의 확률이 0.001(P<.05)로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표 화계수는 -0.572로 부(-)의 계를 보 다.이를 통하여 보면

더미변수 변환에서 기 으로 설정한 5년 미만 근속년수의 직원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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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미만과 20년 이상의 직원에 비해서 정보의 차별 제공을 보다 더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속 년수가 짧은 직원일수록 민원인 상 시에 정보를

차별 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측면 보다는

5년 미만의 직원들이 사회 년생으로서 조 이고 정보를 원하는 민원

인에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고자 하는 업무 수행의 극성에 기인 한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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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계수
표  

계수
t

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차
타 공차 VIF

(상수) 2.644 .725 3.648 .000

과도한업무량 .068 .129 .054 .527 .599 .698 1.433

무전문성 .310 .103 .305 2.993 .003 .714 1.401

규미흡 .215 .109 .193 1.966 .052 .769 1.300

업무 험성 -.077 .104 -.082 -.741 .460 .605 1.653

성 더미

(여 )
.229 .190 .122 1.204 .231 .723 1.383

근속년수더미

(5년~10년)
-.163 .266 -.068 -.614 .541 .596 1.679

근속년수더미

(10년 ~ 20년 

미만)

-.681 .328 -.409 -2.076 .040 .191 5.239

근속년수더미

(20년 상)
-1.439 .434 -.572 -3.313 .001 .249 4.022

더미

(4 )
-1.374 .682 -.258 -2.015 .046 .453 2.209

더미

(5  하)
-.678 .243 -.407 -2.794 .006 .348 2.870

연령더미

(40세~49세)
.242 .260 .145 .928 .355 .303 3.299

연령더미

(50세 상)
.685 .403 .238 1.699 .092 .379 2.641

학력더미

(대졸)
-.305 .340 -.176 -.897 .372 .193 5.192

학력더미

(대학원졸 

상)

-.450 .365 -.242 -1.233 .220 .193 5.181

종속 수 : 정보  차 제공

R=.471, R2=.222, 조정된 R2=0.119, Durbin-Watson=1.659, 률 = 0.015

F= 2.144

더미 수  : 성 (남성 : 0, 여성 :1), 근속년수 : 5년 미만 ,  : 3  , 

연령 : 30대 하 , 학력 : 전문대졸 하 

(표-39)정보의 차별제공 다 회귀 분석



-71-

4.고객지원

(표-40)은 고객지원을 종속변수로 삼은 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수정된 R2은 0.096로 나타났고,Durbin-Watson의 값은 1.941이어

서 잔차들 간 상 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산분설 결과

F값은 1.900,유의확률은 0.034(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직무 문성은 유의확률 0.022(P<.05),표 화계수는 0.241로 나타나 고

객 계주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법규

미흡 한 유의확률 0.048(P<.05),표 화계수 0.199로 유의미한 정(+)의

계로 나타났다.나머지 종속변수인 과도한업무량(유의확률 0.912(P>.05)),

업무의 험성(유의확률 0.566(P>.05))은 유의확률인 0.05를 넘어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4-4)는 기각되었다.

직 에 한 통제 변수의 경우 직 을 더미변수로 환,3 을 기 으

로 4 (유의확률 :0.034,표 화계수값 :-0.278)직원에 한 유의확률

을 봤을때 0.05이하로 유의하고,표 화계수값이 부(-)의 계로 나타나,

3 직원(과장,차장)이 4 ( 리,사원)직원 보다 고객지원에 한 경

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직원이

민원인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나,다른 한편으로는 고객과의 계에 있어 직 이 높은 직원이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인과 쌓아온 정서 계로 인하여 민원인을 지원하

려는 성향이 더욱 높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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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계수
표  

계수
t

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차
타 공차 VIF

(상수) 2.989 .558 5.359 .000

과도한업무량 -.011 .100 -.012 -.111 .912 .698 1.433

무전문성 .186 .080 .241 2.334 .022 .714 1.401

규미흡 .168 .084 .199 1.999 .048 .769 1.300

업무 험성 -.046 .080 -.065 -.576 .566 .605 1.653

성 더미

(여 )
.160 .147 .112 1.088 .279 .723 1.383

근속년수더미

(5년~10년)
.184 .205 .101 .897 .372 .596 1.679

근속년수더미

(10년 ~ 20년 

미만)

