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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공부문 조직에서 발생하는 기관내부의 인사적체가

기관의 성과에 주는 영향에 대한 조직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시행

하는데 있다.

조직행태론의 관점에서 교환이론과 평등이론에 근거한 분배적,

절차적 조직공정성과 관련되어 조직원이 승진지연 등에 있어서 경

력정체를 느끼게 되었을 때 조직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즉 조

직효과성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조직성과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

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

면 이런 이론들을 조직차원으로 확장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을

까?

조직원(Employees)은 구조(Structure)와 재정(Money)과 함께 조

직(Organization)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상기 상관관

계는 조직차원에서도 당연히 확인될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찾아본 결과 의외로 조직의 인사적체와 조직성

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는 인사적체의 개

념이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으며, 인사적체

에 대한 조직차원의 정보는 대내외적으로도 유출시 조직 내외부에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마침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WPS)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인사정보인 승진소요기간 등 인사적

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와 기관의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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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무제표 정보를 가지고 있어 해당정보를 이용해 조직성과를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상관관계를 분석

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 인사적체가 공공부문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요어 : 공공부문, 인사적체, 조직성과

학 번 : 2016-24418



- iii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 6

제 3 절 연구의 필요성 ························································· 8

제 4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9

제 5 절 연구의 방법 ····························································· 9

제 6 절 논문의 구성 ····························································· 1 0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1

제 1 절 조직행동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1

1. 동기부여 ················································································· 11

2. 내용론 ····················································································· 12

3. 과정론 ····················································································· 14

제 2 절 인사적체에 대한 이론적 바탕 ························ 16

1. 인사적체 ················································································· 16

2. 경력정체 ················································································· 17

3. 인사적체와 경력정체 ··························································· 19

4. 경력정체가 조직원에 미치는 영향 ··································· 19

제 3 절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1

1. 조직성과의 개념 ··································································· 21

2. 공공부문에서의 조직의 성과 ············································· 22

3.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 ······················································· 23

제 4 절 인사적체와 조직성과의 상관관계 ····················· 25

1. 조직원 수준의 경력정체와 조직성과 ······························· 25

2. 조직 수준의 인사적체와 조직성과 ··································· 26



- iv -

제3장. 연구문제의 도출 및 연구방법 ··················· 28

제 1 절 연구문제도출 ··························································· 2 8

1. 연구문제의 도출 ··································································· 28

2. 연구문제의 분석틀 ······························································· 29

제 2 절 가설의 설정 및 변수의 선정 ···························· 3 1

1. 가설의 설정 ··········································································· 31

2. 변수의 선정 ··········································································· 33

제 3 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3 7

제4장. 분석결과 ·························································· 40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 40

1. 종속변수 ················································································· 40

2. 독립변수 ················································································· 47

3. 통제변수 ················································································· 48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 50

제 3 절 인사적체와 조직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 52

1. 인사적체와 조직역량 인과관계 분석 ······························· 52

2. 인사적체와 조직생산성과 인과관계 분석 ······················· 57

3.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과의 인과관계 분석 ··················· 61

4. 분석결과 요약 ······································································· 67

제5장. 결론 ··································································· 68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68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 70

제 3 절 연구의 한계 ····························································· 71

참고문헌 ········································································ 71

Abstract ······································································ 74



- v -

표 목차

[표 1] 조직역량 측정지표 ····················································· 35

[표 2] 조직생산성 측정지표 ··················································· 36

[표 3] 변수별 데이터 조정기준 및 방법 ····························· 39

[표 4] 조직역량변수의 기초통계분석 요약 ························· 40

[표 5] 조직생산성변수의 기초통계분석 요약 ····················· 43

[표 6]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분석 요약 ································· 49

[표 7] 피어슨 상관분석표 ······················································· 49

[표 8] 독립변수, 종속변수간의 관계분석 요약 ·················· 67

[표 9] 독립변수, 종속변수간의 관계분석 요약(조직역량) 68

[표 9] 인사적체와 조직성과의 상관관계분석 요약 ··········· 69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 30

[그림 2] 관리업무비비율 기초통계분석 ······························· 41

[그림 3] 인건비비율 기초통계분석 ······································· 41

[그림 4] 부채비율 기초통계분석 ··········································· 42

[그림 5] 금융비용율 기초통계분석 ······································· 42

[그림 6] 당기순이익 기초통계분석 ······································· 44

[그림 7] 당기순이익(로그) 기초통계분석 ···························· 44

[그림 8] 노동수익성 기초통계분석 ······································· 45



- vi -

[그림 9] 총자산이익률 기초통계분석 ··································· 45

[그림 10] 부가가치액(인건비제외) 기초통계분석 ·············· 45

[그림 11] 부가가치액(인건비제외,로그) 기초통계분석 ····· 45

[그림 12] 과장진급소요기간 기초통계분석 ························· 47

[그림 13] 부장진급소요기간 기초통계분석 ························· 48

[그림 14] 관리업무비비율 분석결과 ····································· 52

[그림 15] 인건비비율 분석결과 ············································· 54

[그림 16] 부채비율 분석결과 ················································· 55

[그림 17] 금융비용율 분석결과 ············································· 56

[그림 18] 당기순이익(로그) 분석결과 ·································· 58

[그림 19] 노동수익성 분석결과 ············································· 59

[그림 20] ROA 분석결과 ························································ 60

[그림 21] 부가가치액(인건비제외,로그) 분석결과 ············· 62

[그림 22] 당기순이익(로그) 분석결과(조직역량의 영향) ··· 63

[그림 23] 노동수익성 분석결과(조직역량의 영향) ············ 64

[그림 24] ROA 분석결과(조직역량의 영향) ······················· 65

[그림 25] 부가가치액(인건비제외,로그) 분석결과(역량) ·· 66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시작된 공공부문의 개혁정책은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 개혁의 큰 흐름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혁은 기관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의 관리에 민간 관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공공기관 개혁정책은 1970년대 오일쇼크

(Oil Shock)와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공공부문의 늘어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되며,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서 추진한 시장지향적인 정부 개혁정책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개혁정책들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

다 등의 영미계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들로 확대 도입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의 기본관점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

를 이용한 기존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선 ‘시장주의’적

접근이란 정부관료제의 운영 체제에 시장주의의 원리인 경쟁과 고객주의를

도입하여 기존의 독점적인 정부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신관리

주의’의 도입이란 공공부문의 관리에 기업의 경영원리와 관리기법을 접목

시켜 관료제의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인사나 예산 등에서 강력한 내부통제

를 완화하고 일선관리자에게 관리상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일선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의 원리를 다음의 다섯가지로 보는데, 첫 번

째는 자원의 절약을 통한 감축, 두 번째는 성과 및 결과 중심, 세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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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경쟁 도입, 네 번째는 의사결정, 조직구조의 분권화 및 자율

성 확대 끝으로 불합리한 절차와 규제축소와 투명성 제고 등이다.

이러한 신공공관리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IMF이후 공공부문의 개

혁에 민영화와 공공부문의 민간관리기법 도입에 따른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기관

의 효율성을 평가의 중요부분으로 인식하고 평가를 시행중이다.

시대적인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역사를 살펴

보면 IMF이전의 정부에서도 일반적으로 개혁정책이라 간주되는 민영화

등의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개발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공기관의 확대정책을 추진한 박정희 정부시기에도 민간시

장의 활성화를 위해 1968년부터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등 8개의 공기업

이 정부소유에서 민간의 소유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 당시 민

영화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주

의적인 접근보다는 민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강했으며 더불어

이 시기에 민영화된 공공기관이 향후 재벌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

을 받고 있다.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도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설립과 함께 금융자율화 시책 및 민간부문의 시장규모 형성에 따른 공공

기관의 민영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대한석유공사, 국민은행, 외환

은행, 증권거래소 등의 공공기관이 정부소유에서 민간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그러나 앞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또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의 제고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로

접근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개혁정책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편으로 1983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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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전문가에 의한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

었으며,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는 이후 발전 보완되어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정착되는 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김영상정부 말기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나라 공공부문

정책의 큰 흐름을 시작된다. 외환위기 사태 직후의 본격적인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공공기관 개혁의 첫 단추를 매기 시작한 김대중 정부부터 얼마전

국민탄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끝을 맺은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공공

기관 개혁은 선진화, 합리화, 정상화대책 등의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 모든 공공기관 개혁정책의 맥락은 앞서 밝힌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에

부합된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부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는 IMF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축소·공공기

관통폐합·포항제철 및 KT등의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 및 정부의 관료제에

따른 과도한 관리적 규제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

되었다. 이 시기 공공기관 개혁정책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개혁의 대상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상당한 인력감축, 성과와 경쟁원리의

강화,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긍

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성공적인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구조 개선 등 이른바 소프트웨어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공공기관 혁신; 지배구조 개선과 종합관

리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과

인사개혁, 자율 및 책임경영체계 구축 등에 집중하였다. 특히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목표로 정부의 세종시 이전과 여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각 지역에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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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l Public

Information In-One)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개혁정책은 이전 김대중정부의 개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공공기관의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은 작은정부라는 작지만 효율적이고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공공

기관운영과 민영화정책이 핵심이였다. 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을 이원화하였으며 통폐합, 경쟁도입,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출자회사 선진화 등의 강도 높은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까지 7개 기관의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강도

높은 민영화에 대해서는 이전정부에서 중단된 민영화를 다시추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공기업들이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기업 또는 흡수·통합의

대상기업으로, 실질적인 민영화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취임 직후 공공기관 합리화정책과 그리고 이를 실행

하기 위한 정상화대책 1, 2단계를 발표·추진하였다. 2013년 발표된 정상화

대책 1단계의 목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확대, 부채관리의 강화, 방만

경영 개선, 비정상 관행 개선 등 4가지를 기본 목표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개선이 중점 추진되었다. 이후 2015년 발표된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업무 중심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성과중심

의 운영체계 정착,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을 목표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 연봉제 도입이 정부의 도덕적 문제로 탄핵의결이 이루어지

기 전인 2016년 하반기까지 강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의 공공기관 개혁정책과 함께 역사를 같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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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제도는 1984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그 시작으로

본다. 1993년 전까지 9년 동안 일관된 평가조직 및 인력이 매년 꾸준히

정부투자기관 24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시

작으로 평가지표체계, 지표간 구성비율, 가중치 배분, 5등급 평가 등의

평가의 주요사항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최근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까지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영평가

의 주요한 관점은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기관

의 자율성, 효율성 향상이라는 맥락에 부합하는데 작년연말에 발표된

2017년도 경영평가 편람에도 제1절 목적에서 평가제도의 목적이 공공기

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과 경영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음을 명시하

고 있다.

