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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합리화 방향과 인

적자원관리전략 도출 및 공공부문의 혁신을 조직특성에 맞게 효과

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공공

기관 유형 중 조직특성상 상대적 차이가 큰 시장형 공기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이 조직성과로서

조직몰입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

한 연구대상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소재한 시장형 공기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구성원 211명으로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

료를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t-test 및 ANOVA, 상관관계분석, 다

중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 1

인 시장형공기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고

성과인사관리특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기관유형에 따른 고성과

인사관리특성 하위변인 및 총점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시장형공기

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에 채용제도, 교육훈련, 평가관리, 보상

제도의 모든 변인과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의 가설 2에 관한 공기업 구성원의 고성과인사관리

특성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고성과인사관

리특성 요인으로는 평가관리, 보상제도, 교육훈련, 채용제도의 순

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 3에 관한 출연연 구성원의 고성과인사관리

특성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고성과인사관

리특성 요인으로는 채용제도, 교육훈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관리와 보상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조직특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공기업과 출연연은 고성과

인사관리의 효과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공기업의 경우에는 특유의 기업성으로 인해 일반 사기업조직

과 유사하게 주어진 직무수행에 한정한 평가관리나 보상제도 등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출연연은 전문성과 경력

계발을 중시하여 채용제도 및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고성과 인사관리의 특성이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았지만, 조직

의 특성에 따른 상대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고,

공공부문에서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의 효과에 관한 연구 역시 미

흡한 실정에서, 공공기관 유형별로 그 효과를 비교한 연구라는 점

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공공기관, 공기업, 출연연, 고성과인사관리, 조직몰입

학 번 : 2013-2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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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과거 높은 안정성을 표방하던 공공조직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방과 경쟁을 통해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반을

탄력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혁신하게 되는 변화를 맞게 되었다(권경득,

2006). 특히 오늘날 정부조직이 당면한 혁신의 핵심요소는 인사에 있으

므로 성과중심의 공조직 인사관리제도의 변화가 더욱 촉진되었으며(김영

기 외, 2007), 각 정부조직과 산하기관으로 이를 확산시켜왔다. 이러한

공공조직의 성과, 개방, 경쟁중심의 인사혁신은 공직이 더 이상 안정성을

추구하지 않고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제항, 박대식, 2016).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산

하기관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통일된 범위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산하

기관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공기업과 같은 정부투자기

관은 1984년 도입된 경영평가제도로 인해 비교적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했던 반면, 준정부기관 등의 정부산하기관의 관리는 대부분 개별 법규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당시 정부산하

기관은 많은 정부예산을 사용하고 법률에 의한 독점적 수입원을 확보하

여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정부나 국회의 전략적 관리와

종합적 감시의 범위를 벗어나 개별부처 차원의 보호와 통제 수준에 머물

러 있었다(김판석, 2003). 그러다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

으로 시작된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근거와 평가방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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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산하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통칭되는데, 이는 공기업, 준정부

기관들처럼 정부나 행정기관들과 재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국가나 정부의

설립에 근거하여 통제를 받는 외부의 공공부문들을 의미한다(이상철,

2012). 2017년 1월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

공기관은 총 332개 기관이 존재하고,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

타공공기관 208개로 지정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17). 이들 공공기관은

사실상 국가공무원 정원의 45.9%에 이르는 인력보유와 정부예산의 1.7배

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며,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한

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가 지닌 가치의 중요성

을 감안 할 때,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혁신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

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인 목표설정과 달성도를 보는

공공기관 성과관리는 아직 구축 초기단계이며, 정부부처에서는 성과급

지급에 일부만 반영하는 등 극히 제한된 부분에만 활용하고 있거나, 성

과관리를 평가를 염두에 둔 새로운 통제수단의 하나로 인식함에 따라 성

과관리의 형식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중훈, 이광희,

2008). 또한 공공영역에서의 성과관리는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과 같

은 중범위적 요인에 의한 한계뿐만 아니라 성과관리 그 자체만 보더라도

성과의 개념상 모호성, 측정(특히 성과관리의 핵심인 결과)과 성과평가와

보상간 연계의 어려움 등 수많은 난제(김태은, 임채홍, 김나영, 2008)가

있다. 특히 현행 공공기관 성과관리체계는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

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김은,

정재동, 이용행, 2007)는 한계점 등이 노출되고 있다. 즉, 민간부문의 성

과관리는 프로그램 중심 또는 조직내부의 업무개선 중심인 반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관리 제도는 해당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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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데(강영철, 2008), 공공부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

에서 민간부문의 성과관리방식을 여과 없이 그대로 설계하여 운영하여,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변화 과정에서 일반적 수단으로 사용

되는 능력중심의 새로운 인적자원관리정책들이 조직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영재, 2015).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기업의 양극단의 중간적인 위치에 존재하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과 관련한 기능

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형태로 설립,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별

로 조직구조와 특성들이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정

부가 출자한 기업법인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하기 때

문에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지의 증진도 중요하지만, 기업으로서 독

립채산성과 생산성을 기초로 이윤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조직의 목

표와 성과평가지표가 명확하다(유훈, 배용수, 이원희, 2011). 따라서 공기

업은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반면, 또 다른 공공기관의 유형인 기타 공공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

관(출연연)은 정부출연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적 연구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출연연은 일반적인

조직에 비해 연구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도전적인 직무를 자

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고, 비영리성을 추구하며, 조직의 목표 및

성과가 불분명하여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을 찾기 어려운 등 독특한 조직

특성을 지니고 있다(정한규, 2003).

따라서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범주에 속하고 있으나, 조직특성에서 많

은 차이가 있는 공기업과 출연연은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효과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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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직면한 성과

중심의 경쟁환경에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전략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나 인적의존도, 성과에 대한 부담, 정부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각 조직특성에 따라 전략적 인사관리시스템이 존재하며,

그러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조직들의 성과가 그렇지 않는 조

직들의 성과보다 크게 높다는 것이다(양혁승, 2007).

특히 고성과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면서 인적자원관리

(HRM)를 조직의 전략적 수준으로 확장시켰다(Becker & Huselid, 2006).

HRM 연구는 단기적 교환관계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시장형

(transaction-based) HRM 연구와 최근 주목을 받게 된 장기적 상호교환

관계에 초점을 둔 고성과 인사관리시스템 연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Arthur, 1994; Tsui, Pearce, Porter, & Hite, 1995). 초기 HRM 연구

에서는 시장형 HRM 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점차 시장 내 경쟁

이 심화되자 기존의 전통적인 업무 통제 방식으로는 조직을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고성과 인사관리시스템과 같은 협력적이며

참여적인 형태의 제도와 전략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였다(Godard &

Delaney, 2000).

고성과 인사관리시스템은 연구자마다 고성과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 HPWS), 헌신형 인적자원관리(High-commitment

management) 등 다양한 명칭으로 연구되어 왔다(Baron & Kreps, 1999;

Boxall & Macky, 2009; Ramsay, Scholarios & Harley, 2000). 고성과

인사관리의 밑바탕에는 관계성, 참여, 평등성 등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에 기반한 상호호혜적규범(norm of reciprocity)과 사회적 교환, 개

인성과 사회성의 조화, 상징적 평등주의와 희생의 평등 원칙 등이 강조

된다(배종석 외, 2009). 이렇다 보니 여러 가지 HRM 시스템 중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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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인사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는 조직의 목적을 본인의 목적과

동일시하여 헌신적으로 근무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아닌 업무도 자

발적으로 행하는 특징을 보인다(Baron & Kreps, 1999).

하지만 고성과 인사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설명과는 다르

게, 노동과정(Labour process)관점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고성과 인사관

리시스템의 본질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며 고성과 인사관리시스

템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켜주는 새로운 관리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긍

정적이라고 동의를 하지만 종사자에게 전적인 이득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고 설명한다 (Ramsay et al., 2000). 종사자는 조직으로부터 자유 재량권

의 보장, 높은 보상과 같은 이득을 획득하는 만큼 이들에게 주어진 작업

강도는 더욱 강화되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올라가기(Guest, 2002) 때

문에 오히려 종사자의 생산성이 하락하여 단순히 조직이 갖는 고성과 인

사관리의 특성만으로는 긍정적인 조직성과나 경영성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대체로 기존 HRM 학자들은 고성과 인사관리의 특성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았지만, 조직의 특성에 따

른 상대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공공부문에

서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공공기관 유형별로 그 효과를 비교한 연구 역시 부재하다.

또한, 고성과 인사관리의 경우 그 방향은 옳다고 판단되나 앞서 지적

한 바와 같이 성과중심 인사관리제도 하에서 그 내용과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즉, 각 공공기관조직의 특성상 성과중심 인사관

리제도의 도입․운영은 그 결과면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김기태, 1999). 더불어, 고성

과 인사관리의 특성은 거래적 관점에서 조직구성원의 조직과 직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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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리적 애착, 즉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과 맡은 직무에 대하여 얼마

나 일체감을 가지고 몰두하는가의 정도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다시 조

직성과의 유용한 예측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Angle & Perry, 1981),

결과적 관점과 거래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 조직몰입을 통해 조직성과

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이 조직성과로서 조직몰입 변인에 미치

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

중심 인사관리의 합리화 방향과 인적자원관리전략 도출 및 공공부문의

혁신을 조직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의 기

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

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선행연구들에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제도로서 많이 다루어지

는 선별적 채용제도(selective staffing)와 공식적 교육훈련제도(formal

training), 성과와 연계된 평가제도, 성과주의 보상제도를 포함하여 4개

차원으로 구성하였다(Arthur, 1994; Youndt et al., 1996; Pfeffer, 1998;

Bae & Lawler, 2000).

그리고 종속변수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성과 변인이자 조직구성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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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속한 조직에 일체감을 느끼고, 조직목표에 동참하여 성취하려는

태도를 나타내어 공조직 성과의 결과적 측면과 거래적 측면을 반영한 조

직몰입을 선정하였다(Angle & Perry, 1981).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연구와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가설을 실증 검

증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문헌의 연구는 이미 연구된 결과들과 각종

단행본, 저널, 선행연구 및 보고서 등을 참고로 연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및 조직몰입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통해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공기관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행연구에 의한 설문지를 작성한다.

설문 대상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소재한 시장형 공기업과 정부출연연

구기관 구성원들로서 이들이 지각하는 소속조직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에 대한 평가와 조직몰입의 수준을 문헌고찰과 예비조사를 기초로 작성

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로 도출된 구성요인의 신뢰도(크론바하 알파) 및

타당도(탐색적 요인분석)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며,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

증하기 위하여 t-test 및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

시하고,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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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공공기관의 조직특성

1. 공공기관의 개념

공공기관은 급증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정부와 시장만

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설립된 준정부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부조직은 아니면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로 정부가 민간부문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우리나라

에서 준정부조직은 그 동안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등 공기업을 비

롯하여 공단, 기금, 사업단, 감독원, 기타 특수 비영리재단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체계화되었다(최항순, 2008).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유형에 관한 분류는 김준기(2014)의 연구를 통해

서 정리할 수 있다. 김준기(2014)는 중앙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관계

및 독립성, 법적근거에 따라서 준정부부처형, 정부기업·정부금융기관·비

금융공기업·공공법인체·조합과 협회로 각 기관을 분류하였다. 정부기업

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국가가 실

시하는 검사나 평가 등과 관련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의미

한다. 공공법인체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공공 교육기관, 의료기관, 산

업진흥기관 등 공사·공단 등을 포함하는 기관으로 정부통제에서 어느 정

도 벗어난 기업가형 기관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준정부기관이나 연금 및

기금관련 기관들은 지배구조상 관료제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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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의 분류는 수입의 원천에 따라 공공형 기관과 상업형 기관으로 구

분하는데, 전자는 정부의 이전지출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정을 충당

하는 기관을, 후자는 기관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수입

을 통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법적 정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명시되어 있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여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공기관은 크게 ‘공

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

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준정

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재분

류하고 있다.

과거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던 때 광의의 개념으로서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형태, 사업 분야, 정부 재정지원의 수준과 수량 등을 기준으

로 분류할 수 있다.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정부 부처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 공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기업이 담당하는 주

요 사업 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우편, 전신전화, 에너지 부문, 교

통사업, 제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수준과 양태를 기준으로 하여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간접투자기관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2007년 공공기

관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에

의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유형을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재투자기관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다(이용필, 2016).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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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유형분류를 체계적으로 하

고 있다.

<표 2-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 공공기관 유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

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여 정부가

구분 지정요건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

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

전(주)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한

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준정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

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한

체육회, 국립대학병원, 국책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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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

공기관’으로 분류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인 공공기관 중에서 정부가 지정하고 있다. 즉, 이들 기관 중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

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분류한 기준은

업무특성을 고려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상업성’이 상대적으

로 높은 기관은 ‘공기업’이란 명칭으로,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

은 ‘준정부기관’이란 명칭으로 분류되었다(배용수, 2015).

그리고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화

되는데,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말하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

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말한다.

이와 같이 공기업을 자세히 분류한 이유는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대기업과 같은 자율성을 보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

성하고 향후 민영화 검토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대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준정부기관 역시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세분되는데, 기금관

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말하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뜻한다. 준정부기관을 이렇게

세분한 이유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조달된 재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강한 공공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조택, 송선하, 2010).

마지막으로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중 앞서 언급한 공기업과 준정

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의미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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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으나, 공익적 성격을 띤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이상의 유형 분류에 따라 구분된 공공기관의 현황을 보면, <표 2-2>

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의 경우 공기업 35개(시장형 14개, 준시장형

21개), 준정부기관 89개(기금관리형 16개, 위탁집행형 73개), 기타공공기

관은 208개로 총 332개였다(기획재정부, 2017). 공공기관의 지정현황 변

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 분류를

변경하거나 신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 실익이 낮은 기관은 제외하게

된다.

<표 2-2>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현황

자료: 기획재정부(2017).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공공정책국 보도자

료, 2017.1.25.

이처럼 공공기관은 정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공조직으로서

의 성격과 함께 민간조직적인 특성도 갖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정

부의 위탁받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민간기업적 성격이 상대적

구분 2015 2016 2017

① 공기업 30 30 35

▪시장형 14 14 14

▪준시장형 16 16 21

② 준정부기관 86 89 89

▪기금관리형 17 16 16

▪위탁집행형 69 73 73

③ 기타공공기관 200 202 208

계 316 321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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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강한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성종만(2013)

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존 정부조직이 갖는 운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이다.

