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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조직목표 갈등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불문하고 대

부분 기존의 목표 갈등 연구들은 개인 수준에 치우쳐 있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조직 수준에서 목표 갈등을 정의하고 차원을 구분하여 이론적

으로 개념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의 조직목표 갈등 정의는 ‘조

직목표들 간의 상충적 또는 경쟁적 관계’이다. 또한 공공조직의 특성에

초점을 둔 이론 연구들을 검토하여 상충적 관계는 ‘직접적 목표 갈등’으

로, 경쟁적 관계는 ‘간접적 목표 갈등’으로 차원을 구분한다.

직접적 목표 갈등은 공공조직 목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 조직목표란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라고 정의될 수도

있지만, 공공조직에서의 조직목표는 ‘조직에게 바람직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제약’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공공조직

에서는 조직의 설립 초기부터 존재의 이유가 외부의 정치적 권위를 가

진 자들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주요 목표만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항상 추구해야

한다. 외부의 정치적 권위를 가진 자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대리

인이다. 즉 국민이 정치인을 선출하면서 권한을 정치인에게 위임하는데

그 권한이 행정부로 위임되고, 정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조직의 관리

자에게까지 위임된다.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주인-

대리인 이론으로 분석한 연구가 상당히 있어왔다. 이처럼 주인이 갖는 민

주적 정당성으로 인해, 공공조직에서의 정치적 제약은 조직 내 목표 설정

과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 목표 갈

등을 조직목표 갈등의 출발점으로 보고, 주인-대리인 이론을 기반으로 개

념화한다. ‘주인이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목표와 조직 내 목표 간의 상충적

관계’인 조직 내외 목표 갈등과 ‘주인들이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목표들 간

의 상충적 관계’인 조직 외부 목표 갈등으로 구분된다. 간접적 목표 갈등



은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조직들에서 여러 수혜자들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다수의

목표들 간의 관계가 상충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동시에 수많은 목표들의

달성에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하기 때문에 목표들 간의 경쟁적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간접적 목표 갈등은 ‘다수

목표 달성을 위해, 제한된 자원 획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적 관계’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론적 개념을 한국 공공기관에 적용하여 실증 분

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대표적인 준정부조직이다. 첫째, 준

정부조직은 소유의 궁극적인 주체는 국민이지만,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로

부터 재정 지원과 통제를 받으며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인-대

리인 이론으로 개념화한 직접적 목표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둘

째, 준정부조직은 순수 정부부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가능을 대신

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도록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 목표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한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본

다.

기존의 조직목표 갈등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조직목표 갈등 논

의의 핵심을 조직목표들 간의 상충적 또는 경쟁적 관계의 ‘정도’로 보았다.

대다수 조직 수준의 목표 갈등 연구들은 측정이 비교적 용이한 성과지표

를 선택하여 두 지표간의 관계를 조직목표 갈등으로 측정했다. 이 연구들

은 대부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다른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만을 검증해보고자 했다. 그러나 개개의 목표들을 충실히 모두 달성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충적인 관계의 목표들이 주어지는 것 자체로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목표 갈등이라



는 현상이 특정 정책분야에서만 나타나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검증하고자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함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정부 통제의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에서는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공공기관의 법적 유형 중 공기업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존의 공기업 연구들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와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반영된 조

직목표들 간의 상충적 관계가 오히려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제

시하기도 했다. 이 연구들은 목표를 달성한 결과인 성과가 상충하는지 여

부를 측정했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에서 조직목표 갈등의 수

준이 정부 통제로 인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된 바, 정부는 공기업의 사업범

위를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한국 정부는 2007년부

터 주무부처의 사전적 관여를 최소화하고 기관 자율 경영을 보장하기 위

해 기획재정부 주도의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이에 본 연구의 공공기관의 법적 유형별 분석에서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다양한 주인들의 지배력을 상정하여 측정

한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부정적 성과 영향만이 나타났다.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은 기관 자체의 성과가 주무부처의 업무평가와 연계되어 있기 때

문에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 간 이원적 지배 구조에 의한 효과가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이 결과는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배력을 분산시키는 제도 설계가 오히려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간접적 목표 갈등은 조직성과의 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낮은 공공기관에서조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조직목표 갈등 연구에서는 종종

결과적으로 갈등이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결과

는 연구 대상이 되는 조직들의 기능적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경쟁적



관계 정도인 목표들의 관계를 상충적 관계라고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의 목표 갈등을 명시적으로 개념 정의하고 원인

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하고 갈등적인 관계에 있는 목표들을

가능한 조화롭게 추구해야만 하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 조직목표 갈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모

형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본다.

주요어 : 조직목표, 목표 갈등, 정부 통제, 조직성과, 공공조직, 한국 공

공기관

학 번 : 2010-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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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지난 50여 년간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공공조직의 목표는 민간조직의 목표보다 다양하며(multiple), 모호하고

(ambiguous), 목표들 간의 관계가 갈등적이라고(conflicting) 지적해왔다

(Allison, 1983; Downs, 1967; Drucker, 1980; Frederickson &

Frederickson, 2006: 174; Heinrich, 1999; Lowi, 1979; Lynn, 1981;

Moynihan, 2008: 142–145; Rainey et al., 1976; Wildavsky, 1989; Wilson,

1989). 이 중 공공조직의 목표 모호성(goal ambiguity in public

organizations)에 관한 이론은 최근 괄목할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Chun

& Rainey, 2005a; 2005b). 이에 반해 공공조직의 목표 갈등에 관한 이론

은 발전이 더디다고 말할 수 있다. 공공조직의 목표 갈등을 명시적으로

개념 정의한 연구가 희소할 뿐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

로 분석한 연구조차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목표 갈등 연구들은 개인 수

준에 치우쳐 있으며, 조직 수준의 목표 갈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이론 연

구나 실증 연구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조직목표 갈등을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목표 갈등 개념을 조직 갈등의 원인으로 논의하

거나 갈등할 소지가 있는 목표들이 쉽게 관찰되는 특정 정책 분야를 연구

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적인 성과 영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들은 조직목표 갈등의 이론적

개념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실증 분석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목표에 대한 이론 연구들을 검토하여 조직목표 갈등을

‘조직목표들 간의 상충적 또는 경쟁적 관계’로 정의한다. 또한 공공조직의

특성에 초점을 둔 이론 연구들을 검토하여 상충적 관계는 ‘직접적 목표 갈

등’으로 경쟁적 관계는 ‘간접적 목표 갈등’으로 차원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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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충적 관계’를 조직목표가 누구의 목표인가에 초점을

두고 주인-대리인 이론을 기반으로 개념화했다. 공공조직 목표의 의미

에는 ‘조직에게 바람직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제약’이라는 정

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완벽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

구들에서는 기존의 조직일반에 대한 조직목표 정의인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공공조직에서 주인의 지배력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제약으

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목표 갈등을 공공조직 목표 갈등의 출발점이라

고 본다. 또한 공공조직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만을 설정하는 것으로는 다른 목표를 선호하

는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다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제한된 자원 획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목표들 간의 ‘경쟁적 관계’를 간접

적 목표 갈등으로 개념화했다.

본 연구는 조직목표 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이를 측정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

다. 대다수의 조직 수준 목표 갈등 연구들은 측정이 비교적 용이한 성과

지표를 선택하여 두 지표간의 관계를 조직목표 갈등으로 측정했다. 이 연

구들은 대부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다른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

는지 ‘여부’만을 검증해 보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 모형은 다양하고 갈등

적인 관계에 있는 목표들을 가능한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조직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단하는데 그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목표 갈등 논의의 핵심을 조직목표들 간의 상충적 또는 경쟁적 관계

의 ‘정도’라도 본다. 개개의 조직목표들을 충실히 모두 달성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충적인 관계의 목표들이 주어지는 것 자체로 조직운영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접근 방식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직목표 갈등의 정도가 높아지는 원인을 분석해

보고, 조직목표 갈등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직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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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제시한 조직목표 갈등 개념이 일상

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측될 수 있는 조직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

고자 했다. 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면 정부가

조직운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정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조직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1) 그런데 과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주로 준정부조직에 대한 개념적 정의

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2) 한국 정부는 수십 년간 국가의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정책수단으로 다양한 준정부조직을 설립해왔는

데3), 대표적인 준정부조직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준정부조직은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기능적으로 순

수 정부부문에 치우치는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여한 목표에 의

1) 이에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을 ‘정부가 출

연하거나 일정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인격의 기관으로

정부가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정의

했다(이혜윤, 2017: 391).

2) 국가적 맥락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가 모두 다르고 공공기관 자체가 대통령

이나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일반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수단으

로 활용되기 때문에(박상희, 2009) 공공기관을 넓게 정의하든 좁게 정의하든, 공공기

관에 어떤 특성을 가진 조직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Flinders와 Smith(1999)는 ‘QUANGO’를 ‘공적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공

공재정을 소비하지만, 선출직 대표자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정부 조직보다 자율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 정의했으며, Thiel(2017)은

‘QUANGO’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공 정책의 집행을 조직의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공공재정을 지원 받고 있지만 중앙 정부로부터 일정 수준 떨어져서 중앙

정부와 즉각적인 위계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조직들’이라고 정의했다.

3) 한국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 1983년 에는 24개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하여 총 102개 기관에 불과했는데, 2010년에는 653개 기관이

되었고, 2016년에는 982개로 늘어났다(조세일보, 2010.03.30. <공직유관단체 15개

추가 지정, 임원재산등록 의무>; 인사혁신처 고시(제20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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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준기, 2002: 3). 본 연구는 준정부조

직에서 이러한 정부의 지배력으로 인해 주인-대리인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직접적 목표 갈등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준정부조

직은 또한 민간기업과 같은 이윤추구 활동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복지, 고

용 등 사회의 불균형 해소와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활동들은 법률 규정에 근거하거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해 결정되므로

어느 한 가지도 등한시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혜 대상자

들을 가능한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목표가 설정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간접적 목표 갈등의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공공기관에 대한 이슈들을 검토해보더라도 본 연구에서 개

념화한 목표 갈등과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

대 국정과제 중 하나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공

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정부 목표에 따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편람’에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확정했다. 이 개편안의 내용은

기존의 ‘사회적 책임’에 일부 배당되었던 점수를 대폭 확대하고, 항목을

세분화하여 성과평가 지표로 구성한 것이다.4) 각 기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 담당 관리자들은 기존의 ‘사회적 책임’에서 ‘사회적 가치’라고 용어

를 변경한 것에서부터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5)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이

주요사업 부문에 추가되는 것으로 인해 기관의 사업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경제매거진, 2018.03.06).6) 이 사례는 최근 불거진

4) 이 개편안의 내용은 전략기획과 함께 5점, 정부 권장 정책 6점으로 11점밖에 배

당이 되지 않았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항목의 배점

을 ‘사회적 가치(Corporate Social Value: CSV)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기업은 경영

관리 22점, 주요사업 10~15점을 배당하고, 준정부기관은 경영관리 20점, 주요사업

30~35점으로 배당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경영관리에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 항

목을 일자리 창출(공기업 7점, 준정부기관 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공기업 4

점, 준정부기관 3점), 안전 및 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

점), 이렇게 5개 세부 지표로 구성했다(한국경제매거진, 2018년 3월 6일).

5) 사회적 가치는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안한 공유가치창출

(CSV)에서 나온 개념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자체에도 새로운 생산 기회

로 다가오는 것을 말한다. CSV가 CSR 개념 내에서 나온 용어이긴 하지만 상생

을 통한 가치 창출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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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같은 중대한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특정 목표 달성을 요구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그

대로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에는

기관 내부에서 중시하는 목표와 정부가 달성하기를 요구하는 목표들 간

의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

관의 공적 기능과 법적 지위를 고려해 보면, 이러한 현상이 이례적인 것

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이에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

념화한 목표 갈등과 유사한 현상을 관측하여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석은·홍다연(2017: 102)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에

관한 연구에서는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 뿐 아니라 수익

성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먼 기타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공

공기관은 사회적 경제적 미션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두 가지 미션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7). 또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

구들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서로 상충적 관계일 것 같으나 오히려 상

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기도 했다(유훈, 2005; 김명수, 2005;

유미년, 2012; 이동원·윤방섭·남은우, 2007). 본 연구는 기존의 공공기관 연

구들이 조직목표 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배제한 채, 관측된 현상을 설명

하기 위한 실증 분석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

6)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임금 경직성이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해친다며 경영평

가에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대한 가점을 부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성과연봉제가 노사 합의 없이 추진됐다는 비난이 빗발치면서 이를 폐기했다. 이

로 인해 대부분의 공공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정권 교체 때마다 정권의 구미에 맞

는 경영평가 개편이 반복되어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 수행 평가는 뒷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 이 연구에서는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칭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신 SR(Social Responsibility)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을 차별화하고자 했다. 정부가 사회적 미션 달성만을 위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 활동을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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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목표 갈등이라는 이론적 개념

을 한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함에 있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면서 조직목표 갈등을 정의하고 차원을 제시한다. 또한 선행연구

들을 소개하면서 기존의 이론 및 실증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제4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한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

로 자료 원천을 설명한다. 또한 원인 분석과 결과 분석의 주요 변수들을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조직 목표

갈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한국의 공공기관 법적 유형별로 분석한 결

과를 제시하고 해석한다. 제6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를 논의한다.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조직목표

기존의 조직 연구 문헌들에서 많은 학자들은 조직목표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해왔다(Hannan & Freeman, 1977; Hall, 1999; Rainey,

2014: 151). 최근 다수의 학자들은 조직목표란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ed states)’를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Hall, 1999;

Daft, 2004; Rainey, 2014), 조직목표가 조직 내부의 개인들과는 무관하다

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Hannan & Freeman, 1977; Hall, 1999).

Chun(2003: 9)은 조직목표가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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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아닌 ‘조직이’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seek)’에 대

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Simon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Simon(1964: 3)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조직목표라는 것을 제약

(constraints, or set of constraints)으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조직목표는 의사 결정의 전제가 되는 가치이지만, 동

기란 의사결정의 전제라기보다는 특정 목표를 선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그는 조직목표를 조직의 역할에 대한 제약으로 본다면, 개

인의 동기와는 무관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Simon, 1964: 1).

한편, 공공조직 연구 문헌들에서는 조직목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제약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Wilson(1989: 129)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기

술한 주요 목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기술한 ‘맥락적

목표(contextual goal)’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제약과 맥락의 영향

(The Effects of Constraints and Context)’이라는 장에서(Wilson, 1989:

131-134), 공공조직 외부의 정치적 권위를 가진 자들은 ‘맥락적 목표

(contextual goal)’를 부여하여 공공조직을 ‘제약’하게 된다고 했다. 공공

조직의 주요 목표는 조직을 만든 이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명료하거

나 모호한 것과 상관없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

(Wilson, 1989: 129).8)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민간 기업의 관리자들과

달리, 이러한 주요 목표만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는 맥락을 반영하기도 해야 한다. 즉 맥락적 목표들은 공

공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법규(statute)에 의해서 면밀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조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부 정치적 권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정의되고 부여되는 것이다.9)

즉 기존의 연구들처럼, 조직목표를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

8) ‘학생을 교육함’ 그리고 ‘범죄를 예방함’과 같은 주요 목표들은 학교와 경찰 조직

의 존재를 정당화한다.

9) 가령 경찰 조직의 목표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지

만, 맥락적 목표들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기록 공개에 주의를 기울이

며, 범죄자들의 구금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Wilson, 1989: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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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할 수도 있지만, Simon과 Wilson의 견해에 의하면, ‘조직에

게 바람직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제약’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Rainey(2014: 151)는 가치를 비롯하여, 목적, 인센티브, 동기 등

이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라는 용어에 중첩되어 있다고 했다.

Chun(2003: 10)에서 역시 목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미션, 비전, 의도, 전

략, 목적, 그리고 가치를 꼽고 있다.10) 그는 이러한 개념들을 목표와 분

명하게 구별하여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수많은 연

구들에서 이 개념들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Rainey(2014: 80-81)는 공공조직의 목표가 민간조직의 목표에 비해 더

욱 논란의 여지가 많고 가치 지향적(value-laden)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Jørgensen와 Bozeman(2007)에서는 ‘공적 가치 목록(Public Values, an

inventory)’를 만들기도 했다.11)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공적 가치란, 공공

조직과 외부 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공공조직에서 중요시되는 가

치들은 조직의 속성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거나 조직을 둘러싼 외부

10) Cyert와 March(1963)는 목표와 동일한 개념으로 개인들의 선호(preferences)를

언급한 바 있다. 개인들의 선호라는 것은 서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선호가 연

합(coalition of preferences)된다는 것 자체가 조직목표라는 개념과는 모순된 것

(implicitly contradictory)이다. 이들은 조직목표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관한 두 개

의 전통적인 견해를 소개하면서 모순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조직목표가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들(external control group)이나 최고 관리자

(the top of managerial hierarchy)가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견해는 조직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조직목표를 형성한 것으로 본다. 전자는 적절한 감독과

보상을 통해서 목표의 합의(conformity to goals)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후

자는 적절한 의견 교환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갈등이 사라진

다고 보고 있다(conflict is eliminated through consensus). 이들은 두 견해 모두

조직목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첫째, 목표의 합의는 ‘공

동의 선호(joint preferences)’가 전제되어야 가능한데, 적절한 감독과 보상만으로

는 서로 다른 선호를 일치시키기 쉽지 않다. 둘째, 적절한 의견 교환 절차에서

는 ‘협상(bargaining)’과정이 뒤따르는데, 협상은 행위자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만

족시키거나(satisficing), 최선이 아닌 차선의(suboptimal)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다(Cyert & March 1963).

11) 그들은 주요 국가들의 행정학 주요 저널들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공공조직 이론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분석하여 72개의 가치를 선별했다. 이 연구

는 공적 가치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도 특히 공공조직 이론과 연관된 연구들을 대

상으로 공적 가치를 선별했다(Jørgensen & Bozeman 2007,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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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목표

에 대한 기존의 정의인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라는 의미와 함

께, ‘조직에게 바람직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제약’이라는 의

미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조직목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조직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Chun, 2003: 11).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

중, ‘공식적 목표와 조작적 목표(official and operative goal)’, ‘수단과 목

적으로 연결된 계층(hierarchy of means and ends)’ 그리고 ‘누구의 목표

인가(whose goal?)’에 대해 논한 연구들에서 조직목표 가시화의 단서를

찾고자 한다. Perrow(1961: 855)는 조직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공식적 목표들을 조작적 목표로 설정한다고

했다. 그는 공식적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작적 목표에 기술되는 과

정에서, 경쟁하는 가치들 간 또는 다양하고 갈등하는 목적들 간의 상대

적인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Moore(1995)는 조직목표가 연속적인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이루어지

는 목표 계층이라고 했다. 이러한 목표 계층에서는 목표란 목적임과 동

시에 수단이기 때문에, 조직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진다고 했다. Richards(1986)도 조직목표 설정이란 계획의 과정(planning

process)이며, 조직은 전략을 총동원하여 수단과 목적의 목표 계층을 설

계한다고 했다. 즉 목표란 계획 과정을 거쳐 설계된 합리적인 계층이므

로, 상충적 관계가 가시화될 가능성을 최소화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와 역량의 부족 그리고 제한적인 시간 등의 조건

하에서 목표 달성을 최적화하는데 종종 실패한다. 이와 같은 제약 조건

하에서는 가능한 최선을 달성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

적인 목표 계층은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 Richards(1986: 22) 역시 하나

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다른 하나를 달성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목표가 갈등(in conflict)할 수 있다’고 했다.



- 10 -

Perrow와 Richards는 조직목표를 가시화하면서 조직목표들 간의 갈등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Chun은 조직목표의 가시화를 논하

면서, 조직목표가 누구의 목표인지에 대한 것을 마지막 문제로 꼽고 있

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주인들, 관료들, 관리자들, 조직구성

원들, 고객들, 정치 권력가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한 조직의 목표에 대

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Grizzle, 1982). 조직목표를

식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관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

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Vancouver & Schmitt, 1991; Chun,

2003: 13). 본 연구에서는 조직목표의 논의에서 암시하고 있는 조직목표

들 간의 갈등을 정의하고, 조직목표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목표인지에 대

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조직목표 갈등의 차원을 구분하여 밝히고자 한다.

제2절 조직목표 갈등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조직목표 갈등을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조직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던 조직목표 갈등의 의미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

일반에 대한 연구들에서 종종 언급했던 ‘조직 내 부서 간 목표 갈등’은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조직목표 갈등과 다른 개념이다.

Daft(2004)는 조직 갈등을 집단 간 갈등(intergroup conflict)으로 보고,

조직 내 집단 간 갈등의 원인으로서 부서 간 목표 양립 불가능성(goal

incompatibility)을 강조하고 있다.12) 그러나 조직 내 부서의 목표들을

12) Daft(2004)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 내 부서 간 목표가 양립 불가능한 현상은 쉽

게 관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직 내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들

이 존재하는데, 마케팅 부서에서는 매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만 재무 담당 부

서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라면, 이 두 부서 간의 목표가 갈등할 수 있다(Cyert &

March, 1963). 그는 조직 갈등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 합리 모형(rational model)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될 수 있지만, 조직 갈등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정치 모형

(political model)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부서 간

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또는 참여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관리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모형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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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aggregated)한다고 해도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전체 조직목표 집합에는 부서목표 조합만으로는 설

명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이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 목표

들의 조합은 전체 조직목표와 동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전체 조직목표 집합(sets of goals)의 목표들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공공조직의 목표 갈등을 정의한다.

Chun(2003)은 목표 갈등이란 목표들 간의 상충적 관계(contradictory

relationship)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했다. 그는 ‘직접적’ 목표 갈등과 ‘간

접적’ 목표 갈등을 구분하면서 직접적 목표 갈등을 ‘목표간 명시적인 상쇄

관계(explicit trade-offs)’라 정의 했다. ‘갈등’은 ‘칡 갈(葛)자’와 ‘등나무 등

(藤)’자의 합성어로서13) 갈등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적대적인 관계라는 의

미가 내포되어 있다. Robins(1974)는 갈등을 모든 종류의 ‘대립적 내지 적

대적인 교호작용’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목표설정이론 연구자들은 개

인의 목표 갈등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다른 목표의 달성을 무효화

거나 저해하는 정도(Lock et al., 1981: 127)’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직접적 목표 갈등은 이러한 목표들 간의 대립적이고 적대적이며

상충적 관계를 의미한다. 전영한(2004)은 간접적 목표 갈등이란 복수의

목표가 동일한 목표 계층에 존재할 경우 언제나 나타날 수 있으며, 목표

집합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표들 중에서 어떤 목표를 ‘먼저’ 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즉 간접적 목표 갈등은 자원 제약으로 인

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떤 목표를 다른 목표보다 먼

저 달성하게 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간접적 목표 갈등은 일정 시

점에 도달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해소 가능한(compromised) ‘경쟁

적 관계(competitive relationship)’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고 있다(Daft 2004; 493).

13) 칡과 등나무는 동일한 장소에서 자랄 경우 서로 뒤엉켜서 따로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최해진, 2004: 11). 칡이 등을 휘어 감으면 등이 죽고, 등이 칡을 휘어

감으면 칡이 죽는다. 영어의 ‘conflict’ 어원 역시 라틴어 ‘confligere’로서 ‘together’를

의미하는 ‘con’과 ‘to strike’를 의미하는 ‘fligere’의 합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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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목표 갈등은 시간이 경과하면 해소 가능한 목표들 간의 경쟁적

관계를 의미한다.14)

이러한 구분은 심리학의 연구에서도 종종 언급되는데, Segerstrom와

Nes(2006)는 갈등을 내재적 갈등(inherent conflict)과 자원 갈등

(resource conflict)으로 구분하고 있다. 내재적 갈등이란 서로 반대되는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으로서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자원

갈등은 한정적인 자원 제약으로 인해서 보다 가치 있는 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조직목표 갈등의 개념에는 ‘상충

적 관계’인 직접적 목표 갈등과 ‘경쟁적 관계’인 간접적 목표 갈등의 개

념이 혼합되어 있다고 본다. 즉 관리자가 특정 시점에서 다양한 목표들

간의 ‘경쟁적 관계’를 인식하여 하나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하도록

결정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목표들로 인해 비판을 받는다면, 이러

한 목표들 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충적 관

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조직목표 집합’에서 나

타나는 ‘조직목표들 간의 상충적 또는 경쟁적 관계(contradictory or

competitiv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goals)’를 조직목표 갈

등이라고 정의한다.

제3절 조직목표 갈등 차원

본 연구의 조직목표 갈등 차원은 다음 <표 1>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조직목표 갈등의 정의에는 간접적 목표 갈등과 직접적 목표 갈등이 혼

14) 이에 Jung(2009)에서는 시간 구체화 목표 모호성(Time-specification goal

ambiguity)을 장기 목표(long-term goals)와 연례 목표(annual goals)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he lack of clarity in deciding on the distinction)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그는 시간 구체화 목표 모호성을 전체 성과목표들의 수에서 장기 목

표와 연례 목표가 이중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율(the percentage of duplicate

performance objectives)로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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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간접적 목표 갈등 다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제한된 자원 획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적 관계

직접적
목표
갈등

조직 내외
목표 갈등

주인이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목표와 조직 내 목표 간의
상충적 관계

조직 외부
목표 갈등 주인들이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목표들 간의 상충적 관계

<표 1> 조직목표 갈등의 차원

합되어 있으므로, 조직목표들 간의 경쟁적 관계인 간접적 목표 갈등의

차원을 구분하여 우선 설명한다. 조직목표들 간의 상충적 관계인 직접

적 목표 갈등은 조직 내외 목표 갈등과 조직 외부 목표 갈등으로 구분

하여 설명한다. 다음에서는 각 차원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서 <표 1>과 같이 정의해보도록 하겠다.

1. 간접적 목표 갈등

기존의 간접적 목표 갈등의 정의는 ‘같은 목표 계층 수준에서 많은

목표들이 존재할 때 목표 달성을 위한 제한된 자원 획득 과정에서 나타

나는 잠재적 갈등(potential conflict)’이다(Chun, 2003: 32). Jacobse 외

(2015)는 공공서비스 공급에서는 하나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다른

목표를 선호하는 수혜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지표

들을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했다. Moynihan과

Beazley(2016)는 이를 종합적인 성과 평가 체제(comprehensive

frameworks)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은

목표들 간의 잠재적 경쟁에 직면한다. 즉 다수의 목표들 간의 관계가 상

충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동시에 수많은 목표들의 달성에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하기 때문에 목표들 간의 경쟁적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다(Christensen et al.,2018: 12).

이러한 경쟁적 관계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오석홍(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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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은 조직 갈등에 대한 논의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

건을 언급한 바 있다. 조직목표 갈등 역시 이러한 단계가 존재하는데, 다

수의 목표들이 관계가 없거나 협력 또는 경쟁의 상태에 머무르는 단계라

고 할 수 있다. 갈등이론에서는 경쟁이 격화되어 갈등으로 변할 수도 있

지만, 모든 경쟁이 갈등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갈등이 경쟁을 내포하지 않

을 때도 있다고 했다(Stephen, 1974: 25-27).15) 즉 간접적 목표 갈등은

특정 시점에서 자원의 배분을 놓고 나타나는 경쟁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

문에, 목표들 간 대립적 내지 적대적인 작용이 없는 상태이다.16)

Chun(2003)에서도 간접적 목표 갈등을 조직목표 모호성에 대한 4개의

차원 중 우선순위 목표 모호성(priority goal ambiguity)17)과 유사한 개

념으로 보며 장기적 전략목표와 연례 성과표적의 수로 측정했다.

즉 간접적 목표 갈등은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조직들에서 여러

수혜자들을 만족시켜야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발생하

는 현상이다. 이 개념은 조직목표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goal

focus; Weiss & Piderit, 1999) 또는 목표가 얼마나 복잡한지(goal

complexity; Lee et al., 1989)와 유사한 개념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조직들을 대상으로 이 개념을 적용할 경우,

조직들마다 우선시하는 목표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을 놓

고 나타나는 경쟁의 의미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우선 간접적

목표 갈등을 ‘다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제한된 자원 획득 과정에서 나타

15) 또한 갈등과 협력의 구별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갈등의 반대가 협력은

아니다. 갈등의 반대는 갈등이 없는 상태이고 협력의 반대는 협력이 없는 상태이

다. 갈등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협력하는 것은 아니다.