-.054 .252 -.043 -.213 .832 .191 5.239

근속년수더미

(20년 상)
-.180 .334 -.094 -.539 .591 .249 4.022

더미

(4 )
-1.127 .525 -.278 -2.148 .034 .453 2.209

더미

(5  하)
-.243 .187 -.192 -1.301 .196 .348 2.870

연령더미

(40세~49세)
.172 .200 .136 .861 .391 .303 3.299

연령더미

(50세 상)
.032 .310 .015 .104 .917 .379 2.641

학력더미

(대졸)
-.350 .262 -.265 -1.336 .184 .193 5.192

학력더미

(대학원졸 

상)

-.328 .281 -.232 -1.169 .245 .193 5.181

종속 수 : 고객 원

R=.450, R2=.202, 조정된 R2=0.096, Durbin-Watson=1.941, 률 = 0.034 

F= 1.900

더미 수  : 성 (남성 : 0, 여성 :1), 근속년수 : 5년 미만 ,  : 3  , 

연령 : 30대 하 , 학력 : 전문대졸 하 

(표-40)고객지원 다 회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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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 연구요약 정리

본 연구는 공공기 최 일선 실무자가 재량의 원인이 되는 직무 환경

하에서 어떤 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지를 찰해 으로서 공공기 의

역할에 한 재인식과 그를 통하여 공공기 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방편을 검토해 보는데 기본 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Lipsky의 일선 료제 모형을 기 로 하 으나,고객지원이

라는 새로운 변수를 조작․추가하여 선행이론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공공기 일선실무자의 능동 인 참여 행태 한 분석해 보고자 하 다.

연구는 실증연구와 인터뷰 등을 통한 질 연구를 병행 추진하여 객

성을 강화하고 논문의 주장에 한 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 으며,

실증 연구는 연구 상 132명에 하여 설문을 진행,최종 120명의 자료를

활용 하 다.

설문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되었으며,응

답자의 분포를 보면, 체 응답자의 73.7%(88명)가 남자이고 26.7%(32

명)는 여자로 남성 직원의 비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응답자의 연령(만 나이)의 분포는 39세 이하가 41.7%(50명),40 가

49.2%(59명),50세 이상이 9.2%(11명)로 나타났다.응답자의 학력은 문

졸 이하가 8.3%(10명), 졸 64.2%(77명), 학원졸 이상 27.5%(33명)

로 나타났다.응답자의 근속년수를 보면 5년 미만은 23.3%(28명),5년에

서 10년 이하는 14.2%(17명),10년에서 20년 이하는 50%(60명),20년 이

상은 12.5%(15명)로 산단공 입주 업무 실무자는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직원이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직 은 3 48.3%(58명),4 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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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5 이하는 2.5%(3명)로 나타났다.

인터뷰는 민원이 많은 지역을 상으로 3 (과장 )4명과 4 ( 리

)4명을 상으로 화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질문은 일정가이드 라

인을 개 으로 설명했고 설문항목 작성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한 직원의 의견과 성향을 묻는 형태로 비교 자유로운 진행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독립변수 4개(과도한 업

무량, 문성,법규미흡,업무의 험성),종속변수 4개(의도 업무량조

,고객과의 계 주도,정보의 차별제공,고객지원)를 선정하 으며,앞

서 언 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고객지원이라는 종속변

수는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 에 맞추어 새롭게 정의하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한 빈도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산단공의 입주 업무 실무자는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업무과다,직무 문

성,법규미흡,업무의 험성 에 법규미흡에 한 평균이 3.645로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었으며,업무 험성에 하여는 다른 변수 보다 비교

낮은 평균 값(3.095)을 보 으나,4가지 변수 모두 평균이 3.0이상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종속변수에 있어서는,고객지원과 정보의 차별제공 변수만이 평

균 3.0이상이었고 의도 업무량조 평균은 2.552,고객과의 계주도

평균은 2.795로 낮게 나타났다.이를 통하여 본다면 공단의 입주 업무 실

무자들은 의도 업무량조 고객과의 계주도 보다는 정보에 한

차별 제공 등의 방식으로 업무 환경을 통제하여 시간 여유의 확보와

민원인과의 계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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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통한 실증연구에 있어 다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독립

변수로서 재량행 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업무량은 의도 업무량조 에

정(+)의 향을 미쳤다.이는 『업무가 과다할수록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은 하지 않거나,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미루거나 무시하며,민원을 수하

지 않으며,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기도 한다.(Lipsky,1980:62-102;

Weatherly& Lipsky,1977:186-187)』라는 Lipsky의 연구와도 일치하

으며, 한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집행을 심으로 진행한

김민정(2005)의 연구에서 업무량이 많을수록 재량의 不행사가 이루어진

다는 선행연구와도 합치되는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독립변수로서 재량행 의 원인이 되는 직무 문성은 고객과의