앞서 살펴본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의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공공

기관 개혁정책과 경영평가제도의 발전과 지속적인 운영은 공공기관의 운

영에 기본 바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경영평가제도 등의 실효성에 따른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보다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국민들에

제공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조직론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공공기관은 소유주가 국민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나 조직이라는 입장에서는 민간의 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상당히 공유하게 된다. 조직운영상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폐쇄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조직원의 신분을 보장받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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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사기업과 달리 이직자가 많지 않고 따라

서 외부적인 시각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서 조직원의 평균적인 근속기간도 사기업에 비하면 상당히 긴편에

속하게 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앞서 살펴본 역사적 맥락에서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참여정부를 제외

하고는 모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효율성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10여 년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공공

기관 정상화’ 정책의 환경 속에서 추진된 기관통폐합에 따른 기관의 규

모축소, 기관의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른 정원의 조정은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신규인력 충원이 중단된 조직들이 있으며, 더욱이 기관간 통합이

이루어진 조직의 경우 상당한 인력감축의 요구들이 더해짐에 따라 조직내

의 효율적인 인사조직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더욱이 공공부문 조직의 가지는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한 직업적인 안정성은 이러한 인사운영에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상당히 많은 수의 공공기관은 조직의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상위

직급을 이용해 인사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8년 이후에 엄격한 정원관리

에 따라 조직의 인사제도 운영에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성과주의 인사운영제도는 조직행동론의 관점에서

적절한 승진과 이동을 통해서 조직원은 지속적인 동기유발을 유도함을

기본으로 한다.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신관리주의 적용에 따른 조직관리 효율성 강조와

조직원 내부의 경쟁유도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상당한 부작용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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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조직행동론의 입장에서는 조직원간의 경쟁유도에는 아담스의 형평

이론에 입각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경우 피해를 본다고 인지한 조직원은

조직공정성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직무몰입 저하를 유발하고 나아가 이

러한 조직몰입 저하는 동기부여를 감소시켜 결국 조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강조에 따라

조직의 규모축소 등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공기업특성과 맞물려 근속기

간에 비하여 승진이 지연되는 인사적체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수

준의 인사적체는 조직원이 느끼는 경력정체중 객과적 정체 및 구조적 정

체로 인식할 수 있다.

이때 조직원수준의 조직행동론의 관점에서 조직원이 승진지연 등의 경력

정체를 느끼게 되면, 조직공정성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조직원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 조직효과성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을1) 여러 선행연구 결과(전원배 외1, 2008. 김태희 외1, 2009. 박순애

외1, 2011.)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조직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저하는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2)(신황용 외1, 2012. 김진희, 2007, 이용탁

외1, 2014, 전경덕 외1, 2014, 박철환,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공공부문 조직차원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박순애, 정선경 (2011), “조직공정성과 경력정체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

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1-23
2) 박철환 (2013), “조직 행태변수와 코레인 조직성과의 인과관계 분석”, 서울대

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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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필요성

그렇다면 본 연구의 필요성은 어떤 관점일까? 첫 번째는 효율적인 효

율성 추구를 위한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

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 개혁정책은 하

향식 정책이라는 정부주도 정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연구자는 공공

기관 종사자의 입장으로서 느껴진다. 물론 공공기관 개혁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정부주도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조직

내부의 효율성증진 방안에 대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틀에 맞추듯 정

부주도의 관료제 계층주의적인 조직구조 정원관리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을 제기하고 싶다.

두 번째로 조직내 인사적체에 대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

써 인사적체에 대한 조직수준의 관리대책 필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사실 금번 연구를 위한 자료 조사에서 손칠기

(2013)의 연구는 경력정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현

재 여러 연구자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그러나 아

직까지 공공부문 조직연구의 큰 흐름에서 소외되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적체와 조직성과의 상관관계는 조직성과를 위

한 문제로 인사적체를 비중있게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만들 수 있는 계

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조직원의 개인차원의 인지조사에서 나타난 조

직 효과성 위해요소인 경력정체를 조직차원에서는 인사적체와 조직성과

로 확인함으로써 관련된 연구의 바탕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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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인사적체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노동연구원

에서 2005년을 시작으로 1,700여개 사업체의 경영환경 및 인적자원관리

체계 노사관계의 현황 등을 격년으로 조사하는 자료로 다양한 표본을 통

해서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기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자료를 통해서 시행한 분석은 상기

자료의 특성을 물려받아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신뢰성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상 분석범위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시행하고

자 한다. 앞서 연구의 배경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

는 안정성과 조직의 폐쇄성은 조직의 인사적체를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

이다. 이러한 사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의 조직의 특성은 조직성과에 드러

나는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 5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계량적·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기업체의 인사적체와 조직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사업체패널조사는 현재까지 5차에 걸친 조사의 자료들이 공공에 공개

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업체의 특성을 연구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공공기관을 한정함에 따라서

줄어든 표본수와 결측치 데이터를 감안하여 pooled data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만, 패널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시행하지 못한점은 이

연구의 큰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10 -

제 6 절 논문의 구성

논문은 모두 6개의 장 20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다.

우선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대상 및 범위 연구방법

에 대하여 소개하는 부분이다. 연구배경에서는 연구의 바탕이 되는 과거

의 사실들에 대한 맥락을 집어보고, 공공기관개혁의 흐름속에서 공공기

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 내는지 살펴보았다.

제2장은 금번 연구의 이론적인 기초를 앞선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서 이끌어 내고 있다. 우선 연구의 큰 키워드인 조직성과, 인사적체, 그

리고 연구의 틀을 이끌어내는 경력정체와 조직몰입에 대해서 각각 하나

씩 해당부문에 대하여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는가 검토해 보도록 하

겠다. 그리고 경력정체와 조직몰입 조직효과성과의 관계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를 조직차원으로 확장하여 인사적체와 조직성과의 차원으로 확대하

게된 배경과 한계를 선행연구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

해서 조직의성과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조직의 성과에 대

한 다양한 견해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각 이론적 기반은 바탕으로 연구자

의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변수와 측정지표들을 정

의하고 이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분석을 시행

방법을 논의하겠다.

제4장은 연구결과이다. 분석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사적체와 조직

성과간의 관계성에해서 살펴본다.

끝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다음

연구를 위한 준비를 시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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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조직행동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동기부여(Motivate)

조직원에게 있어서 동기부여(motivate)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업

무수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일컬어진다. 동기부여

는 이러한 관점에서 목표 중심적인 개념이며, 또한 조직원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인적인 심리에 관한 개념이

기에 동기부여는 성과와 관련성이 없다는 평가도 받는다. 사람의 마음속

에 있는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속에 동기를 가지

고 있다하더라도 성과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동기부여의 중요성은 어떠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두 사람 모두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능력이라고 가정할 때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과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기에 아직까지는

동기부여를 유용한 심리상태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동기부여는 나아가

성과의 차이 이외에도 직무만족에 따른 결근, 이직 등 근무태도에도 상

당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동기부여에 대한 지금까지 학술적인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자. 조직이

론에서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적 관심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테일러

(Frederick Winslow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이

라고 알려져 있다. 테일러가 말한 과학적 관리법은 기존에 근로자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근로자의 자율성에 의존하던 작업관리를 경영자의 과학

적 접근을 통한 합리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노동자는 작업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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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자는 과학적 객관적인 표준작업

량을 초과하는 초과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통해서 낮은 임금으로 높

은 효율을 얻게 하는 조직관리 기법이였다.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론에서

근로자의 초과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성과급의 지급을 제안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인관관계론은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조

직 내 비공식집단 등을 중시하며, 조직의 목표와 조직구성원들의 목표

간의 균형 유지를 지향하는 민주적·참여적 관리 방식을 처방하는 조직이

론을 말한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들이 미국의 서부전기(Western

Electric)회사 호손(Hawthorne) 공장에서 1927년부터 1932년까지 수행한

일련의 실험에 의해 이론이 태어난다. 최초 실험의 목적은 환경과 생산

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험이 시행되었는데, 예측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

져오게 되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경제적인 욕구보다는 다른 심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정립된 인간관계론의 요지는 첫 번째, 조직구성원의 생산성은 생

리적·경제적 유인으로만 자극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

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이러한 비경제적 보상을 위해서는 대

인 관계·비공식적 집단 등을 통한 사회·심리적 욕구의 충족이 중요하다.

세 번째,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의 의사전달·참여가 존중되어야 한

다. 인간 중심적 관리를 중시한 이와 같은 인간관계론은 현대 조직이론

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내용론(Contents Theory)

그러나 동기부여에 대한 중요한 학문적 토대는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슬로우(A.H.Maslow)의 욕구이론(Need

Theory)이다. 마슬로우는 욕구단계설(Maslow's hierarchy of need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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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욕구는 중요도별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높고 낮은 위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위계상 다음 수준의

욕구가 발생하며, 그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욕구는 다음 단계에서 달성하려는 욕구보다 더 강하

고 그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만 다음 단계의 욕구로 전이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욕구의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 및 소속에 대한 욕

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총 5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생명을 유

지하려는 것이 욕구의 핵심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욕구

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다. 아래 단계의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고서 나타나는 욕구로서 위험, 위협으로부터 자신

을 보호하고 불안을 제거하려는 욕구이다. 세 번째 욕구는 애정, 소속의

욕구로 자신의 가족,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원하는 집

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네 번째 욕구는 존경의 욕구로 소속

된 집단이나 관계속에서 상대방이나 조직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이다 마

지막 단계의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로 자기를 계속 발전하게 하고자 자신

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이다. 다른 욕구와 달리 욕구가 충

족될수록 더욱 증대되는 경향을 보여 ‘성장 욕구’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알고 이해하려는 인지 욕구나 심미 욕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마슬로우의 이론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계

층단계에 따라 욕구를 만족 시킨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하위계층 욕구충족 없이 상위계층의 욕구추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을 만들었다는데 있

어서 연구의 성과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관점

이 허쯔버그(Frederick Herzberg)의 2요인 이론(two-factor theory)이다.