정부조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다소 유연한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하여 정부역할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담당해야 할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

다. 정부조직은 주로 정책결정 업무에 집중하는 대신 이에 대한 집행 중

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

하고자 한다. 주로 준정부기관 가운데 위탁집행형 성격의 기관들이 이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목적으로 시장경제에서 활동하

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의 역할은 자연독점의 방지 및 폐해를 방지하고,

공공재를 적절하게 공급하며, 재화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억제하고 긍정

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조직특성

1)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설립근거가 되는 기본전제와 효과성의 판단기

준이 되는 핵심가치가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조직은 고객과 사회에 대

한 기본 전제를 기초로 하여 조직이 설립되고, 이러한 전제로부터 조직

에서 무엇이 옳고 바르고 적절한가에 관한 가치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즉, 공공조직은 공익을 위해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예측가능성,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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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를 중시하는 반면, 민간조직은 이윤추구를 위해 설립되고 이를 위해

경쟁, 기업가 정신, 창의, 도전, 유연성, 변화적응력 등을 강조한다(김호

정, 2004).

결국, 이러한 두 조직간 상이한 기본전제와 가치로 인해 환경적 차이

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를 보면 첫째, 민간조직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은 불확실하고 동태적인 환경에 결국 사라지게 되

므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을 지닌 민간조직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

둘째, 민간조직과 달리 대부분의 공공조직은 조직의 생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시장의 부재는 시장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정보와 유인의 결핍으로 인해, 고객의 선호를 파악하고 수요

의 변화에 대응한 공급의 변화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부

재와 목표모호성은 조직성과에 대한 객관적 정보의 획득과 유인체계의

작동을 저해하여, 변화가 필요하다는 위기 인식과 혁신적인 태도가 확산

되는 것을 가로막는다(Chun & Rainey, 2005). 결국, 시장의 정보와 유인

체제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조직내부의 의사결정은 비용절감, 경영효

율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과향상을 이뤄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만

든다(Downs, 1967).

하지만, 많은 공공조직들은 시장에서 조직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수익

을 얻는 대신 예산배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자원을 획득하고 있다(Dahl

& Lindblom, 1953). 이런 예산과정은 정치적 과정이므로 공공조직은 비

단 공식적인 상부기관 뿐만 아니라 이익집단, 언론, 일반대중 등 비공식

적인 정치적 행동주체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공공조직의 특성들 때문에 민간조직에 비하여 공공조직은

환경변화에 대해, 더 경직적인 대응을 하며 덜 혁신적이며 조직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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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저항도 심하게 된다. 공공조직은 시장의 정보와 유인체제 결핍 및

자원획득 과정으로 인해, 리더들은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외

부환경과 상호작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이는 외부의 이해관계

자들과 보다 자주 만나야하고, 심지어 조직내부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외부 이해관계자의 보다 많은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게 된다. 이런 환경

에서 리더는 결국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워, 구성원

의 몰입을 이끌어 내지 못해, 구성원이 기대한 성과 이상의 목표를 달성

하도록 동기부여 하기가 힘들게 된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민간조직에

비해 공공조직의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

다. 왜냐하면 공공조직의 리더는 조직외부와의 관계를 향상시켜 정치적

지지를 유도해야할 필요와 조직내부의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의무라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상충되기 쉬운 이 두 요인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Rainey, 2003).

또한, Tullock(1965)에 의하면 공공조직에서는 조직하부로부터 올라오

는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에 따라 환경변화의 시기적절

한 인식과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즉, 민간

조직은 이윤율과 같은 지표를 통해 조직의 성과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공공조직은 이러한 객관적 성과지표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우므

로, 하급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리더

의 잦은 교체와 짧은 임기는 정책과 조직관리 방식의 끊임없는 변경을

초래하는데, 이는 조직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리더십의 빈번한 교체는 성공적인 조직혁신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이상의 꾸준한 집행을 어렵게 하여, 어떠한 혁신의 발휘

(initiative)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Rai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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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결국, 조직내부의 커뮤니케이션 왜곡과 지속성의 저해는 리더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이 새로운

시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할 것이다(전영한, 2009).

이상의 공공조직에서 조직목표의 명료성은 관리론 상으로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비합리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

해관계자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가치간의 차이를 부각시켜 합의에 도달

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Chun & Rainey, 2005). 특히, 공공조직

은 시장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민간조직처럼 시장가격

에 의해 그 산출물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곤란하고, 따라서 조직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어렵게 만든다(Ring & Perry, 1985). 또한, 독점적

업무를 수행하고 강제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공적 감

시 하에 놓이게 되며 민간조직에 비해 더 공정하고, 더 개방적이며, 더

정직하고, 더 책임성이 높아야 한다는 공적 기대를 받게 된다(Rainey et

al., 1976). 결국, 공공조직의 목표는 민간조직에 비해 더 모호하고, 더 다

양하며,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Chun &

Rainey, 2005).

그러나 국민들은 공공조직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값싸고

질 좋은 재화 혹은 서비스 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효율성 못지않게 책

임성, 공정성, 형평성, 개방성, 정직성 등도 동시에 충족되는 것을 바란다

(Meier, 2000).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기대들은 서로 갈등적인 경우가 많

으므로, 공공조직의 목표와 성과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정치적 타

협을 필요로 한다. 특히, 다원주의적 정치체제에서 조직목표의 모호성은

이러한 정치적 타협을 촉진시킨다(Lowi, 1979). 결국, 정치적 타협의 필

요성은 공공조직 목표의 수를 늘리는 데에도 기여한다. 왜냐하면 정치적

타협은 흔히 모든 당사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모두에게 그들이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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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조금씩 나눠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타협의 결과인 공공조직의 목표는 불가피하게 다수의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포함하게 된다(Wilson, 1989). 즉, 공공조직은 타 조직목표를 궁

극적으로 통합하는 상위목표(bottom line)가 없으므로, 조직목표의 다양

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Lynn, 1981).

더불어, 공공조직의 환경 및 목표의 특성들이 민간조직에 비해 공공조

직을 공식적인 규칙과 계층제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든다(Rainey &

Bozeman, 2000). 왜냐하면 시장노출의 결핍과 목표모호성은 공공조직의

구조가 보다 관료주의적이고, 집권적이며 보다 많은 번거로운 절차적 규

정들, 즉 레드테이프(red tape)를 갖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

고 공공조직은 조직 활동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민간조직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결과에 의한 통제대신 공식적인 보고절차를 강조하는 등

관료주의적 과정에 의한 통제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결국, 관료주의는

변화와 도전을 기피하고 대신에 효율과 안정을 중시한다.

또한, 성과평가가 불분명하므로 확립된 표준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혁

신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약하고, 유연성보다는 공식적 규정의 준수에 집

착하게 된다. Lynn(1981)은 이를 공공조직의 "불가피한 관료제

(inevitable bureaucracy)"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공조직의 리더들은

애매모호한 조직목표와 정치적 책임성의 요구에 동시에 직면할 경우, 권

한을 위임하는 것을 꺼리게 되며, 수많은 계층제적 보고와 결제단계를

만들어, 조직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관료제의 가치와 규

범은 공식적인 명령과 규칙, 집권적인 통제와 안정지향성을 강조하기 때

문에, 구성원의 통제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직무에

대한 매력을 높이기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통제 강화와 위험부담으로

인해 처벌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므로 무사안일 형태가 만연되고, 조직



- 18 -

에 대한 애착이 약해진다.

2) 공기업의 조직특성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문영역과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다. 행정학 분야에서, 유훈, 윤태범(2012)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정의하고, 독자

적 내지 이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식별가능한 의사결정 주체여야

하며,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

업으로 상술하고 있다. 안용식, 원구환(2001)은 공기업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

의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이며, 공공복리를 목적

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성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여 유훈, 윤

태범(2012)과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Jones(1975)가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지

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 주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소유란

공공단체의 지분율 기준으로 10% 이상을 의미하고, 지배란 내부의사 결

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판매란 매출액의 50% 이상을

경상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생산주체란 독자적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인식가능한 의사결정체를 의미한다. 법학에서는 박윤흔, 정

형근(2009)이 공기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들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여, 공

기업의 설립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설립목적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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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로 보며,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본다. 경영학에서는 박운

성(1997)이 ‘정부가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업적이란 사기업이 갖는 자율성과 능률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공기업의 다양한 개념적 특징 속에는 공기업의 소유주체와 설립목적

을 포함하고 있다. 즉, 소유주체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며, 설

립목적과 활동방향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양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공기업을 지배하는 두 가지 이념적 원리는 공공성(publicness)과 기업

성(entrepreneurship)이다(이상철, 2007). 공공성이란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

하는 것을 의미한다(유훈, 윤태범, 2012). 공공성을 위해 공기업이 수행해

야 하는 기능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능, 독과점의 억제기능, 소비자

의 개인적 수요충족 및 사회정책적, 금융정책적 공공수요의 충족 기능,

낙후지역 등 특정지역의 개발 기능, 국가안보기능, 재정적 수요 충족 기

능을 수행한다. 공공성은 구체적으로 소유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목

적의 공공성, 서비스의 공공성, 규제의 공공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

다(안용식, 원구환, 2001). 공기업이 민간 기업과 대비되는 가장 큰 특성

은 바로 공공성(publicness)이다. 공공성은 조직환경, 조직목표, 조직구조,

관리가치의 4가지 측면에서 민간부문과 차별화된 특성이 있다(Boyne,

2002). 조직환경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이해관리자의 이해와 직면하는 복

잡성(complexity), 외부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침투성

(permeability), 잦은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instability), 경쟁압력

의 부재(absence of competitive pressures)라는 특성이 있다. 조직목표와

관련하여서는 공정성, 책임성과 같은 차별화된(distinctive) 목표가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복잡한(multiple) 목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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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모호한(vague) 목표라는 특성이 민간부문과 다른 점이다. 조직구조에

서는 관료제적 특성이 높고 자율성은 낮으며, 결과나 성과보다는 규정과

과정을 중시하는 레드 테이프(red tape)의 수준은 높다. 관리자의 관리가

치에 있어서는 보상이나 인센티브와 같은 물질적 요소의 중요성은 낮고

(less materialistic), 공공에 대한 봉사의식은 높으며 조직몰입도는 민간

영역에 비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성이란 공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성격, 즉 계속적 상품 생산의 주

체로서의 성격을 말한다(유훈, 윤태범, 2012). 이는 수익을 중시한다는 의

미로 적정한 이윤을 남겨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뜻한다(김현

조, 2005). 과거에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상호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았으

나, 현재는 양자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과

기업성은 변증법적 특성을 가지며, 대립물로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공기업 속에서 통일되어 있는 기본이념이다.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양립적이다(김준기, 2014).

공공성과 기업성은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공기업

을 관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관리원칙으로 공공서비스원칙, 공공규제원칙, 독립채산제원칙,

생산성원칙을 들 수 있다. 공공서비스원칙과 공공규제원칙은 공공성을

구성하고, 독립채산제원칙과 생산성원칙은 기업성을 구성한다(안용식, 원

구환, 2001). 공기업의 활동영역은 한 국가의 산업 기반적, 생활 기반적

인 것으로 경제 기반성, 대규모 일괄성, 독점성, 개발성 등의 특수한 서

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적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므

로써 공기업의 사명을 달성하고 존속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칙을 공공

서비스원칙이라 하고 이는 공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실체적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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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국민과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소유주체와 국민대표가 경영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공

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칙을 공공규제원칙이라 한

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요금결정, 예산 및 결산,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들이며, 공공성이나 독점성이 강할수록 공공규제의 강도는 높

아진다.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기업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체로서의 특질을 가지는데 그것이 독립채산제이다.

독립채산제의 구성요소로서는, 경영의 자주성, 수지균형성,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수익성, 보상을 통해 종업원을 자극시키는 물적 자극성, 자

신의 책임으로 경영 능률화를 도모해야 하는 책임성 및 가치합리성을 본

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기업의 활동은 상품생산활동으로서,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가

치적 활동과 실체적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가치적 활동에 대한 합

리화는 독립채산제로 달성할 수 있으나 실체적 활동의 합리화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생산성원칙은 사기업보다 공기업경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금결정권한이 없는 공기업의 경우 경영능률

을 손익계산만으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기업에서는 능률 향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측정하는

것은 생산성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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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

자료: 박영희, 염도균, 김종희, 현근, 허훈, 서병종(2008). 공기업론. 서

울: 다산출판사, p.23.

공기업의 공공성은 소유, 주체, 목적, 서비스, 규제로 이해할 수 있고,

기업성은 독립채산제와 생산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양자의

관계를 <그림 2-1>과 같이 볼 수 있으며, 목적으로서의 공공성은 기업

성을 침해하여서는 곤란하고 수단으로서의 기업성도 공공성을 침해하여

서는 아니되며 양자의 균형되고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철, 2007).

3) 출연연의 조직특성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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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비교적 효과

적일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고 재

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자금을 지원하

는 것을 의미하므로(이민형 외, 2012), 위 기관들은 민간의 연구기관과는

달리 비교적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이들 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3>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www.nrc.re.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

www.nst.re.kr; 박동배, 홍사균, 이주량, 심성철, 정선화, 서용석(2015). 지

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 국내외 지역 공공연구 조직 분포 및 현

황 조사연구. 조사연구 2015-01,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본래 정부에 의

해 출연된 연구기관을 통합하고 있던 법률이 2004년 기존법의 개정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관련된 법률이 신설되면서 각각 상이한 법률에

근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도 3개 부문으

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전자의 법률에 의해서 경제․인문사회

분류 감독기관 소속기관 기관수

기타공공기관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5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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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가, 후자의 법률에 의해서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그리고 각 지방정부에서 개별법률에 의해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각각 설립․운영되고 있다.

상기 법률들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공통점에서 우리나라의 정부출

연연구기관의 성격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해당 기관들은 합리적, 효

과적 국가(과학기술)연구체제를 구축하고,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셋째, 연구기관은 반드시 해당 법

률에 근거하여야만 설립될 수 있으며, 넷째,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

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된다. 한편 양 법률의 차이점은 연

구 분야의 상이함에서 기인하며, 따라서 각 분야의 감독관청 또한 각각

국무총리실과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출연연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는 새로운 역할과 위상정립

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창

의형 혁신체제 정착 주도, Think Tank와 Coordinator로서의 역할 강화,

사회적 책임성 강화, 인력양성기능의 강화 등 새로운 역할 정립이 시급

하다. 특히, 창의형 혁신체제 정착은 세계적 수준의 R&D역량 확보 및

미래원천기술개발의 기반이 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창의형 혁신

체제의 조기정착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한다. 이를 위해 세계일류

연구집단․조직을 육성하는 등 창의적 연구능력 확보를 통해 정부출연

(연)의 존재가치 및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김상선, 2009).