16) 다른 사람보다 앞서거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경쟁하더라도 경쟁당사자 간에

‘대립적 내지 적대적인 교호작용’이 없을 수 있다(Robbins, 1974: 25-27).

17) Chun(2003)에서는 우선순위 모호성의 개념 정의에서 목표 초점, 목표 복잡성, 그

리고 목표 갈등을 비교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우선순위 모호성은 Weiss과

Piderit(1999)이 제시한 목표 초점(goal focus)이나 Lee 외(1989)가 소개한 목표 복잡

성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전영한, 2004). 목표 복잡성은 우선순위 모호성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며, 목표들 간의 밀도와 빈도에 관한 개념이다. 반면 목표 갈등은

목표 복잡성보다 더 협의의 개념이며, 상충적인 관계에만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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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쟁적 관계’라고 정의하며, 경쟁적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변수 측정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2. 직접적 목표 갈등

직접적 목표 갈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조직목표 정의에서 언급했던,

조직목표를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보는 것과 ‘조직에게

바람직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제약’으로 보는 것의 의미를

해석해보도록 하겠다. Mohr(1973: 476)는 내재적 목표(reflexive goals)

와 외향적 목표(transitive goals)를 구분하면서,18) 내재적 목표는 조직

내부에 근원을 둔(internally oriented) 목표이며, 외향적 목표는 조직

외부로부터 미친 영향(whose referent is outside the organization)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발생된 목표라고 정의한 바 있다. Mohr의 구분을

조직목표의 정의에 대입해 보면,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는

내재적 목표에 해당하고, ‘조직에게 바람직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제약’은 외향적 목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개념 연

결이 공공조직의 목표 정의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Wilson(1989)

과 Bozeman(1987)의 견해를 참고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Wilson(1989: 129)은 정치적 제약과 맥락적 목표의 영향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공공조직에서는 의회나 법원이 규정한 법 또

는 규칙에 근거를 둔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외부 책임성을 확보하려고 한

다.19) 그는 공공조직에서 맥락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첫 번째 동기

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수평적 형평성(to

produce a 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고 했다(Wilson,

18) reflexive의 사전적 의미는 재귀적 대명사를 의미하며, transitive의 사전적 의미는

타동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Mohr의 설명을 해석하여, reflexive는 ‘내재적’

으로 transitive는 ‘외향적’으로 번역한다.

19) 가령 모든 수감자들에게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를 부여하여 ‘절차적 공정성

(procedural fairness)’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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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31). 둘째, 유권자들은 본인들의 권리를 더욱 우선시해 줄 것을

의회의 입법 과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거나 법원에 청원하기 때문에20)

의회나 법원이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조직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Wilson, 1989: 131).21) 그는 공공조직에서 맥락적 목표를 달성하고

자 하는 두 번째 동기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favor

certain interests over others)이며, 동시에 수직적 형평성(to tilt the

playing field)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고 했다(Wilson, 1989: 131).

결론적으로 공공조직의 관리자는 외부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고, 의회, 법원, 정치인들 그리고 이익 집단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Wilson, 1989: 129), 맥락적 목표를 달성하여, 수평적 형평성

과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Wilson,

1989: 132).22) 즉 민간기업의 관리자들이 최저선인 이윤(bottom line,

profits)에만 초점을 두는 반면,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제약(top line,

constraints)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Wilson, 1989: 115).

Bozeman은 Mohr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민간기업의 관리자들은 내재

적 목표만을 달성하면 되지만, 공공조직의 관리자는 공공의 기대에 부

20) 그는 이것이 미국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주주

의 체제를 상정한다면, 국민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권위에도 의존할 수

있다.

21) 예를 들면, 공공조직이 여성 우대 정책을 실시해 줄 것을 공공 관리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여, 법원이나 의회가

공공조직을 제약하도록 하는 것이다. Wilson(1989: 131)은 이를 유권자들의 요구를

중재하는 의회나 법원과의 경계가 약해지는(weak boundaries) 것으로 표현했다.

22) 예를 들어, 학교와 경찰 조직의 관리자들은 학생교육이나 치안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하기 힘들다. 그

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교과서를 제공하는 것, 모든 시민에게 같은 치안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조직에

서는 법원이 규정하는 모든 수혜 대상자들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해주어야만

하지만, 민간기관에서는 비행의 종류를 고려하여 수혜 대상자들을 선별할 수 있다

(가령, 심각한 비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성범죄자들은 제외함). 이처럼 다소 위

험한 수혜 대상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질성으로 인해서

공공조직은 통제를 유지하는 일반 직원에게 더 많은 관리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Street et al., 1966).



- 17 -

응해야하기 때문에 외향적 목표를 더 우선시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가 있음을 지적했다(Bozeman, 1987: 103). 한편, 그는 Downs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공무원들 또는 공공조직 관리자들의 목표가 외향적 목표

와 언제나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인

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나 제도에 대한 충성,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서 공공 이익에 봉사하고자 하는 목표

도 설정하기 때문이다(Downs, 1967: 2; Bozeman, 1987: 104).

이렇듯, Bozeman이 소개한 외향적 목표의 의미는 Wilson의 연구에서

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민간기업의 관리자들은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

직한 상태’인 내재적 목표만을 달성하면 되지만,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조직에게 바람직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제약’인 외향적 목표

를 언제나 내재적인 목표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즉 외향적 목

표는 끊임없이 공공조직 내부의 목표 집합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공공조

직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내재적 목표와 외향적 목표의 구분이 모호해

진다. 따라서 공공조직 목표의 의미는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

라는 기존의 정의에 ‘조직에게 바람직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제약’인 정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완벽해진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들은 전자에만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공조직 목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제약’에 초점을 두고 직접적 목표 갈등을

가시화해보도록 하겠다.

Wilson(1989: 115)은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에게 ‘스스로 선택한 목표가

아닌 다른 목표들을 달성해야만 하는 것(goals not of the organization’s

own choosing)’이 핵심적인 제약이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주요 목표만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항상 추구해야하

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서 민간조직에서는 관찰되기 힘든

상황들에 대처해야만 한다(Wilson, 1989: 129). 민간 기업에서는 내재적

목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지만, 공공조직에서는 조직의 설립 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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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존재의 이유가 외부의 정치적 권위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외향적 목표들이 조직목표 설정 단계를 거쳐서 조직 내 목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 초점을 둔다. 즉 정치적 제약으

로 인한 목표 갈등은 공식적으로 조직 내 목표 집합이 결정되기(formal,

publicly espoused; Rainey, 2014: 155) 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주의 체제가 ‘위임의 연결고리(chain

of delegation)’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Braun & Gilardi, 2006: 4). 위

임의 연결고리란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의 권

한을 위임하는 관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이 정치인을 선출

하면서 권한을 정치인에게 위임하는데 그 권한이 행정부로 위임되고, 정

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조직의 관리자에게까지 위임된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주체들은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공식적인 권

위를 가진 주인이지만, 이 권위는 이들이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정당

성을 갖는다(권순만·김난도, 1995). 따라서 외부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주

체들로부터의 정치적 제약은 민주적 정당성으로 인해서 조직 내 목표 설

정 과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정치

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목표 갈등이 조직목표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이러한 관계를 분석

한 연구가 상당히 있어왔다.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일방 당사자(주인)가

타방 당사자(대리인)에게 의사결정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해서 자

신을 위해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으로(Jensen & Meckling,

1976: 308) 둘 이상의 사람에 의한 협력적 노력(cooperative efforts)이 관

련되는 경우 어디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Moe, 1987). 주인-대리인 이

론은 제한된 여건 하에서 대리인에게 적절한 유인동기를 부여함으로서

양자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권순만·김난도,

1995; 김준기 2007; 양지숙, 2013).23) 주인-대리인 문제는 역선택(ad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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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구분되지만, 많은 제도들은 이

중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려고 고안된다(Milgrom & Roberts, 1992: 79).

계약 관계의 두 당사자가 효용극대화를 한다면 대리인이 늘 주인에게 가

장 이득이 되도록 행동한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Jensen &

Meckling, 1976: 308).2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

에서 나타나는 목표 갈등을 다음과 같이 두 차원으로 구분한다.

첫째, ‘조직에게 바람직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제약’을 얼

마나 우선시할 것인지에 관한 갈등이다. Waterman과 Meier(1998)에서

는 목표의 또 다른 표현으로 주인과 대리인은 서로 다른 ‘선호

(preferences)’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주인과 대리인의 선호가

충돌할 경우(Eisner, 1991; Quirk, 2014), 무조건 대리인이 주인의 요구

를 회피(shirk)할 것이라고 전제한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했다.25) 즉 주인

과 대리인의 선호 충돌을 조직목표 갈등으로 본다면, 이를 상수로 보기

보다는 변수로 가정해야만 주인과 대리인의 다양한 관계가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호 충돌을 ‘조직 내외 목

표 갈등’이라 보고 조직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변수로 본다. 즉 위

23) 또한 주인-대리인 이론은 신고전이론이 가정하는 순수 시장 조직이 적용되지 않

는 상황, 즉 ‘목표 불일치’와 ‘정보비대칭성’ 상황에서 주인과 대리인 두 당사자

간의 교환에 관한 연구이다(권순만·김난도, 1995; 이상철, 1997; 윤성식, 1997; 김

준기, 1998; 김난영, 2011).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주인의 효용함수는 생산물에서

보상액수를 차감한 값의 함수이고, 대리인의 효용함수는 산출물과 보상액수의 함

수에서 자신이 선택한 행동으로 인한 효용을 차감해준 값이기 때문에(윤성식,

1997), 주인과 대리인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김난영, 2011).

24) 주인-대리인 이론의 분석 단위는 조직 내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에서부터 조직과

조직 간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김난영, 2011). 또한 주인-대리인 이

론에 의한 공공조직 분석은 1980년 후반 이후 재정적자에 직면한 OECD 국가들

이 민간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유용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김준기, 1998; 황혜신, 2005; 김난영, 2008).

25) Meier(1994)는 다양한 주인과 다양한 대리인을 상정하게 되면, 기존의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대리인의 회피 행위의 원인으로 제시했던 목표 갈등과 정

보 비대칭성 중에서 정보 비대칭성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목표 갈등이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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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연결고리에 따라서 정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조직의 관리자가

조직 내 목표 집합에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할 때, 주인의 선호를 그대로

받아들여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주인의 선호와 조직 내부적으로 중

시하는 목표가 충돌하여 상충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주인이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목표와 조직 내

목표 간의 상충적 관계’라고 정의한다.

둘째, ‘조직에게 바람직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제약’이 여

러 개 부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이다. Mitnick(1986)은 기존의

주인-대리인 이론이 관료와 정치인 간의 관계(dyad)에만 초점을 두

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 정교한 주인-대리인 이론 연구들은 다양한

주인들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Waterman & Meier, 1998; Mitnick,

1986; Wood & Waterman, 1991; 1993; 1994; Moe, 1987).26) 주인들은

서로 다른 선호를 실현하고자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인들의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Rainey(2014: 155)는 직접적으로 공공조

직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감독’(government auspices and oversight)

에는 다양하고 갈등하는 무형의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며, 고

객과 유권자들,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 의회, 법원 등이 어떤 한 조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27) 결국 정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조직의 관리자는 위임의 연결고리에 따라서 갈등하

는 목표들을 균형 있게 달성해야만 하는 압력(feel pressured to balance

conflicting goals)을 느낄 수 있다(Rainey, 2014: 152).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현상을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이라 보고, ‘주인들이 달성하라고 요구

하는 목표들 간의 상충적 관계’라고 정의한다.

26) Waterman 외(1994)는 공공조직은 입법부, 대통령, 사법부, 언론, 규제기관, 지

방 정부 그리고 수많은 이익 집단들의 갈등하는 ‘목표 그물망 내’(in a web of

conflicting goals)에 존재한다고 했다.

27) Wilson(1989: 129)은 정치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을 국회의 통제, 사법 심사, 이익 집단의 참여, 언론의 감시 등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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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치적 제약으로 인한 목표 갈등의 도해

출처: Brown(1983) pp.10-14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조직 내외 목표 갈등’과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을 <그림 1>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에 권한을 위임한 B와 C는 A의 주인들이다. 주인 B와 대

리인 A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좌측의 그림이다. A는 B로부터의 정치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B의 선호

를 얼마나 우선시할 것인지에 따라서 목표 b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A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조직 내 목표 a와

상충적인 목표 b의 달성을 요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A에게는 B라는

주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인들이 존재하므로, A와 B, A

와 C 등으로 확장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우측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B와 C의 선호의 충돌은 목표 b와 목표 c의 충돌이므로, A에게

동시에 이러한 상충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라고 요구한다면, A의 관리자는

목표 b와 c를 균형 있게 달성해야만 하는 압력을 느끼게 된다.28)

28) ‘갈등’개념은 갈등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인식할 경우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기 때

문에(전무경 외, 2006) 개인 수준에서는 쉽게 인지될 수 있지만, 조직 수준에서는

누가 목표 갈등을 인지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론적인 개념화 수

준에서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인 조직의 관리자가 인지하는 조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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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1. 개인 수준의 연구

기존의 목표 갈등에 대한 탐구는 개인 수준 차원의 연구들로 축적되

어 왔다. 주로 개인의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에 따른 역할 모호성

(role ambiguity)이나 역할 갈등(role conflict)에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Locke et al., 1981; Locke et al., 1994; Locke et al., 1988; Rainey,

1983; Locke & Latham, 1984; Slocum et al., 2002). 개인 수준의 목표

연구인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은 기존의 조직 수준 목표 연

구들이 개념을 확장하거나 측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

시해 주었다(Chun, 2003; Chun & Rainey, 2005a; 2005b; Jung, 2009;

Lee et al., 2010). 목표설정이론 연구자들은 개인의 목표 갈등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다른 목표의 달성을 무효화거나 저해하는 정도(one

goal negates or subverts attaining another)’라고 정의한다(Lock et al.,

1981: 127). Lee 외(1989)는 목표 갈등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다

른 목표의 달성을 직접 저해함(inhibits achieving another desired goal)’이

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또한 목표설정이론은 목표 속성(goal attributes)을 포함하고 있다. 목표

속성에는 목표 난이도(goal difficulty; Locke & Latham, 1984), 목표 구체

성(goal specificity; Locke et al., 1989), 목표 명확성(goal clarity; Baum et

al., 1998), 목표 모호성(goal ambiguity; Rainey, 1993), 목표 근접성(goal

proximity; Bandura, 1989), 목표 복잡성(goal complexity; Lee et al., 1989),

그리고 목표 갈등(goal conflict; Locke, 2000) 등이 있다.29) Locke et

al.(1981)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목표 난이도와 목표 구체성의 성과 영향

갈등의 수준을 정치적 제약으로 인한 목표 갈등으로 보는 것이다.

29) 목표 속성들은 개념상 중첩되어 하나의 개념을 분리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Austin & Vancouv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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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밝혀 왔지만, 목표 복잡성과 목표 갈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30) 이 연구는 목표설정이론이 제시된 후 10여 년간

110개의 연구 중 99개의 연구들이 목표가 구체적이고 어려울수록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정리했다.

Locke와 Latham(1990)은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목표 몰입(goal

commitment)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개인의 목표 몰입이 목표 갈등으로

인하여 저해될 수 있음에도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개인 내 갈등

(intra-individual conflict)에 초점을 두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Locke

et al.(1994)에서는 개인 내 갈등에 대한 2개의 연구(실험설계와 서베이

연구)를 수행했다. 실험설계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의 과업 내에

서의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해 본 것이고, 서베이연구는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와 강의

라는 두 개의 다른 과업을 수행해야만 할 때 나타나는 목표 갈등에 대한

분석이었다.31) 이 연구는 개인 수준의 목표 갈등 개념을 정의했을 뿐 아

니라 이러한 개인 내 갈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개인 간 갈등

(inter-individual conflict)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할과 목표를 구분시켰다.

2. 조직 수준의 연구

조직목표 갈등은 조직이론에서 논의되어 온 조직 갈등(organizational

conflict)의 원인으로 언급되어 왔다.32) March와 Simon(1958)은 조직상의

30) 목표 복잡성은 “서로 다른 의도된 결과들과 그 결과들 간의 상호연계의 수준”으로

정의된다(Lee et al., 1989; 전영한, 2004). 목표 복잡성이 주로 목표들 간 상호관계의

밀도와 빈도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목표 갈등은 목표간 상충적 관계만을 지

칭한다(Chun, 2003).

31) 이들은 목표 갈등을 ‘개인이 양립할 수 없는 다양한 목표들로 인해 느끼는 감정

의 정도’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목표 갈등은 일반적인 역할 갈등을 구성하는 주요

원인이고, 조직 행태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다(Jackson & Schuler,

1985).

32) March와 Simon(1958)은 조직 갈등을 ⅰ)개인적 갈등, ⅱ)조직상의 갈등, ⅲ)조직 간

의 갈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직상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갈등 문제를 논의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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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야기하는 조건으로서 ⅰ)공동 의사결정의 필요성(felt need for

joint decision-making), ⅱ)목표의 차이(differences in goals) ⅲ)현실 지각

의 차이(difference in perceptions of reality)를 들었다. 이들은 두 번째 조

건인 목표의 차이에서 조직목표 갈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민

간기업에 대한 연구들에서 조직목표란 대부분 이윤 극대화처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목표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나 목표들이 갈등

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과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목표 갈등이 어느 조직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며, 자원의 제약정도나

조직의 유형, 규모 그리고 계층에 따라서 나타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조직의 목표 갈등만을 주요 쟁점으로 분석한 연

구들은 희소하다. 다만, 공공 분야의 정책들을 대상으로 조직목표 갈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몇몇 존재한다.

Wenger 외(2008)는 1997년부터 2004년의 미국 실업보험제도(UI)를

대상으로 정확성(accuracy)과 신속성(timeliness)간의 상쇄 관계

(trade-offs)를 조직목표 갈등으로 보고 경험적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

구에서는 여러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목표들이 대

립할 것인지, 그러한 결과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

석한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목표 대치(goal

displacement)와 목표 모호성의 부정적인 성과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있

었지만, 목표들 간의 직접적인 긴장관계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실업

보험제도의 주요 목표인 신속성과 정확성이 긴장관계에 있음에 주목했

다. 신속성은 실업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한 비율이며 정확성은 보험금 지급 이외의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인터뷰를 통해 평가한 결과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목표가 긴장관계에

있더라도 관리자의 노력으로 심각한 대립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석홍(2011) 역시 조직상의 갈등을 대상으로 ‘행동주체 간의 대립적 내지 적대적 교

호작용’을 조직 갈등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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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으며, 두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음을 보였다.

Nicholson-Crotty(2004)는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와

(Medicaid) 마약범죄 집행 정책(Byrne antinarcotics funds)이라는 두 정

책 분야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조직목표 갈등이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목표 갈등을 정부

보조금 수혜 지역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측정했다. 보수적인 성

향의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 반대하는 경

향이 강할 것이며, 진보적인 성향의 지역에서는 처벌적 성격이 강한 마약

범죄 보조금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존

의 주인-대리인을 비판하면서 보조금의 효과는 주인인 연방정부의 전략

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인 주정부의 특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연구 결과, 두 정책 분야에서 수혜지역

의 정치적인 성향이 연방정부 보조금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서 보조금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정

책 목표와 수혜지역의 정치적인 성향이 갈등하는 경우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보조금 지급의 효과가 저하된다는 것을 검증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조직목표 갈등에 대한 연구인 Christensen 외(2018)에서는 덴마

크 학교 조직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수(test scores)와 행

복의 정도(student well being; high degree happy)’를 조직목표 갈등으

로 전제하고 실험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정치적 주인인 선출직 공무

원(elected officials)이 대리인인 학교 조직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선

호를 ‘지배구조에 대한 선호(governance preferences)’와 ‘조직목표에 대

한 선호(goal preferences)’로 구분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반

영된 ‘지배구조에 대한 선호’를 공공과 민간 중 어느 지배구조를 선호하

는지 여부로 개념화했는데, 공공을 선호하는(pro-public preference) 정치

적 주인들은 학생들의 행복의 정도를 고취시키는 목표를 우선시하고, 민

간을 선호하는(pro-private preference) 정치적 주인들은 학생들의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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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점수를 향상시키는 목표를 우선시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

는 주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선호’가 ‘조직목표에 대한 선호’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고 볼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개인 수준 목표 갈등의 연구는 역할 갈등과 목표설정이론에 관한 이론

을 시작으로 개인 내 갈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Locke et al.(1994)에서 주목할 점은 개인 내 갈등과 개인 간 갈등이라는

개념이 구분되었다는 것이다. 개인 간 갈등은 개인들이 하나의 조직 내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부서(departments)에 속해 있다면 이들의 목표가

갈등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역할 갈등에서 목표 갈

등을 분리시켰다. 역할이란 주어진 맥락 하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

방식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목표는 개인이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지만, 목표들은 역할들에 내재되어 있

기 때문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개인에게 양립할 수 없는 목표들이 존

재하여 갈등하게 되면, 역할 갈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수준 목표 갈등의 연구들에서 목표 갈등의 핵심은 ‘개인이 느끼는

감정의 정도’이다. 목표설정이론은 조직 수준 목표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조직에 속한 개인의 지각하는 목표 속성을 측정한 점에서 한계

가 있다(Jung, 2009).

또한 목표 연구들에서 개인과 조직이라는 분석 수준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이론적 논의였지만, 기존의 목표 모호성 및 목표 갈등 개념 정의

에 있어서는 논의가 혼재되어 있었다. 오석홍(2011)은 조직생활의 실제에

있어서 조직목표는 구성원들이 수용하여 추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디까지가 개인목표이며 어디까지가 개인이 지각하는 조직목표인지를 경험

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비해 Simon(1964)은 의

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조직목표라는 것을 제약으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가



- 27 -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Scott(1992)은 조직목표란 조직 내부 구성원

인 개인의 동기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서로 다른 개념을 지칭하는 것으

로 사용하고 있다(Kirkpatrick & Locke, 1996; Thompson & Martin 2010;

Richards, 198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수준에 초점을 두고 목표 갈등을 분석한 연

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갈등할 소지가 있는 목표들

이 쉽게 관찰되는 특정 정책 분야를 선택해서 목표 갈등을 우회적으로

측정했다. 이런 식으로 목표 갈등의 개념을 설정할 경우에는 개념 자체

에 부정적인 성과영향이 예견될 수밖에 없다. Nicholson–Crotty(2004)에

서는 각 정책의 목표가 수혜지역 주민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일치하지 않

는다는 것을 목표 갈등으로 측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 갈등이 존재

하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보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Wenger

외(2008)에서는 정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목표가 왜 대립할 수밖에 없

는지에 관한 이론적인 근거 없이 목표 갈등을 개념화했다. 이로 인해 그

들의 연구에서 신속성이 정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나

타난 결과는 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관리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일 수

도 있는 한편, 두 목표 간의 관계가 상충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갈등

하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목표 갈등

에 대한 실증 연구들은 인과적인 관계의 추론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으

며, 연구 결과를 다른 정책 분야로까지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제5절 준정부조직에의 적용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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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서 공공기관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의

를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준정부조직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해보고,

본 연구의 조직목표 갈등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

보고자 한다.

준정부조직은 체계적으로 유형화되고 그 실체가 명확한 조직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범주의 조직들이 포함될 수 있는 연속적인 개념이

다(김준기, 2002: 3).33) 최병선(1993: 211)은 ‘QUANGO’를 ‘준공공부문 조

직’이라 번역했으며, 김준기(2002: 4)는 준공공부문 중 ‘준정부부문’에 주목

하여 준정부조직을 정의했다. 그는 준정부부문을 준정부기관형

(semi-governmental agencies)과 준비정부기관형(semi-nongovernmental

agencies)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비정부부처형 공공기관(Non-

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이라고 칭하면서, 이러한 조직들을 준

정부조직34)이라 보았다. 즉 준정부조직은 ‘정부조직도 아니고 시장부문에

도 속하지 않은 중간영역에서 정부부처와의 협력 또는 통제 하에서 공적

인 기능을 수행하는 비정부부처형(non-departmental) 혼합조직체(hybrid

organization)’이다(김준기, 2002: 4). <그림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준

정부조직은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기능적으로 순수

정부부문에 치우치는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준정부조직의 목표는 정부

가 부여한 목표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준기, 2002: 3).

33) 임학순(1993)은 준정부조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경우에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외의 공사, 공단, 기금, 사업체, 정부출연기관, 기타 특수 비영리

재단법인, 일부 민법상의 비영리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김준기(2002)는 준정부부처형(Para-statal Agencies), 정부기업형(검사·평가기관, 금

융기관, 공기업), 공공법인조직(정부출연 연구기관, 교육(의료)기관, 공공(진흥)재단,

조합(Cooperatives) 및 협회(Associations)로 준정부조직 유형을 분류했다. 안병영

외(2007)는 준정부조직에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공공사업 집행기관, 민간단체(보

조기관)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34) 임학순(1993: 98)은 ‘법적으로는 정부조직이 아니면서도 정부부문에 준하는 공적

인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부문 조직’으로, 안병영 외(2007: 141)는

‘전통적인 정부기관 밖에 존재하여 독립적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정부의 정

책을 집행하지만, 정부기관으로부터 일상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는 조직’으로 ‘준

정부조직’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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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의 준공공부문

출처: 최병선(1993) p. 211, 김준기(2002) p. 4 참조

준정부조직의 성장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공서비스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가 때문이다(최병선, 1993; 임학순, 1993; 김준기,

1999).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기능

을 민간조직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정부 영역 내에서 통제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기존의 경직된 정부부처에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것보다 새로

운 조직의 설립을 통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김준기, 2002) 준정부조직이 증가했다고 본다.3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정부조직이 순수 정부부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기능을 대신하

여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도록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 목표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모든 준정부조

직들이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정부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간접적 목표 갈등의 정도가 조직별로 모두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35) 준정부조직의 성장은 국가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자유주

의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에서는 행정 수요 증가 문제를 시장 또는 시민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므로 민간 부문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지만(Flinders

& Smith, 1999),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개발을 이룬 나라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

하는 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정부의 통제 하에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자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후자의 방식으로 행정·정치적인 목적 달

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준정부조직을 설립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의

공기업은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과거 민간경제가 성숙하지 못한 분야에

많이 설립되었으며, 공기업의 상당수가 해방 전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사업체를

모체로 하고 있다(양지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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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부분의 학자들은 준정부조직이 효율성 향상이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36) 정부와 맺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책임성 측면에서는 바

람직하지 못하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Rhodes, 1994; Scott,

2000; Pollit & Bouckaert, 2004).37) Domberger(1998)는 위험기피자인 정

부가 준정부조직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준정부조직을 면밀하게

감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했다. Kettl(2000)도 공공 기능을

준정부조직에 위임하되 효과적으로 감독되지 못한다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하락할 수 있으며, 오히려 책임성의 문제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만·김난도(1995), 이상철(1997), 김준기(1998) 등은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했다. 김준기(2002:

6)는 준정부조직이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으면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부처, 의회, 정치인 등이 포함된 다양한 주인들

(multiple principals)에 의해서 복잡한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또한 준정부조직에서는 국민-정부-준정부조직 간 복주인 및 복대

리인 관계(double principal & double agency)가 성립한다(김준기, 2014:

59). 준정부조직은 소유의 궁극적인 주체는 국민이지만,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과 통제를 받으며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

다.3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개념화한 직접적 목

36) 최병선(1993)은 준공공부문 조직이 예산의 확보 및 운용 그리고 인력의 채용 및

운용 측면에서 정부 관료제에 비하여 높은 자율성과 신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

에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혜의 평등성(equality) 또는

공평성(equity) 기준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

았다. 김준기(2002) 역시 준정부조직은 일반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하여 작동함에 따라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보다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37) Moe(2001: 305)는 준정부조직이 ‘대안(solution)’인지 ‘문제(problem)’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으며, Salamon(2002: 37-38)은 이를 ‘책임성 도전’(accountability)

challenge)’이라고 부르면, ‘제 3자 정부의 역설(the paradox of third party

government)’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38) 주인-대리인 문제는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게 됨을 의미하며, 계약의 유인기제가

미비하여 감독이 느슨한 경우에 더욱 심각해진다(김준기, 2002: 19). 주인으로 기

능하는 국민 중 일부가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거나 주인이자 대리인으로 기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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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갈등이 준정부조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준정부조

직에 대한 주인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얼마나 다양한 주인들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가 조직별로 모두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

다.