계 주도,정보의 차별제공 고객지원에 정(+)의 향을 미쳤다.이것

은 본 연구의 변수 선택에 참고한 선행 연구(황설화․임혜경․하태수

(2015),임혜경․하태수(2015))에 있어서 직무 문성이 어떠한 종속변수

에도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것과는 다른 결과 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무원의 재량행사 수축경향을 심으로 한 일선 료의

재량권 사용에 한 김 민․임도빈(2011)의 선행 연구에서 사회복지 공

무원의 직무 문성은 숙련도와 련해서 일정한 재량을 발생시킬 가능

성이 있다고 본 바와는 일치하는 것으로 산단공 실무자에게 있어 직무

문성은 업무 행태에 향을 미치게 되는 재량의 원인으로서 상 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 문성이 고객과의 계 주도와 정보의 차별제공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본다면 노하우가 많을수록 민원

고객의 응 에 있어 숙련된 능숙함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여지가 많아지

고 다년간 축 된 정보를 민원인에게 선별 으로 제공함으로서 일의 양

을 조 ,시간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민원인과의 계 형성에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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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을 체 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맥락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도출은 일선 료가 일을 체 에서 최 으로 처리

하려는 시각을 가지고 한 처우를 마련한다는 Lipsky의 이론과도 일

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반면 직무 문성이 높을수록 고객을 지원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본인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고객을 지원하고자 하는 극 행정의 행태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독립변수로서 재량행 의 원인이 되는 법규미흡은 고객과의

계주도 고객지원에 정(+)의 향을 미쳤다.법규미흡 역시 선행연구

(황설화․임혜경․하태수(2015),임혜경․하태수(2015))에서 어떠한 종속

변수에도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결과와는 차이를 보 다.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설정 과정에 있어 법규가 미흡하면 고객과의

계주도에서 시간 여유를 확보하여 당장 결론 내리는 것을 회피하고

미흡한 법규를 개선하여 고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것이다라는

측과 일치하 다.

시 가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과 기술이 격한 속도로 발 하는 환경

속에서 법규는 그 흐름을 따라 잡기 어려워졌으며,그로부터 귀인 되는

법규의 미흡성은 이제 실무자 단독으로 법에 한 빠른 해석과 단을

내리기에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자는 다양한 경우에 있어 역할 주체와 의 과정이

필요해 졌으며, 앙정부에 보고해서 지침의 해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

아졌다. 한 질의·응답 백서를 책자로 제작·배부,법규와 지침을 구체화

시키는 사례도 빈번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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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은 Lipsky의 단순화와 정형화 주장과 일치한다고 보여지

며(김 민·임도빈,2011에서 참조),이번 연구에 있어 실무자는 법규가

미흡하면 신속한 단보다는 고객과의 상담시간 조 로 선배와의 의

더 나아가 상 기 에 의뢰하기 한 시간 여유를 확보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게 된다는 인터뷰 내용 법규 미흡이 고객 계 주도에 정(+)

의 향을 미치고 있는 실증연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

다고 단되어 진다.

그러나 법규가 미흡할 경우 개인 부서의 실 향상과 민원인과의

계 강화를 하여 시도되는 제도 개선 제안 등의 고객지원 경향은 그러

한 단순화와 정형화의 과정 속에서도 극 인 참여를 통하여 정책의 변

화를 이끌어 내는 하 계층의 역할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투인 투자 기업은 입주한지 5년 內에 보유

한 토지 지가의 2배에 해당하는 FDI(외국인투자 액)를 충족하여야 하

다.그러나 격히 변하는 국내․외 경제의 여건 등은 기 을 충족시

키지 못하는 불법 기업을 양산하기 시작하 고,실무자는 그런 실을

최 에서 인지,상부기 인 산업부와의 지속 인 의를 거쳐 FDI충

족 액을 지가의 2배에서 1배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 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산단공 실무자는 민원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하

여,상담시간 조 등과 같은 주도권 행사로 시간 여유를 확보하고 회

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앙정부와의 의를 지속하여 추진하 다.