최근 정부출연(연)은 투자 대비 성과 미흡, 글로벌 경쟁력 부족, 연구

생산성 저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 등 외부로부터 다양한 비판에 직

면해 있다. 홍대순 외(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 R&D예산의 증가

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나,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상당한 경쟁력 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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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0년 대비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R&D발전단계에서는 1세대인 자유방임형 R&D와 2세대인

R&D프로젝트관리의 중간인 1.5세대로 3세대 인상인 해외 선도연구기관

과의 심각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출연연에 대한

구조개편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시점을 국민소

득 4만불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국가 R&D를 ‘창조형 R&D’의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 주장하며, 정부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을 과학기술계의 핵심이슈로 보

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조직은 일상적이고 정형적인 업무를 벗어나 제품이나

기술의 과학적 개선과 향상을 목표로 하므로 종업원들의 전문성에 따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발현이 R&D 활동의 성패를 결정한

다. 따라서 연구조직의 활동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행위가 핵심이다(이장우,

1997).

그러나 공공연구조직으로서 출연연의 조직적 특성에 관하여 김왕동

(2008)의 연구에 의하면, 민간연구조직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함에 따

라 연구성과에 대한 전유성이 높고, 조직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

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자체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연구비 집행절차

가 단순하고 경직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반면에 정부출연(연) 등 공공연

구조직은 외부효과가 큰 공공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정부부처 산하에 설

립됨으로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부예산을 집행

함에 따라 연구비 사용에 법적, 절차적 합리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등

예산활용의 경직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리더십 측면에서도 민간연구조

직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소장에게 공식적인 권한과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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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엄격한 책임이 부여되어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이 강한 반면, 공공

연구조직의 경우 리더십이 기관장에 국한되지 않고 상부조직(소관부처,

연구회 등)이 존재함으로써 권한이 미약하며, 연구성과 보다는 현실적인

업무의 법적․합리적 추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고 관료화되어가는 특징이 있다. 구성원 측면에서도 민간

연구조직의 경우 구성원의 신분보장이 상대적으로 불확실하고 승진 및

평가의 권한이 리더에게 있어 리더의 지시에 민감한 특징이 있는 반면,

공공연구조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신분과 약한 리더십으로 인해 자신

의 연구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배분(인건비 비중, 연구비 수

준 등) 및 운영시스템(보상, 평가기준 등)에 더 민감한 특징을 보인다.

공공연구조직은 민간연구조직에 비해 리더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미약하

고 구성원의 신분보장이 안정적임에 따라 창의적 성과에 대한 책임감과

자발적 동기부여가 약한 특징이 있다.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민간연구조

직에 비하여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Hollingsworth(2006)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의 바이오메

디컬 분야 250여개 공공연구조직을 대상으로 연구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환경과 조직특성이 획기적 발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

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거시적 수준에서 각국의 공공연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성 즉, 정부의 과학인력, 과학학문, 과학연

구자금, 과학훈련시스템에 대한 통제정도 등이 획기적인 발견 창출에 영

향을 미치며, 조직 특성 즉, 조직규모, 자율성과 유연성, 리더의 특성 및

계층적 권한정도 등이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 집단특성에 영향을 미침으

로써 결과적으로 획기적 발견 창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창의적인 조직들은 일반적으로 소규모이며 전략 변화 시 특정영역에

서 다른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높은 유연성과 새로운 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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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높은 통합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 통제기제가 약한 특

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비창의적 공공연구조직들은 상대적으

로 대규모이며 외부환경에 대한 낮은 유연성과 고도로 분화된 조직특성,

계층적 권한과 관료주의적 속성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김선호 외(2001)의 우리나라 R&D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연구조직 관점에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직관리 전략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들고 있다. 1) 연구과제 선택의 자주성 확보, 2)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을 통한 균형적 보상체계 확립, 3) 다면적 평가에 기초한 연

구업적 평가의 객관화, 4) 연구개발 주체의 개방 및 교류 활성화, 5) 우

호적 연구환경의 조성 등이다. 결국, 출연연은 일반기업조직이나 다른 공

공조직과 달리, 혁신적, 창의적 과업을 수행하고, 구성원의 전문성과 독

립성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보장

할 수 있는 조직환경이 필요하다.

제2절 고성과 인사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고성과 인사관리의 이론적 흐름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주의와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면서, 공공기

관의 경영환경 역시 복잡해지고 경쟁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은 고조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적자원관리의 전략화, 즉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지지한

학자들이 각 조직이 조직전략에 맞춰서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을 도입하게

되면 조직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주장한다(Martell & Car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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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이전의 연구에서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이 조직성과 간에 현저한 관

계를 가진다고 실증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연구에 참여했다. 그리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연구에 있어서 3가지

접근법(보편론, 상황론, 형태론)이 존재하는데, 그동안 보편론적인 관점에

서 진행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편론적인 관점과 형

태론적인 관점을 확장하여 접근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의 목표는 조직전략목표의

달성과 성과를 높이는데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관리제

도들(Best practices)과 환경 및 구조적 차원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Osterman, 1994; Pfeffer, 1994; MacDuffie, 1995). 즉 고성과 인

사관리시스템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고성과 인

사관리시스템은 관심의 초점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달리 불려 왔다. 고

성과 인적자원관리시스템(High-performance HR System) 및 인력자본

제고 인적자원관리시스템(Human capital enhancing HR systems), 고성

과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 HPWS)(Huselid, 1995),

고헌신 작업 시스템(High commitment work system)(Arthur, 1992,

1994; Lepak & Snell, 2002); 고몰입 작업시스템(High involvement work

systems) (Lawler, 1992); 또는 세련한 작업시스템(sophisticated work

systems) (Koch & McGrath, 1996) 등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

성과 인사관리시스템의 유용성에 따라 그 특성을 공공기관 성과중심 인

사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그간 고성과 인사관리시스템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보편적 관점(universalistic perspective)은

조직의 특성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최상의

제도(best practices)’가 존재한다는 관점이다(Delery & Doty,1996; 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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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2006). 이 관점에서는 고성과를 유발하는 개별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상의 제도들로 Pfeffer(1998)는 고용보장,

선별적 채용, 참여적 직무설계, 성과에 근거한 보상, 광범위한 훈련, 지위

격차 해소, 정보공유를 제시하고 있다. Delaney & Huselid(1996)는 차별

적 선발, 훈련, 인센티브, 고충처리 절차, 분권화된 의사결정, 내부노동

시장 활용, 직급단계의 7개 HRM제도를 제시한다. 실증 분석 결과, 훈련,

인센티브 제도가 인지된 조직성과를 향상시켰으며, 선발, 인센티브 제도

가 인지된 재무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권동인, 박호환(2003)은 Pfeffer(1998)의 연구를 근거로 고용보장, 신중

한 선발관리, 자율성, 고임금, 광범위한 교육훈련, 평등성, 정보공유의 7

개 제도로 구성된 고몰입 HRM 제도를 구성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고

용보장, 신중한 선발, 자율성, 평등성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또한, 평등성은 이직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인지된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7개 제도들은

인지된 시장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형태적 관점(configurational perspective)에서는 개별 인적자원관리제

도들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를 만들 수 있고, 특히 내적으로 적합성(fit)을

갖추게 된다면,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배종석, 2006). 다시 말하

면, 이 관점에서는 개별제도들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각 제도들의 유기적인 형태(configuration), 또는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

(system)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Arthur, 1994).

이 관점에서는 내적으로 적합성을 갖춘 HRM시스템은 경로의존성

(path dependancy), 사회적 복잡성(social complexity)으로 인해 쉽게 모

방되지 않고 대체되기 어려우므로 경쟁우위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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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양혁승, 2002; Becker & Gerhart, 1996). 즉, 내적 적합성을 통

한 개별 제도들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배종석, 2006).

구체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Bae & Lawler(2000)는 광범위한 교육훈련,

권한위임, 차별적 선발, 성과급, 광범위한 직무설계로 구성된 고관여

HRM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고관여 HRM은 인지된 기업성과와 객관적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undt et al.(1996)은 선발, 훈련, 성과평가, 급여공정성, 보상으로 구

성된 인적자본 향상 HR 시스템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 향상

HR 시스템은 장비효율성, 고객정렬(customer alignment), 종업원 생산성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종석, 사정혜(2003)는 고용보장, 참여적 직무설계, 조직 성과와 관련

된 보상, 광범위한 교육훈련, 지위격차해소, 정보공유로 구성된 고성과창

출형 HRM시스템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고성과창출형 HRM시스템은

조직의 내부성과와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고성과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형태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고성과 인사관리의 특성들이 조직성

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과 조직효과성 간의 관계를

공공기관 유형별로 비교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인사관리 특성이 형태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내적 적합성이 된다.

전략적인적자원관리 연구자들은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성과의 영향관계

에 대한 매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 행동주의관점, 사이버네틱스, 대리

인/거래비용이론, 자원기반관점, 자원의존이론, 제도화이론, 인적자본이론

을 제시하였다(Wright & McMahan, 1992; Jackson & Schuler, 1995;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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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2006).

Wright & McMahan(1992)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응용된 학문이므

로, 조직내 인적자원관리의 효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개

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Becker &

Gerhart(1996)는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에 있

어서 중간의 매개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조직성과에 연결하

면, 이것이 역인과 관계(reverse causality)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거쳐

이러한 결과에 도달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의 가

치창출 매커니즘은 결국 블랙박스로 남게 된다고 주장한다. 각 이론들의

주요 논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동주의관점(behavioral perspective)에서는 다양한 HRM 제도가 종업

원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도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사고방식과 행동을 통

해서 조직성과가 달성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HRM제

도와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종업원 행동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이론은 조직을 투입(input)-처리

(throughput)-산출(output)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Wright & Snell(1991)은 투입과정에 역량획득, 활용, 유지, 이동의 관리

를 통한 개인 역량이 포함되며, 처리과정에 행동관리 전략을 통한 통제

와 조정이 포함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의 성과가 산출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인/거래비용 이론(agency theory/transaction cost theory)은 경제

학에 근거해 인간 교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이다.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기회주의(opportunism)를 지니고 있으므

로, 게으름과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있다(Jones, 1984).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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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평가와 보상과 같은 HRM 제도를 통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HRM 제도의 수행이 종업원의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에 의하면 지속적 경쟁우위는 조직

이 보유한 가치성, 희소성, 모방 불가능성, 대체 불가능성의 속성을 지닌

자원과 역량(resources and capabilities)으로부터 도출된다(Barney, 1991;

Barney, Wright & Ketchen, 2001). Wright & McMahan(1992)은 인적자

원이 이러한 속성을 모두 만족시키며, 이러한 인적자원을 통해 조직의

성과는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은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

을 중시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직은 지속적인 조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 내 자원흐름에 의존하며, 이러한 자원흐름은 조직 외부의 우

세한 세력과의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조직 입장에

서 자원을 외부에 의존하면 할수록 외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가 요구

되어 진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하청업체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청업체가 대기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대기업의 제도를 수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인적자원관리의 모방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배종석, 2006).

제도화이론(institutional theory)에서는 조직 내 활동들이 경제적인 판

단보다는 조직구조 자체에서 파생되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사회 구조

를 통하여 합법성을 갖는다는 것을 주요 전제로 한다. 고용 기회 균등법

에 따라 개발된 인적자원관리 정책은 HRM 활동이 어떻게 외부영향에

의해 조직 내에서 합법성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의 주요 논점은 사람의 역량이 조

직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므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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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본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인적자원관리

→인적자본→성과’라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다(Wright & McMahan,

1992; Snell & Dean, 1992; 배종석, 2006; 정재훈, 김준성, 2002). 인적자

본이론을 근거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선발, 훈련, 보상 그리고 일반적인

HRM 제도를 통해서 인적자본은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nell

& Dean, 1992; Jackson & Schuler, 1995; Youndt et al., 1996). 즉, 인적

자원관리와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조직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짓는 인적자

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적자본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인적자

원관리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규명

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행동주의 관점, 사이

버네틱스 이론, 대리인/거래비용 이론 및 제도화 이론을 채택하고자 한

다. 즉, 공공기관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과 협의의 조직성과인 조직몰입

간 관계에서 각 공공기관이 처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인적의존도,

성과에 대한 부담, 정부와의 관계 등은 시스템의 처리과정상 지침이 되

고, 평가와 보상에 대한 통제가 되며, 제도적 합법성의 근거가 된다.

2. 고성과 인사관리의 특성 및 구성요소

조직의 다양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권리와

자산의 수익을 공유하는 권리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권리는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하나의 소유권으로 함께 보유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분리해서 소유될 수도 있다. 조직의 참여자(종업

원과 비종업원 소유자)간 소유권(수익권과 통제권)의 공유수준(분배 및

제한 수준과 방식 등)은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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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즉, 종업원 소유권의 수준은 개별적 동기부여와 성과는 물론, 조

직변수에 미치는 통제권과 수익권의 영향을 통해서 조직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Ben-Ner & Jones, 1995; Conte, 1982; Conte & Svejnar, 1988,

1990; Levine & Tyson, 1990; Weitzman & Kruse, 1990). 다시 말해, 조

직에서 종업원들의 수익권 지분이 커질수록, 종업원들의 동기부여 수준

이 향상되고, 따라서 개별성과와 조직성과의 개선을 가져온다(Kruse,

1993; Schuster, 1987). 그러나, 수익권에 한정된 종업원 소유권은 전통적

소유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직생산성과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수익권이 없는 종업원 통제권의 효과는 종업원에게 주어

진 통제력의 범위 및 수준과 종업원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참여를 통하여 통제권을 행사

하게 되는데, 종업원참여는 비용을 수반할 수 있으며, 개별적 성과에 긍

정적 효과를 가질 수는 있으나, 조직생산성에는 반드시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익권 없는 통제권은, 통제권 없는 수익권보다

는 조직성과에 더 큰 효과를 갖는다. 소유권을 구성하는 통제권과 수익

권은 서로 강력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통제권과 수익권을 결합할 경

우, 통제권과 수익권이 각각 분리된 경우보다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

치며 무임승차 등 대리인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통제권은 수익권을 통

해서 재무적 보상이 주어질 때 효과적으로 발휘되며, 통제권과 수익권

각각의 크기보다는 최선의 결합을 이룬 균형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종업원이 소유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전통적 기업의 경

우에는, 소유주와 종업원 간에 유발되는 대리인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업원 소유기업의 경우, 종업원에 의해 보유된 통제권은 자신들

의 수익권을 보호하도록 발휘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소유권제도

를 갖는 기업보다 더 높은 조직생산성을 보일 것이다. 즉, 종업원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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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과 본질, 그리고 종업원 통제권으로서 참여의 형태는 성과에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Ben-Ner & Jones, 1995).

결국 본 연구의 고성과 인사관리는 조직의 성공적 변화관리를 통한 조

직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략적인 인적자원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천

하는 경영기법이다. 즉, 고성과 인사관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개

별적인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총체적 체계(Appelbaum et al., 2000)로 정의

할 수 있다. 첫째, 대리인이론을 배경으로 하며, 대리인이 주인과 이해관

계를 함께 할 수 있게끔 종업원을 동기부여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주인

의식을 고양시켜 대리인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한다. 둘째, 구성원의 조

직몰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업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통제권), 동

기부여를 위한 조직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참여(수익권), 그리고 이러한

종업원참여를 지원해주는 숙련형성과 교육훈련 관행 등을 중심으로 한

다.