제3장 연구 모형과 가설

제1절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

1. 재정 지원의 영향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조직성(publicness)이라

할 수 있다.39) 대표적인 공조직성의 개념적 차원들은 조직의 소유권

(ownership), 재원(funding), 그리고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 등이다

(Perry & Rainey, 1988; Anderews et. al., 2011).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는 정의적 특성을 측정할 때, 조직의 소

유권을 기준으로 해왔다(Rainey et al., 1976). 그러나 Dahl과

Lindblom(1953)은 모든 조직을 공공조직 아니면 민간조직이라는 이분

법적 방식(dichotomy)에 의해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모든 조

직은 가장 공적인 조직인 정부기관(government agency)과 가장 사적

인 조직인 민간기업(enterprise)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이

렇듯 공조직성을 연속적 개념(continuum)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정

부기관이라 하더라도 민간 기업의 특성(businesslike)을 어느 정도는 지

준정부조직의 관리자가 정치적 목표를 추구할 경우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때문

에 주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할 수 있다(김준기, 2014: 60). 또한 주

인이 대리인의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정확히 관찰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

으로 인해서 주인과 대리인의 목적함수가 불일치할 수 있다.

39) “Publicness”는 흔히 공공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우리말에서 공공성이란 표현

은 영어의 “public values”, 즉 공적 가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경

은·전영한(2016)에서는 ‘공공조직의 정의적 특성 (Bozeman, 1987; Rainey, 2014)’이

라는 영어권 어의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공조직성이라는 용어로 ‘publicness’를

번역한 바, 본 연구에서도 공조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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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수 있기 때문이다(Haque, 2001; Moe, 2001: Osborne & Plastrik,

2000; Chun, 2003).

특히 순수 정부부문과 순수 민간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준정부조직의

경우 공조직성은 연속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 공조직성 중 재정적 공조직

성(financial publicness)은 어떤 조직이 ‘재정자원을 정부로부터 획득한 정

도’를 의미한다(Chun, 2003: 36). Bozeman(1984)은 정부로부터 조직 활동

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들은 그렇지 않은 조직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은 자원에 수반되는 계약사항이나 요구사항과 함께 제공되며, 그에 내

재되어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조직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이경은·전

영한, 2016).

최병선(1993)은 일찍이 준정부부문 조직들과 정부가 서로 재정적 자

원과 전문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을 의존하고 있어 자원의존이론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자원의 측면에

한정하여 자원의존이론40)을 적용해보도록 한다. 자원의존이론은 공사혼

합조직의 성장을 정부 및 시장부문의 관계에서 각각이 보유한 자원 교환

과정으로 설명한다(김준기, 2002). 김준기(2000)는 조직간 자원의존모형의

관점에서 정부와 NGO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관찰했다. 그는 정부와

NGO를 각각 단일의 행위자로 보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조직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즉 B조직이 A조직에 제공하

는 자원의 중요성과 자원의 대체 가능성에 따라서 정부와 NGO의 관계

가 상호의존적 관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의존관계, NGO주도의 일방적

인 의존관계,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구분될 수 있다고 했다.

40) Wry 외(2013)는 자원의존이론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한 조직을 둘러

싼 환경은 각자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관계를 지니는 다른 조직들로 이루어져있다.

둘째, 한 조직이 재량권을 가지고 다른 조직에 제공하는 자원이 수혜 조직의 입장

에서는 필수적이라면 양자 간에는 권력 관계가 존재하며,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을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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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재정자원에 한정해 본다면, <그림 3>과 같이 정부주도의 일방

적인 의존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NGO가 정부의 각종 보조금 위

탁대금 등 직·간접적인 지원에 의존하여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하게 자

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김준기, 2000: 21). B조직이 제공하는 자원이

중요하며 그 자원의 대체가능성이 낮으면, A조직의 B조직에 대한 의존

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김준기, 2000: 14). B조직이 제공하는 자원이 A

조직의 생존에 중요한 요인이며 B이외의 다른 어떤 통로로도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B조직은 A조직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선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이 무조건 주인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준정

부조직의 관리자는 조직 내 목표 집합에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할 때, 주인

의 선호를 그대로 받아들여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주인의 선호와 조

직 내부적으로 중시하는 목표가 충돌하여 상충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림 3>의 A조직과 B조직 간 관계를 준정부조직이 외부

의 조직과 맺는 관계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A조직의 B조직 의존도 결정

출처: Scharpf(1978) p.355, 김준기(2000) p.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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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외 목표 갈등은 준정부조직의 관리자가 주인의 선호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면 감소하고, 조직 내부적으로 중시하는 목표와 충

돌하여 상충적 관계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면 증가한다. 재정자원을

정부로부터 획득한 정도가 큰 준정부조직의 관리자는 주인인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주인의 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인이 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주인이 달

성하라고 요구하는 목표와 조직 내 목표 간의 상충적 관계’인 조직 내

외 목표 갈등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준정부

조직의 관리자는 정부의 선호를 최우선시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정

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인들의 선호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라고 요구한다 해도 그 목

표들을 균형 있게 달성해야만 하는 압력을 느끼는 정도가 덜 할 것이다.

따라서 ‘주인들이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목표들 간의 상충적 관계’인 조직

외부 목표 갈등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A_1_1 : 재정적 공조직성이 큰 조직일수록 조직 내외 목표 갈등

수준이 낮을 것이다.

가설A_1_2 : 재정적 공조직성이 큰 조직일수록 조직 외부 목표 갈등

수준이 낮을 것이다.

2. 정부 통제의 영향

자원의존이론에서의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존재하

지 않는다(박상희·김병섭, 2012). 대체적으로 자원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

으로 인적, 관계적, 조직적, 재정적, 물질적 자원(Pik, et al., 2005), 정보,

전문성, 정당성, 정치적 지원(Saidel, 1991), 정책결정과정에의 접근

(Rourke, 1984)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Meier(1993)는 정부가 준정

부조직보다 국정운영 방향이나 정책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와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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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다고 보았다. Rourke(1984)는 준정부조직이 정부에 비해서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정부와 준정부조직은 서로 다른 차원의 자원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정적 자원의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다

양한 자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

직이 다른 조직에 일방적으로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차원이나 수준에 따

라서 자원의존의 강도나 방향성이 달라진다(김병섭 외, 2008).

또한 자원의존이론은 기본적으로 조직이 다른 조직에 대한 의존을 최

소한으로 줄이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Pfeffer &

Salancik, 1978).41) 즉 자원의존이론에서의 조직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

거나 정부의 활동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서 조직 내외에서 인식

하는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원을 얻는 조직 내외의 정치

적인 과정(political process)을 중요시한다(Rainey, 2014). 따라서 누가

자원을 많이 차지하느냐는 누가 권력을 많이 가지는가의 문제와 직결되

므로 자원의존이론은 조직권력론과 그 맥을 같이한다(김병섭·박상희,

2010).42) 특히 Rainey(2014: 155)는 정부가 ‘자원’을 사용하여 준정부조

직을 ‘지원’(auspice)하고, ‘권위’를 행사하여 ‘감독’(oversight)한다고 했

다.43) 준정부조직은 중앙부처와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법

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준정부조직에서는 정

부의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앞서

41) 자원의존이론은 민간 기업 간 인수 합병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연구는 주로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Penrose, 1959). 이러한

측면에서 자원의존이론으로 정부에 비대칭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조직들을 설명하

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박상희·김병섭, 2012: 47).

42) Emerson(1962)의 정의에 따르면 의존도는 곧 조직이 갖는 권력의 문제와 직결되

며, B조직의 A조직에 대한 권력은 A조직의 B조직에 대한 의존도와 같다.

43) Wilson(1989: 96; 34)은 정부의 행정가들이 법적 또는 정치적인 제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명을 주지시킬 힘이 없으

며,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유가 없다는 것은 자원(resource)과 권위

(authority)가 부족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다. 준정부조직에서도 같은 현상

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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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공조직성의 연속적인 개념 중 준정부조직이 정부재정 ‘지원’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가 ‘재정적 공조직성’이었다면 정부로부터 ‘감독’을 어

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원의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조직권력론의 차원에서 정부와 정부 통제

의 대상이 되는 준정부조직 간의 관계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감독’은 좁은 의미의 통제로서, 통제자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제대상자의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과 도구라

고 할 수 있다(Verhoest et al., 2010: 24, 배관표, 2017: 24). Hood et

al.(2004: 5)은 통제를 특정 체계가 놓일 수 있는 상태 중에서 ‘바람직

한 상태’로 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오석홍(2011:

609)은 통제를 ‘목표’와 그 실천행동을 부합시키려는 과정이라 했다. 만

약 준정부조직의 관리자들이 정부 통제를 최소화하여 조직 내 목표 설

정과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요구하는 목표와 조

직 내부적으로 중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 간의 갈등이 있다

고 인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44)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정부 통제의 대

상이 되는 준정부조직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가설을 추론해보기 위해서는 준정부조직이 정부와의 관

계에서 실질적으로 목표 설정 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

44) Wilson(1989: 195)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때로는 상

쇄 관계(tradeoff)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자율성이란 조직이 어떻게 자원을 획득

하고 사용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조직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면서 조직을 유지하

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민간 기업과는 달리 공공조직에서는 정치적인 지지

(political support)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간 기업에서는 자본과

노동을 자원으로 확보하기만 하면 되지만, 정부기관에서는 재정지출

(appropriations)과 인사관리(personnel) 외에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 정치

적인 지지라고 했다. 그러나 공공조직은 매우 복잡한 과업(the complexity of

tasks)을 수행하고, 비슷한 과업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들이 존재(the number of

rivals)하며, 수많은 위원회, 이익 집단 및 언론 등의 감시를 받는 제약 하

(multiplicity of constraints)에 과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는 없다(Wilson, 1989: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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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준정부조직은 대부분 정부의 의도에 따

라 설립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기 보다는 수직적인 관

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준정부조직은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

에서 복잡하고 포괄적인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떤 준정

부조직도 완벽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Wilson, 1989: 188)는 견

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법률적·실질적으로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준

정부조직에서도 어느 정도 내부 관리의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고 있다(박

상희·김병섭, 2012)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양한 유형의 준정부조직이 단

순한 정부정책의 집행에서 독자적인 정책결정까지 다원적인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와의 관계 또한 복합적인 것이라는 것이다(김준기,

2002: 4). 또한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패러

다임의 등장은 준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거 투입 위주였던

정부 관리의 틀에서 벗어나, 조직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조직에 자율

성을 부여하여 조직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 및 수단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양지숙, 2013).

따라서 준정부조직과 정부의 관계가 수직적이기 때문에 자율성 확보

가 어렵다고 본다면, 정부 통제의 수준이 높은 준정부조직의 관리자는

목표 설정 과정에서 통제자의 선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정부가 요구하는 목표와 조직 내부적으로 중시하는 목표를 설정하

고자 하는 것 간의 갈등이 있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그러

나 준정부조직이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주지시키려고 할 수 있다

(Wilson, 1989: 96). 준정부조직은 정부에 비해서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에

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정부가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조직 내부적으로 중시하는

목표를 설정하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정부 통제의

수준이 높은 준정부조직의 관리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목표와 조직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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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 간의 갈등이 있다고 인지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통제가 갈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탐색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3. 조직 환경의 영향

조직목표 갈등에 조직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은 조직 환경에 존재

하는 불확실성(uncertainty)을 환경 불안정성(unstability)과 환경 예측

불가능성(unpredictability)이 높을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

겠다. Thompson(1967: 127-130)은 조직목표를 조직의 목표(goals of

organization)라 보고, 조직을 위한 목표(goals for organization)와 구

분했다.45) 조직을 위한 목표가 조직과 무관한(no affiliation)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된 개념이라면, 조직의 목표는 조직 외부의 주요 주체들과

(significant outsiders) 조직구성원들 간에 형성된 연합(dominant

coalition)이 의도한 미래의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외부의 주요

주체들과 조직과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조직목표를 설정하

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직 외부의 주요 주체들은 환경의 변화가 빠르다고 인지하면, 끊

임없이 새로운 권력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직면한 조

직은 외부 요구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조직 내에서도 정치

적 지위들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조직 외부의 주요 주체들과 조직과의

상호의존성 ‘자체가 변화’한다. 즉 환경의 안전성이 낮고 조직 외부 주

45) Thompson(1967: 127-128)은 ‘조직의 목표’라는 정의가 조직 개념을 구체화시

키는 위험(dangers in reifying)을 피할 수 있으며, 목표가 조직 구성원들 선호

의 집합일 뿐이라는 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직목표를 조

직 외부의 주요 주체들의 의도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이 조직

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들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도 ‘조직에게 바

람직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제약’으로 공공조직의 목표를 개념화했

으며, 정치적 제약으로 인한 목표 갈등에 초점을 두고 환경이 조직목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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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주체들의 요구가 계속 변화하면 준정부조직의 관리자들이 환경 변

화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목표를 빈번하게 변화시킬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외부의 요구에 조직목표를 맞추는 데(to

adapt its goals) 심각한 지체 현상(serious lag)이 발생할 수 있다

(Thompson, 1967: 130). 즉 이러한 환경에 직면한 준정부조직의 관리자

는 ‘주인이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목표와 조직 내 목표 간의 상충적 관

계’인 조직 내외 목표 갈등 수준이 높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

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A_2_1 : 환경 불안정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조직 내외 목표 갈등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A_2_2 : 환경 예측불가능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조직 내외 목표

갈등 수준이 높을 것이다.

Lawrence와 Lorsch(1967)에서는 환경의 변화가 빠를수록 조직은 환

경에 적합한 구조를 적용한다는 상황적합 이론(contingency theory)을

제시했다.46) Thompson(1967: 129)은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정치

적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 구조를 형성하여 조

직 외부의 주요 주체들과 조직과의 상호의존성의 ‘수가 증가’한다고 했

다. 그는 이를 상황적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more

46) 주인들은 대리인에게 ‘유사하고 정형화된 그리고 반복되는 행위, 즉 일상적인

(routine) 업무(Wilson, 1989: 339)’를 위임할 수 있을 뿐이다. 변화를 예측할 수 없

는 상황에서는 대리인이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Chun, 2003:

49)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리인이 원하는 바(own initiative)나 결정된 바(judgements

in their decisions)를 실현할 수 있는 여지(large room)가 커진다(Hendry, 2002;

Chun, 2003). 주인들은 대리인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Hendry, 2002: 100). Perrow(1967)는 일상적인 기술을 다루는 조직에서는 계획과

규칙(plans and rules)을 잘 따르기만 하면 과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

정을 위한 협의나 재량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little need for communication and

discretion)고 했다. 그렇지만 비일상적인 기술을 다루는 조직은 권한과 재량이 조

직 전체에 고르게 분산(power and discretion widely dispersed)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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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 of contingency)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조직 내에도 정치적 권

한을 갖는 지위들의 수를 늘림으로서 권력구조를 느슨하게 만든다. 변화

가 많은 환경에서는 위계적인 계층만으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

기 힘들기 때문에 조직은 더 많은 하부 단위(subunits)를 만들면서 분권

화되기 때문이다. 조직이 분권화된다는 것의 의미는 하부 단위마다 직면

하는 환경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직 내의 목표가 서로 다르

게 설정되므로 갈등의 위험(potential for conflict)이 증가한다(Rainey,

2014: 91). 준정부조직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주인들과의 상호의존성의 수

가 늘어난 만큼 주인들이 더 많은 목표들을 달성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조직 내부에서도 목표가 서로 다르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목표

들을 균형 있게 달성해야만 하는 압력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즉 이러한 환경에 직면한 준정부조직의 관리자는 ‘주인들이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목표들 간의 상충적 관계’인 조직 외부 목표 갈등 수준의 수준

이 높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A_2_3 : 환경 불안정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조직 외부 목표 갈등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A_2_4 : 환경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조직 외부 목표

갈등 수준이 높을 것이다.

제2절 조직목표 갈등의 결과

조직성과는 매우 모호한 개념으로 하나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으로 구체화될 수 없는 현상이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Brewer & Selden, 2000: 688). 또한 공공조직의 성

과는 다차원적이다(Quinn & Rohrbaugh, 1981; Boyne, 2003a; 2003b;

Andrews et al., 2008).47) 일반적으로 3Es(Economy, Efficiency,

47) Boyne(2002)은 각 지표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Es의 경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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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또는 IOO(Input, Output, Outcome)가 사용되지만, 조직성

과의 차원에 대한 합의는 없다. Boyne(2002)은 조직성과를 산출물

(output), 효율성(efficiency), 서비스 성과(service outcomes), 대응성

(responsiveness), 민주적 성과(democratic outcomes)로 범주화하고, 열

다섯 가지의 측면으로 분류한 바 있다.48) 만일 공공조직의 성과가 무엇

인가에 관한 답을 하고자 한다면, 이처럼 다차원적인 측면을 모두 설명

해야만 한다.49) Brewer & Selden(2000: 688-689)은 기존의 연구들이 공

공부문의 조직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효율성 관련 지표에만 집중하고 있

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직성과를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정의할 경

우 성과를 정의하는 자에 의해서나 측정 시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Stewart & Walsh, 1994: 45).

조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조직성과는 조직목표의 성

취 정도를 의미하는 조직생산성(productivity)과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관

련된 조직역량(competence)50)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대다

효율성은 비용 대비 성과를 의미하는데,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성과라

고 말할 수는 없다. 효과성은 산출물의 공식적인 목표달성정도를 의미한다. 한편

IOO의 경우, 3Es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그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IOO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 관계자의 이해나 민주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여전히 갖고 있다.

48) 산출물에는 산출물의 양과 질이 있고, 효율성은 비용 대비 산출(cost per unit of

output)이며, 서비스 성과에는 공식적 효과성(formal effectiveness), 영향(impact), 형

평성(equity), 비용 대비 서비스 성과(cost per unit of service outcome)가 있다. 대

응성에는 고객 만족도, 시민 만족도, 직원 만족도 비용 대비 대응성(cost per unit

of responsiveness)이 있다. 그리고 민주적 성과에는 청렴도(probity), 참여

(particip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비용 대비 민주적 성과(cost per unit of

democratic outcome)가 있다.

49) 또한 이론적으로 조직성과는 목표달성 접근법, 시스템적 접근법, 고객지향접근법,

경제적 접근법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균형성과

표 접근법(BSC), 이해관계자접근법, 경쟁적 가치 접근법(CVA) 등 다양한 분석방법

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조직성

과에 대한 개념적 조작화가 매우 어렵고, 변수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며, 조직성과

의 선행결정 변수들이 조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자체와 혼용되기도 한다(박석희,

2006: 514).

50) 조직역량은 Selznick(1952)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후 조직의 장기적 성장과 조직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조직의 제반 능력이나 특성으로 해석된다(박석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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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연구들에 있어서 조직성과에 대한 분석은 주로 조직 활동의 결과인

조직생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박석희, 2006: 515).51) 특히 공공

조직의 성과개념은 조직이론의 조직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에서 유래되었다(Goodman & Pennings, 1977). Flinders(2001)는 정책의

‘투입이나 과정’보다는 공공조직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의 측면을 강

조하면서 조직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조직 효과성을 조직성과로

보았다. Rainey(2014: 147) 역시 모든 공공조직에서는 ‘성과와 효과성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을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직효과성

은 조직성과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Chun, 2003: 97).

조직효과성은 ‘한 조직이 목표를 달성한 정도’(Daft, 2004: 22) 또는 ‘조

직이 미션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Rainey &

Steinbauer, 1999: 12)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효과성의 개념은 조

직목표를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술적 효과성 추구가 조직의 목표라면 산출, 결

과 또는 실적으로, 조직 및 조직구성원의 생존 및 욕구충족이 조직의 목

표라면 조직의 문제해결능력으로, 그리고 고객만족이 조직의 목표라면

외부고객 또는 이해관계자의 평가결과로 각각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상철, 2012: 186-187). 모든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의 목적은 조직성과

의 향상에 있으며, 조직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이상철, 2012: 188). 따라서 조직성과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차원적으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종합한 개념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으로 측정한 조직효과성을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종합적인 조직성과를 설정한다.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갈

등할 소지가 있는 목표들이 쉽게 관찰되는 특정 정책 분야를 선택해서

조직목표 갈등을 우회적으로 측정했다(Wenger et al., 2008;

51) 조직생산성은 공공조직이 지닌 가치의 다원성으로 인해 개인적 혹은 조직적 차

원에서 매우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측정되고 있다(김병섭 외, 2008; 전영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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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son-Crotty, 2004). 즉 조직성과는 매우 다차원적인 개념인데, 그

중 일부의 조직성과만을 의미하는 측정치를 선별하여 하나의 목표를 달

성하는 것이 다른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것 자체를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ilson은 일견 두 목표가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

더라도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실패할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과 우편 서비스 담당국(United

States Post Office: USPO) 모두 핵심 과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

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조직인데, 이 조직들에서 정확성과 신속

성이라는 목표들 간의 상충적 관계는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a

matter of dispute),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Wilson, 1989: 36).

따라서 ‘어떤 목표에 따라서든지 과업을 수행하는데’에는 다른 변수들

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갈등할 소지가 있는 목표들이라 해도 결

과적으로는 정치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서 갈등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하나의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다른 조직목표의 달성을

직접 저해하는지를 측정하여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다양하고

갈등적인 관계에 있는 목표들을 가능한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노력이 결과

적으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단하는데 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결과’가 아닌 ‘목표’에 초점을 두고 목표 갈등의 ‘정도’가 다차원적

으로 측정한 종합적인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보

고자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추론은 목표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성

과의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즉 어떤 조직에서는 조직목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조직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적 목표 갈등의 경우,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을 가하는 주

인의 지배력이 강하여,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조직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직에서 성과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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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본다.

Wilson(1989: 35-36)은 SSA가 정치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에 어떤 목

표에 따라서든지 과업을 정의하고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USPO52)는 과

업을 스스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고 보

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권력 작용에 의한 정치적 개입이 빈번한 조직

들에서는 목표 설정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목표 갈등

이 조직목표 갈등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목표 갈등의 수준이 높

은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실패할 가능

성이 크다. Wilson(1989: 109)은 이러한 문화를 미션으로 해석하며, 조

직에서 미션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조직의 관리자

와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정

보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왜곡을 줄여준다고 했다(fewer distortions).

미션이란 조직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존재 이유(raison

d'être)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다(Thompson & Martin 2010; Daft, 2004:

54-55; Chun, 2003). 조직 관리자들은 조직의 사회적 정당성을 부각시

켜 조직구성원들의 몰입을 촉진시키고(Gable, 1998), 사명의식을 높이려

는 의도로(Wilson, 1989), 미션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며 미션은 조직효

과성을 측정하는 근거가 된다(Behn, 1995).

본 연구에서는 ‘주인이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목표와 조직 내 목표

간의 상충적 관계’를 조직 내외 목표 갈등으로 정의했다. 대리인인 준정

부조직의 관리자는 조직 내 목표 집합에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할 때, 주

인의 선호를 그대로 받아들여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주인의 선호와

조직 내부적으로 중시하는 목표가 충돌하여 상충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도 있는 것이다. 만일 준정부조직의 관리자가 주인의 선호와 조직 내부

적으로 중시하는 목표가 충돌하여 상충적 관계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라

52) 훗날 USPS(United States Postal Service)로 개편되었지만 정치적 자유의 측면에

서는 개편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Wilson, 198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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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부의 요구가 강하다고 느끼면,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진술을 하

나로 종합하여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몰입을 촉진시키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B_1 : 조직 내외 목표 갈등 수준이 높은 조직의 조직성과 수준이 낮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인들이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목표들 간의 상충적

관계’를 조직 외부 목표 갈등으로 정의했다. 다양한 주인들이 서로 다른

선호를 실현하고자 하여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준정부조직의 관리자는

갈등하는 목표들을 균형 있게 달성해야만 하는 압력을 느낄 수 있다

(Rainey, 2014: 152). Perrow(1965: 957)는 다양한 주인들이 서로 다른

목표의 달성을 요구하는 것을 ‘명령 통일의 원칙(the principle of unity

of command)’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53) 즉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권위를 가진 주인들이 다양할수록54) 조직 관리자와 구

성원들은 어떤 주인의 요구를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갈등

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목표 갈등은 목표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목표 몰입은 목표 지향적 행위(goal-directed behavior)에 부

53) Perrow(1965)는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가장 많은 수의 권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다양한 권위로부터의 압력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된다고 했다. 또한

Ben-David(1958)는 이러한 병원 조직이 공공 영역으로 편입될 경우(a government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의사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전문가로서의 독립

성을 잃게 된다고 보았다. Phelan(1960)은 스페인 식민지의 관료제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서 다양하고 갈등하는 기준들이(multiple and conflicting standards) 우선순위

없이 관료들에게 주어지면 이들을 평가하는 권위주체(superiors in evaluating

them), 즉 주인의 선호에 맞는 기준을 선택하게 된다고 보았다.

54) Blau와 Scott(1962)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들이 다양한 것은 공식적이고

(formal sanctions), 법적(legal contract) 제약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문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인 권위(collegial authorities)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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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plan, 1959; Evans, 1962). 개인 수준의 목표 갈

등 연구들은 개인의 목표 갈등으로 인해 목표 지향성이 낮아지면 개인의

성과가 저하된다는 것을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Slocum et al., 2002), 역

할 갈등이 발생하여 조직효과성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Rizzo et al., 1970; Jackson & Schuler, 1985).55) 즉 어떤

조직의 관리자에게 갈등하는 목표가 주어지면, 조직구성원들에게도 명령

을 일관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 지향성이 저하된

다. 이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이 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조직 효과성

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B_2 : 조직 외부 목표 갈등 수준이 높은 조직의 조직성과 수준이 낮

을 것이다.

Moynihan(2015)는 목표 갈등으로 인해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

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

히 반영하면서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간접

적 목표 갈등은 많은 수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할 때 자원 제약으

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도달하여 우선순위가 결

정되면, 해소 가능한 경쟁적 관계와 유사하다. 또한 Chun과

Rainey(2005b: 549)에서는 간접적 목표 갈등과 유사 개념인 우선순위

모호성의 성과 영향이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목표나 성과 지표의 수가 많은 것은 오히

려 외부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욱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성과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56) Christensen 외(2018: 2-3) 역시 정치적 주인

55) Weiss와 Piderit(1999)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잘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56) Weiss와 Piderit(1999: 197)은 이러한 현상을 기관과 외부 이해관계자들 간 관계

에서 나타나는 ‘tight focus may backfire’라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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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선호가 반영된 목표 갈등을 일상적인 현상으로 보며(common

feature or routine),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언할 수 없

다고 했다. 따라서 간접적 목표 갈등 수준이 높은 조직에서는 직접적 목

표 갈등과 달리 조직성과 수준이 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 목표 갈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탐색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4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한국의 공공기관57)을 대상

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 공공기관의 제도 변화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62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제정되면서 한

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시작되었고, 1983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하 정투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완화시키

고, 사후 성과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004년 1월에는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심사와 일원화된 체계 하에서 공공기관을 관리하

57) 공공기관을 지칭할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 QUANGO(Quasi Autonom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는 ‘준독립적 비정부기구’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Pifer(1967)에 따르면 QUANGO는 경제주체를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 접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며, 국가

가 국정관리에 있어 정부부문 이외의 새로운 공급주체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한다(김준기, 2002: 2). 이러한 조직들을 통해 공공재(public good)를 공

급하는 방식은 다분히 영국적인 현상이다(김준기, 2002). 미국은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이라는 용어로 여러 공공기관들을 통칭하기도 하지만, ‘Quasi official

agency’, ‘GSE(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 한국의 공기업과 유사)’,

‘FFRDC(Federally Funded R&D Center)’, ‘Agency-related nonprofit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한국의 책임운영기관과 유사)’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Moe, 2001).