허쯔버그는 그의 이론에서 욕구를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동기요인과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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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불쾌감을 해소하는 욕구인 위생요인으로 구별하였다. 대표적인 욕구

의 사례를 살펴보면 동기요인은 승진의 기회, 성취감 등 동기를 유발하

는 요인들을 의미하며, 위생요인은 신분의 보장, 작업조건, 동료관계 등

동기를 유발하지는 않으나, 상실되면 불쾌감은 느끼는 요인들을 말한다.

이러한 욕구이론은 동기부여가 어떤 것들로 인하여 유발되는지 내용을

구성한다는 입장에서 내용론(Contents Theory)라 불리우기도 하며, 인간

이 동기부여를 받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생각한 이론체계이다.

3. 과정론(Process Theory)

내용론과는 다르게 동기부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일련의 연구들을 과정론(Process Theory)이라고

칭한다. 과정론에서는 어떠한 동기유발 요인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

심보다 그런 동기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정론의 대표적인 이론은 기대이론

(expectancy theory)으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심리적

인 계산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행동결정이론

이다. 이 이론은 통해서 인간내부의 어떤 심리적인 이성적 판단과 기대

감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동기부여를 유발하게 되는지 막연한 동기부

여가 아닌 내부적인 절차를 상당부분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요인이 동기를 유발하기까지 심리적인 과정을 3단계로 구

분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기대치(expectancy)이다. 기대치는 개인이 노

력하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확률값으로 예를 들면 시험에 응시하는 시험자가 공부를 해서 해당 시험

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 한다. 이는 시험별로, 개인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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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값을 가질 것이다. 두 번째 수단치(instrumentality)는 실적과 보상간

의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받게되는 보상의 크기로

인식할 수 있다. 시험에 대한 보상이 크면 클수록 수단치가 증가하고 이

는 동기를 더 크게 유발하게 된다. 세 번째 항목은 유인가(valence)로 이

는 주어진 보상에 대한 보인의 판단이다. 같은 보상에 대해서도 사람마

다 느끼는 만족의 크기는 상이하다. 이 값을 유인가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금액의 크기에 대한 평

가는 상이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이론은 개인의 욕구를 단순하게 판단한 내용론과는 달리

개인의 능력과 믿음, 상황을 고려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서 개인별로 강한 동기유발을 유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이론은 형평이론이다. 형평이론은 남들과 비교하

여 내가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비교·평가하는 과정에 연구의 중

심을 두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동기는 내가 일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투입(inputs)과 그 결과에 따른 보상(outcomes)의 비율을 평가하게 되고

그 비율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나의 만족도와 행동 즉 동기

가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들의 가치는 개인마다 느끼는 주관적인 차

이를 감안한 것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없기에 종합적인 인지과

정의 결론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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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사적체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

1. 인사적체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 되는 인사적체란

무엇인가? 인사적체의 사전적인 개념은 어떤 조직에서 진급할 사람은 많

은데 자리가 적어서 진급을 못 하고 있는 현상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3)

우선 인사적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임효창(2015)의 연구에

따르면 인사적체가 심한 조직의 조직원은 자신의 승진에 대한 낮은 기대

감을 갖게 되고 따라서 근로의욕의 감소가 발생하여 조직과 직무에 대한

몰입이 떨어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4), 안희탁(1997)은 조직의 인력

구조의 형태,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연한과 실제 승진소요연한과의

차이, 승진률 등을 통해서 기업의 인사적체의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5).

임정철(2015)은 선행연구에서 직급별 인원비율과 승진소요기간은 인사적

체를 표현하는 중요한 척도로 파악을 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기업의 재

무적 성과에 대하여 연관성을 검토하였다6).

사실상 인사적체의 개념은 상기 연구들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특정기

준을 통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각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개념이 기준제시가 어려우며, 아래 살펴볼

경력정체의 조직수준의 개념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개념에 가까우며, 따

라서 개인별로 판단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

당요인의 각 기관의 상대적인 비교만으로 인사적체의 적용할 계획이다.

3) 다음 한국어 사전 (http://dic.daum.net/)
4) 임효창(2015),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적체 현황과 개선과제” 임금연구,

2015, Vol.23(3), p.4
5) 안희탁(1997), “한국기업의 인사적체 현황과 해소방안” 임금연구, 1997,

Vol.5(2), p.4
6) 임정철(2015), “공공기관의 승진소요기간과 조직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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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정체

인사적체와 유사한 개념인 경력정체를 살펴보고 경력정체와 인사적체

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경력정체의 개념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면, 경력정

체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한가지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경력정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그 개념은 점차로 넓

어지고 있다. 초기의 경력정체에 대한 연구는 경력에서 정체된 기간과

수직적 경력이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Hall(1976)은 현재의 경력이 나이나 재직기간에 기준한 경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력시점을 경력정체로 보았고, Schein(1978)은 경력정체란 ‘현재

의 경력이 자신의 연령과 재직기간의 경력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Ference, Stoner & Warren(1977)은 근시일 내에

상위수준 업무수행이나 승진의 가능성이 낮은 시점을 경력정체로 이야기

했다. 또한 경력정체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인식하

였으며, 미래의 승진가능성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피라미드 조직구조상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에 비해 적은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

리자들은 더 이상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태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Near & Veiga(1981)는 현재의 직위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수평

적이동 및 수직적경력 이동이 불가능한 시점을 경력정체라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경력정체의 초기연구들은 개인의 나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현재의 상태에 장기간 머물러있는 시간적 개념으로 경력정체를 바라보았

다.

이후 연구자들은 경력정체의 개념을 확장하여 개인의 인식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Bardwick(1986)은 이전 연구에서 정의된

승진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구조적인 경력정체로 현재의 직무에 도전감

이나 책임이 증가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내용적인 경력정체로 구분하

였다. 또한 업무에 몰두한 구성원이 자신의 일에 대해 실패했다고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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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인생에 대해 허무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개인적 정

체 개념을 제시했다. Feldman & Weitz(1988)는 이전의 경력정체의 개념

에서 제기된 나이와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해당

업무에서 책임의 양이나 중요도가 직급이나 직위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경력정체로 정의하였다. Chao(1990) 역시 객

관적으로 정체된 것으로 보여도 개인이 경력이 정체되어 있지 않다고 지

각한다면, 조직과 개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이 자신의 경력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Allen et al.(1999)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승진가능성이 낮은 구조적인 경력정체와 직무에서의 도전감과 책임감이

증가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인 내용적 경력정체로 구분하여 정의했다.

Lapalme, Tremblay & Simard(2009)도 개인의 지각을 기준으로 경력정

체를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이승찬(2003)은 현재의 직위에서 재직기간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어 미래의 수직적 수평적 이동이 불가능한 총제적인 상실의 시

점을 경력정체라 했으며, 현영섭(2010)은 경력정체를 경력이 정체된 기

간과 이동가능성 조직으로부터 부여되는 책임량이나 도전감이라는 두가

지 측면을 통합하여 조직구조에서의 승진가능성이 감소하거나 자신의 업

무에 대한 책임감과 도전감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상태로 정의

하였다.

즉 경력정체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경력정체란 연봉,

근속연수 등 외부적인 시각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정체와 개인이

지각하는 승진가능성, 승진소요시간에 따른 주관적정체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조직원이 조직에서 상급직위로 이동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 구조적

정체와 직무숙련에 따른 내용적 정체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일반적

으로 근시일내 진급이나 승진 가능성이 희박한 시점에 느끼는 감정, 그

에 따라 개인의 도전감, 책임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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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적체와 경력정체

그럼 인사적체와 경력정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앞서 살펴보

았듯이 인사적체란 조직 구성원들의 진급이 지연되는 조직수준에서의 측

면을 말하는 반면 경력정체의 개념은 보다 조직수준에서 시작된 개념이

지만 보다 개인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 간다고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적체가 있는 조직은 그 조직구성원이 경력정체를 느끼게 될 여지가

증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경력정체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보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경력정체의 정의는 근시일내 진급이나 승

진 가능성이 희박한 시점에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하였다(Nachbagauer

& Riedl, 2002). 이런 경력정체는 연봉, 근속연수 등 상대적인 지속에 의

해 인지되는 객관적 정체와 개인이 지각하는 승진가능성, 승진소요시간

에 따른 주관적정체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며(Tremblay, 1995),

Bardwick(1986)은 조직원이 조직에서 상급직위로 이동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 구조적 정체와 직무숙련에 따른 내용적 정체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결국 인사적체는 경력정체 중 구조적 정체 및 객관적 정체의 조

직수준의 개념으로 인사적체가 발생한 조직에 있는 조직원은 경력정체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4. 경력정체가 조직원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인사적체 즉 객관적 경력정체 또는 구조적 경력정체는 조직

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경력정체가 개인의

도전감, 책임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정의에 따라 조직원에게 부정

적인 효과를 줄 것이 예상된다. 조직원이 느끼는 여러 감정, 태도에 경력

정체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직무만족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 혹은 직무경험을 통

해 느끼게 되는 즐거운 혹은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를 말한다(Locke,



- 20 -

1976).7) 강종수(2008)는 부산, 경남지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경력정체

를 인지했을 때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였다8).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은 수용하고, 조직성과의 향상을 위

해 노력하며, 조직구성원으로 남으려는 조직원의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전원배 외 1인은(2008) 호텔 종사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력정체 지각이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확인했으며9), 스포츠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도 경력정체와 조직몰입과의 부(-)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조

사한 바도 있다(김태희 외1, 2009)10).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대

한 경력정체와 직무몰입과의 관계조사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관계가 존

재함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박순애 외1, 2011.)11)

7) Locke, E. A. (1976). The Nature and Cause of Job Satisfaction. In MD. Dunnette

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8) 강종수 (2008), “경력정체감이 사회복지사 직무태도 및 경력변경의도에 미치