인적자원관리는 기업 입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

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관리 제도와 성과

에 대한 연구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어왔고,

이는 인적자원이 경쟁우위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Delaney & Huselid, 1996; Capelli & Neumark, 2001).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보편적 관점에서는 최적의 제도(best practice)가 존재한다

는 것으로(Delery & Doty, 1996), Peffer(1998)는 고용보장, 선별적 채용,

참여적 직무설계, 성과기반 보상, 광범위한 훈련, 정보공유 등을 제시하

고 있다. 상황적 관점은 조직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고 적합성을 갖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경쟁우위로 작용하며, 특히 외적 적합성(external

fit)인 경영전략과 인적자원관리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최

장호, 2010). 형태적 관점은 개별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포괄하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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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제도가 내적 적합성을 갖추게 된다면 조직성과 역시 향상될 것이

라고 주장한다(배종석, 2006).

기존의 전통적인 인적자원관리는 종업원을 통제의 대상이자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체하기 쉬운 부속품으로 여겨 왔으며, 종업원의 역할

을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에서는 종업원을 인적자원 관점에서 바라보고 종업원과 조직의 목표를

통합하여 조직에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둔다. 현재 인

적자원관리 분야의 연구는 종업원의 몰입과 헌신, 자발적 동기부여에 대

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향상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며, 대표적

인 인적자원관리 형태로 고성과 인사관리를 제시할 수 있다(류성민,

2010).

고성과 인사관리는 경쟁우위를 획득하는데 있어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업원들의 역량과 동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인

적자원관리시스템을 뜻한다(Lawler, 1992; Pfeffer, 1994). 종업원의 몰입

과 공헌을 통해 조직의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과 실무관행의

집합인 고성과 인사관리는 지식, 기술, 역량(KSA; Knowledge, Skill,

Ability)의 향상, 동기부여와 노력, 공헌의 기회에 관련된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Lepak et al., 2006).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진 인사제도 중의 하나로 고성과 인사관리는 전략적 인적자원관

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종업원의 지식, 몰입, 역량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고성과 인사관리는 개별 인적자원관리 제도는 다

르지만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keuchi et al.,

2007).

일반적으로 고성과 인사관리는 신중한 채용, 광범위한 훈련과 교육, 성

과에 기반한 보상, 철저한 인사고과, 유연한 직무설계, 의사결정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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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열린 의사소통을 포함한다(Appelbaum et al., 2000; Bae & Lawler,

2000; Becker & Huselid, 1998). <표 2-4>는 고성과 인사관리의 구성요

소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2-4> 고성과 인사관리의 구성요소

고성과 인사관리의 인력확보 계획, 신중한 채용, 훈련과 교육은 역량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제도들로서(김건식, 2013), 높은 역

량을 나타내는 인적자원은 희소하고 보유정도에 따라 조직 간 차이가 발

생하게 되어 성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Crook et al., 2011). 또

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쉽지 않아야

한다. 개인수준의 인적자원에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팀 차원의 인

연구자 구성요소

Huselid(1995)
채용, 선발, 보상, 직무의 설계, 직원의 고충처리, 정보의 공

유, 직무태도 평가, 노조참여 유무, 교육훈련, 승진기준

MacDuffie(1995)
직원의 선발과 채용, 성과 기반의 보상제도, 직무의 분류,

교육훈련

Youndt et al.(1996) 직원의 채용, 교육과 훈련, 성과평가, 성과기반 보상

Guthrie(2001)
내부승진, 성과기반 승진, 능력급, 집단보상, 종업원 참여,

정보공유, 자율적 작업조직

Guest et al.(2003)
채용과 선발, 훈련 및 개발, 성과기반 보상, 유연한 직무설

계, 정보공유, 고용안정성, 복리후생, 종업원 참여

김기태, 조봉순(2008)
직원의 고용안정성, 직원의 엄격한 선발, 다양한 평가방법,

교육훈련, 인센티브



- 38 -

적자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Barney & Wright, 1997). 즉, 업무

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소통, 의사결정에의 참여, 자율적 작업조직을 포

함하는 고성과 인사관리는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팀의 상호보완성을 증진

시키고 기업 특유의 인적자원의 형태를 보유하게 된다. 물론, 고성과 인

사관리가 실무관행들로 구성된 인적자원관리 제도이기 때문에 경쟁기업

에서 동일한 형태의 고성과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지

만, 조직의 전략 방향과 일관된 지침원리 하에서 서로 상승효과를 가져

오는 정책과 실무관행이 결합되어 있다면 조직수준의 인적자원과 함께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옥지호, 2013).

제3절 조직몰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몰입의 정도는 조직관리의 효율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가장 보편

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사전지

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이철기, 이광희, 2007) 조직몰입은 많은 학자

들의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조직몰입의 연구는 1960년대 시작하여 1980

년대 조직구성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감으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증가로 인해 더욱 확산되었다(Wiener, 1982; Morrow &

McElroy, 1986).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개발되어 온

만큼 조직몰입에 관한 정의 또한 학자마다 다양하며, 주로 조직몰입은 조

직구성원의 일체감의 정도에 대한 개념으로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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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혹은 심리적인 상태와 관련되어 정의되어왔다(김용순, 안대희, 2008).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heldon(1971)은 ‘조직몰입은 개인의 주체성

(Identity)을 조직에 연결하거나 애착을 갖도록 하는 조직에 대한 태도나

경향’으로 정의한다. Kanter(1968)는 ‘사회적 시스템에 에너지와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의사, 자아표현의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에 부여하는 애착

감’으로 정의하였으며, Hrebiniak & Alluto(1972)는 ‘시간에 따라 얹어걸기

(Side-Bets) 또는 투자에 있어서 개인과 조직 간의 거래나 결과로서 발

생하는 구조적 현상’으로 정의한다.

Porter et al.(1974)은 ‘조직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수용과 믿음을

가지고 조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의지가 보이며 거기에는 조

직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려는 강한 욕망도 포함되는 것이 조직몰입이

다’ 라고 하였다. Lee(1971)는 ‘소속감이나 충성심의 정도를 나타내어 조직

일체감과 관련된 개인과 조직 간의 심리적 결속상태’를 조직몰입이라고

하였으며, Buchanan(1974)은 ‘조직에 존속하려는 강한 욕망이 있어 조직

그 자체를 위한 열성적 · 감정적 애착과 함께 조직을 위해 고도의 노력

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조직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또 그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도 제시하는 태도 및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Grusky(1966)는 '전체로서의 시스템과 그 구성원과의 관계에 관한

특성'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개인과 조직의 교환관계에 있어서 개

인의 관점에서의 교환조건이 유리할수록, 비용보다 보상이 많을수록 조

직몰입이 높아진다고 ‘보상과 비용의 함수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Scholl(1981)은 ‘조직몰입은 조직의 일원으로 존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혁신적이며 자발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힘이 있다’고 하였으며, 개인의 조직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도움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호혜원칙의 파급효과가 클수록,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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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의 수가 적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Wiener(1982)는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는 내재화

된 규칙적인 힘’을 조직몰입이라 규정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행위

결과에 대한 보상 때문이 아니며 내재적인 강화요인 없이 옳다고 믿는 도

덕적⋅규범적 동기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Salancik(1977)은 ‘개인의 행위에 의해 그의 활동과 관여를 유지하여 주

는 신념에 귀속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Brown(1969)은 ‘구성원의식이 있

고, 개인의 현재위치를 대변해주며, 예측적인 잠재성을 통해서 결과변수

(작업동기, 자발적 참여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조직몰입이라고 하였

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조직몰입을 주로 정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조직구성

원이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 대해 가지는 충성심의 한 형식으로 간주하며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토대로 몰입된 구성원들은 조직과 일체감을

느껴 업무수행에 적극성을 띠게 되고, 조직의 운영 방침에 순응하는 것으

로 파악하였다(김용순, 김종근, 2006). 조직몰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조직몰입 개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였는데, 최근 조직몰입 관련 연

구동향은 조직몰입은 하나의 단일 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차원은 전혀 다른 별개의 차원이 아니라 서로 밀접

한 관련과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

(Etzioni, 1975; Steers, 1997; Angle & Perry, 1981; Allen & Meyer,

1990).

2. 조직몰입의 이론

1) 고전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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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의 형성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는 1958년 March &

Simon(1958)의 ‘동기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조직 내에서 인

간의 행위를 참여동기와 생산동기로 나누어 몰입개념을 발전시켰다. 참여

동기는 대부분의 조직몰입의 개념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산동기는 조

직규칙에 따르고 자발적⋅창의적 행위를 하는 “조직과의 동일화”를 내포

한다고 하였다. 이를 Angle & Perry(1981)의 몰입유형과 견주어보면 참

여동기는 조직에 남으려는 근속몰입과 관련되며, 생산동기는 조직을 위

해 고도의 노력을 하는 가치몰입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인간의 사회행위를 교환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교환이론으로도 설명이 된다. 이 교환이론은 고전경영학의 ‘경영인’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은 최소비용과 보상을 추구한다고 전제한다.

한편 사회교환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Homans는 개인과 조직 간의 관

계를 보상과 대가의 관계로 보고, 조직참여에서 오는 보상이 클수록 개인

은 조직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고 보고, 다음의 다섯 가지 명제를 내세웠

다(김병석, 1982). 첫째, 과거에 보상을 받은 활동일수록 개인은 그와 유

사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것이다. 둘째, 보상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 활동

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의 특정한 활동단위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개인은 그 사람의 활동에 의해 보상되는 활동을 하려고 할 것이

다. 넷째, 개인이 최근에 특정보상을 많이 받은 경우 그 보상가치는 점

점 작아질 것이다. 다섯째, 분배정의의 실현불가능으로 손해를 입게 되

면 그 개인은 공격적인 행위로 보상을 받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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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교환이론이 조직몰입에 주는 의미는, 개인이 조직에 참여해

서 받은 보상이 크면 클수록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사회화 이론

조직에 대한 사회화는, 조직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주입하고 훈련

하고 가르치는 과정(Indoctrin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Schein, 1968), 이

러한 조직의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조직구성원에게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는 다음의 과정을 겪는다. 즉, 변화의 필요에 대한 자각을 일으켜 개인

이 갖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빙단계(Unfreezing),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단계(Changing), 앞에 일어난 변화를 안

정⋅유지시키는 재동결단계(Refreezing)가 있다.

3. 조직몰입의 유형

조직몰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형에 따른 조직몰입의 특성과 영향변

수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학자들의 조직몰입의 유형별 내용

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Ezioni의 유형

Ezioni(1975)는 조직의 지시(Organizational Directive)에 순응하는 조직구

성원들의 방식에 기반을 두고서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조직이 조직구성원

들에게 행사하는 권력(Power)이나 권위(Authority)는 조직구성원들의 조

직에 대한 몰입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고, 몰입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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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몰입, 타산적 몰입, 대안적 몰입으로 분류하였다.

(1) 도덕적 몰입(Moral Involvement)

도덕적 몰입이란 조직의 목표, 가치, 규범의 내재화와 구성을 지닌 동

일시(Identification With Authority)에 기반을 두며 조직에 대한 긍정적

이고 강한 지향을 나타낸다. 이런 도덕적 몰입은 적십자와 같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들이 소속한 조직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표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활

동에 적극성을 보이게 된다.

(2) 타산적 몰입(Calculative Involvement)

타산적 몰입은 구성원과 조직 간의 교환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

며 도덕적 몰입에 비하여 조직에 덜 강열한 지향을 나타낸다. 이런 타산

적 몰입은 기업과 같은 공리적 조직의 구성원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그들의 기여와 그 대가로 받는 보

상 간에 유익하고도 적절한 교환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

(3) 대안적 몰입(Alternative Involvement)

대안적 몰입은 개인의 행동이 혹독하게 강제되는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 지향(Negative Orientation)을 뜻한다. 대안적

몰입은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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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의 결과로써 조직

에 몰입하게 된다. 그는 조직몰입의 제유형에 따라 조직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지시에 순응하게 하도록 규범적 권력, 보상적 권력, 강제

적 권력과 같은 통제기제를 제시하였다. 규범적 권력은 상징적 보상의

분배에 의존하며 도덕적 투입과 결부되어 있고 보상적 권력은 타산적 몰

입과 결부되어 있으며, 강제적 권력은 대안적 몰입과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하였다(Mowday et al, 1982).

2) Kanter의 유형

Kanter(1968)는 상이한 조직몰입의 유형은 조직에 의해서 조직원들에

게 부여되는 상이한 요소사항 때문에 비롯된다고 보고 조직몰입의 유형

을 근속몰입, 응집몰입, 통제몰입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근속몰입

근속몰입이란 조직에 참여하여 조직구성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익

이 될 것인가를 보는 인지적 지향으로 Ezioni가 분류한 타산적 몰입의

개념과 유사하다. 근속몰입은 주로 보상과 벌에 의해서 유지되는 경우

가 많으며, 근속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구성원이 되는 대신

에 어떠한 것을 포기하게 하는 희생과 시간, 노력 등을 투자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

로써 조직에 대한 이해가 커지며, 따라서 처음에는 관계가 없던 이해도

차후에는 같이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더욱 투입하게 된다’고 하는

Becker의 얹어걸기(Side Bets)이론의 개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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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집몰입

응집몰입이란 조직에 애착과 충성심을 느끼는 정서적 지향으로 일체감

을 느끼는 상태의 몰입을 뜻한다. 즉, 응집몰입은 서로 간에 굳게 단결되

어 있으며 조직에 생존에 대한 도전에 맞서는 상태의 몰입이다. 그는 응

집몰입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응집몰입에 방해가 되는 종전의 사회적 관계

가 끊어버리는 단절과 개인을 전체와 결속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집단의식을 느끼게 하며 우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인 친교

를 제시하였다.

(3) 통제몰입

통제몰입이란 조직의 목표나 가치가 구성원 자신의 목표와 가치와 부

합되기 때문에 몰입하는 가치적 지향을 나타내며, 개인과 사회규범을 연

계시키는 프로이드의 초자아(Super Ego)개념과 의미가 상통한다. 그리고

이는 Ezioni의 도덕적 몰입의 개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조직몰입

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을 조직의 정체성으로 바꾸

고 조직에 맡기게 하는 고행(Mortification)과 개인의 의사결정의 지침

을 조직이 제공하며 조직의 권위가 개인의 생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

도록 하게끔 조직에 대한 순종(Surrender)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Angle & Perry의 유형

Angle & Perry(1981)는 Porter 등이 개발한 조직몰입의 15개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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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 조직몰입을 가

치몰입과 근속몰입으로 분류하였다.

