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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관심은 오래되었으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쳐 공유가치창출, 더 나아가 사회가치경영으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구는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조직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와 제3자가 인식한 사회적 가치 간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영리활동과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 간 관계를 탐색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조직의 사회적 가치인 공공성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이 조직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을

기대수준과 합의수준으로 구분하였고, 기대수준은 제3자에 의한

인식의 평균으로, 합의수준은 인식의 분산으로 접근하였다.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조직의 영리활동과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의 영리활동의 코어

변화를 통해 연구가설을 수립 및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3자로서 취업준비자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로, 조직의 영리활동은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왔으며, 기대수준보다 합의수준에서

더 강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주요어 : 조직의 사회적 가치, 조직의 영리활동, 조직의 코어변화,

외부 평가자에 의한 조직인식, 제3자, 취업준비자

학 번 : 2017-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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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경영학에서 조직의 공공성(公共性)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이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림 1]처럼 전략적 CSR추구와 같은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거쳐, 기업이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사회가치경영(SVM, Social Value

Management)으로 발전되었다(김재구 외 8인, 2018). 조직에게는 사실상

두 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맥락에서 조직의 공공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림 1.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발전의 도해(김재구 외 8인, 201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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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조직이 가진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하여

인지하고, 사회의 요구와 조직의 전략적 활동의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며,

더불어 더 좋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Davis, 1960;

CED, 1971; Carroll, 1979; Wartick & Cocharan, 1985; Porter &

Kramer, 2006; Crane, Palazzo, Spence, & Matten, 2014).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구는 사회에 대한 공공성의 추구이며, 이는 사회 속 조직생존을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Grunig, 1979, Carroll, 1991;

Campbell, 2007; Carroll & Shabana, 2009).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이론적 발전은 CSR개념의 형성기를 지나 다양하게 분화되어 연구

되었고(e.g. Carroll, 1999; Garriga & Mele, 2004; McWilliams, Siegel, &

Wright, 2006; Dahlsrud, 2008; Aguinis & Glavas, 2012), 이후 수많은

실증연구들은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e.g. Aupperle, Carroll, & Hatfield, 1985; McGuire,

Sundgren, & Schneeweis, 1988; Cochran & Wood, 1984; Turban &

Greening, 1996; Waddock & Graves, 1997; Russo & Fouts, 1997;

McWillians & Sigel, 2000; Baron, 2001; Becker-Olsen, Cudmore, &

Hill, 2006; Feng, Wang, & Kreuze, 2017; Shiu & Yang, 2017).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조직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선행연구에는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첫째로, 주로 고객이나 주주의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e.g.

McWilliams et al., 2001; Sen & Bhattacharya, 2001; Becker-Olsen et

al., 2006). Aguinis & Glavas(2012)의 연구처럼, 대부분의 연구는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관한 선행요인(이해관계자, 주주 등의 압력)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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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과(조직 평판, 고객평가 및 재정적 성과, 경쟁우위 등) 간 관계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이 고객이나 주주의 조직평가를 관리

하는 것은 미래위험을 감소(Risk reduction)시키는 측면(Carroll &

Shabana, 2009; Shiu & Yang, 2017)에서 중요하다.

몇몇 연구에서 조직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외부 평가자의 존재에 관해

일부 언급되었으며(e.g. Baron, 2001; McWilliams et al., 2006; Lange &

Washburn, 2012), 특히 Porter & Kramer(2006, 2011)는 주주나 고객과

같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즉, 제3자의 조직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직에게 있어 제3자라는

것은 사회운동가나 시민단체, 정부, 정치권, 언론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

하며, 이들의 영향력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들은 보이콧(Baron, 2001)

등과 같은 행동으로 조직에게 집단적 영향력을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조직에 잠재적이지만 강력한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일반의 제3자에 의한 조직평가는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다.