프랑스는 독립행정청(Independent Administrative Authorities; IAA), 중국은 공기업

(State-Owned Enterprise; SOE), 일본은 제 3부문(the third sector)이라는 용어를 주

로 사용한다(박상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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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

전히 일관되지 않은 관리방식으로 인한 갈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

았고, 정투법이나 정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

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또한 여러 유형의 조직을 두고 일컫는 용어가

‘산하기관’, ‘산하단체’, ‘공공법인’, ‘공익단체’, ‘특수법인’ 등으로 매우 다양

했다(이상철, 2012). 2007년 4월에 시행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이하 공운법)은 이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유형분류가 모호했

던 기관들을 정부지원규모와 법령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였다. 이처럼 공

공기관과 정부부처의 관계는 오랫동안 행정부 주도의 권위주의적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수직적·권위적이었지만(조규철, 1996; 정용덕, 2001), 점차

주무부처의 통제를 완화하고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변화

하였다고 할 수 있다(박상희, 2009).58)

최근 6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수를 보면, 2013년 295개, 2014년 302개, 2015년 316개, 2016년

321개, 2017년 332개로 2018년 338개로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의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

오); 국회입법조사처, 2017). 또한 정부는 공운법 제 4조59)에 근거하여 공

58) 공운법에서는 기존의 ‘산하(傘下)’기관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여, 정부의 통제를 완

화하고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였다.

59)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1항 1호)’, ‘정부지원액이 총수입

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1항 2호)’,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

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1항 3호)’, ‘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

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

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1항 4호)’,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

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1항 5호)’, ‘제1호 내지 제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1항

6호)’,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기관(2항 1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2항 2

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2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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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7년 ‘18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5 35 ±1 ±1

▪시장형 14 15 +1 +1

▪준시장형 21 20 △1 △1

② 준정부기관 88 93 +5 +5

▪기금관리형 16 16

▪위탁집행형 72 77 +5

③ 기타공공기관 207 210 +3 +9 △1 △5

계 330 338 +8 +9 △1 ±6

<표 2> 2017년과 2018년 한국의 공공기관 지정현황

공기관을 지정하고 제 5조60)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이러한 유형 분류를 통해 각 유형에

속하는 기관들의 지배구조 설계를 차별화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관리

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박상희·김병섭, 2012). 2017년과 2018년 각 법

적 유형별 공공기관지정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01.31.) 참조

이와 같은 유형 구분 기준은 해당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의 시장산출물의 특성,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에서 나타나는 기업성과 공공성

의 상대성, 재산권 거래 여부 및 잔여이익청구권 보장 여부, 정부와 비정부

기관 간의 거래비용 발생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정투법

과 정산법,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기관 중,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을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와 IMF의 재정통계지침(GFSM:

60)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

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

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

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

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

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

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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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에 의한 공공부문 분류체계를 원용

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기관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자체수입 비중61)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김준기, 2014: 139). 여기서 자체수입이라 함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소비

에 따른 수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출차, 출연, 보조 등 정부의 직접지원액

및 준조세적 수입은 자체수입에서 제외하였다(김준기, 2014: 140).

공기업은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공기업은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

상으로 매우 높고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어서 민간기업 수준의 경영원

리를 따르는 시장형 공기업과 기업원리와 공적 통제를 고려하는 준시장

형 공기업으로 재분류된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이 없거나 정

부의 위탁사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자체수입만으

로 영리상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직접적이고 주기적인 정부지원에 의존하

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대중, 2017: 30).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정책목적

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위탁집행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재원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관리형으로 재분류된다. 기금관

리형 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조달된 재원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강한 공

공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탁집행형과 구분시켰다. 기타 공공

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가장 많은 수의 기관들이

이 유형에 포함되어 공공기관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공운법 상 기획재정

부의 소유권 명시와 주무부처, 감사원, 국회 등의 상호협력 의무를 명시

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영감독기능을 기획재정부가 주도하

61) 자체수입비중은 자체수입의 총수입에 대한 비율(자체수입/총수입)로 산정한다. 이

때, 총수입의 산출은 사업수입(매출액, 영업수입), 사업외수입(영업외수입 및 특별

수입), 정부지원(출자금, 출연금, 보조금에서 직접 지원분)의 총합이 된다. 자체수

입은 기관의 순수자체수입, 차입금,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수

입, 기타사업수입, 사업외수입의 총합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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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집중시키고, 주무부처는 사업 감독에 중점을 두

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운법 규정의 적용 여부와 강도는 공공기관 유

형별로 상이하다. 기업적 특성이 강한 공기업과는 달리 일반 정부에 가까

운 준정부기관은 주무부처 감독의 영향이 강하게 미친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는 공운법상 엄격한 내 외부 지배구조를 적용하는 반면,62)

기타공공기관에는 공운법상 지배구조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단지 통합

공시, 고객만족도,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등에 대한 최소 규정만을 적용

한다(이혜윤, 2017: 3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적 유형별 기관의 특성

에 따라서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

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원인 및 결과 분석과 함께 공기

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법적 유형별 분석도 병행하도록 한다.

제2절 자료 원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직진단평가연구부의 「한국 공공

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의 2015년, 2016년, 2017년 데이터를 활용한

다. 조직진단평가연구부는 2014년부터 매년 한국의 주요 공공서비스 조

직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베이에 응답한 기관들의

인사 및 재무 현황과 관련한 데이터를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정부의 정

보공개 시스템(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ALIO,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

개시스템; 클린아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등)에서 수집하고 있다.63) 조직진단평가연구부에서는 서베이

62) 공운법은 2005년 4월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형별 차

별적인 지배구조를 설계하였다.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는 기관장의 자율성, 이

사회의 독립성, 감사기능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부의 통제기법

을 통한 시장의 경쟁성을 대신한 기관신설 기능적정성심사,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이 외부지배구조의 설계를 구성한다(박정수·이혜윤, 2013: 32)

63) 2014년 서베이의 경우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상급 종

합병원), 연구기관(정부 출연 연구소)을 대상으로 했으며, 서베이는 총 660개 기관

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행되었다. 서베이에서 고등교

육기관은 총 262개 기관 중 190개 기관이 응답하였고(응답률 72.5%), 의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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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형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 대상 기관 비율(%) 3년간 누적

비율(%)

2015
공기업 30 22 73.33

준정부기관 86 67 77.91
기타공공기관 200 89 44.50

2016
공기업 30 30 100.00

준정부기관 89 76 85.39
기타공공기관 202 102 50.50

2017
공기업 35 33 94.29 89.47

준정부기관 88 83 94.32 85.93
기타공공기관 207 163 78.74 60.76

<표 3>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법적 유형별 기관수

데이터와 추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5년 서베이

의 경우64)의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까지 실시되었고, 178개 공공기관이 서베이에 응답하였다(응답률 73.3%).

2016년 서베이의 경우 25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실시되었고, 208개 공공기관이 서베이에 응답하였다(응

답률 81.9%).65) 2017년 서베이의 경우 3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

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되었고, 279개 공공기관이 서베이에 응

답하였다(응답률 82.1%).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의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전체 공공기관 중 각 유형별로 조사된 기관의 비율을 살펴보면, 공운

법에 의해 지정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대다수 기관들이 조사되었으

총 313개 기관 중 194개 기관이 응답하였다(응답률 62.0%). 연구기관은 총 75개

기관 중 53개 기관이 응답하였다(응답률 70.7%).

64)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에서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정부소속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서비스조직 등을 포함시켜 설문조사 대상 조직들을 구성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운법상 50인 이상인 조직이지만, 기타공공기관 및 그 이외의 조

직들은 매우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서, 적정규모를 갖춘 조직을 대상으로 데이

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년도 말 기준 상근근로자 40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65) 2016년 서베이는 공공기관 외에도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도 실시

되었다. 202개 대학 중 135개 대학이 응답하였다(응답률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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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타공공기관의 조사 비율 역시 3년간 누적 비율로 볼 때 적정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한국 공공기관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서베이는 인포먼트 서베이(informant survey) 형식으로 실시된다. 한

기관 당 인사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 2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2

인 모두 조직에 정통한 직원66)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 전문

업체에서는 각 조직의 인사 담당 팀과 재무 담당 팀의 팀장급들이 직접

설문에 응답토록 하며, 이들의 응답이 어려울 경우 이들의 추천을 받아

응답자를 섭외한다. 조직진단평가연구부는 조사 전문 업체의 면접 요원이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원칙으

로 하도록 하고 있다.67) 응답자 정보에서 응답자의 직급, 근속 연수, 현

직무 담당 연수 등을 물어 응답자가 실제로 조직에 정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68) 그리고 2인에게 한 문항을 동시에 물어(인사 현황과 재무 현

황 제외)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응답 값을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측정에서는 인사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가

모두 응답한 경우에 두 응답 값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의 공시 데이터 중 ‘기관 운영’에서 인사 현황 데이터를 ‘주요 사업 및 경

영성과’에서 재무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합했다. 한국 공공서비스조

직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합하지 않은 공시 데이터 중 ‘일반 현황’에는 각

66) 2016년 서베이의 경우 서베이에 응답한 인사 담당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9.4년,

재무 담당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0.8년이었다.

67) 조사는 TAPI(Table PC Aid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된다. 태블릿 PC

를 활용하는 것이 방문 대면 조사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응

답을 얻게 해주기 때문이다. 종이 설문지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결측 값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논리적인 값이 입력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항을 오가며 소망성 높은 응답을 할 수도 있으며 패턴화된 응답을 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68) 기관 방문 대면 조사 이외의 방식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면접 요원이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응답자로부터 전화나 우편, 팩스나 이메일로 응답을

받으면 신뢰할 수 있는 응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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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설립목적, 경영목표 및 전략, 그리고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이

공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

반 현황’의 데이터도 분석에 활용한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인 특별법에는 정관에 기관의 ‘목적’과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등

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조직의 ‘목적’과 ‘사업(또는 업무)’ 각 호를 조직목표로 보

고 분석에 활용한다.

본 연구는 또한 2015년과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 자료를 활용한다. 공운법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전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측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사전적으로는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사후적으로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적 장치이다(장희란·박정수, 2015: 5). 경영평가단은 정부지침 위반 및 도

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국민안전에 위해 또는 우

려요인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히 반영하

며,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수

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다(기획재정부, 2016: 10).69) 경영

평가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으로 범주를 2원화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각 범주에 대해 비계량지표 및 계량지표의 가중치를 환산하여 종합한 각

범주의 점수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별 총괄 요약

표의 주요사업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활용한다.

69)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유형 분류는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분류와 상이한데, 공

운법상의 기관 유형분류를 그대로 경영평가에 적용시킬 경우 특성이 서로 다른 기

관들이 같은 유형 내에서 평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박민정, 2010). 경

영평가단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1, 공기업 2,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검사·

검증/문화·국민생활기관/산업진흥기관으로 재구분)’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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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자료
원천 측정방법

[종속 변수]

간접적

목표 갈등
직접조사

목표의 수 및 기능의 수

(목표 수와 기능 수 Z-score의 평균 값)

직접적

목표 갈등

조직 내외

목표 갈등

서베이
DB

감독관청이 중시하는 성과지표와

내부적으로 중시하는 성과지표의 상충 정도

조직 외부

목표 갈등

서베이
DB

관련 정부기관들(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자치단체)과 외부 이해관계자들(국회, 정당,

지역사회, 시민단체, 이익집단, 언론)의 상충적인

요구 정도(2개 문항 평균 값)

[독립 변수]

재정 지원 재정적 공조직성 서베이
DB 전체 수입 대비 공공부문 지원 수입 비율

정부 통제

실질적 통제 서베이
DB

정부기관의 지도·감독의 정도

(5개 문항 요인 분석 결과 가중치*변수의 총합)

공식적 통제 서베이
DB

업무협의 필수 정부기관수/

관련 법령 혹은 조례의 수(2개 문항 평균 값)

조직 환경

환경
예측 불가능성

서베이
DB

업무관련 정부의 법령 혹은 규제의 변화 예측

용이한 정도(역코딩 값)

환경 불안정성 서베이
DB 업무상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의 변화 속도

<표 4> 원인 분석 주요 변수

제3절 주요 변수

1. 원인 분석의 주요 변수

원인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와 측정 방법은 <표 4>와 같다.

가) 종속변수-조직목표 갈등

(1) 간접적 목표 갈등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 목표 갈등을 ‘다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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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획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적 관계’로 정의하고, 목표가 많을수록

간접적 목표 갈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이러

한 측정은 본 연구의 간접적 목표 갈등의 정의인 ‘경쟁적 관계’를 완전하

게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목표가 많을수록 제한된 조직

자원의 배분을 놓고 경쟁적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적 관계의 대리 지표(proxy measure)로서 목표의 수를 측정

했다고 할 수 있다. Chun(2003)에서는 간접적 목표 갈등과 유사 개념인

우선순위 모호성을 장기적 전략목표(long-term strategic goals)와 연례

성과표적(annual performance targets) 수의 표준 값(Z-score)을 구하고

그 표준 값의 평균값으로 측정했다.70) 한국 공공기관의 조직목표 수가

몇 개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으로 조직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조직목표를 공식적 목

표와 조작적 목표로 구분하고 있다. 공식적 목표는 주로 미션, 비전, 가

치 등으로 표현되며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기술된다. 또한 공식적

목표를 설립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그 수는 모든 기관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목표와 조작적 목표

를 구분하여 조작적 목표 계층에 존재하는 목표의 수를 측정했다.

그러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는 기관별로 공개한 목표 체계(goal

hierarchy)가 매우 상이하여 어느 수준까지를 조작적 목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ALIO에서는 홈페이지보다는 일

관성을 갖춘 목표 체계로 목표를 공개하고 있다. 모든 기관은 ‘설립 목

적’을 명시하고 ‘경영목표 및 전략’을 따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설

립 목적’은 공식적 목표 계층, ‘경영목표 및 전략’은 조작적 목표 계층으

로 볼 수 있는데, 각 기관별 ‘경영목표 및 전략’을 검토한 결과 공식적

목표라고 볼 수 있는 미션, 비전, 가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

다. 또한 각 기관의 담당자가 기관별 ‘경영목표 및 전략’을 작성했기 때

70) 이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개의 지표는 동일한 척도에 있지 않으므로 두 지표의 표

준 값을 계산한 후 양자의 평균값으로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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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 목차와 소 목차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여 목표를 분류해

놓았다. 이렇듯 일관된 목표 체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표

를 기술하는 자의 자의성에 의해서 목표의 수가 결정될 수 있다. 즉 목

표를 기술하는 자에 따라서 상세히 목표를 기술할 수도 있고, 간략히 목

표를 기술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인 목표의 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 목표 계층의 의미를 참고하여 목표의

수를 측정했다. 조작적 목표는 공식적 목표를 성과지표와 성과표적으로

전환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설정되기 때문에 조작적 목표란

성과 기준을 의미한다(Daft, 2004: 55). Perrow(1961: 856)는 조작적 목

표란 공식적 목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공식적 목표

의 수단(means)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직을 분석 단위로 하게 된

경우, 수단 자체가 목적(ends)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조

작적 목표란 공식적 목표와 무관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작적 목표는

조직의 업무(task)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조작적 목표는 조

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조작적 목표 계층의

목표 수는 조직이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다.

각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인 특별법에는 정관에 기관의 ‘목적’과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모든 공공기관은

정관에 조직의 ‘사업(또는 업무)’ 각 호를 기술하고 있다. 정관은 법률의 형식

을 갖추어야 하므로,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사업(또는 업무)의 수를 조작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한국 공공기관의 정관을 검토해 본 결과, 기관별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각 호로 일관되게 구분해 놓은 것을

발견했다. 공공기관 중 부설기관에서는 모(母)기관의 정관으로 대체하고 있

어, 기관 자체의 정관이 없기 때문에, ALIO의 ‘경영목표 및 전략’ 중 미션,

비전, 가치 등 공식적 목표라고 판단되는 행의 수를 제외하고 측정한 값으로

대체하였다.71) 또한 ALIO에서는 ‘주요 기능 및 역할’을 공개하고 있는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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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기관이 ‘경영목표 및 전략’보다는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기능을 기술해 놓

았다.7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관의 사업(또는 업무) 규정의 각 호수와

ALIO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의 수, 경영목표 및 전략의 수를 측정하고, 세 지

표가 동일한 척도에 있지 않으므로 각 지표들의 표준 값을 계산한 후 이

값들의 평균값으로 간접적 목표 갈등을 측정한다.

(2) 직접적 목표 갈등

선행 연구들은 직접적 목표 갈등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 바 있다.

Wenger 외(2008)는 1997년부터 2004년의 미국 실업보험제도를 대상으로

정확성과 신속성간의 대립관계를 목표 갈등으로 보고 경험적 연구를 수

행했다. 그들은 종속변수를 정확성으로, 독립변수를 신속성으로 포함시켜

모형을 구성했다. 정확성은 실업 보험 서비스의 질(quality)을 평가한 점

수이며, 신속성은 해당 월 21일 내 처음으로 실업 보험금을 지급받은 비

율로 측정했다. 매달 말까지 실업 보험금이 모든 수혜자들에게 지급되어

야 한다고 할 때, 21일 내에 얼마나 많은 수혜자들에게 신속하게 실업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확성을 희생하

는 것(sacrificing quality)으로 신속성이 개선된다는 것을 조직목표 갈등

으로 해석하고 있다.

Nicholson-Crotty(2004)는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와 마약범

죄 집행 정책이라는 두 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수혜 지역이

71) 정관의 부재로 ALIO의 ‘경영목표 및 전략’으로 목표 수 측정을 대신한 부설기관

과 모(母)기관은 다음과 같다. KDI국제정책대학원(한국개발연구워),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국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극지연구소(한국

해양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

력의학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전성평가연구소(한국화

학연구원), 재료연구소(한국기계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정보통신산업진흥

원), 특허정보진흥센터(한국특허정보원). 부설 기관은 11개 정도에 불과하여 이 기

관들 간 목표 체계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최대한 노력한 후 행의 수를 측정하였다.

72) 천오벳(2009: 61)에서는 조직의 업무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ALIO의 기능 수를

측정하고 조직의 기능 수가 많을수록 조직 업무다양성이 높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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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성향의 지역이라면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지역이라면 처벌적 성격

이 강한 마약범죄 보조금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목표 갈등을 개념화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데올

로기를 측정한 변수를 목표 갈등 측정치로 전환시켜서 사용했다. 즉 0부

터 100까지 지역별 이데올로기 측정치를 각 정책과 조합시켰을 때, 마약

범죄 보조금 정책과 진보적 성향 지역,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보장 보조

금 정책과 보수적 성향 지역에서 목표가 갈등하는 것을 0으로 측정하고

각 모형에서 이 측정치가 증가할수록 목표 갈등이 감소하여 목표 보조금

정책의 성과가 개선됨을 검증한 것이다.

Christensen 외(2018)는 덴마크 학교 조직의 목표 갈등에 대한 연구를

위해 2, 445명의 선출직 공무원인 시 공무원들을 대상(988명 응답, 응답

률 40.49%)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들은 Baekgaard와

Serritzlew(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공무원들에게 ‘공공과 민간’중 무엇

을 선호하는 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지배구조에 대한 선호(governance preferences)’로 측정했다. 또한 그들

은 학업성취도 점수가 7이상인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과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행복한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학교

조직의 두 개의 성과지표이자 목표로 측정했다. 두 목표 중 어느 한 목

표를 달성하는 것이 다른 목표의 달성을 방해하기 때문에(Jacobsen et

al., 2015) 이러한 조직목표 갈등을 ‘조직목표에 대한 선호(goal

preferences)’로 측정했다. 이 연구에서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그룹을 통제그룹으로 했을 때, 공립인지 사립인지 여부를

알려준 그룹에서 두 목표 중 하나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목표 재우선순위

화(goal reprioritization)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했다. 공공에 대한

선호를 가진 공무원들은 학생들의 행복의 정도가 높은 학교를, 민간에 대

한 선호를 가진 공무원들은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은 학교를 선호하는 결

과가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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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들은 조직수준의 목표 갈등을 개념화하고 측정하기 위해

서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들 또는 특정 정책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연

구들의 함의를 반영하되 공공기관 목표 갈등의 일반 모형을 설정하고자

어떤 내용을 가진 목표들이 갈등하는 것인지를 구체화시키지 않고 ‘주인

과 대리인의 선호 충돌’의 측면만으로 직접적 목표 갈등을 개념화했다.

따라서 우선 목표 갈등을 인지하는 주체인 대리인이 한국의 공공기관에

서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최고 관리자(top manager)는 기관장이며 중간 관리자

(middle managers)는 정치적 임명의 대상인 임원들, 즉 기관장 및 감사

와 이사(상임과 비상임)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

을 의미한다. 공운법상 공기업 사장은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 심의와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무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면한다. 준정

부기관 기관장은 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

쳐 주무부처장관이 임면한다. 따라서 박상희·김병섭(2012: 49)에서는 기관

장이란 공공기관의 전체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의 제1인자로, 임명권

자인 대통령이나 정부부처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큰 직급이라고 했

다.73) 따라서 최고 관리자 수준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주인의

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유인이 매우 강력할 수밖에 없다. 반면

중간 관리자는 일반 직원들에 비해서는 직급이 높으며 조직 내부의 주요

한 인사 및 재무 업무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이들은 정치적 임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제약의 상황을 조직 외부와의 이해관계로

인한 편향 없이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Wright(2004)에서는 조직 수준의 목표 갈등74)을 서베이 데이터로 측정

73) 대통령의 입장에서 기관장은 자신의 비전이나 국정 방향과 일치하도록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공공기관 혁신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화를 시도하는 직급인 것이

다. 정부는 대리인인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비용을 낮추고 인사 숨통을 틔우기 위

해 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크다.

74) 개인 수준의 목표 갈등 연구에서도 대부분 서베이 데이터로 목표 갈등을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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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작업 맥락(work context)이 작업 동기(work

motivat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작업 맥락 중 하나로서 조직목표

갈등 변수를 포함시켰다. 그는 뉴욕 주 공공기관(state agencies)의 종사자

들 중 무작위 2단계 추출법으로 385명의 표본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본인이

인지하는 작업 맥락 및 동기 수준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이 중

조직목표 갈등을 측정한 설문은 다음과 같다. ‘이 조직은 어떤 고객을 만족

시키려 하면 반드시 다른 고객은 불만족스럽게 된다(inevitably upset

others).’, ‘이 조직은 갈등하는 우선순위(conflicting priorities)로 곤란을 겪

는다.’, ‘이 조직에는 교차 목적(cross-purposes)이 존재한다.’, ‘이 조직의 어

떤 측면의 성공은 다른 측면의 성공을 방해한다.’의 설문 문항에 대해서 6

점 척도로 측정했다(Wright, 2004: 75).

본 연구에서도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가 본인이 속한 조직의 조직목

표 갈등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로 조직목표 갈등을 측정한다. 정치적 제

약으로 인한 목표 갈등은 공식적으로 조직 내 목표 집합이 결정되기 전

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조직 내외 목표 갈등’과 ‘조직 외부 목표 갈등’으

로 구분된다.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은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가 공식적

으로 결정된 조직 내 목표 집합과 상충적인 목표의 달성을 주인이 요

구한다고 인지하는 것이다.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은 다양한 주인들이

서로 다른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라고 요구할 때, 공공기관의 중간관

리자가 상충적 관계의 목표들을 균형 있게 달성해야만 하는 압력을 인

지하는 것이다.「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는 한 기관 당 인

사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 2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2인 모두 조

직에 정통한 팀장급들을 섭외한다.「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

의 서베이에서는 이들에게 “귀 기관의 성과지표 설정 과정에서 감독관청

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Locke & Latham, 1990; Locke et al., 1994; Slocum et

al., 2002). Locke et al.(1994)에서는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연구(teaching

and research)측면에서 목표 갈등을 얼마나 겪는지를 ‘당신은 좋은 강의자가 되기

위한 것과 좋은 연구자/학자가 되기 위한 욕구 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로 느끼는

가?’로 설문한 자료를 사용했다(Locke & Latham, 199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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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시하는 성과지표가 귀 기관이 내부적으로 중시하는 성과지표와 상

충한 적이 있습니까?”를 묻고, “① 거의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대부분 그렇다” 중 하나를 답하게 하고

있다. 설문 문항의 응답 값이 크면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또한 서베이에서는 “귀 기관의 관련 정부기관들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등)이 귀 기관에 대해 서로 상충적인 요

구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귀 기관의 외부 이해관계자들(국회,

정당, 지역사회, 시민단체, 이익집단, 언론 등)이 귀 기관에 대해 서로 상충

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를 묻고,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중 하나를 답하게 하고

있다. 두 개 설문 문항 응답 값의 평균값이 크면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한다.75)

나) 독립변수

(1) 재정 지원

재정적 공조직성(financial publicness)은 어떤 조직이 재정자원을 정부

로부터 획득한 정도를 의미한다(Chun, 2003: 36). 재정적 공조직성은 조직

의 총 재정 중 정부로부터 공급된 재정의 비중으로 측정될 수 있다

75) 본 연구에서는 조직목표 갈등 개념 측정의 타당도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

다. 이러한 개념화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된 바 없었

기 때문이다. 즉 관리자들이 인식하는 조직목표들 간의 상충적 관계 정도와 동일

한 개념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다만 두 차원

의 조직목표 갈등을 동시에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관(④이상 응답 값)들은

2016년과 2017년에 거의 동일했다. 또한 두 차원의 조직목표 갈등을 동시에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관(②이하 응답 값)들 역시 2016년과 2017년에 거의 동일

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 내에서는 조직목표 갈등을 높다고 인식

하는 기관들과 낮다고 인식하는 기관들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추후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조직목표 갈등

개념 측정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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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 2003: 65). 이경은·전영한(2016)에서는 대학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재정적 공조직성을 측정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공립대학, 국

립대법인, 특별법법인, 사립대학 등 대학소유 구조의 유형에 따라 회계구

조에 차이가 있어 회계항목 별로 ‘정부재정 지원 금액’을 산출하여 합산

한 후 이 금액이 각 대학의 총 재정 중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재정적 공조직성은 공공기관의 전체 수입액 중 ‘정부지원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다.

공공기관의 수입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공기업의 수입은 자체수입과 정부지원수입으로 구분된다. 정부지원수입은

보조금과 부담금 등 정부직접지원과 부대수입과 위탁수입 등 정부간접지

원으로 구분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반면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이

없거나 정부의 위탁사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자

체수입만으로 영리상의 운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공공기관의 재정

적 공조직성은 자체수입이외의 정부로부터 재정자원을 획득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자체수입 비중이 낮아서 정부지원에 의존해야만 한다면, 자

원의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ALIO에는 전체 수입액과 정부지

원 수입액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지원 수입액’에는 직접 지원액과 간접

지원액이 있는데 모두 ‘정부지원 수입액’으로 본다. 즉 출연금(고유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액), 보조금(‘보조금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부담금(‘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

른 부담금 수입), 이전수입(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 부대수입(정부직접 지원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 사업수

입(법령에 규정된 당해 기관의 업무로 인한 수입액), 위탁수입(법령에 규

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독점수입(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합산하여 ‘정부지원

수입액’을 산출하고, 이 금액이 각 공공기관의 전체 수입액 중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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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통제

앞서 언급했듯이, 자원의존이론은 조직권력론과 그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자원의존이론은 조직권력론의 입장에서도 권력과 권력의 원천을

동일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권력의 원천이 되는 자원이나

서비스 제공능력, 지위 등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행사할

때 비로소 권력으로 발현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박상희·김

병섭, 2012: 47). 그리고 같은 원천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은 맥락과 환경

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

가 있다.76) 따라서 공식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의존도의 영향

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정부 권력의 수준을

공식적 통제라 한다면, 정부 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실질적 통제

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를 공식적 통제

와 실질적 통제로 구분하여 측정해보도록 하겠다.