FDI의 축소는 당 외국인투자 확 를 하여 지정․운 되는 외투지역

조성 목 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실과 괴리된 그러한 법

의 개정은 구보다는 실을 많이 알고 있는 실무자의 극 참여를

통한 정책 변화의 한 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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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독립변수로서 재량행 의 원인이 되는 업무의 험성은 선행연

구와는 다르게 어떠한 종속변수에도 향을 주지 않았으며, 한 인터뷰

결과를 보아도 업무의 험성이 따른다고 해서 업무량을 인다거나,정

보를 통제하는 형태의 행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설문

을 통한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 감사지 의 험성이 3.7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인터뷰 내용에 있어서도 감사지 등의 두려움으로 인한

다소의 재량권 행사의 축 상은 분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Lipsky는 일선 료제 이론에서 일선 공무원은 역할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해 재량을 활용하게 된다고 보았다.(Lipsky.1980:

12-13,김 민․임도빈 재인용)이와 련하여 김 민․임도빈(2011)의

사회복지공무원의 재량행사 수축경향을 심으로 하는 일선 료의 재량

권 사용에 한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담공무원은 폭 넓은 재량을 발휘

하여 상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가 재량을 축소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나,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산

단공의 일선 실무자는 일방 인 재량의 축소 경향보다는 재량을 사용하

여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을 지원하고자하는 경향 역시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언 했듯이 공공기 경 평가 규제 개선 과제 제출에

한 실 달성의 부담 때문이기도 하 으며,“엄격한 법과 규제의 집행자

인 동시에 민원인인 기업에게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충 이고 특수한 환

경에 놓여 있어서 민원인과의 정서 친 계 역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량권 사용의 축소보다는 재량의

한 사용을 통하여 그러한 모순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자하는 실무자의

의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하 체제로부터 출발하여 정책 수립에 향을 주는 상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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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 용
채택

여부

1-1
과도한업무량은 의도 업무량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1-2 직무 문성은 의도 업무량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3 법규미흡은 의도 업무량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4 업무의 험성은 의도 업무량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1 과도한업무량은 고객과의 계주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2 직무 문성은 고객과의 계주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법규미흡은 고객과의 계주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4 업무의 험성은 고객과의 계주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1 과도한업무량은 정보의 차별제공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2 직무 문성은 정보의 차별제공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3 법규미흡은 정보의 차별제공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4 업무의 험성은 정보의 차별제공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1 과도한업무량은 고객지원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2 직무 문성은 고객지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3 법규미흡은 고객지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4 업무의 험성은 고객지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근 방법인 Lipsky이론을 기 로 하고 있으나,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정책의 수립과 집행사이에서는 장에서 일하는 정책의 집행자

와 앙정부의 정책 수립자 간의 교류와 여기에 향을 받는 민원인과의

다양한 갈등 양상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에만 심을 두고 정책의 변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

여 졌다.

(표-41)가설 채택 여부



-80-

제2 연구의 시사 과 한계

1.연구의 시사

본 연구의 이론 함으로는 다음과 같은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연구 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

지 않은 공공기 의 일선 실무자를 상으로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번 연구를 계기로 향후에도 공공기 실무자의 재

량권 행사 행태에 한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어 지기를 기 해 본다.

두 번째,연구방법론 측면에 있어 본 연구는 문헌조사 담당자 인터

뷰 등을 통한 질 연구와 설문조사의 실증 연구를 병행하여 논증의 설

득력과 객 성을 강화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시도는 질 연구에서 올수

있는 객 성 결여와 실증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계의 미비 을 보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다루어지지 않은 고객지원 행태에 한

변수를 새롭게 추가하여 수동 이고 피동 인 행정 실무자의 행태 일변의

에서 고객을 지원하는 보다 극 행정에 한 응성을 고찰 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기존 Lipsky의 일선 료제 이론

선행연구가 일선 료의 행태를 습 이고 규칙 인 형태로 재정립하는

정형화와 업무를 쉬운 형태로 환시키는 단순화 책임 가 등 다소 소

극 측면을 부각시켰다면,이번 연구에서는 고객지원이라는 변수를 통하여

공공기 실무자의 행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각의

변화와 더 나아가 그것으로부터 공공기 의 역할 범 를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1-

이러한 연구결과와 을 토 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산단공 입주 업무 실무자들은 법규가 미흡할수

록 법이 허용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을 용․해석 하고 제도 개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민원인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 으며,본인이 문성이 있다고 느낄수록 보다 극

으로 고객을 지원하고자 하 다. 한 고객 계 주도 측면에 있어서는

법이 미흡하고, 문성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고객 계를 주도하는 업무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문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정보통제가 이루

어지는 경향을 보 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산단공 입주 업무 실무자들은 장에서 업무를 피

동 으로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자 역할 뿐만이 아니라 장의 문가로서

Top-Down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Bottom-Up으

로 상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능동 정책 참여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고객 계에서 주도권 행사를 통하여 시간 여