는 영향 연구”, 사회복지정책, 33, 159-184
9) 전원배, 문상정 (2008), “호텔종사원의 경력정체지가의 선행요인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관관연구, 22(4), 43-67
10) 김태희, 장경로 (2009) “스포츠경영 업무 종사자들의 경력정체가 직무몰입과 조

직몰입, 그리고 반생산적 과업행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8(6), 335-346
11) 박순애, 정선경 (2011), “조직공정성과 경력정체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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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조직성과의 개념

이번에는 이번 연구의 종속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

다.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란 사전적 의미로 ‘이루어 낸

결실’이라 의미를 갖는다.12)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과의 개념은 결과

중심의 개념으로 당연히 인식된다. 일반적인 조직생활에서 조직원의 성

과란 조직원이 객관적으로 달성한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성과에 대한 결과론적의 입장에 대한 반론도 크다. 눈에 보

이지 않는 성과를 주장하는 조직원들도 있으며, 조직구조상 명백하게 성

과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업무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도 이러한 조직의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한

다. 우선 Hoffmann(1999)은 조직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정도라고 이야기

하였다. 결과론적인 입장으로 일반적인 성과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정

으로 판단된다. 반면 다른 관점에서의 정의들도 있다. Otley(1999)는 달

성되는 결과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수행되는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성과

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결과 뿐만 아니라 조직이 업무를 하기 위해

서 추진되는 모든 사항들을 다 성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조직의

전반적인 상황 모두를 성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직

의 성과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며, 나아가 다양한 측

정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측정될 수 있는 불확정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연구자도 있다(Collins & Smith, 2006).

즉, 결론적으로 조직성과란 결론적인 입장이 아닌 연구자의 프레임에

서 조직의 준비과정, 진행과정, 진행결과의 모든 스펙트럼에서 조직의 상

태를 성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단 이런 판단에는 명백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12)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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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문에서의 조직의 성과

그렇다면 공공부문에서 조직의 성과는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그리고 상이한 설립목적을 가

지고 있으며, 사업영역도 기관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보

다 더 복잡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파악된다.

김영필(2009)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성과를 능률성, 효과성, 공정성의 3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 하였다. 능률성은 투입자원 대비 회수 효과의 개

념으로 효율성을 효과성은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의 외

적 효과성과 조직내의 성과수준 향상의 내적 효과성 그리고 세 번째로

업무의 진행과 결과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공공부문 조직의 성과로 이야

기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부문의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

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의거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도별 경

영 노력과 설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

다. 그리고 기관의 공공성, 경영효율성,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을 중요한

성과측정 항목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13)

박석희(2006)의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조직의 성과를 조직역량과 조

직생산성의 세분화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직의 생산성은 조직

의 산출물이자 결과로 조직의 역량은 조직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은 앞서 살펴본 조직의 성과에 대한 많은

시각이 있다는 점에서 인지할 수 있는 사항들로 고려된다.

13)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0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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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성과

(organizational performance)는 크게 조직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의미하

는 조직생산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의 조직역량(organiza-

tional competenc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Ingraham & Donahue, 2000).

조직역량은 Selznick(1952)에 의해 처음 개념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조

직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조직의 능력이나 특성을 설명하는 개

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전의 조직성과에 대한 결과론적 입장에서는 조직

의 생산성만을 강조했기에 조직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

지 않았으나 조직역량에 대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관점으로 볼 때 조직역량은 조직의 환경과 내부적

인 특성의 관리를 통해서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과 조직의 생존에 영향을

주며, 이는 조직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

장호, 1999; 조남신, 1999; andrews, 1971; Morden, 1997; Snow &

Lawrence, 1980)

공공부문에서도 조직역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관평가에

서도 주요한 성과관리대상으로 조직역량을 다루고 있다. 사실 조직의 역

량도 추상적인 개념으로 명확한 정의가 쉽지 않지만 앞선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개인이나 조직의 현재 및 장래활동을 보장하고 성과를 제고하

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영역, 조직 내부의 구조적영역 그리고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

화적 영역으로 세분화 하였다(김병국·권오철, 1999). 민간 기업을 대상으

로 조직의 핵심역량을 종합경영, 재무관리, 마케팅/판매, 시장조사, 제품

연구/개발, 순수 및 응용엔지니어링, 생산, 분배, 법적 소송, 인사관리 등

10여개의 측면으로 분석한 예도 있다(Snow & Lawrence, 1980).

현재의 공공기관 평가 제도를 살펴볼 때 평가의 주요한 대상이 기관의

주요사업성과와 기관의 역량으로 볼 수 있는 조직·인사·재무관리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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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부분을 핵심평가영역(공병천, 2004)으로 본다는 점에서 조직

역량도 조직성과의 큰 부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물론 조직역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개념적 조작화가 어

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직역량이 개인차원 또는 조직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측정결과 등이 너무 좁은 시야

를 갖거나 혹은 그 반대이기에 조직역량을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

며, 측정자의 시각에 따라서 조직역량 측정값이 크게 차이날 수 있는 문

제가 있어 아직까지 조직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합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조직역량은 조직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조직이 가지

고 있는 다양한 능력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운영상의 효율성

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인력구성,

조직구성 등 구조적 특성, 조직원의 가치, 태도 등 조직 문화적 특성, 그

리고 조직의 재무적 특성으로 조직역량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지표

가 제한적인이며, 환경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관계로 보다 객관

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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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인사적체와 조직성과의 상관관계

1. 조직원 수준의 경력정체와 조직성과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

이 조직의 특정한 업무를 위한 행하는 준비과정, 진행과정, 진행결과의

모든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불확정의 개념이다.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조직효과성의 개념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해

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존재한

다. 첫째로 여러 연구에서 두 개념을 동일 개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둘째로 둘 사이를 상위 하위의 개념으로 혹은 반대

의 하위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두 개념사

이의 명확한 정의는 아직 모호한 관계이나 둘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가

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최근은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신황용 외 1인(2012)은 공무원과 공

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분불안에 따른 직무만족의 변동과 이에 따

른 조직의 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와 정(+)

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공공부문 종사자들 연구를 통하여 증명하였다14).

고용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직몰입(정서적 몰입

중심)과 조직성과(고객의 서비스만족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김진희, 2007)15), 사회적 기업에서의 조직몰입과 사회적·경제

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도 있으며(이용탁 외 1, 2014)16), 의

료계 에서도 임상간호사 등의 조직몰입이 조직의 성과와의 정(+)의 상관

관계를 확인 하였다(전경덕 외 1, 2014)17).

14) 신황용, 이희선(2012), “공공조직 조직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0(1) : 1-35
15) 김진희 (2007), "조직문화,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와의 관계", 한국노동연구

원, 「노동정책연구」7(2) : 103-134
16) 이용탁, 주규하 (2014), “사회적기업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21(3), 3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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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수준의 인사적체와 조직성과

그러나 이러한 조직성과와 직무몰입 직무만족과의 상관관계는 조직원

수준의 인지연구에 대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조직원의 직무몰입이 조직

수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기에 다른 논리적 근거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져오고자 한다.

그 첫 번째가 무임승차자(FreeRider)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무임승차

자라 함은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불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과 그에 따른 문제를 설명하는 말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통의 재

화 또는 서비스는 정당한 대가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한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 간에 경쟁임 발생하여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된

다. 그러나 일부 공공재인 국방, 치안 등의 서비스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다고 해서 서비스를 공급을 제하하기 어려운 비재재성과 더 나아가 한사

람이 사용한다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기회가 줄어드는 경합성도 떨어진

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대가의 지불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의 관계는 조직원의 무임승차자의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조

직원의 인사적체, 경력정체 등으로 직무만족 직무몰입이 떨어지면 조직

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

으로 조직전반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조직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조직들도 이에 대하여 인사평가 또

는 조직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여러 가지 노력들

을 기울이고 있으나 영향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는

않는다.

17) 전경덕, 고명숙 (2014), “임상간호사의 감성지능,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20(4), 44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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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X-비효율성의 개념이다. X-비효율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먼저 X-효율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X-효율성이란 일반

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게 되는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의 효율성을 의

미하며, 기술적 효율성, 행정, 관리, 운영상의 효율성으로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측면의 효율성을 말한다. 그리고 X-비효율성은 그 반대의 개념

으로 이해하면 된다.

라이벤스타인(H. Leibenstein)은 독점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이 없기 때

문에 내부적으로 최대한의 X-효율성을 추구할 동기가 없으며, 이에 따

라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의 기재가 사라지게 되어 비효율이 증가한

다고 말했다. 즉 경력정체로 인해 조직원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

지게 되고 마지못해 일을 할 때의 효율성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 때의

효율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런 현상들이 조직 전반에 발생

하게 되는 경우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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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의 도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의 도출 및 연구의 분석틀

1. 연구문제의 도출

1997년 IMP이후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 관점의 공공부문 개혁정책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공

기관 운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장경쟁에 적합한 많은 수의 기관

들이 민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서 전년도

기관의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피드백으로 조직의 통제

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기별로는 차이는 있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정상화 대책 등 여러 가지 효율성 중시하는 공공기관 개혁정책들이 추진

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유

자인 국민이 원하는 기관으로 변화를 추구해 가고 있다.

반면에 상당기간 지속된 조직의 규모에 대한 통제로 인하여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조직 통폐합과 업무영역조정에 따른 정원 축소는 비정상

적인 조직운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특히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반

드시 필요한 정기적인 신규직원 채용이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도 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시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서 조직통합이 이루어 졌다. 통합이후 별도의 구조조정이 없

이 조직정원 축소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신규 직원채용이 중단되었

다. 더구나 통합된 조직은 일반적으로 통합전 조직에 비해서 관리조직이

통합전에 비해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위직군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 29 -

많았으며,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동안 내부의 승진인사

가 지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사운영은 조직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조직원의 불

만과 인사적체를 야기했다. 이러한 실제 조직내부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

론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인사론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직의 인사

적체는 조직원의 경력정체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직무몰입, 직무만족 더

나아가 조직효과성과 조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조직원 수준의 연구에서 확인된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은 조직수준에서도 확인될 것이라는 연구자의 추측에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인사적체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연구문제의 분석틀

앞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조직이 여

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인사적체가 발생하는 경우 조직행태론의 관점

에서 해당조직의 조직원 들은 객관적 정체와 구조적 정체를 인지하게 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경력정체의 인지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부(-)

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그리도 또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조직성과 및 조직효과성은 조직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직원의 조직몰입 저하 및 조직성과 저하는 FreeRider의 문제

와 X-비효율성을 야기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역시 조직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조직역량에 끼친 악영향으로 인하여 조직생산성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조직의 인사적체를 독립변수로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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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직수준의 연구로 조직원수준의 조사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단 조직원 수준의 경력정체와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효과성에

대한 선행 연구의 바탕에서 분석을 시행한다.