공식적 통제는 공공기관의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의해서 결

정된다. 공공기관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 정부 권력의 수준은 공운법 제 46

조(경영목표의 수립) 규정에 잘 드러나 있다.77) 공공기관은 목표를 설정하

76) Rainey(2014: 80)는 공공조직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external political influences)

을 두 가지 차원으로 크게 나누어 보고 있다. 첫째, 조직 외부의 행위주체들은

다양한 비공식적인 절차들(정치적 거래, 로비, 여론, 이익 집단, 고객 등)을 통

해 공공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둘째, 공공조직 내 구성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정당성(appropriations and authorizations

for actions)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권위가 부여된 조직들(formal

authorities)의 정치적인 지지(political support)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77) 공운법 제 46조의 제1항은 ‘기관장이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계약의 내용 등을 고

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

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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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정부에 제출하며, 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공공기관에 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규정에만 근거한다면 정

부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권력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

공기관마다 공식적 통제 수준의 차이를 측정해 볼 수 없다. 그러나 공공기

관은 공운법 규정만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는

공공기관의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마다

반드시 준수해야할 법령의 수도 다양하다.78) 이 법률들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해 놓았는지를 분석해보아야만 정확한 공식적 통

제 수준을 측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측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관련 법률의 수와 이러

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야만 하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수를 공식적 통제의 대리 지표(proxy measure)로 보도록 하

겠다. 공식적 통제의 정도는「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의 두

개의 설문 문항으로 측정될 수 있다. 서베이에서는 “귀 기관의 주요 업

무에서 직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관련 법령 혹은 조례(민법, 상법

등 일반적 법률을 제외)는 어느 정도입니까?”와 “귀 기관의 주요 업무에

서 업무 협의가 필수적인 관련 정부기관(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

체)의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를 묻고 “① 1개 이하”, “② 2개~3개”, “③

4개~7개”, “④ 8개~9개”, “⑤ 10개 이상” 중 하나를 답하게 하고 있다. 두

개 설문 문항 응답 값의 평균값이 크면 공식적 통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

로 판단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독’을 좁은 의미의 통제로 보기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

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8) Wilson(1989: 188-189)은 자율성이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된다고 했다. 그의 정확

한 표현은 물고기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법률에 기술되며, 법률이 충분히 애

매모호하기 때문에 관료들에게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다. 정부는 통제를 법률에 규정하며 공공기관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 정도

의 자율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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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지도·감독을 실질적 통제로 보도록

한다. 실질적 통제는「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정

부기관의 지도·감독 정도’를 묻는 설문 문항으로 측정될 수 있다. 서베

이에서는 “귀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 기관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관련 정

부기관의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 기관의 재무관리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 기관의 사업 목표

설정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 기

관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채택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

도·감독은 어느 정도입니까?”를 묻고,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

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중 하나를 답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항에 대한 응답 값으로 실질적 통제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시도했다. 이

분석은 수많은 변수들 사이의 상호상관관계(inter-correlation)를 이용하여

동질성을 나타내는 변수들(variables)끼리 무리를 만들어 요인(factor)으로

묶어주는 기능을 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연속형 변

수이며 측정값에 등간격(interval)이 있어야 하고 표본의 크기가 적어도

100 이상은 되어 한다. 또한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s)가 .60 수준 이

상이 되어야 하며 요인 적재치의 제곱의 합인 고윳값(eigenvalue)이 1.0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값을 요인으로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회전(rotate)79)을 통해 요인 적재치가 큰 값은 더 크게 확대시켜 명확하

게 나타나게 하며 작은 값은 축소시켜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인을

찾아내고자 했다(이창한 외, 2014: 121-123). 또한 STATA 13.0 명령어

79) 회전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각도를 90도로 유지하며 회전시키는 직각

회전(orthogonal rotation)과 직각을 유지하지 않고 회전시키는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각회전 중 varimax를 적용하여 요인행렬에서

열(column)을 중심으로 단순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각 요인의 동질성을 갖

고 있는 변수들끼리 묶어주고 그 숫자를 최소화함으로써 요인에 대한 해석을 단

순화시키는 방법으로써 요인구조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해주며 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이창한 외, 201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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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적재치]

변수명 요인1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0.6934

인사관리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0.7326

재무관리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0.8287

사업 목표 설정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0.8679

추진전략 채택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0.8398

[가중치 수치(Scoring coefficients)]

변수명 요인1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0.21923

인사관리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0.23163

재무관리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0.26201

사업 목표 설정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0.27441

추진전략 채택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0.26553
주: method = regression; based on varimax rotated factors

<표 5> 실질적 통제 측정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predict’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요인에 대해서 회귀분석으로 각

변수의 가중치를 의미하는 수치(scoring coefficients)를 도출하고, 이 가

중치를 각 변수에 곱하여 총합한(weighted sum) 값을 제시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 값을 기관별로 실질적 통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본다.

<표 5>의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고윳값이 3.16으로 1.0 이상이며, 요인

적재치들이 .60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5개 문항의 응답

값은 실질적 통제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 조직 환경

Price(1997)에서는 조직 환경 변수를 복잡성(complexity), 불확실성

(uncertainty) 그리고 경쟁(competition)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는 미국의 NOS(National Organizations Study) 조사80)에서도 환경 변수

로서 이 세 개념을 측정하고는 있지만, 각 개념의 정의를 밝히고 있지

80) 미국의 National Organizations Study(NOS)의 조사는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조직의 성과, 구조, 환경, 등과 관련하여 미국

을 대표하는 샘플 조직들을 대상으로 1991년 처음으로 실시됐고, 최근까지도 조

사는 반복되어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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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세 개념 중 불확실성이란 조직이 얼마나 불규

칙적으로 환경과 접촉하는 지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이 개념화의 의미

는 환경의 변화가 심한 조직에서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이 증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Price, 1997: 375). 그는 NOS 불확실성의 측정치81)

보다 더 나은 측정치의 예로 Buchko(1994)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Buchko(1994)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최고 관리자들에게

해당 조직의 자원공급자들, 고객들, 그리고 규제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변

화를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 관리자들은 25개의

설문문항에 대해서 7점 척도(1:highly predictable-7:highly unpredictable)

로 응답했다(Price, 1997: 379). 즉 이 연구에서 조직의 관리자들이 환경

적 불확실성을 인지하는 수준은 환경이 얼마나 예측불가능한지를 의미한

다(Buchko, 1994: 411).

본 연구에서도 Thompson(1967)과 Lawrence와 Lorsch(1967)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관리자

가 환경의 변화가 빠르다고 인지하는 수준이 높고 이로 인해 환경 변화

를 예측할 수 없게 되면 목표 갈등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

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 변화가 빠르다고 인지하는 수준을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의 ‘환경 불안정성’을 묻는 설문문항으로

측정한다. 서베이에서는 “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식, 기술, 정보는 이전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를 묻고, “① 매

우 늦게 변한다”, “② 늦게 변한다”, “③ 보통이다”, “④ 빠르게 변한다

”, “⑤ 매우 빠르게 변한다” 중 하나를 답하게 하고 있다. 이 설문 문항

의 응답 값이 크면, 환경 불안정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한

다. 또한 Buchko(1994)의 연구처럼, 예측 불가능성을 「한국 공공서비스

조직 데이터베이스」의 ‘변화를 예측하기 용이한 정도’를 묻는 설문 문항

81) NOS의 문항 중 불확실성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은 ‘조직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

는데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이며, 이 문항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

지(agree/disagree)’를 답하도록 하고 있다(Kalleberg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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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자료
원천 측정방법

[독립 변수]

간접적

목표 갈등
직접조사

목표의 수 및 기능의 수

(목표 수와 기능 수 Z-score의 평균 값)

직접적

목표 갈등

조직 내외

목표 갈등

서베이
DB

감독관청이 중시하는 성과지표와 내부적으로

중시하는 성과지표의 상충 정도

조직 외부

목표 갈등

서베이
DB

관련 정부기관들(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자치단

체)과 외부 이해관계자들(국회, 정당, 지역사회,

시민단체, 이익집단, 언론)의 상충적인 요구 정

도(2개 문항 평균 값)

[종속 변수]

조직성과

객관적 직접조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공

개된 각 기관 총괄요약표의 주요사업 지표별

점수*가중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주관적 서베이
DB

제품 및 서비스의 질/신규 서비스 개발/우수인

력 신규채용 /기존우수인력 유지/고객 만족도/

노사관계/ 구성원상호관계/재무적 성과/노동 생

산성(9개 문항 요인 분석 결과 가중치*변수의

총합)

[통제 변수]

조직 기능

규제 직접조사 규제 도구 활용 조직 (더미변수)

지원 직접조사 인센티브 도구 활용 조직 (더미변수)

사업 직접조사 공익 및 수익 사업 조직 (더미변수)

정보 직접조사 정보 도구 활용 조직 (더미변수)(준거범주)

<표 6> 결과 분석 주요 변수

으로 측정한다. 서베이에서는 “귀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부의 법령

혹은 규제의 변화는 예측이 용이합니까?”를 묻고, “① 전혀 용이하지

않다”, “② 용이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용이하다”, “⑤ 매우 용이

하다”중 하나를 답하게 하고 있다. 이 설문 문항의 응답 값을 역코딩한

값이 크면, 환경 예측 불가능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2. 결과 분석의 주요 변수

결과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와 측정 방법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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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자료
원천 측정방법

조직 규모
인력 규모 직접조사 정규직 근로자 수 (로그 값)

재정 규모 직접조사 전체 자본액 (로그 값)

조직 연령 직접조사 2017-기관설립년도 (최초 설립년도)

가) 종속변수-조직성과

조직성과 개념의 복합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은 이론적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박석희, 2012: 182). 조직성과의 개념은 목표의 달성도인 효과성으로 보

는 관점에서부터 효율성, 효과성 및 공정성으로 보는 관점(Brewer &

Seldon, 2000), 산출의 양과 질, 효율성, 형평성, 결과, 경제성, 고객만족

도로 보는 관점(Boyne, 2003a; 2003b) 등 매우 다양하다. 조직효과성이

라는 개념은 1950년대 후반 이후부터 조직의 성공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부터 서비스의 질(quality)을 대체하여 사용

되었다(Boyne, 2003b: 213). 1993년 미국 연방정부의 개혁을 위해 등장한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은 ‘성과측정은 조직성과의 목적을

설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조직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조직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조직의 목적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라고 성과측정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다

(Yates, 1997).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NPR의 정의에 따르

면 바람직한 성과측정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측정이 목적달성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석원, 2005: 81-82).82)

그런데 조직효과성 개념 역시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

문에 조직효과성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조직효과성을 평가할

82) Daft(2004: 66-67) 역시 조직이란 일정 수준의 산출물, 이익, 또는 고객 만족도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조직성과 중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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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분석틀인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이상철, 2012: 187). 조직효과성의 측정방법은

행태론적 방법과 경영성과적인 방법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김

근세·이경호, 2005). 행태론적 방법은 인간의 행태, 즉 조직구성원의 직무

만족, 직무몰입 등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다. 경영성과적인 방법은 재무성

과, 경영실적, 운영성과의 측정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이정주,

2005), 객관적인 재무비율을 포함한 경우(임세영·김시태, 2009; 기호익,

2008; 배득종, 2007), 재무성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조사방법을 사용한 경

우(Yang et al., 2004; 이상철·권영주, 2008; 장수덕, 2008) 등이 포함된다

(이상철, 2012: 187). 본 연구에서는 행태론적 방법이나 경영성과적인 방

법 중 하나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기준들을 고려

하여 조직효과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조직성과 측정 방법에는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이 있는데 어느 하나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Bohte & Meier, 2000; Walker et al., 2010; Meier &

O’Toole, 2013) 객관적 조직성과와 주관적 조직성과를 모두 측정하도록

한다.83)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성과지표와 주관적 성과지표 두 차원의 종

속변수에 독립변수인 조직목표 갈등이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 중 객관적 성과지표는 공공기관마다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

기 때문에 일률적인 평가지표로 측정될 경우 기관의 특성을 온전하게 반

영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민간 기업의 성과는 매출 이익처럼 객관적인

수치로 쉽게 측정가능 하지만, 공공기관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수성 때문에 재무적 성과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포괄할 수 없다(장희란·박정수, 2015: 4). 이에 기존의 공공기관 성과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점수를 재무적·비재무

83) 많은 연구들에서 성과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으로 측정하게 되면, 편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Delaney & Huselid, 1996; Fisher, 1997). 또한 주관적 성과지표와 객관적 성과지표

사이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Dess &

Robinson, 1984; Dollinger & Golden 1992; McCracken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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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과를 포함한 종합적인 체계라고 평가하여 분석에 활용했다(강영걸,

1999; 정재진, 2010; 남창우·최화식, 201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

및 방법은 평가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는데, 현재 평가 체

계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2개의 범주로 구분되고 비계량 및 계량부문

으로 나누어 가중치를 달리 책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공공기관 성과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구분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장희란·박정수(2015)에서는 공공기관의 규모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총득점, 비계량부문 득점률과 계량부문 득점률, 그

리고 평가범주별 득점률(리더십·책임경영부문과 주요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성과변수로 설정했으며, 김다경·엄태호(2014)에서는 공공기관 기관

장의 관리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사업 계량

부문’의 점수만을 성과로 보았다.

경영관리 비계량부문 지표는 전략기획, 기관의 경영혁신, 조직 인적자

원 및 성과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노사관리 등이고, 경영관리 계량부문

지표는 정부권장정책, 업무 효율, 재무 예산 성과, 계량관리 업무 비, 총

인건비인상률 등이다(기획재정부, 2016: 15-23). 주요사업 비계량지표

는84) 계획(plan), 집행(do), 성과(check), 환류(action), 지표 체계성(index)

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법의 적용

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지표의 특성에 따라 목표부여, 글로벌 실적비교,

중장기목표부여, 목표 대 실적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요사업

계량부문에서는 각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사

업별로 1~2개 선정하여 평가한다. 지표 간소화를 위해 주요사업의 핵심

지표 위주로 구성하여 지표수를 기관 당 3∼6개로 유지하였고 필요한 경

우 세부지표를 활용하였다. 지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투

84) 2016년도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는 주요사업 전체를 하나의 단일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2014년 평가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지표별 평가방식으로 전환하

였으며, 사업별 PDCA 평가 이외에 독립적으로 평가된 주요사업 범주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의 적정성 항목이 비계량 평가에 포함되었다(기획재정부, 20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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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표(input), 산출지표(output)가 아닌 성과지표(outcome) 위주로 설정한

다(기획재정부, 2016: 25-28).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부문의 계량 및 비계

량 점수를 모두 종합하여 부여한 기관종합 등급이 최종 결과로 공개된

다. 그러나 종합 점수나 등급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관의 성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김다경·엄태호, 2014). 특히 경영관리 부문의 평

가 지표를 살펴보면 업무 효율 및 총인건비인상률 등 효율성 지표에 치

우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목표의 달성도인 조직효과성에

대한 측정치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관의 각 주요

사업별 경영성과가 계획된 대로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한 주요사업

점수를 조직효과성으로 보고 객관적 조직성과로 설정한다.85) 주요사업

부문의 계량 및 비계량 점수를 살펴보면, 2016년과 2015년의 가중치가

다르고 기관 유형별로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별 총괄 요약 표에 공개된 세부 지표 점수에 해당 가

중치를 곱하여 합하고86), 이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주요사업 부문만)

으로 환산하여 객관적 조직성과로 측정했다.87)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들이 조직효과성을 주관적으로

85) 주요사업 점수 역시 기관별 조직효과성의 완벽한 측정치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경영평가단은 매해 해당 기관의 전년도 주요사업 성과달성도에 비해 개선되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측정치가

기관 간 조직효과성 수준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기보다는 기관 내 조직효과성 수

준의 개선 여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86) 주요사업 비계량부문에는 A+, A0, B+, B0, C, D+, D0, E+, E0 9개의 등급으로 평

가 결과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등급에 9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전체 가중치와 비계량부문의 가중치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

여 전체 100점 환산 점수에 포함시켰다.

87) 강소형 기관을 제외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가중치 합계는 총 100점이며, 계

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가중치 비율은 2016년에 60 : 40이고 2015년에는 65 : 35

였다. 이 중 주요사업의 경우 2016년에는 계량과 비계량지표 가중치가 32 : 18(중

장기재무관리계획 미제출기관은 30 : 20)이고 2015년에는 37 : 13(중장기재무관리계

획 미제출기관은 35 : 15)이었다. 강소형의 경우에는 2016년과 2015년이 동일하게

가중치의 합계가 총 60점이며,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가중치 비율은 45 : 15이

고 주요 사업의 경우는 20 :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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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수준88)을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의 설문 문항

으로 측정한다. 이 서베이에서는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NOS 조사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설계했다. 미국의 NOS조사에서는 조

직효과성을 ‘제품 및 서비스(질과 개발 문항 구분)/우수인력 (채용과 유지

문항 구분)/고객 만족도/조직 구성원 관계(노사 관계와 직원들 관계 구

분)/시장 요인(마케팅과 재무적 성과) 이렇게 다섯 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조직효과성은 다섯 요인의 문항을 세분하여 ‘지난 3년간

의 당신 조직의 성과는 다른 기관에 비해(compare) 어떠합니까?’에 대한

4점 척도의 응답 값(1:worse - 4:much better)으로 측정되었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15개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이 중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9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서베이에서는 “귀 기관의(이하 반복)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은 다른 기관

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우수 신규인력 채용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

합니까?”, “기존 우수 인력 유지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

까?”, “노사관계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조직구성원간의

상호관계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재무적 성과89)는 다른

88)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 재무성과를 측정할 때, 객관적인 재무비율을 포

함하기도 하지만, Yang 외(2004), 이상철·권영주(2008), 장수덕(2008) 등의 연구에

서는 재무성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조사방법을 사용했다.

89) 9개 문항 중 재무적 성과에 대해서는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확인했다.

수렴타당도는 동일한 개념을 상이한 방법으로 측정한 후, 두 측정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날 때 입증된다(권태욱, 2015: 64).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는 대

부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으로 측정된다(권순철 외, 2017). 본 연구에

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 요약포괄손익계산서(해당연도 결산

기준)의 ‘당기순이익’을 재무적 성과로 보되, 기관별 규모효과를 통제하고자 ‘정규

직 직원 수’로 이 측정치를 나누어, 1인당 당기순이익으로 기관별 재무적 성과를

측정했다. 이 측정치와 재무적 성과의 주관적 인식수준을 측정한 응답 값의 피어

슨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정(+)의 관계가 나타났

으며 상관계수는 .2037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9개 조직효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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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적재치]

변수명 요인1 요인2 요인3

제품 및 서비스의 질 0.6669

제품 및 서비스 개발 0.6804

우수 신규인력 채용 0.7518

기존 우수 인력 유지 0.7303

고객 만족도 0.6137

노사관계 0.5792

조직구성원간의 상호관계 0.6124

재무적 성과 0.5976

노동생산성 0.5806

청렴성 0.7300

투명성 0.7663

대응성 0.7396

<표 7> 주관적 조직성과 측정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노동생산성(인력 대비 실적 비율)은 다

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를 묻고, 9개 문항 모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들에 대한 응답 값으로 주관적 조직성과

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했다. <표 7>에서는 15개

설문문항 중 NOS 조사의 조직효과성 측정과 동일하게 제품 및 서비스,

우수인력, 고객 만족도, 조직 구성원 관계, 시장 요인에 해당하는 9개 문항

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윳값이 5.92로 1.0 이

상이고, 요인 적재치들이 대부분 .60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9개 문항의 응답 값은 첫 번째 요인(factor 1)으로 묶이며, 조직효과성

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요인에 대해서 회귀분석으로 각 변수의 가중치를 의

미하는 수치(scoring coefficients)를 도출하고, 이 가중치를 각 변수에 곱

하여 총합한(weighted sum) 값을 기관별 주관적 조직성과로 측정했다.90)

주관적 인식수준 중 재무적 성과의 주관적 인식수준에 대해서 수렴타당도가 입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90) 한편 두 번째 요인(factor 2)은 절차적 가치들을 종합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요인(factor 3)은 형평성을 측정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 분석을 병행하므로, 두 성과 지표 측정에 포함된

개념들의 유사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을 종속변수로 설

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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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0.7150

사회적 약자우대 0.8800

사회적 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0.8575

[가중치 수치(Scoring coefficients)]

변수명 요인1 요인2 요인3

제품 및 서비스의 질 0.19235 0.01427 -0.10025

제품 및 서비스 개발 0.20227 -0.00406 -0.09591

우수 신규인력 채용 0.22884 -0.09179 -0.0055

기존 우수 인력 유지 0.22764 -0.12219 0.02242

고객 만족도 0.14767 0.06532 -0.07165

노사관계 0.14423 0.02295 -0.03076

조직구성원간의 상호관계 0.14944 0.01723 -0.01367

재무적 성과 0.19868 -0.11093 -0.00533

노동생산성 0.15272 -0.08911 0.09421
주: method = regression; based on varimax rotated factors

나)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조직목표 갈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조직 내외 목표 갈등과 조직 외부 목표 갈등 각각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

했다. 간접적 목표 갈등에 대해서는 정(+)의 방향인지 부(-)의 방향인지

추론하기 어려우므로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각 변수들의 측정은 원인 분석의 종속변수 측정과 동일하다. 우선 간접

적 목표 갈등과 직접적 목표 갈등을 구분하여 간접적 목표 갈등이 객관

적 및 주관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다. 직접적 목표 갈등은

조직 내외 목표 갈등과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두 차원을 개개의 독립변

수로 설정하고 객관적 및 주관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다.

다)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조직 특성 요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함으

로써 조직목표 갈등이 조직성과에 미친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박석희(2006)는 조직성과를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으로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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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제도의 실시 여부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모형

에 포함되는 통제변수를 조직 특성 요인변수와 조직 환경 요인변수로 구

성한 바 있다. 조직 특성 요인으로는 기능 특성, 조직 규모, 조직 연령을

설정하고 조직 환경 요인변수로는 국가경제규모, 기관별 주요사업수요, 이

자율, 인구규모와 실업률을 설정했다. 장희란·박정수(2015)에서도 조직 규

모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인

총득점 및 세부 지표 득점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면서 통제변수로는 산업

특성, 기관 연혁, 그리고 경제적 환경 변수인 경제성장률을 설정했다.

박석희(2006)에서는 이 당시 경영평가 대상이 정부투자기관 13개에 불

과하여 해당 기관들을 ‘건설 및 제조기관’과 ‘진흥 및 서비스기관’으로 분

류하여 기능 특성을 측정했다. 장희란·박정수(2015)에서는 공공기관의 산

업 특성으로 기능 특성을 측정했다.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산업 분

류 기준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표준 산업 분류 대분류별 공공기관 분류를

참조하여 산업특성이 유사한 기관들을 묶어 6개(에너지, SOC, 금융 및 보

험, 교육, 문화 서비스, 공공행정 등, 제조업)로 분류했다. 박석희(2006)의

연구에서는 ‘건설 및 제조기관’과 ‘진흥 및 서비스기관’으로 구분하여 기능

특성을 구분한 이유를 진흥 및 서비스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영성과

의 계량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조직성과가 건설 및 제조기관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공공기관의 기능 별로 조직성

과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존 연구자들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현실적 측면에서 재분류

해 본 것이며, 이론적인 분류기준을 따르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

영한(2007)의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s)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공

공기관의 기능 특성을 측정한다. 그는 정책도구를 직접성(directness)과

강제성(coerciveness)에 따라 9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강제성에

따라 규제(regulation), 유인(incentive), 정보(information)로 나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규제’, ‘지원’, ‘정보’로 나누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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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각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으로 조직의 기능을 구분하였

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 기관은 공익사업을 하는 조직과 주식

회사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는 조직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 기능 조직으로 측정한다. 준

거 범주는 정보 기능 조직이다. 본인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 과정생 2명과 석사 과정생 2명이 참여하여 4명이 2명씩 두 쌍

을 이뤄 전체 표본을 코딩 했다. 두 쌍의 신뢰도 테스트 결과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크론바흐 α=0.89).

장희란·박정수(2015: 4-5)에서는 조직 규모를 어떤 자료로 측정할 것

인지에 대해서 연구자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상대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최근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전임

구성원(full time members) 또는 조직 산출의 크기를 조직 규모의 지표

로 사용하며, 국내 연구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직원 수, 자본, 자산, 부채,

지출대비 수입(강제상·류상원, 2008), 직원 수, 매출액, 자체 재원액(최흥

석 외, 2008), 임직원 수, 자본총액, 자산총액, 총수입액, 매출총액, 순매

출액(박용성·남형우, 2011), 전체 자본액(김다경·엄태호, 2014), 상임임원

과 직원현원을 합한 정원, 자산, 매출(장희란·박정수, 2015) 등을 조직 규

모로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자본액과 정규직 근로자 수로 조직

규모를 측정한다. 재정 규모는 전체 자본액의 로그 값이며, 인력 규모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로그 값이다.

조직 규모를 인력과 재원의 규모로 측정하여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분

석한 연구들에서는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박석희(2006: 92-93)는

조직규모가 클수록 경영혁신에 필요한 잉여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과잉관료화에 따른 관

료적 타성의 증가로 최고 경영진의 혁신전략의 확산이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조직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가능하여 집단의 성과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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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조직 내 문제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구

성원들의 추진력 억제가 도리어 집단의 성과를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장희란·박정수, 2015: 7). 장희란·박정수(2015)에서는 조직 규모가 클수

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득점, 비계량 득점률 그리고 평가범주별 득점률

에는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계량 득점률

에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

서는 자산규모의 유의미성만이 나타났으며, 정원규모는 각 종속변수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부(-)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조직 연령은 조직성과 연구에서 조직 규모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

는 조직 특성 변수이다. 박석희(2006)과 김다경·엄태호(2014)에서는 공공

기관이 설립된 이후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측정했으며, 장희란·박정수

(2015)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실시된 1984년을 기준으로 조직

연령을 측정했다. 박민정(2010)은 기관이 오래될수록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기관의 존속연수가 오래될수록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

고득점을 위한 사전대비에 철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조직 연령에 따라서 조직성과 수준이 달라질 가능

성이 있으므로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사업

점수로 종속변수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기관의 관리자가 인식하는 조직

효과성으로 종속변수를 설정하기도 때문에 조직 연령을 2018년에서 공

공기관의 설립년도를 뺀 값으로 측정한다.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자료 원천인「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의

공공기관 대상 조사는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2017년 세 번 시행되었

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2015년과 2016년만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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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유형 기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객관적 조직성과

공기업 46 62.34 7.20 42.03 77.34 -0.24 3.25

준정부기관 129 71.57 7.34 50.09 86.67 -0.27 2.59

기타공공기관 . . . . . . .