유를 확보하고 정보를 선별 으로 제공하는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서 정책

집행에 향을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으로 볼 때 정부가 차 복잡한 행정 환경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

게 되면서,경제와 사회의 작동 방식에 한 지식과 정책 문제에 한

신뢰할 만한 정보의 요구는 높아져 왔다.(Rueschmeyer& Skocpol,

1996).본 연구는 산단공의 일선 실무자로 상을 한정하 지만 이러한

결과를 공공 기 의 일선 실무자로 확 하여 용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

와 같이 장의 최 에서 일하고 있어 민원인의 사정을 가장 많이 알

고 실과 법 간의 괴리를 구보다도 먼 느끼고 있는 공공기 의 일

선 실무자는 단순한 정책 집행자로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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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달하는 지식 개자(KnowledgeBrok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

로서 올바른 정책 수립 조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 의 일선 실무자는 정부의 정책

수립자와 집행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 칭성 문제를 해소하고

가장 실 인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실무자의 재량권 행사는 장의 다양한 변수에 맞게 정책 수단을

최 화 시킬 수 있으며,정책 장과 정책변화 속도의 간극을 메우는 장

이 있는 반면 선행연구에서 지 되는 바와 같이 일선 료의 재량이 행

정 편의 주에 빠져 정책의 근본 목 달성보다는 개인 목표를 우선하는

단 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2011,김 민,임도빈 참조)

그러나 산단공 일선 실무자는 법규가 미흡할 경우와 직무 문성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고객지원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는 연구 결과

와 같이 그러한 단 이 분명 존재함에도 공공기 의 일선 실무자는 지식

의 달과 정책 수립에 한 극 참여 등을 통하여 정책 변동을 이끌

수 있는 실무 행정가임이 분명해 보인다.

귀인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일의 결과가 자신의 통제 안에 있다

고 느낄 때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자신과 무 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정될 때에는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Mitchell,김병섭 1994재인

용)다르게 말해서 어떤 일의 결과가 자신의 행동에 귀인한다면 열심히

일하겠지만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귀인한다면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따라서 공무원 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면 한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김병섭,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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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인터뷰 설문을 통하여 실증 으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산

단공 실무자는 직무 문성을 바탕으로 실과 괴리된 법규의 미흡함에

하여 고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이러한 재량권의 행사는 귀인이론과 같이 보다 많은 재량 권한

이 확보된다면 더욱더 극 행정에 정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래 들어 정부에서도 공무원과 공공기 직원의 극 인 정책 추진에

한 유인을 이끌어 내기 하여 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 인

차상 하자 는 비효율,손실 등과 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한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방안의 ‘극행정 면책’9)이라는 감사원 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분명 계층구조에 있어 비교 하부에 존재하는 일선 실

무자의 업무 행태에 한 요성에 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재량권을 가진 일선 실무자들의 행태는 정책의 성공 여부에 많은 향을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면 이제 정부에서도 공공기 의 방만 경 에 한 원인을 공공기

직원의 수동 행태로만 보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실무자의

문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 정책 제안 등과 같은 참여 활동에 한

인센티 제도를 강화하여 극 행정 참여를 유도 하는 등의 정책이 필

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 공무원 등이 국가 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해 성실하고 능동 으로 업

무를 처리하는 행 를 말한다.‘면책’이라 함은 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 인

차상 하자 는 비효율,손실 등과 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한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공무원

등이라 함은 감사원 훈령 제5조*에서 정한 공무원 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



-84-

한 이를 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 실무자 간에 상호 소통 할

수 있는 채 을 확 하여 실무자의 의견이 잘 개진되고 반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공공기 실무자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한 피동 이고 실안주 이라는 단편 방향에서 탈피,지식

개자로서 그 역할 범 를 확 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연구의 한계

첫 번째,본 연구는 Lipsky의 일선 료제 이론을 기 로하여,산업통상

자원부 산하 공공 기 인 산단공 직원을 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한

실증 분석을 추진,공공기 실무자에 한 업무 행태를 유추하여 고찰

해 보고자 하 으나 설문으로 활용한 표본의 수가 120명으로 비교

어 산단공 일선 실무자의 행태를 가지고 당 연구의 목 과 같이 공공

기 일선 실무자의 업무 행태를 가늠해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시간 측면에서 볼 때 횡단 차원만을 고려하 기 때문에

직원들의 태도나 가치변화, 문 지식 능력의 개발 등이 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선 실무자의 직무 행태의 향 등은 고려하지 못하

다.