(1) 가치몰입(Value Commitment)

가치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며 조직목표를

수용하고 조직을 위하여 몰입하려는 의사를 가진 상태를 의미하며 Ezioni

의 도덕적 몰입과 유사하다. Angle & Perry는 조직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조직목표를 위

해 행동하도록 하는 가치투입이 중요한 요건을 주장하였다.

(2) 근속몰입(Commitment To Stay)

근속몰입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조직 잔류 의사에 관한

개념으로 March & Simon의 참가결정과 연관되며 Porter 등의 정의

가운데 ‘조직에 잔류하려는 욕망’을 의미한다.

4) Meyer & Allen의 유형

조직몰입을 다차원적 입장에서 세 개의 차원으로 유형화한 사람은

Meyer & Allen(1990)이었다. 다음에 Meyer & Allen의 구분에 따라 조직몰

입을 정서몰입, 지속몰입, 규범몰입으로 구분하였다.

(1) 정서몰입(Affective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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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몰입은 개인적 특성과 조직 및 직무관련 특성, 그리고 직무경험으

로 부터 나타난다(Mowday et al, 1982). Meyer & Allen은 정서몰입이

특히 직무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직 내에서 욕

구만족이나 기대에 대한 경험을 쌓아온 종업원들은 그렇지 않은 종업원

들보다 조직에 대하여 더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가지려는 경향을 보인다.

정서몰입은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몰입하는 행동을 말한다. 정서몰입

을 가지는 종업원은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심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은 종업원 자신과 조직의 목표나 가치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 또

는 관여(Involvement) 등으로부터 얻어진다. Meyer & Allen이 지적한

것처럼 유지몰입이 조직과의 관계에서 이익과 손실의 합리적 계산에 의해

나타나는 비자발적 몰입인데 반하여 정서몰입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

으로부터 자발적 몰입이라고 볼 수 있다.

(2) 지속몰입(Continuance Commitment)

Becker(1960)에 의하면, 지속몰입은 종업원들이 조직을 떠나면 잃게

될지도 모르는 축적된 투자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요소들(Side-Bets)을 인

지하게 될 때, 그리고 조직에 남는 것과 비교할 만한 대안이 불확실할 때

형성된다고 하였다. 종업원들은 조직에 근무하면서 시간이나 노력 등을

조직에 투자하게 되고, 조직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우호적인 대인관

계를 맺으며, 조직에 있는 특수한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신에게 가치 있

는 것들을 쌓아가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축적

되고, 따라서 만일 종업원들이 조직을 떠나게 되었을 때의 기회비용은

더욱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에 남게 된다는 것이다(Huselid &

Da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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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속몰입은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그만둠으로써 투자해 온

것을 잃게 되거나, 이직과 같은 다른 대안의 이용가능성이 보이지 않음

으로 해서 나타나는 조직몰입으로 종업원 스스로 원해서라기보다는 필

요하기 때문에 몰입하는 행동을 말한다.

(3) 규범몰입(Normative Commitment)

Meyer & Allen은 규범몰입을 조직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조직

으로부터 부여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재적 가치관으로 정

의하였다. Wiener & Vardi(1980)는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조

직을 위한 희생, 그리고 조직을 비난하지 않는 것 등 세 가지에 항목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몰입행위 중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한 실증적 분석이

다.

조직몰입에 규범몰입을 정서몰입, 유지몰입과 구분하여 별개의 요인으

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Wiener(1982)가 규범몰입을 논하면

서 조직몰입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제시한 충성심과 의무, 그리고 동일시

는 Meyer & Allen(1990)의 정서몰입에 해당되는 요소들이라 볼 수 있다.

Meyer et al.(1989)도 규범몰입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정서⋅유지몰입

을 강조하였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1. 공기업과 출연연 간 고성과 인사관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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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제도들이 전략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관리

제도들이 조직시스템과 적합성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합성은 크

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수직 적합성으로 인적자원관리제

도들과 조직전략과정에서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는 수평

적합성으로 인적자원관리제도들 간의 상호협력과 통합을 통해서 자원을

효과적인 배분하여야 한다. 인적자원관리에서 이러한 수직과 수평적인

적합성을 통해서 인적자원이 조직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자원

으로서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Schuler & Jackson, 1987;

Baird & Meshoulan, 1988). 따라서 똑같은 고성과 인사관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직상황과 목적에 따라 고성과 인사관리의 적용 양상은 다양하

다. 이에 모든 상황에서 상호보완 및 상승작용(synergy)과 정합성을 추

구하고, 아울러 각 조직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성

과 인사관리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VanBuren &

Werner, 1996).

공기업은 능률성과 수익성으로 대표되는 기업성과 공공복리로 대표되

는 공공성을 두 개의 주요 가치로 삼고 있다. 기업성이란 정부 출자 및

관리 사업을 공기업이 수익중심의 기업적 경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의

미하며, 오늘날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이 수익에 가장 민감한 사기

업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이러한 수

익성 이외에도 공익의 증진을 위한 공공성 또한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

만 공기업의 인사관리가 일반 사기업과 같은 경영조직적 특성을 많이 가

진 것은 사실이다(유훈, 윤태범, 2012).

공기업 내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기관장은 기관 소속의 임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이동 등 인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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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령 및 정관, 사규 등 기업 내부규정과 함께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의 장은 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경쟁을 통한 시험에 의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며, 응시자의 성별, 학력, 연령 등 역량과는 무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

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채용 절차에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

시키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용의

대상인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용 시기, 규모, 방법 등

해당 연도의 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

다. 채용된 직원들에게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 직원의 전공, 경력 및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보직관리 및 전문성 확보

를 위하여 기관별로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 개방형 직위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승진과 관련하여 근무평정, 서열명부 등 업무성과지

표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

계처분 중인 직원 등에 대해서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관리에

있어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

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

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상급자,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

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연봉의 차등 지급, 승진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권완

섭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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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연구조직인 출연연은 그 활동범위에 있어서 R&D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 R&D는 1) 새로운 원리나 현상을 발견하고, 2) 새로운 방법을

창출한 후에 3) 그 방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조합방법을 창안하고 그 조

합방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 상품, 품질, 기능, 용도, 용법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일상적이고 정형적인 업무를 벗어나 제품이나 기술의 과학

적 개선과 향상을 목표로 하므로 구성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발현이 R&D 활동의 성패와 조직의 경쟁우위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행위는 경쟁력 획득에 가장 중

요한 원천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정한규, 손태원, 2004).

공공영역의 연구활동을 전담하는 출연연 조직은 전문성과 창조성을 요

하는 연구개발활동의 특성으로 인해 프로젝트 형태의 과제를 기본으로

하며, 비조직적, 탈조직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하광헌, 2004). 그

리고 타 업무에 비해 단순 노동력보다는 고도화된 두뇌력이 요구되며 소

요자원, 연구개발 방법, 성과 면에서 타 업무와 차이가 있고 조직 관리를

위한 경영조직과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조직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임무가

다르며, 조직구조, 과정, 그리고 보상시스템, 인적자원의 관리에 큰 차이

가 있다. 특히 출연연 조직은 위험 부담률이 극히 높고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극복해야하는 장기적 차원의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공익적 성

격이 강한 분야에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그 성과에 대한 관점

역시 다르다 하겠다(김재광, 2007). 이러한 관점에서 경영조직인 공기업

과 연구조직인 출연연의 특성 차이는 <표 2-5>와 같다.

출연연은 연구조직의 특성상 해당분야에서 성취 및 인정욕구, 동료 연

구원 집단의 평판 중시 타 직무로의 전환 희소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연

구개발 인력들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해오는 그들만의 독특한 조직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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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될 수 있다. R&D 업무가 창의적인 과업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다양

성을 띠며, 업무목표 및 업무내용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대체로 장기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공의 위험도가 높고 성과의 우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달성하기 위

해서 개인은 물론 집단과 조직이 창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

며, 집단과 조직차원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문화적 특성 있다(손태원 외, 2002).

<표 2-5> 공기업과 출연연 조직의 특성비교

자료: 김왕동(2008). 공공연구조직의 창의성 영향요인 및 시사점. 정책

연구 2008-15,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참조 재구성.

구분 공기업 출연연

구조
․분업, 협의 분산화, 관리의 범

위, 힘의 분배

․아이디어 개발자, 조정자, 후

원자 역할

․차별와의 정도, 예비 조직

과정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제공

․계획과 예산

․성과측정

․부서 간 협조

․계획안 수립/자금조달

․아이디어 창출 및 수집

․아이디어 혼합 변천

․프로그램 관리

보상시스템
․보상, 승진

․리더의 형태, 직무편성

․기회부여/자치권

․승진/포상

․특별보상-현금보상

․수익배당, 주식배당

인적자원관리
․승진, 전환배치

․훈련개발

․선별/자유선택

․훈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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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공기관인 공기업과 출연연의 구성원들은 직업생활을 통해 승

진, 보상 수준 향상 등 소속 조직에서의 성장니즈를 공통적으로 가질 것

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 고성과 인사관리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으며, 구성원의 수용성이나 욕구 또한 차

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성과관리 관점에서 공기업 구성원들은

본인에 대한 평가를 수직적 관점에서 이해하지만, 출연연의 연구개발인

력들은 해당 분야의 동료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대한 평가를

조직의 상위 계층에서 판단하는 평가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며,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

려는 욕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정수현 외, 2016). 또한 고성과 인사

관리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설계된 조직전략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유재량적 노력’을 활용하여야 하는데(Bailey,

1993), 공기업과 출연연 간에는 이러한 자유재량적 노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시스템과 조직구조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조

직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앞서 논의한 고성과 인사관리의 하위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성과 인사관리의 조직특성은 채

용, 교육훈련, 성과주의 평가, 종업원 참여 및 보상 등이다. 하지만 문화

적 차이나 제도적 차이에 따라 인사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김기태,

1999), 선행연구에서도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의 요소에 대해 각기 연구

목적에 따라 상이한 관점을 취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들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선행연구들에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제도로서 많이 다루어지는 선별적 채용제

도(selective staffing)와 공식적 교육훈련제도(formal training), 성과와

연계된 평가제도, 성과주의 보상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고성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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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리 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공기업과 출연연 구성원 간 조직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지

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공기업과 출연연 구성원 간 조직의 채용제도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공기업과 출연연 구성원 간 조직의 교육훈련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공기업과 출연연 구성원 간 조직의 평가관리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공기업과 출연연 구성원 간 조직의 보상제도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공기업의 고성과 인사관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1990년대 들어서부터, 고성과 인사관리에 대한 연구가 기업간, 산업간

정교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 확대되면서, ‘효과적인 고성과 인사관리

는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기회, 동기부여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와 적절하게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종업원 훈련 및 선발정책

등 기본적 구성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고성과 인사관리 관행들은 이상적으로 결합되어 총체적 방식으로 실행

될 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있는 변화라고 인정할 만한 수준의 실질

적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조직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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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긍정적 성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ppelbaum et al.,

2000; Ichniowski et al., 1996; Voos & Kim, 2000).

그러나 고성과 인사관리와 이를 구성하는 여러 관행들은 먼저 구성원

의 만족, 몰입, 자기효능감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구성

원의 태도는 이직률, 결근율, 개인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생산성,품질, 공정혁신, 납기준수, 고객만족도, 신제품개발, 서비스 등의

변수는 인과사슬의 다음에 위치하게 되고, 재무적 성과는 가장 늦게 고

성과 인사관리의 영향에 놓이게 된다(Delery, 1998; Dyer & Reeves,

1995; Guest, 1997; Wright, McMahan & MacWilliams, 1994). 이와 같

은 과정을 거쳐 향상된 조직의 재무적 성과는 이익증가와 조직매력도 향

상을 통해 급여만족과 고용안정은 물론 전반적 직무만족 수준의 증가를

가져다준다(Schneider et al., 2003).

특히 기업조직에서의 고성과 인사관리는 ‘서비스 수익모델(service

profit chain)’의 핵심적 연결고리이며(Heskett, Sasser Jr., &

Schlesinger, 1997), 조직의 가치시스템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Varma et al., 1999)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나인강, 2014).

고성과 인사관리의 조직에 대한 성과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기는 하지

만, 크게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효과와 근로자 개인의 자유재량적 노

력에 의한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자유재량적 노력에 의한 효과란,

내적 정합성을 갖춘 고성과 인사관리가 근로자의 지식학습을 촉진시키고

기술숙련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유재량적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어주게 된다. 그리고 성과 또는 숙련수준과 연계된 보상체계

및 평등주의와 결합된 근로자들의 욕구충족은 동기유발을 통하여 자발적

의도를 자극하고, 이러한 동기유발이 실질적 경영참가와 유기적으로 결

합하여 구성원의 자유재량적 노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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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동원, 배종석, 2001; Bartel, 2004;

Voos & Kim, 2000).

이렇듯 고성과 인사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조직의 지속적 경쟁우위 확

보를 통한 조직성과 증진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경영성과에는 물론

종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실증연구들

이 제시되었다(김동배, 2000, 2003; 김동원, 배종석, 2001; 이병훈, 김동배,

2002; 이정현, 김동배, 2006).

즉, 고성과 인사관리의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영성과를

고양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평균적으로 상승시키고 고용안정

을 가져오며, 근로자들에게 조직의 성과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

여한다. 또한 관리자들에게는 신뢰성있는 행동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자들에게는 숙련된 기술 활용과 의사결정에 대한 더 많은

참여의 기회와 책임을 부여받음으로써 내재적 보상을 경험하게 한다. 따

라서 고성과 인사관리 하의 근로자들은 경영진과 관리자들에 대한 신뢰

와 내재적 보상을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증진되는 반면 스

트레스는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배, 2000, 2003; 김동원, 배종석,

2001; 이병훈, 1999; Appelbaum et al., 2000; Voos & Kim, 200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의 지배적 이념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

대 축이다.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은 동전의 양면

과 같은 것으로 상호 이율배반적 개념이 아닌 조화를 이루어야할 개념이

다. 특히 기업성이란 형식적으로는 독립채산제나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기업성은

공기업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야 하고, 경영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가면서, 위험감수

(risk-taking)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창조적 경영을 도모하는 기업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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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발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이승계, 2008). 따라서 기업성을 수단으

로서 추구하여야 할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과 유사한 관점에서 고성과

인사관리에 의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유은철, 유홍림, 2014).