조직의 인사적체는 각 조직별로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서 조직간의 상

대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며, 조직의 성과는 선행연구의 사

례를 참조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는 비재무지표들의 중요성이 낮아서가 아닌 비재무지표들 가지고 있

는 한계성 및 자료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무적 자료의 분석의 용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무지표만으로 조직의 성과를 모두 분석하지 못한

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충분히 지적받을 내용이다.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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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의 설정 및 변수의 선정

1. 가설의 설정

그렇다면 실제로 인사적체와 조직성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어떤 예

산이 가능할까? 인사적체가 발생되는 조직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

가? 경제학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이야기 되는 원인중의 하나인

FreeRider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직내의 인사적체에 동

기부여가 상실되어 조직의 성과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조직원은 물론

극단적인 예시로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FreeRider의 프레임으로

볼 때 극단적인 FreeRider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로 조직원의 조직몰입이

낮아지면 회사의 성과는 조직몰입이 낮아지는 만큼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도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

다. 유사하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 X-비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관점

으로 볼 때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요인 감소하

게 되어 조직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으며, 인사적체는 그중에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에 밀접한 연

관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관계성을 찾아 볼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판단을 해 본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

이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인사적체에 따른 조직원의 조직몰입 감소로 조직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역량이 저하된다는 가설이다.

가설1.� � 인사적체는 조직성과(조직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32 -

가설 1-1 인사적체는 조직역량(조직관리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1-2 인사적체는 조직역량(인사관리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1-3 인사적체는 조직역량(재무관리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두 번째로 인사적체에 따른 조직원의 조직몰입 감소로 조직의 생산성

이 감소된다는 가설이다.

가설2.� � 인사적체는 조직성과(조직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2-1 인사적체는 조직생산성(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2-2 인사적체는 조직생산성(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세 번째로 인사적체에 따른 조직역량의 저하는 조직의 생산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3.� � 조직역량은 조직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가설 3-1 조직역량은 조직생산성(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가설 3-2 조직역량은 조직생산성(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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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선정

- 독립변수의 선정

경력정체 중 객관적 정체와 구조적정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정

보로 연구자는 승진소요기간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

(임정철, 2015)에서도 이용되었으며, 일반적인 조직의 경우 조직원은 사

원으로 입사를 하고 중간관리자인 과장, 차장을 거쳐 관리자 직급인 부

장으로 진급한다. 물론 상위 직급인 이사 등의 경영직도 있지만 경영직

은 그 빈도가 상당히 적고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 인사적체의

변수로 사용될 것은 어렵기에 관리자급인 부장까지 진급기간을 사용한

다.

- 종속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앞선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조직역

량과 조직생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역량은 구체적으로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역량은 조직성과 달성에 요구되는 조직은 제반 능력을 말하는 것

으로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조직역량을 명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나, 효율성을 위한 역량의 측면에서 조직

의 역량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다고 조직의 성과를 측정

한 박석희(2006)의 선행연구를 감안하여 조직역량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

고자 한다.

조직역량의 첫 번째는 조직관리 효율성이다. 조직구조 및 조직 관리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확인하고자 사용하는 지표는 관리업무비비율

을 이용할 계획이다. 관리업무비 비율지표는 기관의 총매출액 대비 관리

업무비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직관리 효율성을 완전하게 측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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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는 기관은 관리업무비를 효율적으로 관

리한다는 맥락에서 유의미한 지표로 판단되며 따라서 조직관리 역량 측

정지표로 이용하고자 한다. 다만 이번연구에서는 인사적체와 인건비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관리업무비 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분석을 시행하

고자 한다. 이는 인사적체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직접적인 연관을 가

짐으로 인해서 여러 분석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인사관리 효율성의 측정지표는 인건비비율지표이다. 이 지

표는 기관의 총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앞서 이야기

한 조직관리 지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사적

체와 인건비와 관계성에 대한 사항은 앞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인사관리

에 역량은 효율적인 인건비 관리에서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은 인사관리역량으로 효용성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리의 효율성은 부채비율과 금융비용율이다. 공기업

에 대한 자율성이 강조되고 맥락에서 공공기관은 나름대로 효율적인 재

무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부채비율관리와

이자보상비율 관리는 조직의 효율적인 재무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공기업의 특성상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 사업수

행을 위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은 고려

해야 할 사항이나 현재의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도 적절한 부채관리가 기

관의 평가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부채비율도 유의미한 지표로 추정된다.

금융비용율은 기관의 재무적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사자료 중 손

익계산서 이자비용과 회계연도말 부채로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부채는 이자를 부담하는 이자부 부채와 매입채무, 선수금 등과 같이 이

자를 부담하지 않는 비이자부 부채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비용율은 이

러한 비이자부 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의 비율을 말하며,

조직의 재무적 역량이 높을수록 낮은 이율로 부채를 가져 올수 있음으로

재무역량을 표현하는 지표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행연구에서도 금

융비용율을 조직의 재무관리 효율성을 지표로 이용한 점을 감안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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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조직역량변수를 측정하는 지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변수 측정지표 측정방법

조직관리 효율성
관리업무비비율

(Management Costs Ratio)
(관리업무비/매출액)*100

인사관리 효율성
인건비비율

(Labor Costs Ratio)
(총인건비/매출액)*100

재무관리 효율성

부채비율
(Debt Ratio)

(부채/자본)*100

금융비용율
(Financial Cost Ratio )

이자비용/부채

[표 1. 조직역량 측정지표]

조직생산성 측정지표는 조직의 수익성과 생산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예

정이다. 조직의 수익성은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로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조직의 성과측정을 위해 이용된 지표이다. 조직의

당기순이익, 인당당기순이익, 자산총이익률(ROA)을 측정지표로 확인할

예정이다.

수익성과는 다른 관점에서 조직의 생산성을 성과로 측정을 시행할 계

획이다. 여러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라 창출된 부가가치가 공공

기관의 진정한 성과라는 관점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부가가치가 가

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이석원, 2005) 왜냐하면 부가가치란

조직의 운영에 의해 발생된 순수한 기여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조직의 부가가치를 생산성 측정지표로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만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이번 연구의 특성상 인사적

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한 인건비증가가 연구의 분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배제하고자 부가가치중에서 인건

비는 제외하고 분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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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시행한 지표별 상세한 산출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변수 측정지표 측정방법

수익성

당기순이익(로그)
(Net Income)

ln(당기순익)

노동수익성(로그)
(Net Income per Labors)

당기순이익 / 평균인원

ROA 총자산이익률
(Return on Assets)

당기순이익 / 총자산

생산성
부가가치액(로그)
(Added Value)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금융비용 + 임차료 +
세금과공과 + 감가상각비

- 이자수익

[표 2. 조직생산성 측정지표]

- 통제변수의 선정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조직의 규모(재정적, 인원규모), 조직의 안

정성(조직연령) 등은 통제변수로 이용하여 모형의 신뢰도롤 높이는데 이

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번연구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들이 회계적인 지

표인 관계로 당시의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자료

의 조사시점의 금리(CD 91일)를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다만 분석내용상 필요에 따라서 통제변수를 제외하는 경우 모형의 신

뢰성이 향상되는 경우에는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시행한 모형도 있으며,

분석결과의 변수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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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체패널조사

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우리나라의 사업체를 대표하는

패널구성원(약1,700여개)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영환경 및 인적자원관

리체계, 노사관계의 현황 및 임금교섭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격년으로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사업체패널조사의 목적은 사업체에서의 고용구조 및 노동수요를 체계

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체계를 평가하며 이에 부응하는

인력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표본 사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기업의 고용관리 및 인적자원관리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술변

화나 인적자원관리 전략, 노사관계 변화 등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 아래에서 정부의 고용정책 및 인적

자원개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사업체패널조사 데이터 중에서 공공기관으

로 조사된 자료 중 자료의 조사분석에 필수적인 정보인 과장진급소요년

수, 부장진급소요년수, 해당년도의 매출액등 재무정보 입력이 누락된 곳

을 제외한 130기관의 2007년도, 2009년도, 2011년도, 2013년도 자료 총

368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 데이터는 2005년 자료부터 공개되어 제공되나, 2005년

도 데이터에는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과장진급소요년수, 부장진급

소요년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사용이 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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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사업체패널자료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하여 지

속적인 관찰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제공되는 데이터는 모든 기

관에 대한 4개년도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조사항목에 대한

누락값도 포함하고 있어 패널분석시행은 결측치로 인하여 시행이 곤란하

였다.

따라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모아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조

사연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도에 따른 영향을 변수로 통제변수에 추가하

여 분석항목에 포함 하였다.

다변량 분석기법 중 가장 대표적인 기법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독

립변수인 과장승진소요연수, 부장승진소요연수와 조직의 규모, 조직연령

등의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인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과의 관계를 조사하

였다.