주관적 조직성과

공기업 85 0.41 1.13 -1.63 3.72 0.57 2.92

준정부기관 226 0.18 0.96 -3.33 3.04 0.04 3.35

기타공공기관 354 -0.21 0.94 -3.90 3.72 0.15 4.08

조직 내외 목표 갈등

공기업 61 2.64 0.61 1.50 4.00 0.33 2.43

준정부기관 152 2.53 0.63 1.00 4.00 0.08 3.10

기타공공기관 255 2.63 0.70 1.00 4.00 -0.21 2.97

조직 외부 목표 갈등

공기업 63 3.19 0.63 1.75 4.75 0.08 2.59

준정부기관 159 3.16 0.59 2.00 5.00 0.50 2.92

기타공공기관 265 3.08 0.63 1.00 5.00 -0.04 3.97

간접적 목표 갈등

공기업 77 -0.12 0.70 -1.41 2.21 1.64 6.07

준정부기관 200 0.35 0.86 -1.34 2.90 0.80 3.59

기타공공기관 219 -0.28 0.59 -1.20 2.07 1.21 4.94

재정적 공조직성

공기업 82 16.98 27.10 0.00 90 1.51 4.04

준정부기관 214 72.23 35.20 0.00 100.00 -1.08 2.62

기타공공기관 320 71.84 35.23 0.00 100.00 -1.11 2.64

실질적 통제

공기업 63 -0.08 0.85 -2.11 2.11 0.16 2.94

준정부기관 159 0.07 0.96 -2.04 2.70 0.25 3.05

기타공공기관 265 -0.03 1.05 -4.07 2.70 0.00 3.56

공식적 통제

공기업 85 3.27 0.85 2.00 5.00 0.65 2.50

준정부기관 226 2.94 0.74 1.25 5.00 0.68 3.30

기타공공기관 354 2.70 0.66 1.00 5.00 0.63 3.43

<표 8>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2016년, 2017년 데이터를 합동(pooled)

횡단면 데이터로 구성하되, 연도 더미를 달리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원인 분석과 결과 분석에 포함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가 모두 연속형(continuous) 변수이기 때문에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에 의한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OLS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본가정들이 충족됐을 경우 매우 우수한 추

정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확하지 못한 추정치나 표준오차

값을 도출한다(이성원·허식, 2011: 5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분

석에 앞서, 데이터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사전에 살펴, 적절한 분석 방

법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 8>은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이다. 조직목표 갈등과 조직성과의 왜도와 첨

도91)를 확인해보면 분포가 대칭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부록-1>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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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유형 기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환경 예측 불가능성

공기업 85 2.91 0.61 1.00 4.00 -0.30 3.17

준정부기관 222 2.91 0.53 1.50 5.00 0.13 4.10

기타공공기관 350 2.92 0.53 1.00 4.00 -0.45 4.00

환경 불안정성

공기업 85 3.54 0.62 2.00 5.00 0.11 3.14

준정부기관 222 3.68 0.60 2.00 5.00 0.11 3.03

기타공공기관 350 3.54 0.63 2.00 5.00 0.44 2.88

규제 기능

공기업 85 0.00 0.00 0.00 0.00 0.00 0.00

준정부기관 226 0.19 0.39 0.00 1.00 1.62 3.61

기타공공기관 354 0.08 0.27 0.00 1.00 3.12 10.73

지원 기능

공기업 85 0.07 0.26 0.00 1.00 3.35 12.24

준정부기관 226 0.57 0.50 0.00 1.00 -0.27 1.07

기타공공기관 354 0.22 0.42 0.00 1.00 1.33 2.77

사업 기능

공기업 85 0.91 0.29 0.00 1.00 -2.78 8.73

준정부기관 226 0.19 0.39 0.00 1.00 1.62 3.61

기타공공기관 354 0.31 0.46 0.00 1.00 0.80 1.65

조직 연령

공기업 85 38.78 24.61 5.00 119.00 1.26 5.02

준정부기관 225 27.82 17.16 1.00 72.00 0.44 2.49

기타공공기관 354 27.40 22.36 0.00 132.00 2.01 8.21

조직 규모

공기업 85 7.25 1.37 4.61 10.22 0.10 2.69

준정부기관 225 5.85 1.24 3.22 9.50 0.73 3.00

기타공공기관 352 5.04 1.27 0.00 8.57 0.55 3.38

고길곤(2017: 296)은 종속변수의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고, 대칭형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종속변수의 평균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문

제가 아닌 경우에는 중위회귀분석(median regression analysis)이나 이를

일반화한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할 것을 추

천하고 있다. OLS는 잔차 제곱합(sum of squared residuals)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본의 평균을 사용하지만, 잔차들의 절대값(sum of absolute

residuals)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위수를 사용할 수 있다.92) 중위수는 자

91) 왜도 값은 -∞~∞까지 분포를 보이는데 값이 0이면 좌우대칭인 분포이다. 일반

적으로 왼쪽 꼬리가 긴 경우 –값을 가지고 우측 꼬리가 긴 경우에는 +값을 가

진다. 일반적으로 첨도가 3보다 크면 정규분포에 비해 꼬리가 두텁고, 반대로 3보

다 작으면 정규분포에 비해 꼬리부분이 더 가늘다(정성호, 2013: 39).

92) 확률변수 Y의 평균은 Y의 편차 제곱 합을 최소로 하는 값으로

  arg 
로 정의되지만, 확률변수 Y의 중위수는 Y의 편차 절댓값

의 합을 최소로 하는 값으로   arg  로 정의될 수 있다(박범

조, 2003). 이러한 중위수의 성질을 0~100% 사이로 일반화하여 정의한 것이 분

위수이다. 즉 확률 변수 Y에서 특정 값 보다 작은값의 비율이 이고, 보다

높은 값의 비율이 1-인 값 를 Y의 분위수( quantile)라 정의한다. 확률변



- 82 -

료들의 정중앙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중위수의 아래, 위로 동일한 숫자의 관

측치들이 있게 된다. 이러한 중위수의 대칭적 특성 때문에 절대추정잔차 역

시 양(+)의 잔차와 음(-)의 잔차의 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때 가중치

는 양쪽에 동일하게 0.5를 부여한다. 만약 중위수가 아닌 다른 분위에서 분

석하는 경우 비대칭적인 절대잔차의 합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양의 잔차와

음의 잔차에 각각 다른 가중치가 부여된다(양승철, 2014: 693-694). 즉 분위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평균이 아닌 조건부 분위(conditional quantile)를 중

심으로 선형모형을 추정하는 것인데, 특히 q값이 0.5인 경우를 중위회귀분석

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 및 결과를 OLS로 우선 추정하여 산점도(scatter

plot)를 검토해 본 결과,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93)과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부록-2> 와

<부록-3> 참조). 중위회귀분석은 중위수의 특성에 의해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효율적인 추정이 가능하도록 해주며, 분포 가정에 따른 분석 결과

의 민감성에도 강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길곤, 2017: 296). 분위회귀분석은

회귀오차의 모수적 분포에 대한 가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분

산이 있는 자료에서 매우 좋은 추정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통상 OLS

의 경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평균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모형

에 포함되는 변수의 편차가 큰 경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양승철,

2014: 690). 분위회귀분석 방법으로 결과를 추정하면 종속변수의 수준에

따라 자료를 나누어 OLS로 추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편의

(sample selection bias)에서도 자유롭다(이성원·허식, 2011: 591-592).94)

수 Y의 편차 절댓값의 가중합을 최소로 하는 는

  arg 〔   〕로 정의될 수 있으며 분위회귀방정식의 회귀계수는

  arg〔  〕로 나타낼 수 있다(김대중, 2017: 91-92).

93) 이분산성은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 중에서 잔차의 분산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깨

어진 경우로 독립변수에 따라서 잔차 분포의 분산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X변수

가 변할 때Y 변수의 흩어진 정도가 거의 같은 정도를 유지해야 등분산성이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X변수가 변함에 따라 Y변수들의 흩어지는 폭이 넓어진다거나

X변수가 변화하는 폭이 좁아지는 경향을 이분산성이라 한다(이창한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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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유형 기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객관적
조직성과

공기업
시장형 21 62.04 6.89 47.94 77.34 0.33 3.17

준시장형 25 62.59 7.58 42.03 75.10 -0.60 3.37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23 68.80 6.66 50.09 79.50 -0.96 4.12

위탁집행 106 72.18 7.37 56.26 86.67 -0.22 2.21

기타공공기관 . . . . . . .

전체 175 66.40

주관적
조직성과

공기업
시장형 37 0.65 1.27 -1.49 3.72 0.31 2.45

준시장형 48 0.22 0.98 -1.63 3.08 0.68 3.3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39 0.30 0.80 -1.14 1.99 0.22 2.51

위탁집행 187 0.15 0.99 -3.33 3.04 0.05 3.35

기타공공기관 354(53.23%) -0.21 0.94 -3.90 3.72 0.15 4.08

전체 665 0.22

조직 내외
목표 갈등

공기업
시장형 28 2.50 0.58 1.50 4.00 0.29 2.85

준시장형 33 2.76 0.63 2.00 4.00 0.30 2.01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25 2.70 0.79 1.00 4.00 -0.49 2.80

위탁집행 127 2.49 0.59 1.00 4.00 0.21 3.26

기타공공기관 255(54.49%) 2.63 0.70 1.00 4.00 -0.21 2.97

전체 468 2.61

조직 외부
목표 갈등

공기업
시장형 28 3.21 0.68 2.00 4.75 0.30 2.55

준시장형 35 3.19 0.60 1.75 4.25 -0.21 2.5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27 3.16 0.71 2.00 4.50 -0.10 2.27

위탁집행 132 3.16 0.57 2.25 5.00 0.71 3.08

기타공공기관 265(54.41%) 3.08 0.63 1.00 5.00 -0.04 3.97

전체 487 3.16

<표 9> 결과분석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 결과(기관 유형 세분화)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결과 분석에서 공공기관의 법적 유형에 따라 조

직 환경, 목표, 성과 등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

려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 9>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해 공공기

관의 법적 유형을 더욱 세분화(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

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하여 검토해본

기초통계분석 결과이다.

94) 이성원·허식(2011)과 양승철(2014)의 연구에서는 각각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에 미

치는 영향 요인 분석에서 분위회귀분석 방법으로 독립변수들이 각 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이 연구들에서는 종속변수인 토지 및 주택 가격을 분위에 따라

서 저가와 고가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결과를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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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유형 기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간접적
목표 갈등

공기업
시장형 34 -0.39 0.31 -0.71 0.19 0.73 2.33

준시장형 43 0.10 0.84 -1.41 2.21 1.04 3.8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37 0.27 0.89 -0.85 2.07 0.62 2.37

위탁집행 163 0.37 0.85 -1.34 2.90 0.86 3.89

기타공공기관 219(44.15%) -0.28 0.59 -1.20 2.07 1.21 4.94

전체 496 0.014

그런데, 이렇게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하게 되면 분석 대상 기관

의 수가 적정 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제한적으로나마

결과를 추정해보고자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OLS 회귀분석의 한계 가운데 하나는 회귀분석을 통해

얻어진 계수들이 표본의 크기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

의 통계학자들은 표본의 개수 : 변수의 비율이 적어도 10:1은 되어야 안

정적인 회귀계수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연

구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표본크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 중 하나가 부트스트래핑 회귀분석이다

(심준섭, 2004: 167). 즉 부트스트랩 방법은 표본 자료가 모집단의 특성

을 대표한다고 가정한 후 표본으로부터 임의로 뽑은 부트스트랩 표본 역

시 모집단을 대표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다(고길곤,

2017: 232). 이 가정을 바탕으로 부트스트랩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반

복한 결과를 얻어 추정량의 평균과 신뢰구간을 얻는다. 회귀분석이라면

표본으로부터 임의의 부트스트랩 샘플 개를 만들고 각각의 표본

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면 개의 회귀계수가 추정될 수 있다(고

길곤, 2017: 233). 여기서 부트스트래핑 표본의 크기는 분석이 반복된 횟

수인 k가 클수록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한다(심준섭, 2004: 168-170). 이

방법을 처음 소개한 Efron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신뢰할만한 값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200(k>200)회 이상 반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본 연

구에서는 STATA(13.0)의 회귀분석 bootstrapping option에 ‘vce(boot,

reps(1000))’를 사용하여 1000번의 k를 지정했다. 심준섭(2014)에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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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스트래핑 회귀분석의 결과를 검증해 본 결과, 데이터의 등분산성

(homoscedastivity)과 정규성(normality)를 기준으로 1000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회귀모형과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함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 결과를 제시

하도록 하겠다. 첫째,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중위회귀분석으

로 결과를 추정한다. 우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가설의

지지 여부를 검토한 후,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한 유형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둘째, 조직목표 갈등의 결과에 대

해서는 분위회귀분석으로 결과를 추정한다. Boyne 외(2011: 577)에서는

영국지방정부의 최고관리자가 교체되는 현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해본 결과, 조직성과의 수준이 낮은 조직에 새로운 관리자가 부

임하게 되면 성과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미 조직성과의

수준이 높은 조직에 새로운 관리자가 부임하게 되면 오히려 성과가 악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조직목표 갈등이라는 현상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조직성과의 수준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조직성과의 수준이 낮거나

(q25), 중간이거나(q50), 그리고 높은(q75) 조직으로 구분한 분위회귀분석

으로 결과를 추정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조직목표 갈등의 성과 영향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공

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한 유형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 분석에서 조직목표 갈등의 성과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 더욱 세분화된

기관 유형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조직성과를 종속

변수로 한 모형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는 경우와 주관적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공기업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분석 대상 기관의 수가 적정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 회귀분석으로 결과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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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조직 내외 목표 갈등 1.00

2 조직 외부 목표 갈등 0.11* 1.00

3 간접적 목표 갈등 -0.04 0.11* 1.00

4 재정적 공조직성 -0.18* -0.02 0.00 1.00

5 실질적 통제 0.02 0.47* 0.01 0.03 1.00

6 공식적 통제 -0.04 0.18* 0.13* -0.09* 0.16* 1.00

7 환경예측 불가능성 0.08 0.17* 0.04 0.05 0.14* 0.03 1.00

8 환경 불안정성 0.03 0.13 0.16* 0.04 0.17* 0.12* 0.05 1.00

* p<.01

1 2 3 4 5 6 7 8

1 조직 내외 목표 갈등 1.00

2 조직 외부 목표 갈등 0.11 1.00

3 간접적 목표 갈등 -0.04 0.11 1.00

4 재정적 공조직성 -0.18* -0.02 0.00 1.00

5 실질적 통제 0.02 0.47* 0.01 0.03 1.00

6 공식적 통제 -0.04 0.18* 0.13* -0.09 0.16* 1.00

7 환경예측 불가능성 0.08 0.17* 0.04 0.05 0.14* 0.03 1.00

8 환경 불안정성 0.03 0.13* 0.16* 0.04 0.17* 0.12* 0.05 1.00

* p<.05

<표 10> 원인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유의수준별 상관관계

제5장 분석의 결과 및 논의

제1절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

1. 상관관계 분석 결과 및 논의

원인 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조직목표 갈등 세 가지 차원들의 상관관계

를 면밀히 분석해보기 위해 유의수준을 5%와 1%로 달리하여 검토했다.

이 중 직접적 목표 갈등인 조직 내외 목표 갈등과 조직 외부 목표 갈등

은 5% 유의수준에서는 .11로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1% 유의수준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간접적 목표 갈등과 조직 외부 목표 갈등도 5% 유의수준에서는 .11로



- 87 -

조직 내외 목표 갈등 조직외부 목표 갈등

재정적 공조직성
-0.005*** -0.001

(0.002) (0.001)

실질적 통제
0.018 0.267***

(0.064) (0.029)

공식적 통제
-0.020 0.073*

(0.089) (0.040)

환경 예측불가능성
0.019 0.113*

(0.129) (0.059)

환경 불안정성
-0.013 0.021

(0.106) (0.048)

2016년도 연도더미
-0.009 -0.031

(0.122) (0.055)

<표 11>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 분석(공공기관 전체)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1% 유의수준

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각 차원들이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차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변수

들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p<.60).95) 가설 설정 과정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목표

갈등을 조직목표 갈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직목표 갈등의 원

인 분석에서는 세 가지 차원의 목표 갈등 중 조직 내외 목표 갈등 및 조

직 외부 목표 갈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96)

2. 전체 공공기관 분석 결과 및 논의

다음 <표 11>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 내외 목표 갈등 및 조

직 외부 목표 갈등의 원인을 추정한 중위회귀분석 결과이다.

95) 원인 분석을 위한 모든 모형의 VIF 테스트 결과 값은 1.0내외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96) 재정 지원, 정부 통제, 그리고 조직 환경의 영향력이 직접적 목표 갈등에서는 나

타났지만 간접적 목표 갈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간접적 목표 갈등의 분석 결

과는 <부록-4>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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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외 목표 갈등 조직외부 목표 갈등

상수항
3.038*** 2.578***

(0.549) (0.249)

Raw sum of deviations 222 (about 2.5) 201.75(about 3)

Min sum of deviations 214.5813 182.0664

유사결정계수 (Pseudo   ) 0.0334 0.0976

N 430 446

* p<0.1, ** p<0.05, *** p<0.01(괄호 안은 표준오차)

조직 내외 목표 갈등에는 가설의 내용처럼, 재정적 공조직성이 부(-)의

영향을 미쳤다(p<.01). 이 결과는 재정적 공조직성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A_1_1

은 지지되었다. 반면 가설의 내용과 달리, 조직 환경은 조직 내외 목표 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A_2_1과 A_2_2는 모두 지지

되지 않았으며 정부 통제 역시 조직 내외 목표 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외부 목표 갈등에는 가설의 내용과 달리, 재정적 공

조직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A_1_2는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직 외부 목표 갈등에는 실질적 통제(p<.01)와 공식적

통제(p<.10)가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정부 통제의 수준

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 외부 목표 갈등에는 조직 환경 변수 중 환경 예측

불가능성만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p<.10). 이 결과는 환경 예측 불가

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 불안정성에 대한 가설 A_2_3은 지지되지 않았

지만, 가설A_2_4는 지지되었다.

분석 결과,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원인은 재정적 공조직성만으로 나

타났다.97) 재정적 공조직성은 ‘정부지원수입’으로 측정되었음을 고려했을

97)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귀 기관이 수익(수입)을 얻는 출처의 비율에 관하여 응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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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 결과는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은 자원에 수반되는 계약사항이

나 요구사항과 함께 제공되며, 그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조직

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이경은·전영한, 2016), 재정적 공조직성

이 높은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배력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준기, 2000: 21). 따라서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

은 공공기관의 관리자는 조직 내 목표 집합에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할

때, 정부의 선호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가 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전

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관이 내부적으로 중시하는 성과지

표와의 상충적 관계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해석된다.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수준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통제 두 차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통제는 관련 법률과

업무 협의 필수 기관의 수로 측정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공식적 통제의 수

준이 증가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를 요구하는

주인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서로 다른 목표들을 달성

하기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의 관리자는 상충적 관계의 목표들을 균형 있게 달

성해야만 하는 압력을 강하게 느낀다고 해석된다. 실질적 통제는 관련 정

부기관의 지도·감독의 정도로 측정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 통제의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인들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수준 자체가 높

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압력을 더욱 강하게 느낀다고 해

석된다. 이러한 정부 통제의 영향은 다음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은 신설심사에서부터 기능조정 및 혁신지침, 임원 해임, 예산

안 확정에까지 대부분의 기관 내부의사결정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

주십시오.’라고 묻고, ①중앙정부 ②지방자치단체 ③공기업/공공기관 ④고객 ⑤개

인/기업/민간조직 ⑥기타에 대략적인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 비율을 검토해보면, ①53.35% ②3.57% ③

9.04% ④26.84% ⑤3.43% ⑥3.75%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기관에서 중앙

정부인 ①의 비율이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결과는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

관의 경우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고, 공기업

의 경우는 중앙정부인 ①11.93%, 고객인 ⑤67.48%로 역전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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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시장형 준시장형

국민의

감시

경영통합공시 O O O O

고객만족도조사 O O O O

행정부

감독

기능조정 및

혁신지침
O O O O

신설심사 O O O O

경영실적평가 O O O X

경영지침 O O O X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실적평가
O O O X

임원 해임 및

해임요구(건의)
O O O X

예산안 확정 이사회 의결 주무장관 승인 X

내부

지배

구조

이사회구성 15인 이내 15인 이내 15인 이내 X

이사회의장 선임비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X

감사위원회 O
자산

2조원이상만
X X

선임비상임이사 O O O X

상임이사정수 1/2미만 1/2미만
1/2(대규모)

2/3미만
X

임기 기관장 : 3년, 이사·감사 : 2년 X

연임 1년 단위 X
기관장과의

경영계약
O O O X

임원보수기준 O O O X

임명

기관장
대규모 : 대통령 임명

X
소규모 : 주무장관 임명

상임이사 기관장 임명 X

비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주무장관 임명

감사
대규모 : 대통령 임명

X
소규모 :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출처: 김준기(2014) p.145, 이혜윤(2017) p.412에서 발췌하여 재정리

<표 12> 공공기관 유형별 공운법 적용범위

그런데 이러한 통제의 주체는 일원적이지 않다. 공운법 제 46조는 공공

기관 경영목표에 대한 규정인데, 목표를 설정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이러한

내용을 제출해야하는 대상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공운법 제 51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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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영감독기

능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집중되고, 사업 감독

기능을 주무부처에 집중된다. 경영감독권한의 집중화는 유럽 등 선진국에

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관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시키고, 공공기

관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 공공기

관의 경우에는 설립된 후 오랫동안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았고, 필요

한 사안이 있으면 주무부처와 모든 협의를 진행해 오다가 갑자기 경영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그 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은 주무

부처와 협의하게 되니 피감독기관으로서의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업무증가가 상당하다(박정수·이혜윤, 2013: 155-156). 이에 대

해 성명재 외(2009: 114)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의 중소규모 공공기관은 기관장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 기관장, 임

직원 할 것 없이 모두다 경영평가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업무실적을 만들고

점검한다. 이러다 보니 주무부처에서는 사업은 안하고 경영평가만 신경쓴다

며 ‘OOO부 산하기관용 경영평가 제도’를 따로 만들겠다고 까지 하는 실정

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수행하는 제반 사업들은 사실상 주

무부처의 정책적 수단임에 불구하고, 경영평가단이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구성됨에 따라 주무부처와의 정책적 연계가 다소 느슨하게 평가되고 있다”

즉 현행 공운법에서 정부 통제의 가장 상위 계층조차 주무부처와 기

획재정부를 동시에 언급하며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

관들로부터 통제 정도가 매우 높은 공공기관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조

직 외부 목표 갈등을 빈번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수준은 또한 공공기관의 환경 예측 불가능성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예측불가능성이 업무관

련 정부의 법령 혹은 규제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정도로 측정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가설 설정에서 검토했던 이론적인 논의를 지지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측하기 힘든

공공기관에서는 정치적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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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과 상호의존성의 수가 증가한다. 상호의존성의 수가 많다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를 요구하는 주인들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서로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기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의 관

리자는 상충적 관계의 목표들을 균형 있게 달성해야만 하는 압력을 강하

게 느낀다고 해석된다.98)

이에 반해 환경 불안정성은 정부와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도로 측정되었는

데, 세 차원의 조직목표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조직목표 갈등이 정부와의 관계에 의

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확장하여 조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결과는 공공기관의

목표 설정 과정에 단순한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그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조직운영에 반영해야 하는데 곤란을 겪을 경우에만 조직

목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석된다.99) 따라서 조직 환경으로 범위를 확장해

보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조직목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정부의 영향이

강하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수준은 정부 통제의

영향력과는 무관했으며, 재정적 공조직성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수준은 재정적 공조직성과는 무관

98) 환경 예측불가능성의 영향력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달리,

각 유형별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결과는 정부 법령

및 규제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것으로 인해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수준이 높

아지는 것은 기관 유형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수가 적정

했기 때문에 유의미성이 나타난 반면, 각 유형별 모형에서는 분석 대상 기관의 수

가 적기 때문에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분석을

통해 유형별 분석 대상 기관의 수를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형별

차별적인 효과를 검증해볼 수 있다고 본다.

99) 본 연구에서 정부의 법령 혹은 규제 이외의 측면(고객 수요의 변화, 장기 경영계획

수립)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묻는 설문문항으로 측정한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키고

자 했으나 모두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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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외 목표 갈등 조직 외부 목표 갈등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재정적

공조직성

-0.004 0.000 -0.006** -0.002 -0.001 -0.001

(0.003) (0.002) (0.002) (0.002) (0.002) (0.001)

실질적 통제
-0.139 0.000 0.032 0.359*** 0.313*** 0.237***

(0.151) (0.075) (0.080) (0.097) (0.061) (0.038)

공식적 통제
0.024 0.000 0.009 0.195* -0.037 0.061

(0.164) (0.101) (0.126) (0.105) (0.082) (0.060)

환경 예측

불가능성

-0.069 0.000 0.074 0.240 0.149 0.052

(0.273) (0.141) (0.173) (0.180) (0.114) (0.082)

<표 13>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 분석(공공기관 유형별)

했으며, 정부 통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는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주인을 상정했던 조직 내외

목표 갈등과는 달리, 조직 외부 목표 갈등 개념화에서는 공공기관의 다

양한 주인들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본

다. 즉 앞서 언급했던 공공기관의 자율성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 중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공공기관이 다양한 주인들과 맺는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내부 관리의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내부적으로 중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이다. 따라서 한국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정부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며, 이들이 서로 다른 목표

의 달성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상충적 관계의 목표들을 균형 있게 달성하

는데 관리자들이 피로를 느낀다고 해석된다.

3.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 결과 및 논의

다음 <표 13>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

하여 조직 내외 목표 갈등 및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원인을 추정한 중위

회귀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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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외 목표 갈등 조직 외부 목표 갈등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환경불안정성
0.122 -0.000 -0.049 -0.007 -0.001 0.009

(0.221) (0.129) (0.134) (0.144) (0.105) (0.063)

2016년도

연도더미

-0.039 -0.000 -0.003 -0.313* 0.113 -0.036

(0.254) (0.145) (0.157) (0.163) (0.115) (0.073)

상수항
2.409** 2.500*** 2.948*** 2.119*** 2.772*** 2.825***

(1.104) (0.605) (0.752) (0.720) (0.491) (0.357)

Raw sum of
deviations

29
(about 2.5)

69
(about 2.5)

124
(about 2.5)

29.75
(about 3)

68.25
(about 3)

103.75
(about 3)

Min sum of
deviations 28.17598 69 113.7298 21.48014 59.57686 95.39246

유사결정계수

(Pseudo   )
0.0284 0.0402 0.0828 0.2780 0.1271 0.0806

N 63 146 221 65 151 230

* p<0.1, ** p<0.05, *** p<0.01(괄호 안은 표준오차)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원인을 공공기관의 법적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

펴본 결과, 재정적 공조직성의 영향은 기타공공기관에서만 나타났다. 다음

<그림 4>를 살펴보면, 재정적 공조직성은 공기업의 분포만이 낮은 수준에

치우쳐 있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분포는 높은 수준에 치우쳐 있

다 .

<그림 4> 공공기관 유형별 재정적 공조직성

그렇다면 재정적 공조직성이 조직 내외 목표 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타공공기관 뿐 아니라 준정부기관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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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그러나 분석 결과 기타공공기관에서만 재정적 공조직성 영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기타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차이점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다음 <그림 5>를 살펴보면, 공식적 통제의 분포는 공공

기관 유형별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위의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행정부 감독, 내부 지배구조, 기관장 등의 임

명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는 행정부 감독 중에서도 일부 법률 규정만을 준수하면 될 뿐 거의 대부

분의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는 기관이다. 실제 공공기관의 60% 이상을 차

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이처럼 정부 통제가 느슨한 점이 큰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100)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듯 기타공공기관의 공식적 통제 분

포는 모든 공공기관 유형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치우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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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관 유형별 공식적 통제의 분포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적 공조직성은 높은 수준이고 공식적 통제의 수준은 낮은 기관이며, 준

100) 박정수·이혜윤(2013: 68-69)은 기타공공기관 중 수출입은행은 공기업요건을 충

족하며, 국제교류재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법률구조공단 및 정부법무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을 만족하지만,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기타공공기관을 선호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었다고 지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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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식적 통제의 수준이 낮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부로부터의 영향력은 크게 재정 지원과 통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101), 두 요인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의 비중은 기관

유형별로 모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두 요인 간의 관계에 대

해서는 현재 연구의 수준에서 이론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해석

에 주의를 요한다. 다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공식적 통제의 정도가 약

한 기타공공기관에서 정부 재정 지원의 조직 내외 목표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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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관 유형별 실질적 통제의 분포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원인을 공공기관의 법적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실질적 통제의 영향은 모든 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6>을 살펴보면, 실질적 통제의 분포는 공공기관 유형별로 큰 차이

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공식적 통제의 영향은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유의미

101) Rainey(2014: 155)와 Wilson(1989: 96; 34)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의 지

원에 의존하기도 하고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관리자가 제약으로 인

해서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유가 없다는 것은 자원과 권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조직성의 연속적인 개념 중 공

공기관이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재정적 공조직성으로, 정부로

부터의 감독을 정부 통제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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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공기업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위의 <그림

5>의 공식적 통제 분포를 살펴보면, 공기업의 공식적 통제 분포가 가장

높은 수준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공기업이 다

른 유형의 기관에 비해서 준수해야하는 관련 법령의 수가 많고 업무 협의

가 필수인 기관의 수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유형의 기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두 차원의 정부 통제가 모두 조직 외부 목표 갈등에 영향을 미

친 기관은 공기업뿐이었다.