즉, 고성과 인사관리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기법으로 활용한 공기업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

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공기업의 고성과 인사

관리 특성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공기업 구성원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지각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공기업 구성원의 채용제도 지각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2. 공기업 구성원의 교육훈련 지각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3. 공기업 구성원의 평가관리 지각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4. 공기업 구성원의 보상제도 지각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 출연연의 고성과 인사관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개발인력은 일반인력과 다른 공통특성을 보이는데 연구개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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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가에 대한 정의는 전문가정신(professionalism)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연구개발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교육에 의해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갖

추고 자신의 전문분야와 직업에 몰입하며 동일한 전문분야의 동료들을

동일시하여 자신의 업무수행과 성과에 대한 참조 준거를 동료들로 설정

한다. 또한 업무 수행 시 많은 자율성을 요구하며 전문 의식에 입각한

윤리의식을 지닌다 (Kerr et al., 1977). 이들은 오랜 교육기간 동안 자율

적으로 작업하고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전문가들의 특징을 자연스

럽게 습득하는 사회화가 되어 있다. 그러나 출연연이나 민간연구소와 같

은 조직은 조직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련의 조직관리기법을 통해 연

구개발인력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속성은 조직에 속하는

전문직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인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제

약하고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출연연 내의 연구전문직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 애착을 가지고 몰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신이

소속한 조직의 적응에도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 상황을 유

발하기도 한다(Gunz & Gunz, 1994).

또한 연구개발인력과 같은 전문가들은 조직몰입과 갈등관계 또는 상쇄

관계를 가진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의 예로

Gouldner(1957)의 범조직인(cosmopolitan)과 조직인(local) 경력 지향성

개념을 들 수 있다. 범조직인은 조직에 고용되어 있지만 조직구성원으로

서 보다는 전문분야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의 성공을

중시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직업과 특수화된 기술적 역할에 대한 몰입도

가 높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낮으며 준거집단이 외부로 편향되어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반대로 조직인은 전문분야에 대한 몰입수준은 낮고

승진과 같은 조직 내에서의 성공을 중시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수준이 높

으며 내부의 참조집단을 갖는 사람들을 나타낸다. 따라서 연구개발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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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해당 분야의 동료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대한 평가를 조

직의 상위 계층에서 판단하는 평가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며 직업생활을 통해 승진, 보상 수준 향상 등 소속

조직에서의 성장니즈와 함께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으려는 욕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Gouldner는 범조직 지향성과 조

직인 지향성 개념을 단일 차원으로 가정하였으며 대규모 조직에 고용된

전문가의 목표와 가치가 조직의 그것과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전문가의

조직 사회화 과정에는 많은 갈등이 야기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자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는 두 가지 지향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연구들에서는 연구개발인력의

전문 직업에 대한 몰입과 조직에 대한 몰입은 양립될 수 있으며(Aranya

et al., 1986), 더 나아가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Wallance, 1993)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한편, Miller(1986)는 연구개발인력들이 조직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는

기대사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연구개발 전문가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장재윤, 1996).

첫째, 전문가는 공식적 교육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

으므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며 높은 기대를 가지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신입 조직구성원들도 조직에서의 업무가 자신의 능력, 이전 경

험 등과 일치되기를 기대하지만, 전문가는 특히 그러한 기대가 높고 구

체적이므로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보다 조직 내에서 만족하지 못한다.

둘째,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성이 조직의 핵심기술로 인정되며, 조직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직 내 핵심집단은 대개 조직

을 대표하는 핵심기술과 가장 근접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따라서 자신의 전문분야나 소속부서가 조직 내 핵심기술에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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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가들은 조직 내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거나, 스스로 이등시민으

로 간주하며,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전문가는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율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고 외부의 압력이나 통제를 싫어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성취지향성이

강하므로 도전적인 업무를 선호한다.

넷째, 전문가는 자신이 인정하는 상사의 권위만을 존중하므로 지위에

의한 권위보다는 전문성에 의한 권위를 더 중시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직 내 상사가 자신과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일 경우 상사의 권위를 더

욱 인정할 것이며, 상사는 부하의 전문가적인 지향에 대해 지지할 것이

므로 상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상의 연구개발인력의 특징에 따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추출할 수 있는데 직무와 조직차원의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개발인력은 특히 경력지향성이 강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추

구하며 성장욕구 강도가 높고 성취 지향적이며 도전적인 업무를 선호하

므로 자신의 전문분야가 회사의 핵심기술로 인정되며 담당업무와 일치하

고 직무가 매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진취적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을 지녔다면 스스로 내적동기가 일어나 자신의 기술

과 지식을 총 동원하여 문제나 과업을 해결하여 직무 도전성을 발휘함으

로써 주관적,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직업과 경력에 대한 성공과

만족도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인력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율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으므로 자신의 직무에 있어 목표설정이나 업무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승진이나 인정, 보직 등에 대한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어 있는 개방적인 조직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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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연구개발인력은 경력개발과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하므로 연구

개발 인력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조직 내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시스

템, 복리후생제도 등의 경력개발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에 몰입할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인력도 타부분의 인력과 마찬가지로 상사의 관심과 지

원, 적절한 보상체계 등을 갖춘 조직에 몰입할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인력에게 연구 전문직으로서 기술의 유지뿐

만 아니라 최신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의 기회를 주어 지속적인 경력성장

을 통해 경력성공의 만족감을 주어야 함이 중요하다. Miller(1986) 역시

엔지니어들에게 기술 및 전문지식의 강화를 허용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조직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같은 성향을 지닌 연구개발인력들의 성장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많은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고 조직의 성과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직이

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 관리방안의 총체를 고성과 인사관리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Burns & Stalker(1961)는 20개의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산업에

대한 조사에서 두 개의 공식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경영시스템이 존재함

을 발견하였다. 하나는 효율성에 기반을 둔 조직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우선시 하는 조직이었다. 이들

은 전자를 기계적 조직이라고 명명하였으며 후자를 유기적 조직이라고

명명하였다. 유기적 조직은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적 조직형태와

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다. 기계적 조직이 고도의 집권화, 공식성, 수

직적 상호작용 및 전문화된 기능간의 차별화를 특징으로 갖는다면, 유기

적 조직은 분권화되고 비공식적이며 수평적 상호작용을 하는 조직 유형



- 62 -

이다. 김인수(1997)는 Burns & Stalker(1961)의 유기적 구조와 기계적

구조의 특징을 통해, 서로 다른 환경에 노출된 기업들은 고성과 조직이

되기 위해서 환경에 적합한 형태의 조직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상황

적합이론의 근거를 찾았다. 즉, 환경이 단순하고 안정적이면 낮은 불확실

성에 직면하게 되며, 환경이 복잡하고 동태적이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

하게 되는데(Daft, 1995), 이런 경우 전자는 관료적인 기계적 구조가 효

과적이며 후자는 유기적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출연연에서의 고성과 인사관리는 유기적 조직구조의 필요성에 의

해 도입되고, 이는 조직의 가치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

써(Varma et al., 1999), 조직구성원이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성과 인사관리의 조직에 대한 성과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기는

하지만, 크게 작업시스템의 구조적 효과와 근로자 개인의 자유 재량적

노력에 의한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자유 재량적 노력에 의한 효

과란, 내적 정합성을 갖춘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근로자의 지식학습을 촉

진시키고 기술숙련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어주게 된다. 그리고 성과 또는 숙련수준과 연계된 보상체계

및 평등주의와 결합된 구성원들의 욕구충족은, 동기유발을 통하여 자발

적 의도를 자극하고, 이러한 동기유발이 실질적 의사결정 참가와 유기적

으로 결합하여 구성원의 창의성을 이끌어냄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직의 성

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동원, 배종석, 2001; 이주형, 이영면,

2010; 김건식, 2013).

이외에도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Hartog & Verburg(2004)의 연구에

서 고성과 인사관리가 지원, 혁신 그리고 목표형 조직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Lau & Ngo(2004)는 고성과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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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술혁신 간에 정(+)적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출연연의 고성

과 인사관리는 연구개발인력으로 구성된 출연연 조직구성원들에게 전문

적 지식 및 숙련된 기술 활용과 의사결정에 대한 더 많은 참여의 기회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속적 경쟁우위를 누

릴 수 있게 한다.

특히 조직몰입은 근로자들의 조직목표와 가치에 대한 귀속의식, 자발

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 구성원으로서 조직

에 대한 애착을 반영하는 복합적 구성개념이다(Porter, Steers, &

Mowday, 1974; Mowday, Porter, & Steers, 1982). 이중 두 번째로 언급

된 ‘의지(willingness)’는 고성과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자유재량적 노력을

반영하며,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Appelbaum et al., 2000). 그리고 고성과 인사관리에서는 구성원의 숙련

개발을 촉진하고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성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과 암묵적 지식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Ashton & Sung,

2002). 또한 구성원은 조직성과의 중심이며, 구성원의 태도변수인 조직몰

입은 구성원의 자유재량적 행동과 창의혁신성의 동인이기 때문에

(Appelbaum et al., 2000; Coyle-Shapiro, Kessler, & Purcell, 2004), 연

구조직에서 고성과 인사관리와 구성원의 조직몰입간 관계는 매우 중요하

다.

결국 고성과 인사관리에 의한 조직변화는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조직효과성 향상 및 조직목표 달성과 함께 구성원의 복

지증진 효과를 가져다준다(김동배, 2001, 2003; 김동원, 배종석, 2001; 노

용진 외, 2001; 이호창, 이지만, 2006; Ostroff & Bowen, 2000; Takeuchi,

Chen, & Lepak, 2009). 다시 말하면, 출연연의 고성과 인사관리에서 구

성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 정보공유, 권한위임, 고용안정과



- 64 -

보상, 특화된 기술의 습득 등은 조직에 대한 자부심, 충성심, 애착을 향

상시킴으로써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증진시킨다(박종욱 외,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 구성원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지각이 조

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출연연 구성원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지각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출연연 구성원의 채용제도 지각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 출연연 구성원의 교육훈련 지각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3. 출연연 구성원의 평가관리 지각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4. 출연연 구성원의 보상제도 지각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4. 본 연구의 차별성

공공부문에 성과주의와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

환경 역시 복잡해지고 경쟁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은 고조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적자원관리

의 전략화, 즉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지지한 학자들이 각 조직이 조직

전략에 맞춰서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을 도입하게 되면 조직에 정적인 영향

을 줄 것으로 주장한다(Martell & Carrol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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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통적인 인적자원관리는 종업원을 통제의 대상이자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체하기 쉬운 부속품으로 여겨 왔으며, 종업원의 역할

을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에서는 종업원을 인적자원 관점에서 바라보고 종업원과 조직의 목표를

통합하여 조직에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둔다. 현재 인

적자원관리 분야의 연구는 종업원의 몰입과 헌신, 자발적 동기부여에 대

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향상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며, 대표적

인 인적자원관리 형태로 고성과 인사관리를 제시할 수 있다(류성민,

2010).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

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기업의 양극단의 중간적인 위치에 존재하면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형태로 설립, 운영되기 때문에 기

관별로 조직구조와 특성들이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공기업

은 정부가 출자한 기업법인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하

기 때문에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지의 증진도 중요하지만, 기업으로

서 독립채산성과 생산성을 기초로 이윤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조직

의 목표와 성과평가지표가 명확하다(유훈, 배용수, 이원희, 2011). 따라서

공기업은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반면, 또 다른 공공기관의 유형인 기타 공공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연)은 정부출연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의 발전과 복지를 위

해 필요한 공적 연구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출연연은 일반적인 조

직에 비해 연구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도전적인 직무를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고, 비영리성을 추구하며, 조직의 목표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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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불분명하여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을 찾기 어려운 등 독특한 조직특

성을 지니고 있다(정한규, 2003).

따라서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범주에 속하고 있으나, 조직특성에서 많

은 차이가 있는 공기업과 출연연은 고성과 인사관리의 효과 측면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직면한 성과중심

의 경쟁환경에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전략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인적의존도, 성과에 대한 부담, 정부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

문이다. 즉, 각 조직특성에 따라 전략적 인사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며, 그

러한 시스템의 효과 역시 각 조직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양

혁승, 2007).

이에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공기업과 출연연 간

조직특성의 차이에 따라 고성과 인사관리의 효과에서도 다른 특징을 보

일 수 있다는 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에 있어서, 공기업의 경우에는 특유의 기업성으로 인해 일반 사기업조직

과 유사하게 주어진 직무수행에 한정한 평가관리나 보상제도 등이 구성

원의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김진희, 2009). 하지만 출연연

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력개발의 욕구가 강해 채용제도 및 교육훈련 등

이 조직에 대한 몰입을 높이는데 유용할 것이다(Kerr et al., 1977; 서인

원, 2002). 결국, 조직몰입은 구성원 개인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며(김민

영 외, 2016), 그에 따라 공기업과 출연연 간 고성과 인사관리와 같은 전

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요구 및 평가가 다를 것이고, 조직이 지닌 인

사관리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 수준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Von Glinow et al., 1983; 장은미, 2006). 그에 따라, 본 연구

는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지각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력 우선순위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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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유형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는데 주요 목

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각 공공기관조직의 특성상 고성과 인사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김기태, 1999).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

체로 고성과 인사관리의 특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았지만, 조직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른 상대적인 측면

이나 고성과 인사관리의 하위차원이 갖는 우선순위는 주목받지 못하였

고, 공공부문에서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

흡한 실정이며, 본 연구와 같이 공공기관 유형별로 그 효과를 비교한 연

구 역시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출연연을 중심으로,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이 조직성과로서 조직몰입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분석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

는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합리화 방향과 인적자원관리전략 도출 및 공공

부문의 혁신을 조직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

련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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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에 따라 공공기관의

유형 중 시장형 공기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조직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이와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시장형 공기

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 간 조직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지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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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공기업과 출연연 구성원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

성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여,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지각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력이 공공기관 유형별로 어떠한 양상

을 보이는지 논의할 것이다.

제2절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공공기관의 구성원들로서 수도권 및 충청권 지

역에 소재한 시장형 공기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을 1차 표본으로

삼고, 이중 성과중심 HR 체계를 구축한 공공기관을 분류하여 해당 기관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각 조직 구성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이메일

과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측정변수의 특성상 신빙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임원급 이상은 표본에서 제외하고, 실무자 위주

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설문지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한 내용적 타당성 검토

및 예비조사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2017년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3개 시장형 공기업과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성원 총 295

명에게 배포되었으며, 이중 수집된 유효 표본 수는 직접 방문조사를 통

해 회수한 140부와 사전에 개별적으로 양해를 구하여 이메일로 회수한

97부를 합하여 모두 237부이다. 그러나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내용

이 부실하여 통계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설문지 26부를 제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총 211부의 설문지가 실제 분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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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Pfeffer(1994)는 여러 가지 인사제도들 가운에 어떤 제도는 항상 다른

것보다 우월하며 모든 조직에서 최상의 제도(best practice)를 도입할 때

조직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상의 인사제도로서 고

용보장, 엄격한 선발, 참여적 직무설계, 조직성과와 연계한 보상, 강도 높

은 교육훈련, 신분격차 해소 및 조직전반에 걸친 정보공유와 같은 7가지

를 제시했다(Pfeffer, 1998). 그러나 고성과 인사관리와 조직성과간의 관

계에 대한 많은 실증연구에도 불구하고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

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Huselid(1995)와 MacDuffie(1995)는 변동

급여를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인사제도로 보는 반면에,

Arthur(1994)는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이유는 연구자들이 조

직이 처한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되는 고성과 인사관리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김기태,

1999).