다중회귀분석은 하나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둘이상의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분석기법으로 확장한 것으로 다

수의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분석목적이

있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자는 연구자가 작성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파

악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각 변수별 결측치는 기초통계분석

에서 결과값으로 명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많지 않은 관

계로 가급적 원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으나, 각 변수별 극단치가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기초

통계분석시 확인된 각 변수별 극단치는 통계분석의 유의성을 향상을 위

해 결측치로 조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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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해서 이용한 통계패키지는 SAS University Edition 패키지

를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이용되는 과장진급소요기간과 부장진급소

요기간의 측정데이터중 16이상의 값은 극단치 판단하여 해당데이터는 분

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종속변수의 극단치 또는 예외적인 결과값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각 변수별 결측치 조정 데이터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조정기준 조정방법 비고

과장진급소요기간 16이상 데이터삭제
핵심독립변수로 결측치
적용이 곤란

부장진급소요기간 16이상 데이터삭제
핵심독립변수로 결측치
적용이 곤란

관리업무비비율
(인건비제외)
MCRnL

0
100이상

결측치처리
판매비와일반관리비
결측치, 0, 극단치

인건비비율
LCR

0
100이상

결측치처리
인건비
결측치, 0, 극단치

부채비율
DR

음수, 극단값
계산불가

결측치처리
자본잠식상태
극단치
재무정보 누락

금융비용율
FCR

극단값
계산불가

결측치처리

당기순이익(로그)
ln_NI

극단값 결측치처리

노동수익성
NIpL

극단값 결측치처리

총자산이익률
ROA

극단값 결측치처리

부가가치액
(로그, 인건비제외)
ln_AVnL

극단값 결측치처리

조직규모 해당없음 ln(자산)

조직규모 해당없음 평균종사자수

조직연령 해당없음 조사연도-설립연도

조사연도 해당없음

이자율 해당없음 연평균 CD금리(91일)

[표 3. 변수별 데이터 조정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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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

1. 종속변수

- 조직역량변수

본 연구에서 조직성과를 대표하는 종속변수는 크게 조직역량과 조직생

산성으로 구분되며, 조직역량은 대표변수인 관리업무비비율(인건비제외),

인건비비율, 부채비율, 금융비용율의 측정수는 전체 데이터의 측정수인

368개를 기준으로 볼 때 측정수 222개인 금융비용율을 제외한 나머지 3

개 변수는 측정데이터 중 약 80%를 분석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전 기초통계분석 및 분석을 통

해서 극단값으로 추정되는 값들은 결측치 처리한 최종 분석데이터의 기

초통계분석값임을 밝혀둔다.

각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요약표는 아래와 같다.

구분 측정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분산

관리업무비비율(인건비제외)
(Management Costs Ratio)

362 15.66 6.44 21.43 459.35

인건비비율
(Labor Costs Ratio)

294 23.38 13.90 22.65 513.33

부채비율
(Debt Ratio)

314 134.73 72.71 169.42 28704

금융비용율
(Financial Cost Ratio )

222 -1.45 -0.60 3.59 12.95

[표 4. 조직역량변수의 기초통계분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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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본 공공기관의 관리업무비(인건

비제외)는 매출액의 15% 수준이며, 표준편차는 21% 포인트 정도로 나타

났다. 중위수는 6%로 2.0의 왜도값을 가지고 있어 자료가 낮은 수치쪽으

로 편향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관리업무비비율 기초통계분석]

두 번째로 인건비 비율은 평균적으로 23% 이며 중위값은 약 14%수준

으로 앞서 살펴본 관리업무비비율과 마찬가지로 좌편향 분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인건비비율 기초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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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은 공공기관 평균 134% 정도의 값을 가지며 평균적으로 자기

자본 대비 134%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도값

은 5.4로 상당히 좌편향된 자료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준편차는 169로

분위수를 기준으로 조사자료의 90%는 330%, 95%는 487이며, 조사자료

중 1000%이상의 극단값은 통계분석에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결측

값으로 보정하였다.

[그림 4. 부채비율 기초통계분석]

조직역량 변수중 마지막 값인 금융비용율은 재무적 역량을 나타내는 지

표로 조사자료 중 손익계산서 이자비용과 회계연도말 부채비율의 비율로

[그림 5. 금융비용율 기초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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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부채는 이자를 부담하는 이자부 부채와 매입채무, 선수금 등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부채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비용율은 이러

한 비이자부 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의 비율을 말하며,

조직의 재무적 역량에 측정변수로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해당비율은 조

직의 재무적 역량이 높을수록 낮은 이율로 부채를 가져 올수 있음으로

재무역량을 표현하는 지표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직생산성변수

조직생산성을 대표하는 변수는 크게 수익성변수와 생산성변수로 구분

되며 수익성변수의 측정지표는 당기순이익, 노동수익성, ROA로 측정하

였으며, 생산성변수는 부가가치액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의 변동폭이

큰 금액자료(당기순이익, 부가가치액)는 로그값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

하였다.

각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요약표는 아래와 같다.

구분 측정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분산

당기순이익
(Net Income)

353 3233 709 53044 2.81E09

당기순이익(로그)
(Net Income)

353 3.00 6.56 7.61 57.95

노동수익성
(Net Income per Labors)

353 20.05 3.47 94.10 8856

ROA 총자산이익률
(Return on Assets)

340 1.39 1.01 6.90 47.72

부가가치액(인건비제외)
(Added Value)

307 28468 5351 111213 1.236E12

부가가치액(인건비제외,로그)
(Added Value)

307 6.26 8.58 6.78 46.06

[표 5. 조직생산성변수의 기초통계분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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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공공기관의 당기순익

은 32억원 정도 규모이며 중위값은 7억원 상위 1%는 1,874억원 이상 당

기순익을 기록했으며, 하위 25%는 당기순익이 음(-)의 값 즉 손실이 발

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 당기순이익 기초통계분석]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큰 관계로 로그값을 이용하여 분

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7. 당기순이익(로그) 기초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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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수익성은 순이익을 평균근로자수로 나눈값으로 인당 수익성을 측

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이다. 분석대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기관은 평균

적으로 인당 20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8. 노동수익성 기초통계분석]

ROA는 총자산이익률로 총자본대비 순이익으로 산출한다. 가장 대표적

인 수익성 지표로 이용된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수익성은 평균 1.39로

100만원을 투자해서 1년 동안 1.4만원의 수익은 낸 것으로 조사시점 기

준금리의 합이 약4%수준으로 공공기관의 실제 수익은 금리보다 낮은 수

준을 보인다.

[그림 9. 총자산이익률 기초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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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는 기업이 생산한 총부가가치로 순수한 재료 원가를 제외한

모든 경비들이 포함된 금액으로 조직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치

의 총합(이번연구에서는 인건비는 제외하고 산정함)이다. 기관평균 284

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앞서 확인한 당기순익의 평균은 32억원으

로 공공기관의 운영으로 사회적인 수익은 당기순익에 비하여 상당한 규

모의 가치창출이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된다. 인건비를 포함하는 경우

그 금액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부가가치액(인건비제외) 기초통계분석]

[그림 11. 부가가치액(인건비제외,로그) 기초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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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독립변수는 조직별 대표적인 인사적체추정 계수

인 중간관리자로의 진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측정한 과장진급소요기간과

부장진급소요기간이다.

우선 과장진급소요기간은 조직의 실무자들의 인사적체를 확인할 수 있

어 기업의 성과와 가장 큰 연관관계가 예상되는 독립변수로 전체 평균

9.2년이 측정되었다. 일반적인 조직구조상 사원으로 입사하여 주임, 대리

를 거쳐 입사 9년차에 중간관리자인 과장으로 진급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 중위값과 최빈값은 10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과장진급소요기간 기초통계분석]

두 번째 독립변수는 조직내의 중간관리자가 관리자로의 진급에 소요되

는 기간을 측정한 부장진급소요기간으로 조직내의 실무자보다는 중간관

리자들의 인사적체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로 파악된다.

데이터의 전체 평균은 8.5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진급에 평균적으로 8.5

년이 소요됨을 예측할 수 있다. 중위값과 최빈값도 8과 10으로 분포는

앞서 살펴본 과장진급소요기간과 마찬가지로 표본수가 증가할수록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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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의 형태를 띨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3. 부장진급소요기간 기초통계분석]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는 기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통

제변수로 적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조직연령, 조직규모(자산규모, 조직원

수),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의 조사연도도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시간효과

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조직연령은 평균적으로 23년 정도이며, 가장 오래된 기관은 108년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조직연령이 짧은 곳은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설립된지

2년인 곳도 있었다.

자산총액은 기관별 큰 차이가 있어 로그값으로 통제변수를 적용하였으

며, 평균근로자수는 데이터를 기준 제일 작은 규모는 10인부터 최대

10,038인의 규모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조사연도는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2007, 2009, 2011, 2013년도의 조사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들이 기관의 회계정보를 가공한 자료이며

해당자료 중 금융비용 등 금리와 민감한 자료들이 일부 있어 금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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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통제하고자 연평균금리(CD, 91일)를 통제변수로 분석에 반영

하였다.

구분 측정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분산

조직연령 368 23.42 20 16.12 259.96

자산총액(로그) 357 11.64 11.84 2.29 5.24

평균근로자수 367 728.57 244 1262.15 1593029

조사연도(07, 09, 11, 13)

연평균금리(CD, 91일) 4 3.985

[표 6.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분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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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정에 앞서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상관관계분석

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

를 예측하기 전에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또

한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변수간의 상관

관계 분석을 위해 이용된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독립변수간의 상

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 중 과장진급소요

기간과 종속변수는 인건비비율, 당기순이익, 노동수익성, 총자산이익률부

가가치액 등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부장진급소요기

간은 종속변수들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관의 관계는 관리업무비 비율이 당기순이익,

ROA, 부가가치액 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인건비 비율은 당기순

이익, 노동수익성, 부가가치액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부채비율은 별도로 조직생산성과 관련이 적었으며, 금융비용율은

ROA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에 이용되는 독립변

수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개변수인 조직역량 및 지면관계상 상관관계표

에 수록하지 않은 통제변수들 사이에는 일부 상관관계가 확인된 변수들

이 있어 통계분석시 분산팽창인수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TOLERANCE(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값을 조사하여 다중공성성의

발생여부를 검토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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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 상관 계수, N = 158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 |r|

　 C412 C413 MCnLR LCR DR FCR ln_NI NIpL ROA ln_AVnL

과장진급소요기간
(C412)

0.03075 0.11742 0.3393 0.12699 0.03467 -0.28211-0.19817-0.24244 -0.16893

0.7013 0.1417 <.0001 0.1118 0.6654 0.0003 0.0126 0.0021 0.0339

부장진급소요기간
(C413)

-0.01389 0.04401 -0.02115-0.01142-0.07396-0.10168-0.06699 0.09995

0.8625 0.5829 0.7919 0.8868 0.3557 0.2037 0.403 0.2115

관리업무비비율
MCnLR

0.28576 -0.0052 -0.01951-0.20018-0.09531-0.14302 -0.14301

0.0003 0.9483 0.8077 0.0117 0.2335 0.073 0.073

인건비비율
LCR

0.05791 -0.07412-0.30668-0.18961-0.11347 -0.32588

0.4698 0.3547 <.0001 0.017 0.1557 <.0001

부채비율
DR

0.21177 -0.05401-0.00548-0.11493 0.02729

0.0076 0.5003 0.9455 0.1505 0.7336

금융비용율
FCR

-0.02726 0.05894 -0.17586 -0.01028

0.7339 0.462 0.0271 0.898

당기순이익(로그)
ln_NI

0.54291 0.62579 0.58397

<.0001 <.0001 <.0001

노동수익성
NIpL

0.42228 0.32059

<.0001 <.0001

총자산이익률
ROA

0.33214

<.0001

부가가치액(로그)
ln_AVnL

[표 7. 피어슨 상관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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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관리업무비비율 분석결과]

제 3 절 인사적체와 조직성과의 인과관계 분석

1. 인사적체와 조직역량 인과관계 분석

첫 번째로 인사적체와 조직역량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직역량중

조직관리 변수는 관리업무비비율(인건비제외) 지표를 이용한 분석이다.