한국의 공기업은 수익성을 띈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

성을 보장받기도 하지만,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기도 하

는 기관이다. 시장형 공기업의 업무는 수익성을 강하게 띄고 있어서 민간

기업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경영자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포

괄적인 위임과(김준기, 2014: 11) 이사회중심의 운영(박정수·이혜윤, 2013:

64)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 기관들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운송사업, 자원개발과 관련된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

분의 업무 실행과정에서 정부의 국정운영방침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정

부 통제도 상당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주창범·정윤석, 2016: 238-239).

준시장형 공기업의 업무는 시장형 공기업보다 다소 낮은 수익성을 띈다.

따라서 자율성을 확대하되, 일부 공공성 고려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외부

감독을 강화하도록 설계된다(박정수·이혜윤, 2013: 65).

특히 공기업의 사업범위와 내용은 법률 및 정관 그리고 관련 부처의 주

요 정책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김준기, 2014: 374). 이와 같은 비(非)

시장 요인들이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수익성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 확보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준기, 2014: 378).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덜하

였지만, 준시장형 공기업에서는 비(非)시장 요인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들에

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김준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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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객관적 조직성과 1.00

2 주관적 조직성과 -0.01 1.00

3 조직 내외 목표 갈등 -0.06 -0.11* 1.00

4 조직 외부 목표 갈등 0.03 -0.07 0.11* 1.00

5 간접적 목표 갈등103) 0.25* 0.09 -0.04 0.11* 1.00

6 규제기능 -0.04 0.02 -0.11* -0.08 0.20* 1.00

7 지원기능 0.38* 0.02 -0.07 0.05 0.28* -0.24* 1.00

8 사업기능 -0.44* 0.04 0.15* 0.03 -0.19* -0.25* -0.50* 1.00

9 정보기능 -0.21* 0.04 0.15 0.03 -0.19 -0.25 -0.50* -0.40 1.00

10 조직연령 -0.19* 0.13* 0.16* 0.01 -0.03* -0.02 -0.15* 0.15* 0.15 1.00

11 인력규모 -0.38* 0.26* 0.07 0.11* 0.14 0.00 -0.19* 0.32* 0.28 0.48* 1.00

12 재정규모 -0.42* 0.28* 0.09 0.09 0.06 -0.13* -0.08 0.28* 0.32 0.33* 0.73* 1.00

* p<.01

<표 14> 결과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유의수준별 상관관계

377).102) 따라서 본 연구의 공식적 통제가 관련 법률과 업무 협의 필수 기

관의 수로 측정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공기업의 공식적 통제의 수준이 증가한

다는 것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는 경향성이 강해지는 것이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관리자가 인식하는 목표들

간의 상충적 관계가 구체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라고 단언할 수

는 없다고 본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관리자들이 조직목표들 간의

상충적 관계를 인식하는 원인이 정부 통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2절 조직목표 갈등의 결과

1. 상관관계 분석 결과 및 논의

결과 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2) 한국전력공사의 대북송전사업은 관련부처에 의해서 추진되면서 수익성과 공익성

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한국석탄공사의 해외유연탄사업은

‘석탄광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정관’에 근거한 사업으로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

에 추구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에 근거한 수자원 댐사업은 높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근거한 단지사업은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으

로 분류되었다(김준기, 2014: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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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객관적 조직성과 1.00

2 주관적 조직성과 -0.01 1.00

3 조직 내외 목표 갈등 -0.06 -0.11 1.00

4 조직 외부 목표 갈등 0.03 -0.07 0.11 1.00

5 간접적 목표 갈등104) 0.25* 0.09 -0.04 0.11 1.00

6 규제기능 -0.04 0.02 -0.11 -0.08 0.20* 1.00

7 지원기능 0.38* 0.02 -0.07 0.05 0.28* -0.24* 1.00

8 사업기능 -0.44* 0.04 0.15* 0.03 -0.19* -0.25* -0.50* 1.00

9 정보기능 -0.21 0.04 0.15 0.03 -0.19 -0.25 -0.50 -0.40 1.00

10 조직연령 -0.19 0.13* 0.16* 0.01 -0.03* -0.02 -0.15* 0.15* 0.15 1.00

11 인력규모 -0.38* 0.26* 0.07 0.11 0.14 0.00 -0.19* 0.32* 0.28 0.48* 1.00

12 재정규모 -0.42* 0.28* 0.09 0.09 0.06 -0.13* -0.08 0.28* 0.32 0.33* 0.73* 1.00

* p<.05

대부분 변수들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105) 5% 및 1%

의 모든 유의수준에서 인력 규모와 재정 규모는 .73으로 매우 높은 상관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장희란·박정수(2015)에서는 공공기관의 규

모를 측정하면서 기관의 정원(상임임원과 직원현원)과 자산 그리고 매출

액을 조직 규모로 측정한 후,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에 미치는 모형을 구

성하면서 세 개 변수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 각 변수를 구분하

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남형우(2012)에서는 준정부기관의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조직규모를 임직원수, 자산, 매출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 임직원수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내고 있음을 검

증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력 규모만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킨다. 객관

적 조직성과와 주관적 조직성과는 5% 유의수준에서도 1% 유의수준에서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106) 따라서 결과

103) 본 연구의 간접적 목표 갈등은 목표 및 기능의 수로 측정된 대리지표이기 때문

에 조직 규모가 큰 기관에서 간접적 목표 갈등의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간접적 목표 갈등은 인력 규모와 .14, 재정

규모와 .06으로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104) 본 연구의 간접적 목표 갈등은 목표 및 기능의 수로 측정된 대리지표이기 때문

에 조직 규모가 큰 기관에서 간접적 목표 갈등의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간접적 목표 갈등은 인력 규모와 .14, 재정

규모와 .06으로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105) 결과 분석을 위한 모든 모형의 VIF 테스트 결과 값은 2.5 내외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 발생의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106) 본 연구의 객관적 조직성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중 주요

사업 점수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서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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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는 객관적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과 주관적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을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첫째, 종속변수가 객관적 조직성과인 경우에는 조직목표 갈등의 세

차원을 모두 포함한 통합모형을 분석하기 전, 세 차원의 조직 목표 갈등

을 단독으로 포함시킨 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

록-5>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통합모형의 결과와 동일하므로 분석 결과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 및 분위회귀분석)를 통합모형을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대상에

서 기타 공공기관이 제외되므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나누어 부트스

트래핑 회귀분석으로 결과를 추정한다.

둘째, 종속변수가 주관적 조직성과인 경우에는 통합모형과 세 차원의

조직 목표 갈등을 단독으로 포함시킨 모형의 분석 결과가 상이하여, 두

모형에 대해서 각각 분석 결과(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 및 분위회귀

분석)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에서 공기업과 기타공공

기관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준정부기관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준정부기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결과를 제시하도

성과지표를 선별하여 그에 대해 부여한 점수로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조직성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했던 조직효과성 개념을 검토한 후, 관리자들이

인식한 수준을 측정하여 요인분석의 결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두 개념은 조직

목표의 달성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관적 조직

성과를 측정할 때 요인분석의 결과 포함된 문항들 중 재무적 성과와 노동생산성

은 효율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NOS의 조직효과성 문항 설계에서도 시장요인

에 재무적 성과가 포함되었다. 위의 <표 8>의 기관 유형별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객관적 조직성과의 평균은 공기업(62.34)에 비해 준정부기관(71.57)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목표 달성 수준은 준정부기관이 높게 평

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조직성과의 평균은 공기업(0.41)이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준정부기관(0.18) 그리고 기타공공기관(-0.2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여부는 별도의 분석으

로 검증해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두 차원의 조직성과는 공공기관의 법적 유형

별 특성에 의해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즉

시장요인에 의해 좋은 평가를 받기 쉬운 공기업에서 효율성 개념이 포함된 주관

적 조직성과의 수준이 더 높고, 주무부처가 부여한 사업목표의 달성도가 더욱 중

요시되는 준정부기관에서는 객관적 조직성과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

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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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조직성과(주요사업 점수)

OLS
Quantile Regression

q25 q50 q75

규제
-1.422 -5.440 -6.547 -1.603

(3.972) (7.668) (6.558) (9.364)

지원
-0.627 1.596 -0.718 -3.830

(3.441) (7.509) (6.477) (6.862)

사업
-6.449* -4.727 -7.862 -6.055

(3.573) (8.563) (6.758) (6.052)

조직 연령
0.009 0.048 0.041 -0.007

(0.041) (0.063) (0.046) (0.032)

<표 15> 조직목표 갈등이 객관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공공기관 전체)

록 하겠다. 이 경우에는 조직목표 갈등의 세 차원을 모두 포함한 통합모

형을 분석하기 전, 세 차원의 조직 목표 갈등을 단독으로 포함시킨 모형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6>에 제시되어 있다. 이

는 통합모형의 결과와 동일하므로 분석 결과(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

석 및 분위회귀분석)를 통합모형을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준정부

기관 유형별 분석에서 기금관리형 기관에 대해서는 부트스트래핑 회귀분

석으로 위탁집행형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 및 분위

회귀분석으로 결과를 추정한다.

다음에서는 우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며

가설의 지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 결과를 해석

하며 유형별 특성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전체 공공기관 분석 결과 및 논의

다음 <표 15>는 객관적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했을 경우, 조직

목표 갈등 세 차원을 모두 포함시킨 모형으로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

석 결과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

분석에서는 세 차원의 조직목표 갈등 중, 간접적 목표 갈등만이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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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조직성과(주요사업 점수)

OLS
Quantile Regression

q25 q50 q75

조직 규모
-2.442*** -2.695** -1.846*** -2.855***

(0.644) (1.067) (0.680) (0.899)

조직 내외
목표 갈등

-1.226 -3.940* -0.974 -0.483

(1.325) (2.522) (1.448) (1.195)

조직 외부
목표 갈등

1.006 0.656 0.357 0.663

(1.277) (1.530) (1.623) (1.623)

간접적
목표 갈등

2.493** 3.715** 1.707 2.391**

(1.000) (1.668) (1.247) (1.439)

상수항
85.786*** 87.484*** 84.035*** 93.948***

(6.797) (7.159) (6.971) (8.887)

모형 설명력
Adj.   Pseudo  107)

0.3673 0.2829 0.2624 0.3144

N 92 92 92 92

* p<0.1, ** p<0.05, *** p<0.01(Quantile Regression 괄호 안은 부트스트래핑 표준오차)

분위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간접적 목표 갈등이 q25(p<.05)와 q75분위

(p<.10)에서 객관적 조직성과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직성과의 수준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은 기관들에서 간접적 목표 갈등의 긍정적인 성과영향이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이 q25 분위에서

객관적 조직성과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10). 이 결과는 조직성과의 수준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들에서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부정적인 성과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B_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음 <표 16>은 주관적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했을 경우, 조직목

표 갈등 세 차원을 모두 포함시킨 모형으로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

석에서는 세 차원의 조직목표 갈등 중, 조직 내외 목표 갈등만이 주관적

107) 모형설명력은 OLS에서는 Adjusted  를 분위회귀분석에서는 Pseudo  를 의
미한다(양승철, 2014: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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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체의 주관적 조직성과

(관리자가 인식한 조직효과성 수준)

OLS
Quantile Regression

q25 q50 q75

규제
0.165 0.479** 0.053 0.047

(0.208) (0.195) (0.179) (0.371)

지원
0.004 0.113 -0.031 0.109

(0.132) (0.146) (0.157) (0.201)

사업
-0.181 -0.070 -0.150 -0.152

(0.132) (0.186) (0.267) (0.223)

조직 연령
0.003 0.005* 0.002 0.005*

(0.002) (0.003) (0.003) (0.003)

조직 규모
0.174*** 0.100 0.159* 0.265***

(0.045) (0.068) (0.094) (0.088)

2016년도
연도더미

-0.055 -0.113 -0.100 -0.037

(0.094) (0.125) (0.117) (0.159)

조직 내외
목표 갈등

-0.129* -0.120* -0.152 -0.135

(0.074) (0.071) (0.098) (0.165)

조직 외부
목표 갈등

-0.120 -0.078 -0.054 -0.070

(0.078) (0.107) (0.115) (0.088)

간접적
목표 갈등

0.077 0.042 0.015 -0.048

(0.072) (0.066) (0.094) (0.145)

상수항
-0.344 -0.881** -0.420 -0.506

(0.371) (0.369) (0.486) (0.675)

모형 설명력
Adj.   Pseudo  

0.0699 0.0603 0.0447 0.0533

N 375 375 375 375

* p<0.1, ** p<0.05, *** p<0.01(Quantile Regression 괄호 안은 부트스트래핑 표준오차)

<표 16> 조직목표 갈등이 주관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공공기관 전체)

조직성과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분위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조직 내외 목표 갈등 변수가 q25 분위에서만

주관적 조직성과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10). 이 결과는 조직성과의 수준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기관에서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부정적인 성과 영향이 나타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B_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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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 조직 내외 목표 갈등 독립변수 : 조직 외부 목표 갈등

OLS
Quantile Regression

OLS
Quantile Regression

q25 q50 q75 q25 q50 q75

규제
-0.053 -0.012 -0.039 -0.307 -0.021 0.090 -0.024 -0.317

(0.166) (0.152) (0.144) (0.294) (0.164) (0.155) (0.164) (0.326)

지원
0.085 0.047 0.047 0.071 0.106 0.187 0.008 0.176

(0.117) (0.147) (0.099) (0.126) (0.116) (0.128) (0.163) (0.128)

사업
-0.152 -0.242 -0.151 -0.092 -0.144 -0.201 -0.243 -0.026

(0.118) (0.148) (0.156) (0.178) (0.116) (0.152) (0.159) (0.130)

조직 연령
0.003 0.005** 0.002 0.005* 0.002 0.003 -0.001 0.004

(0.002) (0.002) (0.003) (0.003) (0.002) (0.002) (0.004) (0.003)

조직 규모
0.191*** 0.196*** 0.179** 0.233*** 0.196*** 0.216*** 0.198*** 0.215***

(0.037) (0.051) (0.071) (0.058) (0.037) (0.066) (0.065) (0.060)

2016년도
연도더미

-0.048 -0.127 -0.118 -0.002 -0.054 -0.055 -0.089 -0.025

(0.090) (0.117) (0.103) (0.155) (0.088) (0.100) (0.134) (0.116)

독립변수
-0.198*** -0.230*** -0.187** -0.184* -0.165** -0.190* -0.135 -0.124

(0.067) (0.075) (0.076) (0.110) (0.070) (0.114) (0.146) (0.107)

상수항
-0.677*** -1.282*** -0.612 -0.368 -0.676** -1.420*** -0.671 -0.433

(0.260) (0.412) (0.387) (0.437) (0.276) (0.410) (0.474) (0.416)

모형
설명력

Adj.   Pseudo   Adj.   Pseudo  

0.0855 0.0634 0.0466 0.0581 0.0716 0.0515 0.0327 0.0493

N 466 466 466 466 485 485 485 485

* p<0.1, ** p<0.05, *** p<0.01(Quantile Regression 괄호 안은 부트스트래핑 표준오차)

<표 17> 조직 내외 및 외부 목표 갈등이 공공기관 주관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통합모형에서 조직목표 갈등 세 차원 중,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성과 영향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음 <표 17>

은 주관적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했을 경우, 조직 내외 목표 갈등과

조직 외부 목표 갈등 각각을 포함시킨 모형으로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

석 결과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

분석에서는 조직 내외 목표 갈등과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이 각각 주관적 조

직성과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분위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이 q25 분위에서만 주관

적 조직성과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10).

이 결과는 조직성과의 수준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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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체

객관적 조직성과 주관적 조직성과

통합모형 통합모형 단독모형

q25 q50 q75 q25 q50 q75 q25 q50 q75 q25 q50 q75

간접적
목표 갈등

(+) (+)

조직 내외
목표 갈등

(-) (-) (-) (-) (-)

조직 외부
목표 갈등

(-)

<표 18>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목표 갈등의 성과 영향

에서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부정적인 성과 영향 역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표 18>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목표 갈등의 성과

영향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 목표 갈등이 객관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탐색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에서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외부의 지지를 더욱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성과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

다고 해석된다. 특히 간접적 목표 갈등의 긍정적인 성과 영향은 조직성과

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q75) 뿐 아니라 낮은 기관(q25)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08) 이 결과는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인해 조직

108) 그러나 조직성과가 중간 수준인 기관들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

고 있다. Boyne 외(2011: 577)에서도 최고관리자의 교체로 인해 조직성과의 수준

이 낮은 조직에서는 긍정적인 성과 영향이 나타났고, 조직성과의 수준이 높은 조

직에서는 부정적인 성과 영향이 나타난 반면, 조직성과가 중간 수준인 조직에서

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조직성과가 중간 수

준인 조직에서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상쇄되는 것(cancel each

other out)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성과가 저조하거나 반대로 아주 우수한 조직

들에서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 조직성과 개선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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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조직성과의 수준이 낮

은 기관에서조차 그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면서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직접적 목표 갈등의 경우에는 통합모형을 기준으로 할 때,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부정적 성과 영향에 대한 가설인 B_1만이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은 조직목표 갈등 세 차원을 모두 고려할

경우에는 객관적 및 주관적 조직성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q25)에서만 부정적인 성과 영향이 확인된 것이다. 이 결과는 주인으로부

터 조직 내 목표 집합과 상충적 관계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라는 요구가

강하면 관리자가 조직구성원들에게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만 하는지에 관

한 정보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조직구

성원들의 몰입을 촉진시키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조직성과의 수

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적으로 조직성과의 수준이

낮은 기관에 한하여, 공공기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을 가하

는 주인의 지배력이 강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조직성과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된다.

모든 공공기관은 소속 주무기관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부록-8> 참

조),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주인은 주무기관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

나 앞서 원인 분석 결과에서 논의했듯이, 공운법 규정을 검토해보면 대부

분 정치적 제약을 가하는 주인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 주도의 경영

실적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강한 지배력을 행사했

던 주무부처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주무부처의 지배력과 기획재정부의 지배

력이 동시에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 외부 목표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성과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공기관 전체를 대

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외에도 기타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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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규제
- - -4.386 -3.108

- - (4.128) (5.761)

지원
6.467*** 6.755* -3.732 -3.747

(2.478) (4.063) (3.899) (4.191)

사업
-0.731 -0.151 -6.956* -7.301

(1.240) (3.771) (4.030) (4.763)

조직 연령
-0.024 -0.024 0.033 0.034

(0.053) (0.074) (0.035) (0.042)

조직 규모
1.268** 1.428 -3.648*** -3.841***

(0.595) (1.298) (0.839) (0.693)

<표 19> 조직목표 갈등이 객관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공공기관유형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모형을 기준으로 할 때, 조직 외부 목표 갈등

의 부정적인 성과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을 단독으로 포함시킨 모형에서 조직성

과의 수준이 낮은 기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나마 부정적인 성과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효과가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재 구분),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3.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 결과 및 논의

다음 <표 19>는 객관적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했을 경우,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조직목표 갈등의 성과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

다. 객관적 조직성과를 측정한 자료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현재 2015년과 2016년만 공개된 상태이다. 독립변수인 조직 내외

목표 갈등과 조직 외부 목표 갈등 변수는 2016년부터 축적된 데이터로

측정되었다. 이에 기관 유형별로 모형을 구성해본 결과, 분석 대상 기관

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 회귀분석으로 결과를 추

정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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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조직 내외
목표 갈등

-3.848 -0.447

(5.410) (1.476)

조직 외부
목표 갈등

-2.518 1.666

(1.828) (1.437)

간접적
목표 갈등

1.159 2.789 3.039*** 2.966**

(3.020) (3.016) (0.974) (1.155)

상수항
52.512*** 68.579*** 94.807*** 92.076***

(4.658) (17.242) (6.475) (6.116)

Prob > chi2 0.0040 0.0168 0.0000 0.0000

결정계수
(R-squared)

0.1492 0.2299 0.3804 0.4025

조정결정계수
(Adj R-squared) -0.0534 -0.0696 0.3240 0.3187

N 27 26 73 66
* p<0.1, ** p<0.05, *** p<0.01(괄호 안은 부트스트래핑 표준오차)

부트스트래핑 회귀분석 결과, 준정부기관에서는 간접적 목표 갈등이 단

독으로 포함되었을 경우 뿐 아니라(p<.01) 조직목표 갈등의 세 차원을 모

두 포함시킨 통합모형의 경우에도(p<.05) 긍정적 성과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했을 경우, 공기업(부트스트래핑 회

귀분석)과 기타공공기관(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 및 분위회귀분석)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모든 차원의 조직목표 갈등 성과 영향이 유의미

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부록-7>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가설의 설정에서 직접적 목표 갈등의 경우,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

에서 정치적 제약을 가하는 주인의 지배력이 강하여,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조직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직에서

부정적 성과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공기업의 경우 분석

대상 기관의 수가 50여개 정도로 현격히 줄어들어 해석에 주의를 요하지

만, 기타공공기관에서는 분석 대상 기관의 수가 180여개로 적정했음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원인 분석 결과에서 논의했듯이,

기타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운법 규정 적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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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목표 갈등

전체

준정부기관의 주관적 조직성과

(관리자가 인식한 조직효과성 수준)

OLS
Quantile Regression

q25 q50 q75

규제
0.152 -0.028 0.154 0.434

(0.358) (0.435) (0.707) (0.534)

지원
0.243 0.184 0.363 0.249

(0.308) (0.280) (0.473) (0.548)

사업
0.015 0.012 0.064 0.002

(0.349) (0.257) (0.423) (0.497)

조직 연령
0.009* 0.009** 0.010* 0.016

(0.005) (0.004) (0.005) (0.010)

조직 규모
0.242*** 0.205** 0.270** 0.327***

(0.072) (0.093) (0.114) (0.079)

2016년도
연도더미

-0.137 -0.187 0.187 0.089

(0.148) (0.202) (0.199) (0.284)

조직 내외
목표 갈등

-0.290* -0.210 -0.159 -0.307*

(0.121) (0.170) (0.131) (0.160)

조직 외부
목표 갈등

-0.395*** -0.449*** -0.479** -0.202

(0.128) (0.162) (0.190) (0.254)

간접적
목표 갈등

0.038 0.012 -0.189 0.158

(0.094) (0.088) (0.193) (0.201)

상수항
0.318 0.019 -0.279 -0.525

(0.665) (1.037) (1.016) (1.064)

<표 20> 조직목표 갈등이 주관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준정부기관)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배력이 세 유형의 기관 중 가장 약한 기

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주인과 대리인의 선호

충돌’이라는 직접적 목표 갈등이 조직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해석된다.

다음 <표 20>은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목표 갈등 세 차

원을 모두 포함시킨 모형으로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및 분위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에서는 조직

목표 갈등의 세 차원을 모두 포함시킨 경우에, 조직 내외 목표 갈등과 조

직 외부 목표 갈등이 주관적 조직성과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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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목표 갈등

전체

준정부기관의 주관적 조직성과

(관리자가 인식한 조직효과성 수준)

OLS
Quantile Regression

q25 q50 q75

모형 설명력
Adj.   Pseudo  

0.1902 0.1968 0.1272 0.1267

N 137 137 137 137
* p<0.1, ** p<0.05, *** p<0.01(Quantile Regression 괄호 안은 부트스트래핑 표준오차)

분위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이 q75 분위에서만 주

관적 조직성과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10). 이 결과는 조직성과의 수준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준정부기관에서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부정적인 성과 영향이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09) 또한 조직 외부 목표 갈등 변수는 q25

분위(p<.01)와 q50 분위(p<.05)에서 주관적 조직성과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직성과가 적정 수준 이하인

대부분의 준정부기관에서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부정적인 성과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준정부기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용필, 2016; 김대중,

2017)에서는 기금관리형 기관과 위탁집행형 기관의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기금관리형 기관을 제외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기금관리형 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조달된 재원을 관리하

는 기관으로서 상당수가 금융기관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기금관리와

관련해 국가재정법 제 82조에 따른 기금평가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109) 부정적 성과 영향이 조직성과 수준이 높은 기관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은 이례적

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의 주관적 조직성과의

분포를 검토해 본 결과, 기금관리형 기관의 주관적 조직성과 분포가 준정부기관

전체 분포와 비교해 볼 경우 조직성과 수준이 높은 곳으로 치우쳐 있으며, 평균

역시 준정부기관 전체 및 위탁집행형 기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결과로 준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조직성과의 수준이 다

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준정부기관이 상당수 기금관리형 기관일 것이

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 111 -

조직목표 갈등

전체

준정부 기관의 주관적 조직성과

(관리자가 인식한 조직효과성 수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Bootstrapping

Regression
OLS

Quantile Regression

q25 q50 q75

규제
- 0.117 0.085 0.184 0.379

- (0.376) (0.532) (0.476) (0.393)

지원
0.406 0.350 0.278 0.406 0.334

(0.571) (0.328) (0.378) (0.488) (0.376)

<표 21> 조직목표 갈등이 주관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준정부기관유형별)

에 기획재정부의 기금평가단은 경영실적 평가 대상 기금에 대해 매년 자

산운용평가를 시행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10) 기금관리형 기관들

에서는 다른 유형의 기관들과는 달리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

이외에 기금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금관리형

기관만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직목표 갈등의 성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기금관리형 기관과 위탁집행형 기

관을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다음 <표 21>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준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조직목표 갈등 세 차원을 모두 포함시킨 모형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관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39개에 불과하여, 기금관리형 기관을 대

상으로 한 분석은 부트스트래핑 회귀분석으로 결과를 추정했다. 위탁집행

형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 및 분위

회귀분석으로 결과를 추정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최소자승법에 의

한 회귀분석에서는 세 차원의 조직목표 갈등 중, 조직 외부 목표 갈등만이

주관적 조직성과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110) 매년 기획재정부의 기금평가단은 기금의 존치평가와 자산운용평가를 실시하는

데,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금은 매년 자산운용평가를 받으며, 국민연금은 대

규모 장기투자 관점에서 별도 평가지침으로 자산운용평가를 받는다. 2016년 기준

경영실적 평가 대상 13개 기금관리형 기관은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두 자

산운용평가를 받았으며 2017년 5월 기금평가결과가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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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목표 갈등

전체

준정부 기관의 주관적 조직성과

(관리자가 인식한 조직효과성 수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Bootstrapping

Regression
OLS

Quantile Regression

q25 q50 q75

사업
- 0.145 -0.041 0.124 0.140

- (0.373) (0.464) (0.572) (0.516)

조직 연령
0.021 0.008 0.001 0.010 0.020**

(0.017) (0.006) (0.007) (0.008) (0.010)

조직 규모
0.063 0.320*** 0.308** 0.307* 0.325*

(0.148) (0.090) (0.119) (0.179) (0.177)

2016년도
연도더미

0.071 -0.177 -0.056 0.229 -0.058

(0.317) (0.168) (0.196) (0.204) (0.274)

조직 내외
목표 갈등

-0.499* -0.188 -0.098 -0.117 -0.305

(0.266) (0.149) (0.257) (0.249) (0.220)

조직 외부
목표 갈등

-0.272 -0.464*** -0.495** -0.577* -0.285

(0.213) (0.156) (0.235) (0.288) (0.194)

간접적 목표
갈등

-0.277 0.090 -0.034 -0.075 0.186

(0.281) (0.112) (0.111) (0.186) (0.183)

상수항
0.891 -0.221 -0.648 -0.723 -0.109

(1.458) (0.786) (1.490) (2.110) (1.435)

모형 설명력
Adj.   Pseudo  

0.2648 0.1988 0.2002 0.1181 0.1642

N 24 113 113 113 113
* p<0.1, ** p<0.05, *** p<0.01(괄호 안은 부트스트래핑 표준오차)

부트스트래핑 회귀분석 결과, 기금관리형 기관에서는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부정적 성과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10). 따라서 가설

B_1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지지되었다.111)

위탁집행형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위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조직 외부 목

표 갈등 변수만이 q25 분위(p<.05)와 q50 분위(p<.10)에서 주관적 조직성

111) 앞서 각주 108에서 준정부기관 중 조직성과의 수준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준정부기관이 상당수 기금관리형 기관일 것이라고 추측했었다. 준정

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조직성과의 수준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준정부기관에서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부정적 성과영향이 나타난

것은 기금관리형 기관들에서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부정적 성과 영향이 나타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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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직

성과가 적정 수준 이하인 대부분의 위탁집행형 기관에서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부정적인 성과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B_2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지지되었다.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 기관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기획재정부로부

터 기금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 기관들의 경영실적 평

가 보고서에도 다른 유형 기관들의 평가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금

건전성 제고와 공공성의 전략적 상충관계(경영실적 평가보고서(기금관리

형), 2016: 671)’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어 등장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연

금가입자의 복지서비스 확대 및 기금건전성 확보간의 상충관계’, 근로복

지공단의 ‘기금건전성과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고도추진 간의 상충관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생애주기별 고객니즈 충족과 기금건전성 확보

간의 상충관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무역보험지원 및 기금건전

성 확보간의 상충관계’ 등이다. 즉 기금관리형 기관들에서 자산운용평가

에 대응하여 기금건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기관의 주요사업 목표를 달성

하는 것 간의 상충관계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는 것이다. 그런데 자산운용평가와 경영실적 평가는 모두 기획재정부 주

관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기관들에 비해서 기금관리형 기관에서

는 기획재정부의 지배력이 강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이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주인을 상정하고 측정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기금관리형 기관 내 의사결

정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을 가하는 기획재정부의 지배력이 강하여,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조직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된다.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형 기관만의 분석 결과를 검토해 보면,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부정적 성과 영향만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영향력

은 조직성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위탁집행형 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위탁집행형 기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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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조직 내 목표 집합과 상충적 관계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어떤 지시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갈등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에게 일관된 명령을 할 수 없

게 되어 조직성과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성과의

수준이 높은 기관에서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야 할지에 대

한 혼란이 조직성과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지만, 대부분

의 위탁집행형 기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위탁집행형 기관은 주무부처가 해당 사업 예산을 기관에 수탁하는 경

우, 그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112) 또한 위탁집행형 기관에

서는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기관 자체의 성과가 주무부처의 성과와 연계

되어 있다.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부처대로 별도의 정부업무평

가를 받는데, 업무평가 대상이 되는 관리과제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이 수행하는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이용필,

2016, 146). 2004년 정부산하관리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성과 평가는 정부

산하기관을 가장 잘 아는 주무부처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7년 공운법 제정으로 경영평가 업무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되면서113) 위

탁집행형 기관 역시 경영평가를 포함한 경영관리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이

루어지고, 사업감독 및 경영관리 등은 주무부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원화

된 지배권 구조를 띄게 되었다(박석희 외, 2012). 그런데 위탁집행형 기관

에서는 기관 자체의 성과가 주무부처의 성과와 연계되어 있어, 다른 유

형의 기관들에 비해서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로 지배권이 이원화되어 있

112) 정부지원 예산(출연금, 보조금, 출자금, 융자금, 기타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

현황을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탁집행형 기관에 압도적으로 큰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위탁집행형 기관이 23.1조원으로 가장 많았

으며, 기타공공기관이 7조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5.5조원, 준시장형 공

기업의 경우 4.2조원,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7조원으로 나타났다(이용필, 2016).