세 번째,공무원인 일선 료를 상으로 하는 이론 선행 연구를 공

공기 실무자의 행태 연구에 입하는 과정에 있어 공무원인 일선 료

와 공공기 일선실무자가 처한 환경의 차이를 감안,각각이 처한 차이

에 따라서 다르게 연구가 진행되었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고려

가 되지 못했다.향후 보다 많은 련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상호간의 차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공무원인 일선 료와 공기업 실무자 각각이 처

한 차별 인 환경 요소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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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설문항목의 조작 정의 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선행 실

증 연구가 많지 않고 공무원과 공공기 의 업무 환경이 서로 상이한 측

면이 있어 보다 다양한 변수의 선정 가설 설정이 이루어 지지 못했

다.그로 인하여 일선 실무자의 업무 행태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폭 넓은

부분을 고찰하지 못하고 일부 행태 연구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86-

참고 문헌

ㅇ MichaelLipsky,"TowardaTheoryofStreet-LevelBureaucracy,

" Paper Presented atthe AnnualMeeting ofthe American

PoliticalScienceAssociation,September1969.

ㅇ Lipsky. M, Street-Level Bureaucracy :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1980

ㅇ Sabatier,Paul(1993),'PolicyChangeoveraDecadeorMore'inPual

Sabatier&HankJenkins-Smith,PolicyChangeandLearning,Westview

ㅇ Bovens,M,andZourdis,S.(2002),FromStreet-leveltoSystem level

Bureaucracies:how informationandcommunicationtechnologyis

transformingadministration,PublicAdministrationReview

ㅇ Wenger,E.(1998).communitiesofPractice:Learning,Meaningand

Identity.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

ㅇ Weatherly,R.andLipsky,M.1977.Street-LevelBureaucratsand

InstitutionalInnovation:ImplementingSpecial-EducationReform.

HarvardEducationalReview

ㅇ Elmore,Richard,ForwardandBackwardMapping:ReversibleLogic

in the Analysis ofPublic,"in Hanf& Toonen (eds.) Policy

ImplementationinFederalandUnitarySystem.

ㅇ JamesQ.Wilson,VarietiesofPoliceBehavior(Cambridge:Harvard

UniversityPress,1968)

ㅇ 경찰의 업무 수행과정에 한 연구(2009;김 성,2006;최동훈)

ㅇ 기 생활보장 수 자 선정 과정(1999;백 .2002;김순양)

ㅇ 고령자취업지원정책 사례 분석(2005;김민정)

ㅇ 노인돌보기 바우처 선정 사례(2006;양난주)등

ㅇ 공공기 고객만족도의 측정과 활용(2005;이 희,홍운기)



-87-

ㅇ 기 지방자치단체 일선 료들의 재량행 분석:수원시를 심으로 (2015

;황설화･임혜경･하태수)

ㅇ 일선 료의 직무환경과 직무행태와의 계에 한 연구 :주차단속

원의 직무행태를 심으로(2005;최동훈)

ㅇ 유훈,1990政策執行과 一線官僚制

ㅇ 일선 료의 재량권 사용에 한 연구 :사회복지 담 공무원의 재

량행사 수축 경향을 심으로(2011;김 민,임도빈)

ㅇ 엄석진,2011『 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낭 지추』

ㅇ 산업단지의 기능을 유지하고 고도화하는 일체의 역할(김인 ,2009)

ㅇ 정정길.1992「정책학원론」.서울 : 명출 사

ㅇ 김이배,2010립스키(M.Lipsky)의 일선 료제 모형에 근거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집행에 한 연구

ㅇ 김윤권,2011 극행정 면책제도의 분석 활성화 방안(Analysison

thePrivilegeinstitutionofProactivePublicAdministrationandits

ActivatingMethods)

ㅇ 김병섭,1994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직무몰입도 :동기이론과 스트 스

이론을 심으로(Articles:PsychologicalBumoutandJobinvolvement

forpublicofficials)

ㅇ 임도빈․이 국,2009.“일선 료의 시간사용 분석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공무원을 심으로”.「한국사회와행정연구」

ㅇ 윤주명 1991.「일선 료제와 시민간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시민의

료제 응을 심으로」연세 학교 박사학 본문

ㅇ 여태수 2001,“일선경찰 의 업무과다와 직무행태에 한 연구”,서울

학교 행정 학원 석사학 논문

ㅇ 김병섭 1996,“행정조직의 드테이 :민간조직과의 비교”,한국행정학보



-88-

항 목 그 지

않다(1)

그 지

않다(2)

보통

이다

(3)

그 다

(4)

매우

그 다

(5)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

나의 일은 고되다.