앞서 고성과 인사관리의 하위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공

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성과 인사관리의 조직특성은 채용, 교육훈련,

성과주의 평가, 종업원 참여 및 보상 등이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나 제도

적 차이에 따라 인사제도와 조직성과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김기태,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관

리의 선행연구들에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제도로서 많이 다루

어지는 선별적 채용제도(selective staffing)와 공식적 교육훈련제도

(formal training), 성과와 연계된 평가제도, 성과주의 보상제도를 포함하



- 71 -

여 공공기관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채용제도

채용제도에 있어 조직성과 창출을 위한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선별된 채용제도, 그리고 우수 인력을 위한 다양한 채용프로그램

시행정도, 엄격성, 채용단계의 수 등이다(MacDuffie, 1995; Youndt &

Snell 1995; Pfeffer, 1998).

본 연구에서는 선별적 채용제도 측정을 위해 채용도구의 다양성, 직원

선발기준의 엄격성, 인력채용에 대한 조직의 노력정도의 3개의 항목을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교육훈련

교육훈련에 대한 측정에 있어서 Bae & Lawler(2000)에서는 6개의 항

목으로 측정하였다. 교육훈련의 비용, 기회제공, 다양한 종류의 교육기회

활용, 시스템화된 교육훈련 프로세스, 교육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 보편

적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훈련이었다. 이외에도 OJT 실시인원

(Ichniowski et al., 1997), 공식적 교육훈련(Arthur, 1994)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조직의 경력지원 프로그램

에 대한 투자수준, 교육훈련프로그램 투자수준, 현장프로그램 투자수준의

3가지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평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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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평가관리는 성과와 연계된 평가제도의 운영수준을 의미하

며, Wright & Boswell(2002)과 양혁승(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조

직이 균형성과표, 목표관리, 평가피드백,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 얼마나

다양한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균형평가표(BSC), 목표관리제(MBO), 평가 피드백, 역량평가, 리더십평

가, 다면평가 시행수준의 6가지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보상제도

고성과 인사관리에서 성과의 범주에서는 보상이 성과와 연계될수록 성

과가 높을 것이라고 한다. 즉, 종업원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보상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

로 정의하였고, 이익 공유제 실시여부(Ichniowski et al, 1997), 연고서열

식 보상관행, 동일 직급 내 다양한 범위의 보상제도, 개인의 집단성과에

대한 보상 반영수준(Bae & Lawler, 2000)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인센티브 실시, 팀 인센티브 실시, 사업부 인센티

브 실시, 전사 인센티브 제도 실시수준의 4가지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2. 조직몰입

조직성과의 결과적 측면과 거래적 측면을 반영한 시스템 모형적 관점

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직무태도요인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이 있다. 이중 특히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일체감을 느끼고, 조직목표에 동참하여 성취하려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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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므로, 조직성과의 정의와 맥락을 같이 하여, 다른 변인보다 조직성

과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조직몰입에 대한 측정지표는 Porter & Smith(1970), Meyer

& Allen(1990), 이창욱(2006)의 척도를 참조하여, 소속감, 감정적 애착,

조직 목표 동일시, 의무감, 개인적 의미, 일의 열정의 6개 항목을 단일차

원 5점 척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3.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공공기관 유형 및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공

기관 유형,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직급 등을 명목척도 및 서열척도로

측정하였다.

제4절 자료분석방법

설문지의 응답 결과 자료를 회수한 후 이중기입, 무기입 등의 불성실

한 자료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각 자료를 입력지침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하여 윈도우용 SPSS/WIN

18.0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통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통계처리를 위한 기술

통계량(평균 및 표준편차)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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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사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alpha 값을 통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독립변수인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의 지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한다.

넷째, 연구 변인간에 어느 정도 상관성을 지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삼고, 독립변수인 공공기관 유형별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파악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모든 통계적 검증은 ±5% 수준에서 유의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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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결과

제1절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에 소재한 시장형 공기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들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유효한 표본 211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1> 연구대상 응답자의 특성

(N=211)

구분 N %

기관유형
시장형공기업 121 57.4

정부출연연구기관 90 42.6

성별
남 173 81.9

여 38 18.1

연령
30-39세 147 69.6

40-49세 64 30.4

학력
대졸 120 56.8

대학원이상 91 43.2

경력

5년미만 49 23.3

10년미만 130 61.5

10년이상 3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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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처리에 사용된

211부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의 소속기관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 121명(57.4%), 정부출연연구

기관 90명(42.6%)으로 시장형 공기업 소속 응답자의 비중이 약간 높았

다.

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173명(81.9%), 여성이 38명(18.1%)으로 남성종

사자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 업무 및 분야특성의 영향과 함께 연구대상

공공기관의 여성인적자원 진출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대상의 연령은 실무자 위주의 설문지 배포가 이루어진 관계로 30～40

대 연령대에서 대부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30-39세가 147명(69.6%),

40-49세가 64명(30.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의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는 없었으며, 대졸이 120명(56.8%), 대학원 이상이 91명(43.2%)으로

고학력자 위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의 경력은 10년 미만이 130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이 49명(23.3%), 10년 이상이 32명(15.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직급은 특별한 직급이 없는 일반종사자 97명(46.1%), 하위관

리자급 75명(35.4%), 중간관리자급 39명(18.5%) 순으로 파악되었다.

직급

중간관리자급 39 18.5

하위관리자급 75 35.4

일반종사자 97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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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y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기본적으로 모

든 관찰변인(observed variable)이 그에 수반되는 잠재적이고 가설적인

구성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며, 관찰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잠재적인 구조를 추출해내는 과정이다. 추출된 요인을 해석하는 것은 관

찰변인들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 잘 정제되고 축약된 형태의 구성개념

으로 설명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관찰변인을 통한 설명보다 훨씬 효율적

인 설명이 가능하다.

타당성은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설문지 작성 단계에서 주로 고려되는데, 여기서 요인분석이라 함

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어 변수를 단순화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통일시켜 요

인들간에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인분석

은 도출된 새로운 요인이 요인점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변수제거로 인한 정보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분석 방법은 요인의 수를 최소한으로 산출하고

최초 변인들이 지닌 정보를 극대화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의 차원을 추출해내기 위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 <표 4-3>과 같다.

먼저, <표 4-2>는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4-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추출된 요인을 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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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평가관리, 보상제도로 명명하였다.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의 채용

제도, 교육훈련, 평가관리, 보상제도 요인의 요인적재량은 모두 0.4 이상

을 넘고 있으며, 누적분산비율이 50.759%로 나타나 설문 문항이 비교적

타당하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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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표 4-3>은 조직몰입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 조직몰입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4-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6개의 문항이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추출된 요인을 조직몰입으로 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평가관리01 .756 -.062 .220 -.070

평가관리02 .733 .015 .220 .014

평가관리03 .718 .029 .040 .015

평가관리04 .674 .085 .009 .102

평가관리05 .582 .036 .336 .018

평가관리06 .551 -.025 .214 .080

보상제도01 -.042 .862 -.042 .100

보상제도02 .048 .850 -.015 .219

보상제도03 -.022 .810 .029 -.032

보상제도04 -.011 .798 -.014 .079

채용제도01 .126 .008 .874 .014

채용제도02 .181 .011 .816 .025

채용제도03 .310 .013 .716 -.023

교육훈련01 .082 .040 .058 .862

교육훈련02 .014 .092 -.011 .777

교육훈련03 -.049 .036 .012 .676

고유값 4.262 3.947 3.831 3.145

분산% 14.145 13.171 12.818 10.625

누적% 14.145 27.316 40.134 50.759

Kasier-Mever-Olkin의MSA = .857, Bartlett의 구형검정 = 9626.027

df = 419, sig. = .000.

<표 4-2>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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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조직몰입 요인의 요인적재량은 모두 0.4 이상을 넘고 있으며,

분산비율이 47.824%로 나타나 설문 문항이 비교적 타당하게 측정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뢰성 검증은 설문도구의 문항간의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

는 과정을 의미한다. 신뢰성 검증을 위한 분석기법으로는 재검사법, 복수

양식법, 반분법 그리고 내적 일관성 기법 등이 있다. 재검사법, 복수양식

법, 반분법 등의 기법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유사한 난이도의 새로운 설

문도구를 개발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리적 모형

을 이용하여 일관성 정도를 검정하는데 여기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는 내적일관성 기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α계수 값이 0.7-0.9

이면 설문의 신뢰성이 보장되지만 새로이 개발된 설문지나 수정이 가해

요인

조직몰입01 .823

조직몰입02 .791

조직몰입03 .784

조직몰입04 .752

조직몰입05 .723

조직몰입06 .682

고유값 12.490

분산% 47.824

Kasier-Mever-Olkin의MSA = .906, Bartlett의 구형검정 = 7334.854

df = 151, sig. = .000.

<표 4-3> 조직몰입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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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설문지는 0.6을 최저 허용치로 사용하기도 하며, 설문의 난이도 등에

따라 .05를 최저 허용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구성원이 지각한 조직의 고성과인사관리특성

과 조직몰입의 각 하위요인을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는데 그 신뢰도는 아

래 <표 4-4>와 같다.

<표 4-4>와 같이 Cronbach's Alpha(α) 계수를 구한 결과 고성과인사

관리특성의 하위요인에서 채용제도 .874, 교육훈련 .781, 평가관리 .892,

보상제도 .826, 전체 .884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Cronbach's Alpha(α)

계수는 .905로 나타났으며, 모두 0.7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측정개념 문항수 내적합치도(α)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채용제도 3 .874

교육훈련 3 .781

평가관리 6 .892

보상제도 4 .826

전체 16 .884

조직몰입 6 .905

<표 4-4>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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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지각 차이

본 연구의 가설 1과 관련된 시장형공기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

기관 유형에 따른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의 차이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에 따른 고성과인사관리특성 하위변인 및 총점 지각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은 Scheffe-test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4-5>에서 공공기관 유형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성과인사관리특

성 지각에 대한 차이를 유의미한 검증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유형에 따른 고성과인사관리특성 하위변인 및 총점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시장형공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에 채용제도, 교육훈

련, 평가관리, 보상제도의 모든 변인과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둘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고성과인사관리특성 하위

변인 및 총점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변인과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연령에 따른 고성과인사관리특성 하위변인 및 총점 차이를 검증

한 결과, 채용제도에서 30대가 40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05). 그러나 나머지 변인과 총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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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고성과인사관리특성 지각 차이검증

(N=211)

*p<.05, **p<.01

구분
채용제도 교육훈련 평가관리 보상제도 총점

m sd m sd m sd m sd m sd

기
관
유
형

(A)공기업

(B)출연연
3.39
3.57

.59

.46
3.56
3.71

.46

.50
3.68
3.84

.54

.53
3.34
3.49

.73

.66
3.54
3.63

.71

.62

t 1.625 1.394 1.880 1.391 1.161

성
별

(A)남

(B)여
3.55
3.41

.47

.55
3.64
3.67

.48

.54
3.73
3.75

.48

.54
3.40
3.47

.68

.72
3.60
3.57

.58

.67

t 1.441 .064 .043 1.114 .044

연
령

(A)30-39세

(B)40-49세
3.63
3.32

.50

.53
3.68
3.63

.49

.63
3.79
3.71

.54

.84
3.48
3.39

.68

.77
3.71
3.55

.63

.75

t 2.296* .066 1.167 1.183 1.533

학
력

(A)대졸

(B)대학원이상
3.58
3.49

.47

.53
3.65
3.66

.49

.47
3.61
3.78

.53

.51
3.35
3.53

.64

.73
3.53
3.65

.54

.63

t 1.072 .035 1.957* 2.167* 1.367

경
력

(A)5년미만

(B)10년미만

(C)10년이상

3.57
3.60
3.35

.47

.51

.46

3.64
3.70
3.62

.47

.50

.55

3.60
3.88
3.72

.55

.59

.42

3.47
3.44
3.40

.66

.66

.65

3.55
3.74
3.48

.63

.70

.53

F

Scheffe
4.842**
C<A,B

1.532 4.793**
A<B

.845 1.753

직
급

(A)중간관리자

(B)하위관리자

(C)일반종사자

3.56
3.53
3.51

.46

.49

.53

3.64
3.59
3.71

.47

.51

.54

3.78
3.73
3.77

.52

.52

.62

3.41
3.43
3.57

.72

.63

.66

3.60
3.63
3.65

.57

.61

.64

F

Scheffe
.476 .872 1.502 2.467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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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력에 따른 고성과인사관리특성 하위변인 및 총점 차이를 검증

한 결과, 평가관리에서 대학원이상이 대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05). 또한 보상제도에서 대학원이상이 대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05). 그러나 나머지 변

인과 총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경력에 따른 고성과인사관리특성 하위변인 및 총점 차이를 검

증한 결과, 채용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1), 사후검증 결과 5년미만 및 10년미만 집단이 10년이상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관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사후검증 결과 10년미만 집단이 5년미만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변인과 총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직급에 따른 고성과인사관리특성 하위변인 및 총점 차이를 검

증한 결과, 모든 변인과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4절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탐색적 연구에서 연구문제 검증에 사용될 뿐 아니라

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의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

해준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은 모든 분석에 앞서 요구되는 선행조건이

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 변인간 상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6>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고려한 조직몰입은 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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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특성의 전체변수 및 모든 하위요인과 p<.01 수준에서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어, 자체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모든 상관

계수에서 이론적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 구성

원이 지각하는 조직의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이 긍정적일수록 조직몰입 수

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의심이 되는 상관계수인 r=.80

이상의 관계를 보인 측정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 채용제도 교육훈련 평가관리 보상제도
고성과
전체

조직몰입 1

채용제도 .518** 1

교육훈련 .342** .259** 1

평가관리 .328** .326** .442** 1

보상제도 .276** .189** .610** .532** 1

고성과전체 .381** .314** .464** .515** .634** 1

**p<.01

<표 4-6> 상관관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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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시장형공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유형별 구성원들의 고

성과인사관리특성 요인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을 독립변수

로,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 공공기관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공기업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2에 관한 공기업 구성원의 고성과인사관리특성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은 유의수준 .001(F=207.641)에서 고성과인사

관리특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의 설명력은 60.7%로 나타났다.