113) 현재 경영관리와 사업감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지

침을 수립·시달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준정부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수립·시

달한 경영지침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뿐 아니라 사업감독을 실시하고 있다(이용필,

201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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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가 더욱 직접적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이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

인들을 상정하고 측정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위탁집행형 기관 내 의사결

정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을 가하는 주인의 지배력이 강할 뿐 아니라 이

주인들이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조직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된다.114)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의 목표 특성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들을 기반

으로 조직목표 갈등을 ‘조직목표들 간의 상충적 또는 경쟁적 관계’로 정

의하였다. 이 정의에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언급했던 간접적 목표 갈등과

직접적 목표 갈등의 개념이 혼합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준정부조직인 공공기관의 법적지위로 인해서 ‘주인과 대리인의 선호 충돌’

인 직접적 목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감독관청과 공공기관 간의

관계에서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을 측정했으며 관련 정부기관들 및 이해관

계자들과 공공기관 간의 관계에서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을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제약이 조직 내 목표 설정 과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차원의 목표 갈등이 조직목표 갈등의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 이에 제 3장에서는 재정 지원과 조직 환경이 직접적 목표 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 분석을 위한 가설을

114)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지표 중 경영관리 부문의 업무효율, 계량관리업무비

는 주무부처로부터 주어진 주요사업지표와 서로 상충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업무효율과 계량관리업무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 지표에 동시에 영향을 미

치는 인력을 통제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주요사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영효율을 위한 인력의 통제는 고객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소

가 되기도 한다(이용필, 2016: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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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해보았으며 정부 통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탐색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또한 조직성과를 다차원적인 조직효과성 개념으로 설정하고 직접적 목표

갈등의 성과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해보았으며 간접적 목표 갈등의 성

과 영향에 대해서는 탐색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제 5장의 원인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

직접적

목표 갈등

가설

예상

공공기관 전체

분석 결과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 결과

재정

지원

재정적

공조직성

조직 내외 (-) 지지 기타공공기관에서만 (-)

조직 외부 (-) 기각 유의미성 없음

정부

통제

실질적 통제
조직 내외 탐색 유의미성 없음 유의미성 없음

조직 외부 탐색 (+) 모든 유형에서(+)

공식적 통제
조직 내외 탐색 유의미성 없음 유의미성 없음

조직 외부 탐색 (+) 공기업에서만(+)

조직

환경

환경 불안정성
조직 내외 (+) 기각 유의미성 없음

조직 외부 (+) 기각 유의미성 없음

환경

예측불가능성

조직 내외 (+) 기각 유의미성 없음

조직 외부 (+) 지지 유의미성 없음

<표 22>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

원인 분석에서는 총 6개의 가설 중 2개가 지지되었다. 재정적 공조직성

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수준이 낮다(가설A_1_1 지

지). 환경 예측불가능성의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조직 외부 목표 갈등

의 수준이 높다(가설A_2_4 지지). 정부 통제의 영향은 가설을 설정하지 않

고 탐색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실질적 통제와 공식적 통제의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적 공조직성 부(-)의 영향은 기타공공기관

에서만 유의미했고, 공식적 통제 정(+)의 영향은 공기업에서만 유의미했다.

반면 실질적 통제 정(+)의 영향은 모든 유형의 공공기관에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제 5장의 결과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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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지지 및 기각 여부

공공기관 전체
공공기관 유형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가설B_1>
조직 내외 목표 갈등
수준이 높은 조직의
조직성과 수준이 낮을
것이다.

객관적 및
주관적 조직성과

모형에서
부분적 지지

기각

주관적
조직성과
모형에서
지지

기각 기각

<가설B_2>
조직 외부 목표 갈등
수준이 높은 조직의
조직성과 수준이 낮을
것이다.

기각 기각 기각

주관적
조직성과
모형에서
지지

기각

<표 23> 조직목표 갈등의 결과

간접적 목표 갈등의 영향은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탐색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준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

로 한 경우에서 객관적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은 조직성과

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들에서 객관적 및 주관적 조직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설B_1 부분적 지지).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에서는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에서 세 차원의 조직목표 갈등의 성과 영향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준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은 조직성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서, 조직 외부 목표 갈

등은 조직성과가 적정수준 이하인 대부분의 기관에서 주관적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준정부기관 유형별 분석에서는 기금관리형 기관

에서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부정적 성과 영향이 확인되었고(가설B_1 지

지), 위탁집행형 기관에서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부정적 성과 영향이 확

인되었다(가설B_2 지지).

제2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조직목표 갈등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여 그 원인

과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공공조직에서는 조직목표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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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목표인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환경으로부

터의 ‘제약’에 초점을 두고 조직목표 갈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차원을 구

분해 보았다. 또한 기존의 조직목표 갈등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조직목표 갈등 논의의 핵심을 조직목표들 간의 상충적 또는 경쟁적 관계

의 ‘정도’로 보았다. 대다수 조직 수준의 목표 갈등 연구들은 측정이 비교

적 용이한 성과지표를 선택하여 두 지표간의 관계를 조직목표 갈등으로

측정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다른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만을 검증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개개의 목표들

을 충실히 모두 달성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충적인 관계의 목표들이

주어지는 것 자체로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최근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사례는 정부가 특정 가치를 추구하도록 기관

에 목표를 부여하자,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기관의 기존 목표 달성과 상충

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중간관리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조직목

표들 간의 상충적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상충적 관계인 직접적 목표 갈등 정도에 있어서 차

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 조직목표들 간 상충적 관

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보

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제시한 조직목표 갈등 개념

을 공공기관에 적용하여 본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조직목

표 갈등이라는 현상이 특정 정책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이례적인 것이 아

니라, 공공기관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되는 현

상이라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적 관계인 간접적 목표 갈등은 조직성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낮은 공공기관에서조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목표 갈등은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조직목표 갈등 연구에서는 종종 결과적으로 갈등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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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여지가 있다고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이 되는 조직들

의 기능적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경쟁적 관계 정도인 목표들의 관계를

상충적 관계라고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공공기관은 공운법상 소속 주무기관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

에 하나의 주인을 상정하여 측정한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조직성과의 수준 뿐 아니라 객관적 조직성과의 수준도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론적 예측을 어느 정도 검증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조직 내외 목표 갈등의 부정적 성과 영향은 조직성과의 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은 기관에서만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 정부는 2007년 공운법 제정

으로 주무부처의 사전적 관여를 최소화하고 기관 자율 경영을 보장하기 위

해 기획재정부 주도의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

치를 도입 했다(기획재정부, 2008). 이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다양한 주인들의 지배력을 상정하여 측정한 조직 외부 목표 갈등의 부정적

성과 영향만이 나타났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관 자체의 성과가 주

무부처의 업무평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 간 이

원적 지배 구조에 의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이 결과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지배력을 분산시키는 제도 설계가

기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누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조직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한다.115)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조직목표 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

의를 배제한 채, 관측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실증적 분석에만 치우쳐 있

었기 때문에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이 처

115) 이용필(2016: 162)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절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반면, 주무부처의 주요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더라도 별다른 인

센티브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집행형 기관에서는 주요사업 성과를 일부 희

생하더라도 경영효율성 지표의 점수를 잘 받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전체적인

점수를 올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략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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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에 따라서 조직목표 갈등 자체가 조직성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유사한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

정성과에 초점을 두고 상충하는지 ‘여부’로 측정하면, 조직목표들 간의 관

계가 갈등적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

다. 이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서

로 상충적 관계일 것 같으나 오히려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

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서도 공기업의 경우에는 직접적 목표

갈등의 부정적인 성과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분석 대상 기관의 수가 적

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만 본 연구의 원인 분

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이 정부 통제라는 것이다.

이 결과는 최근 조직목표 갈등에 관한 연구인 Christensen 외(2018)를 참

고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치적 주인들의 ‘지배구조

에 대한 선호’를 공공과 민간 중 어느 지배구조를 선호하는지 여부로 개

념화하여 조직목표에 대한 선호의 이면에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 즉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만약 정치적 이데올로기

의 갈등이 첨예하다면, 양 극단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는 조직목표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Christensen et al., 2018:

12).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주인인 정부가 공공성과 수익성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와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반영된 상충적 관계의 목표

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는 경향성이 강해지면 공기업의 조직목표 갈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기존의 공기업 연구들은 목표를 달성한

결과인 성과가 상충하는지 ‘여부’를 측정했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국

정운영방침에 따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반영된 상충적인 관계의

조직목표가 주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

든 조직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116) 정부는 공기업의

사업범위를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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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면서, 공운법 상의 법적 지위로 인해 조직목표 갈

등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만을 고려했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법적 유형이 아닌, 기능 특수성에 기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상까지 포착하여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현행 공운법상

공공기관 법적 유형 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들은 다양한 유형 분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옥동석, 2007: 144-145; 성명재 외, 2009: 26; 박정

수 외, 2010: 9; 배용수, 2015; 이혜윤, 2017).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 경

영실적 평가를 위한 유형분류에서는 준정부기관을 기금관리형과 위탁집

행형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강소형 기관을 별도로 구분하여 ‘검사·

검증, 문화·국민생활기관, 산업진흥기관’으로 재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공공

기관의 성과 영향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 특성을 기준으로 ‘에너지,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

자본), 금융 및 보험, 교육, 문화 서비스, 공공행정 등, 제조업’ 기관으로 구

분하기도 한다(장희란·박정수, 2015). 이렇듯 실제 기관이 하는 일의 특성

을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 분류 기준을 따를 경우,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가령, SOC 담당기관

은 상부기관이 부여한 사업만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목표 갈등의 수준이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비해 높을

116)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Mazzolini(1979)의 연구를 기반으로 정부가 공기업

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다른 모든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윤목표

(profit goal)를 달성하여 수익성을 추구하지만, 정부가 공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할

때는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도구로써 도구목표(tool goal)를 달성하여 공공성을 추구

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유미년, 2012: 13-14). 이윤목표나 도구목표 중 어느 한 목표

만을 지닌 공기업은 거의 없으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비중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이상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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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이러한 기능 특수성

에 기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상까지 포착하여 조직목표 갈등

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상충적 관계인 직접적 목표 갈등의 경우에는 주인과 대리인의

선호 충돌로 일반화하여 측정한 반면, 경쟁적 관계인 간접적 목표 갈등의

경우에는 조직들마다 우선시하는 목표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을 놓고 나타나는 경쟁의 의미를 일반화하기 어려워 목표의 수인 대

리지표로 측정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경쟁적 관계의 의미를

일반화하여 측정한다면 현 연구의 단계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확인한 간접

적 목표 갈등의 긍정적인 성과 영향과 직접적 목표 갈등의 부정적 성과

영향을 연계하여 비선형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직접적 목표 갈등의 부정적인 성과 영향을 확인했지만, 이를

어떻게 기관의 입장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현 연구의 단계에서는 조직목표 갈등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국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과 법적 지위를 고려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확인했듯이, 조직목표들 간 긴장관계에 있더라도 관

리자의 노력으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Wenger

et al., 2008).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관리자가 조직목표들

의 긴장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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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조직목표 갈등 및 조직성과 변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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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조직목표 갈등의 원인 분석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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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조직목표 갈등 성과 영향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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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전체

재정적 공조직성
0.004 -0.005 0.000 0.002

(0.003) (0.002) (0.001) (0.001)

실질적 통제
0.031 -0.056 0.014 0.030

(0.145) (0.079) (0.055) (0.055)

공식적 통제
0.038 0.081 -0.011 0.050

(0.145) (0.105) (0.088) (0.074)

환경 예측불가능성
-0.262 0.276 0.022 0.023

(0.247) (0.147) (0.128) (0.112)

환경 불안정성
-0.098 0.252 -0.026 0.007

(0.202) (0.137) (0.090) (0.090)

2016년도 연도더미
-0.009 0.089 -0.010 -0.021

(0.231) (0.149) (0.109) (0.103)

상수항
0.564 -1.389* -0.419 -0.524

(1.003) (0.642) (0.524) (0.469)

Raw sum of

deviations

26.460
(about -.364)

87.725
(about .260)

70.015
(about -.503)

206.769
(about -.225)

Min sum of

deviations
24.904 81.330 69.918 205.040

유사결정계수

(Pseudo   )
0.0588 0.0729 0.0014 0.0084

N 56 137 169 362

<부록-4> 간접적 목표 갈등의 원인

객관적 조직성과(주요사업 점수)

OLS
Quantile Regression

q25 q50 q75

규제
-2.255 -2.984 -4.705 -4.205

(3.832) (8.277) (8.159) (8.321)

지원
-1.113 5.095 -0.392 -4.369

(3.260) (7.326) (6.479) (6.055)

사업
-8.832*** -4.622 -8.070 -11.089*

(3.335) (8.062) (6.920) (6.171)

조직 연령
-0.001 0.035 0.018 0.006

(0.041) (0.080) (0.039) (0.045)

조직 규모
-2.060*** -1.399 -1.739* -2.361***

(0.630) (1.222) (0.960) (0.707)

<부록-5> 조직목표 갈등 개별 변수가 객관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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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외
목표 갈등

-0.913 -1.404 -0.144 -1.378

(1.318) (2.463) (1.432) (1.820)

상수항
87.887*** 74.648*** 83.153*** 98.823***

(5.980) (11.126) (9.340) (8.886)

모형 설명력
Adj.   Pseudo  

0.3344 0.2159 0.2350 0.2751

N 93 93 93 93

객관적 조직성과(주요사업 점수)

OLS
Quantile Regression

q25 q50 q75

규제
-2.767 1.796 -5.105 -6.889

(3.689) (6.334) (7.254) (6.100)

지원
-1.391 5.177 -0.666 -4.439

(3.221) (6.156) (5.924) (4.935)

사업
-8.612** -4.113 -8.096 -9.633**

(3.300) (6.287) (7.012) (4.799)

조직 연령
0.005 0.085 0.021 -0.030

(0.040) (0.085) (0.043) (0.057)

조직 규모
-2.188*** -2.304*** -1.794** -2.757***

(0.604) (0.868) (0.724) (0.696)

조직 외부
목표 갈등

0.807 2.982 0.288 -0.692

(1.256) (1.886) (1.829) (2.308)

상수항
83.455*** 64.659*** 82.246*** 100.194***

(5.641) (8.826) (8.079) (8.840)

모형 설명력
Adj.   Pseudo  

0.3090 0.2047 0.2182 0.2647

N 101 101 101 101

객관적 조직성과(주요사업 점수)

OLS
Quantile Regression

q25 q50 q75

규제
-2.328 -3.306 -5.050 -3.898

(3.794) (6.050) (6.477) (9.724)

지원
-1.021 1.575 -0.421 -4.114

(3.386) (6.140) (6.766) (6.306)

사업
-6.424* -3.730 -7.201 -6.488

(3.520) (5.184) (6.521) (7.119)

조직 연령
-0.001 -0.005 0.021 -0.029

(0.038) (0.057) (0.036) (0.033)

조직 규모
-2.378*** -1.859 -1.834*** -2.678***

(0.582) (1.660) (0.586) (0.485)

간접적 목표
갈등

2.641*** 3.745** 1.721 1.739*

(0.951) (2.542) (1.717) (1.217)



- 156 -

준정부기관

주관적

조직성과

독립변수 : 조직 내외 목표 갈등 독립변수 : 조직 외부 목표 갈등

OLS
Quantile Regression

OLS
Quantile Regression

q25 q50 q75 q25 q50 q75

규제
0.255 0.173 0.227 0.674* 0.383 0.216 0.196 0.543

(0.338) (0.433) (0.334) (0.367) (0.327) (0.245) (0.353) (0.510)

지원
0.220 0.074 0.278 0.329 0.392 0.238 0.393 0.331

(0.296) (0.289) (0.405) (0.324) (0.292) (0.263) (0.338) (0.468)

사업
0.002 -0.158 0.151 0.273 0.147 0.124 0.275 0.181

(0.328) (0.389) (0.479) (0.311) (0.322) (0.329) (0.374) (0.366)

조직 연령
0.010** 0.013*** 0.010 0.010 0.008* 0.008*** 0.007 0.009

(0.004) (0.003) (0.007) (0.008) (0.004) (0.003) (0.006) (0.009)

조직 규모
0.195*** 0.153* 0.126 0.229* 0.209*** 0.211*** 0.174 0.271***

(0.066) (0.079) (0.152) (0.119) (0.064) (0.078) (0.124) (0.100)

2016년도
연도더미

-0.113 -0.199 0.051 0.076 -0.212 -0.180 0.034 -0.084

(0.143) (0.124) (0.240) (0.113) (0.139) (0.143) (0.240) (0.313)

독립변수
-0.339*** -0.382* -0.310* -0.245 -0.435*** -0.429*** -0.503** -0.249

(0.116) (0.200) (0.189) (0.196) (0.121) (0.113) (0.220) (0.202)

상수항
-0.568 -0.751 -0.381 -0.661 -0.187 -0.705 0.023 -0.622

(0.569) (0.896) (1.056) (0.940) (0.557) (0.568) (1.027) (1.116)

모형
설명력

Adj.   Pseudo   Adj.   Pseudo  

0.1563 0.1446 0.0860 0.1255 0.1675 0.1644 0.0889 0.1033

N 152 152 152 152 159 159 159 159

상수항
85.678*** 75.500*** 82.655*** 95.173***

(4.602) (11.065) (7.138) (7.892)

모형 설명력
Adj.   Pseudo  

0.3546 0.2335 0.2343 0.2950

N 100 100 100 100

<부록-6> 조직 내외 및 외부 목표 갈등이 공공기관 주관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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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스트래핑

회귀분석

공기업의 주관적 조직성과

(관리자가 인식한 조직효과성 수준)

조직 내외

목표 갈등

조직 외부

목표 갈등
종합 모형

규제
- - -

- - -

지원
-1.375*** -1.419*** -1.277***

(0.400) (0.375) (0.386)

사업
-2.207*** -2.209*** -2.017***

(0.288) (0.225) (0.309)

조직 연령
-0.005 -0.005 -0.003

(0.006) (0.006) (0.007)

조직 규모
0.240** 0.240** 0.215

(0.117) (0.111) (0.134)

2016년도 연도더미
-0.269 -0.257 -0.276

(0.226) (0.225) (0.235)

조직 내외
목표 갈등

-0.034 -0.339

(0.228) (0.219)

조직 외부
목표 갈등

-0.094 -0.087

(0.199) (0.224)

간접적 목표 갈등
0.186

(0.208)

상수항
0.955 1.182 1.980*

(0.941) (0.805) (1.138)

Prob > chi2 0.0000 0.0000 0.0000

결정계수
(R-squared) 0.2461 0.2335 0.3133

조정결정계수
(Adj R-squared) 0.1623 0.1513 0.1964

N 61 63 56

조직목표 갈등

전체

기타공공기관의 주관적 조직성과

(관리자가 인식한 조직효과성 수준)

OLS
Quantile Regression

q25 q50 q75

규제
-0.041 0.461* 0.274 -0.320

(0.410) (0.266) (0.266) (0.398)

지원
-0.396* -0.069 -0.211 -0.724**

(0.215) (0.285) (0.301) (0.306)

사업
-0.059 0.028 -0.150 0.012

(0.181) (0.247) (0.292) (0.224)

조직 연령
0.006* 0.009** 0.009*** 0.006*

(0.003) (0.004) (0.003) (0.003)

조직 규모 -0.067 -0.130 -0.118 -0.092

<부록-7>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에서의 조직목표 갈등 성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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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9) (0.109) (0.118) (0.143)

2016년도 연도더미
0.071 0.037 0.046 -0.079

(0.133) (0.159) (0.171) (0.246)

조직 내외
목표 갈등

0.065 -0.012 0.031 0.023

(0.102) (0.115) (0.119) (0.121)

조직 외부
목표 갈등

0.006 0.044 0.025 0.056

(0.107) (0.133) (0.209) (0.199)

간접적 목표 갈등
-0.049 -0.089 -0.267 -0.169

(0.144) (0.111) (0.208) (0.250)

상수항
-0.199 -0.560 -0.136 0.525

(0.582) (0.685) (0.715) (0.809)

모형 설명력 Adj.   Pseudo  

0.0004 0.0420 0.0496 0.0494

N 182 182 182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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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5)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록-8> 2018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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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준정부 기관

(77)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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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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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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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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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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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esents a new way to conceptualize and measure

organizational goal conflict.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goal conflict through

empirical analysis. Most previous research of goal conflict focused

mainly on the individual level whether they dealt with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In contrast this study focuses on the



- 165 -

organizational level suggesting definition of goal conflict and

introducing dimensions of the construct. The definition of

organizational goal conflict is ‘contradictory or competitiv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goals.’ Two dimensions of the construct are

developed through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research of public

organizations. ‘Direct goal conflict’ refers to contradictory

relationship and ‘indirect goal conflict’ refers to competitive

relationship.

The direct goal conflict is manifested by a new interpretation of

organizational goal in public organizations. The definition of

organizational goal has been ‘the desired states of organizations.’

Meanwhile in public organizations, ‘the constraints that let

organizations seek the desired value’ would be more appropriate since

the raison d'etre of public organizations is vested from the significant

political outsiders. That is why public managers must serve goals

not of the organization’s own choosing. The significant political

outsiders are the agencies of the people because the people delegate

the authority to them by election. This authority was handed down to

the government and again to the public organizations. This

principal-agency relationship conforms to the democratic system.

Therefore the constraints from the significant political outsiders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the goal setting process in public

organizations. This study assumes this political constraints as the

source of goal conflict and thereby conceptualizes the direct goal

conflict based on the principal-agency theory. The direct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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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subdivision is “inside and outside goal conflict;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tween principal’s goal and agency’s goal”

and “outside goal conflict;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among

principals’ goals.” The indirect goal conflict can be observed whenever

there are multiple goals at the same hierarchical level since more goals

means greater need to split limited resources and thereby exposes

more points of potential conflict. Even though the relationship among

multiple goals are not contradictory, it can be competitive owing to the

allocation of scarce resources. Accordingly, the definition of the indirect

goal conflict is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among multiple goal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 to

the publ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and suggest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The public institutions are the representative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ccording to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ct No.14461, 27. Dec, 2016.].”

First of all,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ork under the control

from government and receives financial support and thereby the direct

goal conflict can occur easily based on the principal-agency theory.

The Indirect goal conflict can also be observed easily sinc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created for the purpose of pubic

service provision on behalf of the government, which in turn much

more multiple goals are needed for satisfying various stakeholders. In

this regard,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goal

conflict can be examined using the data of publ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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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most studies estimated the relationship among performance

indicators measured in an easy way and focused on ‘whether achieving

one goal directly inhibits achieving another goal,’ this study focuses on

‘the extent’ of contradictory or competitive relationship. I assume that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among goals itself can affect the

operation of organizations regardless of whether achieving those goals

or not.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fact that goal

conflict is not very exceptional but common phenomenon in publ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These focuses lead to som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public institutions with higher control from government are

likely to be higher on outside goal conflict. This result stands out in

public corporations. Some previous researches on public corporations

suggested the result that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could turn into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se

researchers focused on only the performance indicators which are final

outputs of goal achieving process. Accordingly even though goal

conflict existed, researchers could not catch up the real effect. I

confirm the effect that control from government boosts the extent of

outside goal conflict and thereby the government should be prudent to

make decisions on programs of public corporations. Second, South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binary system that both the head of

competent agency and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can take

part in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 so as to secure the autonomy of

public institutions. Contrary to expectation that the system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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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institutions, outside goal conflict

has a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pecially in

commissioned-service-type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t is unique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is institution is connected to the

one of competent agency and thereby the manager can be rather

confused by the two dominant principals. This result shows that binary

system can rather aggravat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he public

institutions. Finally,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indirect goal

conflict has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ome

previous researches showed that the organizational goal conflict could

reconcile consequently.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previous

researchers might confuse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among goals

with contradictory relationship among goals.

This study aims at conceptualizing organizational goal conflict in

public organizations in an explicit way. It also aims at investigating

the cause and effect of organizational goal conflict in public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e feasibility of

measuring the concept and conducting empirical tests and will support

furthe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evelopment of this important

topic, goal conflict.

Keywords : organizational goal, goal conflict, governmental control,

organizational performance, public organizations, public

institutions is South Korea

Student Number : 2010-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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