인사적체가 발생한 기업은 선행연구 및 가설의 설정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조직내부의 비효율성 증대와 조직원의 조직몰입 저하에 따라서 조

직의 관리역량이 감소할 것이며, 관리업무비비율도 인사적체가 적은 기

업에 비하여 상대적 높을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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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368건 중 348건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했으며, 우선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분산분석의 결과는 F값 6.04와 P Value

가 0.001 이하로 모형에서 사용된 회귀계수가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에 따라 모델로써 유의미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1%로 높지 않지만 본 연구의 목

적이 인사적체와 조직성과의 연관성 확인에 있으므로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독립변수 중에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왔던 것처럼 과장진급소

요기간은 관리업무비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왔다.

Parameter Estimate는 0.82이며, P Value는 0.036이다. 부장진급소요기간

은 의외로 Parameter Estimate가 음수의 결과로 나왔으나 P Value가

0.44로 분석되어 모델해석에 별도의 의미는 두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세

부가설 1-1 “인사적체는 조직역량(조직관리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부분적인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VIF과 Tol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

수에 대하여 각각 1, 0.5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두 번째 분석은 인사적체와 조직역량 중 인사관리효율성과의 관계를

인건비비율 지표를 이용해서 살펴보겠다.

전체 데이터 368건 중 285건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했으며, 우선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분산분석의 결과는 F값 16.67와 P

Value가 0.001 이하로 모형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23%로 앞서 분석한 관리업무비

비율보다 조금 증가하였다. 분석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제변수 중

일부를 삭제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인적자원관리가 효율적인 조직은 인적자원의 개발, 배치, 활용, 교육훈

련 등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인건비의

효율적인 관리도 상통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인사관리가 효율적으로 이



- 54 -

[그림 15. 인건비비율 분석결과]

루어 지지 않으면 인건비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

하였으며, 분석결과 유의수준 10% 기준으로 과장진급소요기간과 인건비

비율이 양의 상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Parameter Estimate

는 0.71이며 P Value는 0.088로 분석되었다. 부장진급소요기간은

Parameter Estimate는 0.33이나 P Value가 0.40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

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세부가설 1-2 “인사적체는 조직역량(인사관리역량)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부분적인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VIF과 Tol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

수에 대하여 각각 1, 0.7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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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분석은 인사적체와 조직역량 중 재무관리효율성과의 관계를

부채비율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는 분석이다.

당초 연구자는 재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부채비율을 일

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 변수를 측정지표를 설정하며 이야기 한바

있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는 부채비율은 모델로서 유의미한 관계를 갖

지 못했다. F값 0.69와 P Value가 0.68로 모델로서의 1차적인 통과조건

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급적 유의미한 분석을 찾기 위해 여러 통제변수

를 바꾸어 가며 분석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 결과였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가지는 의미는 아마도 공공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본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으로 실제 조직

의 관리역량과는 별개의 지표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세부가설 1-3 “인사적체는 조직역량(재무관리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또 다른 지표인 금융비용율을 이용

하여 판단하도록 하겠다.

[그림 16. 부채비율 분석결과]

네 번째 분석은 조직역량 중 재무역량변수로 재무관리의 효율성 측면

을 판단할 수 있는 금융비용율 지표이다. 앞서 지표설정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비용율은 조직에서 필요한 부채 중 이자비용이 낮은 경우에 그

지표가 낮은값을 갖는다. 즉 낮은 값을 가질수록 조직의 재무역량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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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금융비용율 분석결과]

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재무역량이 우수한 조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지표로 이용하였다.

전체 데이터 368건 중 221건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했으며, 우선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분산분석의 결과는 F값 5.67과 P Value

가 0.001 이하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5%로 높지 않다. 독립변수 중에

서 과장진급소요기간은 금융비용율과의 관계는 Parameter Estimate

0.04, P Value 0.61로 의미없는 관계로 분석되었으며, 의외로 부장진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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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간과 의 관계가 Parameter Estimate -0.14, P Value 0.06으로 유의

수준 10%에서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세부가설 1-3 “인사적체는 조직역량(재무관리역량)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각되었다.

2. 인사적체와 조직생산성과 인과관계 분석

다섯 번째 분석부터는 가설2. “인사적체는 조직성과(조직생산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준다.”에 대한 분석이다.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는 가장대표적인 지표인 당기순이익, 노동수익성,

ROA(총자산이익률), 그리고 조직의 가치창출의 결과인 부가가치액과 인

사적체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체 데이터 368건 중 342건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했으며, 우선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분산분석의 결과는 F값 4.10과 P Value

가 0.0002로 모형에서 사용된 회귀계수가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

함에 따라 모델로써 유의미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7%로 높지 않지만 본 연구의 목적

이 인사적체와 조직성과의 연관성 확인에 있으므로 지나치도록 하겠다.

과장진급소요기간은 Parameter Estimate는 -0.26이며, P Value는 0.06이다.

부장진급소요기간도 Parameter Estimate는 -0.19로 음수의 결과로 나왔으

나 P Value가 0.14로 분석되어 유의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나 두

지표모두 같은 방향성을 가지며 부장진급소요기간도 일반적인 유의수준

인 5%또는 10%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전의 P Value값에 비하여 낮은

값이 나왔음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부분적인 해석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설 2-1은 지표가 당기순이익, 노동수익성,

ROA 3가지나 있음으로 3지표를 모두 살펴보고 결론은 내도록하겠다. 다

만 당기순이익 지표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세부가설 2-1 “인사적체는 조

직생산성(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58 -

[그림 18. 당기순이익(로그) 분석결과]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VIF과 Tol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

수에 대하여 각각 1, 0.5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여섯 번째 지표는 조직생산성(수익성) 중 두 번째 지표인 노동수익성

이다. 이 값은 당기순이익은 당해연도 평균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인당노

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수익성 지표는 금액만으로 단순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단순한 수익성, 인원대비수익성, 자산대비수익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체 데이터 368건 중 343건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했으며, 우선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분산분석의 결과는 F값 5.94와 P Value



- 59 -

[그림 19. 노동수익성 분석결과]

가 0.0001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6%로 많이 낮은 편이다. 과장진급

소요기간은 Parameter Estimate가 -2.23이며, P Value는 0.21이다. 부장진

급소요기간은 Parameter Estimate는 -3.86이며, P Value가 0.02로 유의미

한 관계로 분석되었다. 과장진급소요기간이 P Value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두 지표모두 같은 방향성을 가지므로 노동수익성 지표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세부가설 2-1 “인사적체는 조직생산성(수익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채택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VIF과 Tol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

수에 대하여 각각 1, 0.7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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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ROA 분석결과]

일곱 번째 분석은 조직의 대표적인 성과지표인 ROA이다. 총자산수익

율로 해당지표는 투자금액 대비 발생된 수익금액을 일반적인 금리와 비

교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사기업

에서도 경영성과의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전체 데이터 368건 중 340건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했으며, 우선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분산분석의 결과는 F값 4.18과 P Value

가 0.0005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7%로 많이 낮은 편이다. 과장진급

소요기간은 Parameter Estimate가 -0.47이며, P Value는 0.0003이다. 부장

진급소요기간은 Parameter Estimate는 -0.11이며, P Value가 0.34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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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일치하나 유의미한 관계로 분석되지는 않았다. 본 지표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세부가설 2-1 “인사적체는 조직생산성(수익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부분 채택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지표모두 채택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짐이 확인되어 결론적으로 2-1 “인사적체는 조직생산성(수익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채택하도록 하겠다.

여덟 번째 분석은 두 번째 가설의 마지막 지표인 조직생산성(생산성)에

대한 분석이다. 부가가치액은 조직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된 가치의 창출

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한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에 본 연구자도 동

의하는 사항으로 조직의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지표로 판단된다. 다만 인

사적체로 인한 인건비상승영향을 분석에서 배제하고자 금회 분석에서는

부가가치에서 인건비를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생각보다 유의미한 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다. 전체

데이터 368건 중 299건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했으며, 우선 분석결과 모

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분산분석의 결과는 F값 2.40과 P Value가 0.05

로 간신히 유의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엄밀히 볼 때 P Value

는 0.0506로 유의수준 5%를 만족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3%로 상당히 많이 낮은편이다. 과

장진급소요기간은 Parameter Estimate가 0.0002이며, P Value는 0.99로 전

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부장진급소요기간은 Parameter Estimate는 0.13,

P Value 0.29로 두 독립변수 모두 인과관계의 방향성과 유의수준을 만족

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였다. 결론적으로 2-2 “인사적체는 조직생산성(생

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각하도록 하겠다.