둘째로, 제3자인 사회일반은 조직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최종산출물

(Output) 시장의 참여자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

하는 생산요소(Input) 시장 참여자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제3자의 조직평가가 조직에게 미치는 영향은

고객평가나 주주의 이익 등과 같은 최종산출물 시장 참여자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 졌다. 그러나 생산요소 시장으로서 사회일반은 조직에 인적

자원을 포함한 필요 자원을 공급하는 곳으로, 최근 조직이 장애인 의무

고용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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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전이영 & 이경묵,

2016).

하지만 생산요소 시장 속 노동을 제공하는 취업준비자에 의한 평가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기존의 몇몇 연구를 통해,

생산요소 시장 속 취업준비자의 취업의사와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구 간

연관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Turban & Greening, 1997; Russo & Fouts,

1997),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았다. 조직에 중요한 조직의 생존이

최종산출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로 얻을 수 있다면,

최종산출물 시장의 평가에 국한된 연구는 외부 평가자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로,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가치의 영역과 사회적 가치의 영역 간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었다.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으며(김재구 외 8인,

2018), 둘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기업의 본업인

영리활동은 경제적 가치영역에서, 조직 공공성은 사회적 가치영역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활동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부족한 면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제3자의 조직

평가 중에서 생산요소 시장의 측면에서 조직의 인적자원 확보와 관련된

취업준비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취업준비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을 연구

하려 한다. 또한 조직 공공성 인식과는 그동안 독립적으로 다루어졌던

조직의 영리활동과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조직의 영리

활동과 취업준비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 간 관계를 탐색적으로 연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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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조직의 영리활동 변화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조직변화 연구에서

착안하였다. 기존 조직변화 연구에서는 조직의 영리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 영리활동의 변화 유무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e.g. Carroll, 1984; Haveman, 1992; Amburgey, Kelly, &

Barnett, 1993; Carroll & Teo, 1996; Dowell & Swaminathan, 2000;

Barnett & Freeman, 2001). 그러므로 조직의 영리활동과 취업준비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직 영리활동의 변화가

조직 공공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가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을 2가지, 즉, 기대수준

(Expectation)과 합의수준(Consensus)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려 한다.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은 조직의 영리활동이 지닌 사회경제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조직은 조직의 활동들이 사회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을 져야한다(Davis, 1960). 그러므로 조직

영리활동의 변화를 사회경제적 영향력의 변화로 논의하여,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은 외부 평가자에 의한 조직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직생태학 연구와 조직 카테고리 연구 측면에서 접근

하고자 한다. 조직에 대한 외부 평가자의 인식은 다양하며 이를 분산의

측면에서, 조직 영리활동 변화와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 간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조직의 영리활동과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 간 직접적인



- 6 -

연구가 없으므로, 해당 관계를 탐색적으로 연구하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가 취업준비자의 조직 공공성 기대수준과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를 알아보고,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가

조직 공공성 기대수준과 합의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치거나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조직분류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조절변수로

연구모델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면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잠재적 취업준비자인 서울대의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조직의 데이터를 산출 및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인적자원 특히, 잠재적 취업준비자

집단이 해당 조직에 가지는 공공성 인식을 평가하여, 생산요소 시장의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평가에 대한 연구가 적었던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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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사례를 통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이해

1. 사회가 요구하는 조직의 공공성

최근에 기업 오너나 대기업이 행한 갑(甲)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어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것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정의해보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하위에 있거나 하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기준에 벗어난 요구나 대우를 강제 및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사례를 보면, 대기업 오너나 대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갑질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오너 및 그 일가의 갑질들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일부 직원들과

시민들이 거리시위라는 집단적 행동을 통해, 오너 등에게 갑질을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1) 또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자,

정부는 갑질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의료 및 통신, 식음료 본사가 대리점에 자행한 갑질을 인지하였고,

1) 우승원, 「“더이상의 갑질은 No” 대한항공·아시아나 직원, 광화문서 연대 집회」, 국

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89481&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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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대적인 점검을 하여 시정하도록 제도적인 압력을 행사 하였다.2)