정시에 일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

일을 잘 해내기에는 업무량이 많
다.

내가 수행해야 할 일들의 가지 수
가 많다.

업무와 련한 분야에 필요한 경
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업무와 련하여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부록1:설문지

<공공기 일선실무자 직무환경에 따른 직무행태에 한 조사>

안녕하십니까?바쁘신 와 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

다.본 설문조사는 공공기 에서 일하는 일선 실무자의 직무 환경과

근무행태의 계를 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공공기 의 발 에 한

시사 을 연구하는 데에 목 이 있습니다.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

문의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오직 순수한 학문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응답하신 정

보는 비 이 보장됩니다.바쁘신 업무 가운데 본 설문에 응해주

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귀하의 무궁한 발 을 기원합니다.

2016.2.1

1.다음은 귀하의 직무 환경에 한 질문입니다.귀하의 평소 느낌이

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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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그 지

않다(1)

그 지

않다(2)

보통

이다

(3)

그 다

(4)

매우

그 다

(5)

업무와 련하여 필요한 문 인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련법 지침이 상호 상충되거

나 모순 인 부분이 있다.

련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련법이 비 실 인 부분이 있

다.

련법이 시 변화를 따르지 못

한다.

나의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신체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나의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정신

에 노출되어 있다.

나의 업무는 고객과의 문제로 인

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험이 있

다.

나의 업무는 법 책임 감사

지 등 높은 험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

항 목
그 지
않다
(1)

그 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 다
(4)

매우
그 다
(5)

일이 많은 경우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미 둔다.

일이 많은 경우 후속조치를 미룬다.

2.다음은 지 까지 답변하신 직무 여건아래에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지를 묻는 질문 입니다.선생님의 생각과 일치

하는 답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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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그 지
않다
(1)

그 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 다
(4)

매우
그 다
(5)

일이 많은 경우 민원인에게 해
수 있는데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일이 많은 경우 업무 요도에
따라 일부일은 하지 않는다.

민원인과의 상담 소요시간을 내가
주도한다.

민원인과의 다음번 상담 시간을
내가 결정 한다.

어떤 민원인에게는 법 련분
야 정보를 더 자세히 알려 다.

어떤 민원인에게는 다른 기 이
제공하는 정보도 알려 다.

어떤 민원인에게는 타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도 알려
다.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한 의견을 제시한다.

법 개정 시 민원인이 겪고 있는
고충 분야에 더 많은 심을 기
울인다.

민원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 지침을 해석하고자 한다.

상부 기 타 기 과 의 시
민원인 편에 선다.

3.다음은 귀하의 기본 인 인 사항을 조사하기 한 항목입니다.해

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귀하의 연령은?

1.30 이하

2.40

3.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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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귀하의 성별은?

1.남

2.여

문제 3)귀하의 최종학력은?

1. 문 졸 이하

2. 졸

3. 학원졸 이상

문제 4)귀하의 근속년수는?

1.5년 미만

2.5~10년 미만

3.10~20년 미만

4.20년 이상

문제 5)귀하의 직 은?

1.3 (과장,차장 )

2.4 (주임, 리 )

3.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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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인터뷰 질문

1.귀하의 업무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귀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문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

까?

3.귀하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규가 미흡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

까?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처하시는지요?

4.귀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을 느끼신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일 있다면 어떤 종류의 이었나요?

5.귀하는 의도 으로 업무량을 조 하여 업무를 체 으로 조율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6.귀하는 민원고객을 상 할 경우 상담시간 다음번 상담 시간을 귀

하 주도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7.귀하는 고객과의 계에 있어 고객 통제가 필요 할 경우 어떤 방식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8.귀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에 따라 정보의 제공

의 수 을 조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9.귀하는 법규가 미흡하고 느끼거나 법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의

용에 있어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10.귀하는 법규가 미흡할 경우 민원인을 하여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하신 인 있으십니까?

11.귀하는 기업을 해 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러한 경험은 귀하에게 어떠한 향을 주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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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Study oftheRelationship
BetweenStreet-LevelPersonnelin
PublicInstitutionsandtheirWorkplace
Behaviors

LeeBum Ho

MasterofPublicEnterprisePolicy

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Carelessmanagementofpublicinstitutionshasbecomeawidely

usedterm andthemajorityofthepoliticalauthoritiesandcitizensare

agreeing thatreformation ofthese institutions is an urgentand

pressing task.The indifferent attitude and passive behavior of

personnel are regarded as causes for inefficient and slow

administrativeservice,andfurther,asimpedimentstothecountry’s

development.