공기업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고성과인사관리특성 요인

으로는 평가관리(β=.478), 보상제도(β=.197), 교육훈련(β=.098), 채용제도

(β=.0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에 대해서는 연령이 조직몰입에 대해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학력과 직급이 조직몰입에 대해 부(-)의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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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 β t　 p　 VIF

(상수) 1.124 .140 　 6.889 .000***

독
립
변
수

채용제도 .073 .032 .080 2.337 .021* 1.897

교육훈련 .090 .028 .098 3.329 .002** 1.412

평가관리 .480 .033 .478 15.325 .000*** 1.631

보상제도 .192 .029 .197 6.925 .000*** 1.353

통
제
변
수

성별 -.010 .043 -.011 -.204 .839 -

연령 .184 .037 .207 5.216 .000*** -

학력 -.293 .038 -.309 -8.004 .000*** -

경력 .078 .043 .080 1.843 .065 -

직급 -.156 .040 -.159 -4.061 .000*** -

R² = .607 F = 207.641 p = .000***

*p<.05, **p<.01, ***p<.001

<표 4-7> 공기업의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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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연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3에 관한 출연연 구성원의 고성과인사관리특성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B SE β t　 p　 VIF

(상수) 1.311 .177 　 7.478 .000***

독
립
변
수

채용제도 .234 .041 .262 5.997 .000*** 1.897

교육훈련 .221 .035 .247 6.539 .000*** 1.412

평가관리 .023 .042 .021 .480 .634 1.631

보상제도 .048 .040 .060 1.213 .225 1.353

통
제
변
수

성별 -.033 .049 -.032 -.656 .513 -

연령 .202 .042 .195 4.953 .000*** -

학력 -.497 .044 -.452 -11.779 .000*** -

경력 .116 .053 .103 2.259 .025* -

직급 -.212 .046 -.188 -4.825 .000*** -

R² = .349 F = 73.584 p = .000***

*p<.05, ***p<.001

<표 4-8> 출연연의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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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은 유의수준 .001(F=73.584)에서 고성과인사관

리특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34.9%로 나타났다.

출연연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고성과인사관리특성 요인

으로는 채용제도(β=.262), 교육훈련(β=.2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에 대해서는 연령과 경력이 조직몰입에 대해 정(+)의 유

의미한 관계를, 학력과 직급이 조직몰입에 대해 부(-)의 유의미한 관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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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합리화 방향과 인적자

원관리전략 도출 및 공공부문의 혁신을 조직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실

천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공공기관 유형 중 조

직특성상 상대적 차이가 큰 시장형 공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

로,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이 조직성과로서 조직몰입 변인에 미치는 영향

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소재한 시장형 공기

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 211명으로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t-test 및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 1인 시장형공기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

기관 유형에 따른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기관유형

에 따른 고성과인사관리특성 하위변인 및 총점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시

장형공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에 채용제도, 교육훈련, 평가관리, 보

상제도의 모든 변인과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공공기관 조직의 특성에 따라 고성과 인사관리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으며, 구성원의 수용성이나 욕구

또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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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출연연의 구성원들은 직업생활을 통해 승진, 보상 수준 향상

등 소속 조직에서의 성장니즈가 공통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과관리 관점에서 공기업 구성원들은 본인에 대한 평가를 수직적 관점

에서 이해하고, 출연연의 연구개발인력들은 해당 분야의 동료 연구원들

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대한 평가를 조직의 상위 계층에서 판단하는 평

가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며, 연구원으

로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

지만, 실제 각 조직구성원들은 자기 조직의 시스템과 조직구조적인 면을

이해하여 그에 맞춰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조직 역시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의 전략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

해서 어느 정도 조직에 적합한 형태로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각 공공기관 유형별 구성원의

고성과인사관리특성에 대한 주관적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가설 2에 관한 공기업 구성원의 고성과인사관리특성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성과인사관리특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60.7%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기업 구성원의 조

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고성과인사관리특성 요인으로는 평가관리(β

=.478), 보상제도(β=.197), 교육훈련(β=.098), 채용제도(β=.0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공기업의 경우, 공공수요의 충족

과 공공복지의 증진도 중요하지만, 기업으로서 독립채산성과 생산성을

기초로 이윤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조직의 목표와 성과평가지표가

명확하고, 기업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부 구성원들 역시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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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몰입에 있어서 미시적인 측면의 평가관리나 보상제도에 민감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 3에 관한 출연연 구성원의 고성과인사관리특성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고성과인사관리특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34.9%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연연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고성과인사관리특성 요인으로는 채용제도(β

=.262), 교육훈련(β=.24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가관리와 보상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앞서 확인한 가설 2의 검증결과와 본 연구

의 목적인 공기업과 출연연의 비교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공공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적 연구분야를 담당하

는 연구조직으로서 일반적인 조직에 비해 연구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불

확실성과 도전적인 직무를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고, 비영리

성을 추구하며, 조직의 목표 및 성과가 불분명하여 원인과 결과의 인과

성을 찾기 어려운 등 독특한 조직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의 범주에 속하고 있으나, 출연연 구성원들은 전문성과 경력개발의 욕구

가 강해 그들의 욕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경우에 조직몰입이 향상될

것이므로, 고성과인사관리특성 중에서 채용제도 및 교육훈련에 보다 민

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조직특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공기업과 출연연은 고성과

인사관리의 효과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

업의 경우에는 특유의 기업성으로 인해 일반 사기업조직과 유사하게 주

어진 직무수행에 한정한 평가관리나 보상제도 등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출연연은 채용제도 및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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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직면한 성과중심의 경쟁

환경에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전략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인적의존

도, 성과에 대한 부담, 정부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며, 각 조

직특성에 따라 자기 조직에 적합한 전략적 인사관리시스템이 운영되지

만, 이러한 시스템의 효과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각 조직의 특

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고성과 인사관리와 같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활용하는 이유는

주어진 환경 하에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이므로, 고성과 인사관리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각 공공기

관은 1차적으로 자기 조직에 맞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도입함에 있어

서, 일률적 관점에서 공조직의 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직과

구성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고성과 인사관리에 있어서 무엇을

더 강화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

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형공기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각

조직구성원의 고성과인사관리특성 지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기업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고성과인사관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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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는 평가관리 > 보상제도 > 교육훈련 > 채용제도의 순으로 나

타났다.

셋째, 출연연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고성과인사관리특성

요인으로는 채용제도 > 교육훈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가관리와 보상

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고성과 인사관리의 특성이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았지만, 조직의 특성에 따른

상대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고, 공공부문에서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의 효과에 관한 연구 역시 미흡한 실정에서, 공공기관 유

형별로 그 효과를 비교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의 공공기관 조직 맥락에서 신공공관리론 도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이식과 변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

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후 영ㆍ미를 시작으로 관료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행정체제 및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은 공공부문의 개혁과 방만한

경영에 대한 혁신을 위해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주요 국가들은 행정

개혁을 위해 기업형 정부 또는 정부의 시장화를 지향하게 되었고, 그 핵

심은 정부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 민간부문의 패러다임인 경쟁과

동기유발, 고객주의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

다 효율적이고 우월하다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정부 비효

율성과 실패의 원인을 관료제적인 전통적 공공관리 방식에 기인한 것이

라고 간주한 것이다. 비대해진 정부의 기능과 규모는 방만한 국가경영과

재정의 위기를 가져오고, 독점적인 정부서비스는 효율성 및 질적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안정적이고 정적으로 유지되던 정부부처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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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을 통한 성과 지향주의, 책임의식

강화,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공부문 혁신을 도모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정부개혁과 행정서비스의 혁신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의한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시장의 개방

및 국제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가치가 변화하였고, 다수의 국가는 정부

재정의 적자 및 전통적 행정관리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이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제점

을 해결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행정체제의 변

화를 도모하는 개혁이 불가피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은 산출(outcome)과 결과(result)를 지향하는 것으로, 공

공부문에 결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효과성과 대응성을 증진시

키고자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공공조직의 생산성 및 성과를 제

고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희소한 자원 및 예산을 효

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즉 신

공공관리론에 의한 성과주의의 흐름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도입과

실시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적은 세금으로 보다 높은 정책성과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관료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됨으로서, 변화 및 혁신을 실현시키고자 한 당초

의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성과

인사관리의 영향력은 현재의 공공기관 조직이 정부에 종속된 형태를 보

이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공공기관을 설립한 목표를 성공적으

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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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연구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독자적인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예산의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일반

공공기관의 조직관리방식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율성을 구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도적 환경에서 자

율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단기적이고 계량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성과, 무형적 성과, 공공성 기반의 성과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는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을 분석틀로 한 실증적인 자료들을 통해

공공기관의 조직몰입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중시 경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국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생존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하

였다. 여기에는 해외 기업 및 은행 등의 부채상환, 경쟁력 강화 등의 제

도적 압력도 작용을 한 부분이다. 즉, 강압적 동형화에 의한 제도도입이

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경영효

율화를 통해 지출 절감 및 공공기관 정상화를 기치로 해외의 제도 및 국

내 민간의 사례 등 구분 없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은 다양한 제도를 도

입하게 된다. 즉, 한국 공공부문의 특징 및 제반환경에 대한 고려와 이를

통한 제도의 변형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하는 이른바, '

모방적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공영역 내에서 주어진 목적, 기능에 적합한 형태

로 변용된 종속적 기구로 자리하고 있지만,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이 성

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개입주의의 영향이 큰 한국의 현실에서 공

공기관은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어느 정도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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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으로 달성하여 왔으나, 효율성 추구는 정부고유의 기능인 민주주의

의 실현이 희생되는 대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전부 아니면 전무

의 선택밖에 없는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이 아닌 모든 시민의 공존과 복

지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 효율성이 지

나치게 강조되면 무엇보다 정부의 고유역할인 사회적 형평의 실현과 정

부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출제한의

압력은 조직·인력·예산의 축소는 물론 승진과 보상의 기회를 줄이고 사

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출감축의 압력과 이에 따른

사기저하는 곧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구조적 문제

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조직내부로부터 적정 수준의 수익(보수,

승진 등)이 창출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조직을 탈퇴하거나 아니

면 조직에 잔류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수익창을 모색한다. 이는 낮은 사기

와 보수는 물론 추가적인 일을 하지 않거나 조직이탈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이 태생적으로 지닌 비효율성을 이해하

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성과평가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마

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논의되어 왔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는 조직성과

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공공기관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기 상이한 조직특성에 맞춰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기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세분화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본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고, 앞으

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일부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표

본을 얻었으나 그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 유형에서 연구변

인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연구변인의 작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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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확인하여 각각의 효과성을 증대시킴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요인들을 추출하

고 설문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으나 공공기관에 맞는 새로운 독립변

수들의 학술적 추출이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유형을 비롯하여, 각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조직문화 등의

다양한 조직특성변인이 조직성과에 대해 갖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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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지양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공공기관의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인

적자원관리 및 조직성과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에 대해 조사

하고자 합니다.

설문지의 질문사항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느끼시는 그대로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설문지는 연

구자 이외에는 절대 열람 및 분석을 하지 못하므로 귀하의 개인사항은

통계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주어진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의미가 중복되는 질문

이 있을 수 있으나,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니 양해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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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하가 현재 조직이 활용하고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에 관한

조사 항목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구

분
고성과 인사관리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채
용
제
도

우리 조직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

해 다양한 채용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조직은 직원의 선발기준이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조직은 우수한 인력의 채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교
육
훈
련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경력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조직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조직은 직무현장에 필요한 지식/기술 습득에 많

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평
가
관
리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성과를 균형평가표(BSC)에 의

해 적절히 평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조직은 성과제고를 위한 목표관리제(MBO)를 적

절히 시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조직은 성과 평가에 따른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역량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조직은 간부급의 리더십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조직의 성과 평가는 다면 평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보
상
제
도

우리 조직은 성과에 대한 개인의 인센티브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조직은 성과에 대한 팀의 인센티브가 적절히 제

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조직은 성과에 대한 사업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조직은 전사적인 차원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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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귀하가 현재 조직과 직무에 대해 느끼는 태도에 관한 조사

항목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구

분
조직몰입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조
직
몰
입

나는 조직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조직에 감정적인 애착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조직의 문제를 진정 나 자신의 문제
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현재 조직에 남아야만 하는 의무감을 느끼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은 나에게 개인적으
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금까지 조직에서 맡은 일에 대해 많은 
열정을 쏟아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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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1) 귀하가 소속된 공공기관 유형은?

➀ 시장형 공기업 ➁ 정부출연연구기관

2) 귀하의 성별은?

➀ 남 ➁ 여

3) 귀하의 연령은?

➀ 20-29세 ➁ 30-39세 ➂ 40-49세 ④ 50세 이상

4) 귀하의 최종학력은?

➀ 고졸 이하 ➁ 대졸 ➂ 대학원 이상

5) 현재 소속된 기관의 근무기간은?

약 ( )년 ( )개월

6) 귀하의 소속기관 내 현재 직급은?

➀ 중간관리자급 ➁ 하위관리자급 ➂ 일반종사자(직급없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29 -

Abstract

Effects of High Performance Personnel

Management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Public Institutions 

Sung Jin Ah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raw the directions for rationalizing the 
performance-oriented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strategies in public institutions and 
establish the policy measures to practice innovation in public 
sectors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o achieve this, this study makes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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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high performance personnel management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variable as organizational achievement 
focusing on market-typed public enterpris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at show a relatively big difference in nature 
of organization, among the types of public institution. The subjec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are 211 members of the market-typed 
public enterpris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located 
in capital area and Chungcheong province. 

The data collected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rough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t-test and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 in high performance 
personnel managem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type of 
public institution in market-typed public enterpris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hich is the hypothesis 1 of this study and also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 in sub-variables and total score 
of the high performance personnel managem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type of organization, there appear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variables and total score of recruitment system, 
educational training, evaluation management, and compensation plan 
between market-typed public enterpris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high 
performance personnel management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embers of the public enterprise, which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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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2 of this study, it appeared that the high performance 
personnel management characteristic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factors for high performance 
personnel management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cluded evaluation management, compensation system, 
educational training, and recruitment system in order.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high 
performance personnel management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embers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hich is the hypothesis 3 of this study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appeared that the high performance personnel management 
characteristic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at the factors for high performance personnel management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cluded recruitment system and educational training in order, 
and that evaluation management and compensation system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Finally, it appeared that the public enterpris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at showed a big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had different patterns in terms of the effects of high 
performance personnel management. In public enterprise, evaluation 
management, compensation system, etc that were limited to job 
performances given similarly to general private organizations due to 
unique entrepreneural characteristics had a big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the members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because of its putting an emphasis on professionalism 
and care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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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study reported this research finding that the high 
performance personnel management characteristic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erformance in the existing studies, but the relative 
aspects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received 
relatively less attention. 
In addition,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effects of high performance 
personnel management characteristics in public sector as well. 
However,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mpared the effects by 
type of public institution. 

Keywords : pubic institutio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high performance HR practi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Student Number : 2013-2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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