3.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과의 인과관계 분석

본 연구의 보조적인 내용으로 조직의 인사적체가 조직역량에 영향을

주고 조직역량은 조직생산성에 매개효과의 존재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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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부가가치액(인건비제외,로그) 분석결과]

보았다. 해당가설은 3번으로 “조직역량은 조직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로

여기서 영향이라 하면 정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아홉 번째 분석은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수익성)과의 3개 분석중 첫

번째 당기순이익과의 관계분석이다.

아래 분석모두 독립변수와 유의미한 모형으로 관계성이 가진다고 해석

된 관리업무비비율, 인건비비율, 금융비용율 3가지 지표와 독립변수인 광

장진급소요기간, 부장진급소요기간의 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인과관계

분석이다.

당기순이익과의 분석은 전체 데이터 368건 중 183건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했으며, 우선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분산분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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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값 4.16과 P Value가 0.0001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판단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22 당기순이익(로그) 분석결과(조직역량의 영향)]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9% 정도로 나타났다. 의외로 유

의수준 5%를 만족하는 요인은 인건비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5가지 요

인모두 가설과 일치하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

의수준도 금융비용율이 P Value가 0.20으로 나머지는 0.20이하의 값을 가

지는 것으로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은 이번 분석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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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노동수익성 분석결과(조직역량의 영향)]

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VIF과

Tol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하여 각각 2, 0.47로 조금 떨어지기

는 하지만 다중공선성이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열 번째 분석은 다섯가지 요인과 노동수익성과의 분석이다.

노동수익성과의 분석은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368건 중 183건에 대

하여 분석을 시행했으며, 우선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분산

분석의 결과는 F값 1.88과 P Value가 0.10로 유의수준 10%에서 한정적

으로 유미한 모형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외로 분석에 유의성이 떨어져 통제변수는 다 제외하고 5개의 독립변

수로만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도 5%로 상

당히 떨어진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5%를 만족하는 요인은 없었으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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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ROA 분석결과(조직역량의 영향)]

건비비율이 유의수준 10%로 일부관계가 확인되었다. 금융비용율은 예상

과 반대로 파라미터가 양의 값을 가지나 P Value가 0.85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분석은 모형으로서의 신뢰성이나 변

수가 가지는 유의미성이 앞선 분석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지는 관계로 본 분

석만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가설을 채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열한 번째 분석은 조직역량변수들과 ROA와의 관계에 대한분석이다.

ROA와의 분석은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368건 중 182건에 대하여 분

석을 시행했으며, 우선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분산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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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F값 2.73과 P Value가 0.003로 유의미한 모델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3%로 그다지 높지는 않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5%를 만족하는 요인은 금융비용율과 과장진급소요기

간이 나왔으며 관리업무비비율과 인건비비율은 예상했던 방향성을 가지

나 유의수준이 22%, 17%로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다섯 가지 변수모두 예상했던 부정적인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

어 이번모형에 한정적으로 가설의 부분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분석은 독립변수, 조직역량지표와 조직생산성(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액과의 관계분석이다.

[그림 25. 부가가치액(인건비제외,로그) 분석결과(조직역량의 영향)]

우선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분산분석의 결과는 F값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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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P Value가 0.0001로 유의미한 모델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7%로 낮은 수준이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5%를 만족하는 요인은 인건비비율만 해당되며 부장진급소요기간 가설과

는 반대의 관계로 10% 유의수준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외의 결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3가지 변수는 모두 방향성은 예상한 바와 같았으나

유의수준이 관계성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게 나왔다. 결론적으로

가설 3-2 “조직역량은 조직생산성(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는 예상과는

다른 관계성이 분석결과에 확인되어 기각하도록 하겠다.

4. 분석결과 요약

독립변수, 종속변수간의 관계분석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8. 독립변수, 종속변수간의 관계분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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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장진급
소요기간

부장진급
소요기간

F value R2
가설
채택

조
직
역
량

조직
관리

관리업무비
비율

0.82318*** -0.27649 6.04*** 11%
부분
채택

인사
관리

인건비비율 0.71840* 0.33333 16.67*** 23%
부분
채택

재무
관리

부채비율 -0.80804 -2.57166 0.69 1% -

금융비용율 0.04196 -0.14583* 5.67*** 15% 기각

조
직
생
산
성

수
익
성

당기순이익
(로그)

-0.26861* -0.19659 4.10*** 7%

채택노동수익성 -2.23661 -3.86208*** 5.94*** 6%

총자산
이익률

-0.47610*** -0.11351 4.18*** 7%

생
산
성

부가가치액
(로그)

0.00026304 0.13653 2.40** 3% 기각

주1) *** : p < 0.01, ** : p < 0.05, * : p < 0.1

[표 9. 독립변수, 종속변수간의 관계분석 요약(조직역량의 영향)]

구분
관리

업무비비율
인건비비율 금융비용율

과장진급
소요기간

부장진급
소요기간

가설
채택

조
직
생
산
성

수
익
성

당기순이익
(로그)

-0.05730 -0.07237** -0.20575 -0.34524 -0.27238

부분
채택

F Value 4.16, P Value <.0001, R2 19%

노동수익성
-0.08844 -0.59142 0.33914 -4.33803* -2.18495

F Value 1.88, P Value 0.10, R2 5%

ROA
총자산이익률

-0.03995 -0.03778 -0.40613*** -0.39104** -0.06661

F Value 2.73, P Value 0.003, R2 13%

생
산
성

부가가치액
(로그)

-0.02222 -0.11910*** -0.1180 -0.0840 0.32745**
기각

F Value 4.71, P Value <.0001, R2 17%

주1) *** : p < 0.01, ** : p < 0.05, *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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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행동론에서 확인되는 개인수준의 경력정체와 조

직효과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직수준에서 확인해보는 즉 인사적체와 조직

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는 시도였으며 이를 위해서 조직의 인사적

체를 대표하는 변수 2가지를 선정하여 조직성과를 대표하는 5가지 분류

별 변수별 지표들과 회귀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0. 인사적체와 조직성과의 상관관계 분석요약]

구분 과장진급소요기간 부장진급소요기간

조
직
역
량

조직관리 관리업무비비율 +*** 미확인

인사관리 인건비비율 +* 미확인

재무관리
부채비율 미확인 미확인

금융비용율 미확인 -*

조
직
생
산
성

수익성

당기순이익 -* 미확인

노동수익성 미확인 -***

총자산이익률 -*** 미확인

생산성 부가가치액 미확인 미확인

주1) *** : p < 0.01, ** : p < 0.05, * : p < 0.1

조직역량의 3개 변수 중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2개의 변수에서 가설에

일부 부합하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조직생산성 측면의 분석에서는

수익성 변수 3개 모두에서 부분적으로 가설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가설의 귀무가설의 일

부가 유의수준 5% 범위내에서 기각됨으로 조직의 인사적체는 조직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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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제한적으로 채택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해석상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일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전

반적인 분석에 있어서 부장진급소요기간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은 부

장진급소요기간의 조직의 중간관리자가 관리자로 진급에 지연되는 상태

를 나타내는 지표로 중간관리자의 조직에 대한 성과의 비중이 낮거나 혹

은 근속연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의작용(업무처리에 대한

능력향상)에 기인한다고 예상된다. 연구자는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두 번째

분석상의 문제는 조직생산성(수익성)에서 나타나는 일부 유의미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이 확인된 지표들이 조직생산성(생산성)에서는 관계성이 없

는 것으로 분석된 점이다. 이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고자 조직생산성(생

산성) 지표인 부가가치액에서 인건비를 제외하였지만 인건비 이외의 근

무자 근속기간 장기화에 따른 소요비용이 수익성에서 확인된 상관관계를

생산성에서 사라지게 만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조직의 인사적체와 조직성과의 상관관계

가 제한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짐을 확인한 바, 우선 해당관계성의

연구가 다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연구의 결과로는 인사적체와 조직성과의 상관관계를 단적으로 확인하

지 못하였으며, 또한 활용한 사업체패널조사의 결측치로 인한 실제 분석

에의 사실왜곡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없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기 때문이

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기관을 통해서 인사적체에 대한 객관적인 자

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시행하여 두 변수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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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한된 범위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

기관 조직내부의 효율성증진 방안에 대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신공공

관리론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개혁정책은 공공기관의 운영의 투명성확보

와 성과향상에 상당한 기여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조직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나

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따

라서 본 연구와 같은 공공기관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공

공기관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한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본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수없이 많지만 몇 가지만 본 논문에 기재하여 다음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연구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경력정체 현상은 공공부문 이외의 민

간부문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으로 공공부문에 한하여 연구를 시행한 것은

큰 한계로 판단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를 통한 서로간의 장단

점 분석을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두 번째로 조직의 성과를 재무제표에 한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조직의 성과는 모두 재무제표로 드러날 수 는 없는바 조직의 성과

를 다른 측면에서 측정하고 이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객관적

인 기관의 평가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평가 자료들은 기관의 성과로 충분

히 활용가능하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특성상 기관을 확인하는 것

이 곤란하여 해당 자료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세 번째로 기존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하였음에도 패널분석을 시행하

지 못하였다. 아직 패널자료의 누적이 5개 시점에 그치며 5개 시점 모두

동일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바 분석에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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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조사임으로 시일이 흐르면 이러

한 연구의 한계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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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n

impact of promotion delay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 terms of organizational behavior, when organizational members

feel a sense of career plateau due to promotion delay and related to

distributional and procedural organizational fairness based on

exchange theory and equality theory, organizational employee '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fact that it adversely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can be verified empirically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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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previous studies. So what happens when we extend these

theories to the organization level?

  Employees are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organization

together with Structure and Money, and the researchers judge that

this correlation will be confirmed at the organization level as well.

However, as a result of looking at previous studie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is not much cor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is because the

concept of greetings has not yet been clearly defined in academic

terms, and organizational information about greetings is sensitive

information that can cause various problem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At the Korea Institute of

Labor Research (WPS), which began in 2005, the WPS has useful

information related to personnel affairs, such as the period of

promotion, such as sensitive personnel information, and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that can measure the objective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lassify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detail by organizational capacity and organizational

productivity and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promotion delay,

organizational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productivity, and to

examine the actual effect of promotion delay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keywords : Promotion Delay, Organizational Performanc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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