Nevertheless,thispaperaffirmsthatwhenitcomestothewayof

identifyingthecauseofthisproblem,theone-waylogicdefiningthe

indolenceofpublicinstitutionpersonnelasthesoleproblem canbea



-94-

limitationininvestigatingthefundamentalcauseandsolutionofthe

matter.Measuresthathavebeenestablishedbasedonthislogichave

involvedthereinforcementofcompetitionandimprovementinservice

qualitythroughtheprivatizationofpublicinstitutions.However,such

measuresarestillprovoking numeroussocialdiscordsandwhether

theprivatizationhasbeensuccessfulisstillincontroversy.

Thiscasestudyfocusedontheworkplacebehaviorofstreet-level

personnel working in public institutions and came upon new

awarenessandimplicationsabouttheproblem.Inordertoachievesuch

objectives,Lispky’smodelofstreet-levelbureaucracywasutilizedas

thestandardframeworkfortheinvestigation.Nonetheless,asLispky’s

theoryseemedtooveremphasizeonstreet-levelbureaucrats’exertion

ofnegativediscretion,thispaperhavecreated and included client

assistanceasanew dependentvariabletotheempiricalresearch.

The subject of the research are working-levels in charge of

approvingtenancyofindustrialcomplexforKoreaIndustrialComplex

CorporationasubsidiaryinstitutionoftheMinistryofTrade,Industry

andEnergy.

Inthesurveysectionoftheinvestigation,fourindependentvariables

(heavyworkload,professionalism,lackofregulation,dutyrisk)and

four dependent variables (curtailment in workload, bureaucratic

entrepreneurship in customerinteraction,information control,client

assistance)were selected based on the precedentstudy and as

aforementioned,clientassistanceisanew dependentvariablethathad

beenaddedwithregardtotheobjectivesofthecase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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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working-levels

performingdutiesoftenancyapprovalforKoreaIndustrialComplex

Corporation applied and interpreted the regulations in ways that

wouldhelptheclientunderregulationboundaryifitislessbinding.

Furthermore,personnelmade efforts to address the concerns of

clientsby implementing measuressuch asimproving policiesand

assistedthem withmoreenthusiasm whenpersonnelfeltthatthey

were professional in their fields. In the case of bureaucratic

entrepreneurshipincustomerinteraction,themoretheybelievedthat

theregulation waslessbinding,they displayed a higherlevelof

bureaucraticleadershipduringtheirinteractionwithclients.Moreover,

whentheyareprofessionalinperformingtheirduties,theyweremore

pronetocontroltheflow ofinformation.

The politic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and perspectives

obtainedfrom theinvestigationareasfollows:

Thestreet-levelpersonnel’sexertionofdiscretionhastheadvantage

offlexiblyoptimizingthemethodofpoliticimplementationaccording

tothevariablespresentintheworkplacescenarioandbridgingthe

gapbetweenthepolicyimplementationsituationandpolicychange.

Astheprecedentstudyhasmentioned,thepersonnelcanfallinto

managerialopportunism,where they prioritize personalobjectives

rather than the fundamental goals of their workplace policies.

(Reference:YeongMinKim,DoBinLim,2011)

Intheresultthatshowslackofregulationandahigherself-regard

towards professionalism ofpersonnelatKorea Industrial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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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give positive influence in clientassistance,limitations

certainlydoexist.Itisstillevidentthatadministrativeworking-levels

havetheabilitytochangepoliciesthroughactiveparticipationinthe

transmissionofknowledgeandpolicyformation.

Itisforthisreasonthatthegovernmentshouldmakeeffortsto

establishsolutionsnotwiththebeliefthatthecarelessmanagement

ofpublic institutions stems from the passive behaviorofpublic

institution personnel,butshould shiftto implementpolicies that

encourageactiveadministrativeparticipation.Thiswouldnecessitate

developing professionalism of personneland reinforcing incentive

policiesforclientassistancesuchaspolicyimprovementandproposal.

Furthermore,thereshouldbemoreopportunitieswheretheopinions

of public institution personnel are considered and applied by

expandingthemedium ofintercommunicationbetweenthegovernment

andpersonnel.Thegovernmentshouldalsoaltertheirone-sidedview

thatpublicinstitution personnelareindolentand complacent,toa

viewpointthatrecognizesandpromotestheimportanceoftheirrole

astheintermediaryofknowledge.

Keywords:Street-levelbureaucrat,street-levelpersonnel,working

environment,workplace behavior,cause of discretion,discretion,

industrialcomplex,tenancyduty,publicinstitution

Studentno.2015-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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