이는 조직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행위 즉, 공공성에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조직의 사회적 가치 연구에 주장한 것과 같이(Carroll, 1991;

Baron, 2001; Becker-Olsen et al., 2006), 위 사례를 통해 국민의 기대치

(공공성)에 어긋나는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을 잃고,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집단적 행동을 통한 사회적 압박은

거리시위나 청와대 국민청원, 언론보도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기대에 맞는 조직 공공성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등

에서는 입법과 같은 수단을 통해 공공성에 어긋나는 조직에 대한 제도적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에 대해 대통령

이 직접 회의에서 언급하여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3) 신문사설은

갑질을 방지할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다.4) 조직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조직생존에 위협이 되며, 사회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조직에게 중요하다.

2) 박준석, 「의류ㆍ통신ㆍ식음료 대리점 6만곳 ‘갑질’ 고충…공정위ㆍ지자체 합동 점검」, 한국

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190910775736?did=NA&dtype=&dtypecode=
3) 오달란, 「문 대통령 “사립유치원·갑질문화에 국민 분노 매우 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20500091&wlog_tag3=naver#csidx

84dcd504de46df99232d9364083bc50
4) 사설, 「[사설] ‘양진호 갑질’ 막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시켜라」,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13031009&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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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활동과 조직 공공성 인식 간 연관성

조직활동이 외부 평가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적지만, 현실의 사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조직이

외부 평가자의 공공성 기준에 만족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통해,

조직활동의 변화가 외부 평가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축구협회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후,

9-11월까지 정책제안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정책제안 간담회에는 축구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참여가 가능했으며, 간담회의 목적은

다양한 대중의 의견수렴을 통한 축구협회의 내부 조직운영의 변화이다.

하지만 축구협회의 내부적 변화를 위한 간단회에 일반 국민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이유는 월드컵 이후 높아진 부정적인 여론들 때문이다.5) 축구

협회는 국가대표팀(공공재의 성격)의 관리를 통해 조직의 공공성을 만족

시켜야 한다. 하지만, 국가대표팀의 선발과 조직운영에서 문제들이 주장

되었고, 이러한 문제로 외부 평가자인 국민은 축구협회가 공공성을 만족

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대중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부 조직운영의 변화를 통해 만회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이 사회로부터 요구된 공공성을 만족하기 위해,

조직활동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국방과 관련된 사례이다. 국방(National Defense)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Bozeman, 2003).

5) 김동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옮겨붙은 '축구팬의 분노'…'적폐 청산' 등 요구」, 세계

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62400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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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국방 관련 조직에는 매우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한 방첩업무를 수행하던 국군기무사령부(Defense

Security Command)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로 2018년 9월에 조직을 개편하였다. 초대 사령관의 창설식사

에서 조직개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중략)… 맞추어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모해 나가기 위해서…(중략)…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중략)…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것이라고 하였다.6) 요약하면

변화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은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정치적 이슈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의 제기는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안보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로 인해, 국군기무사령부는 전면적인 부대

개편을 실시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이 제3자(국민)의 조직

공공성 기준에 만족하기 위해 조직의 개편과 같은 조직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사례들을 통하여, 조직이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 변화를 위해 전면적인 변화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맹수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공식 출범」,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

kookbangWeb/view.do?bbs_id=BBSMSTR_000000000138&ntt_writ_date=20180903&parent_no=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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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직 공공성 인식의 이론적 배경

1.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조직 공공성 간 관계

본 연구에서 조직의 공공성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의미한다.

또한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중의

기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SR계열의 연구를 통해,

조직 공공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 연구의 기원은 1950년대까지 거슬러

가게 된다(Carroll, 1999; 김성수, 2009). Bowen(1953)이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들(Social Responsibilities of Businessman)’을 통해 경영자는 사회

속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그에 맞는 사회적 가치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에

이론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학문적 토론의

장으로 출현시킨 시초라고 할 수 있다(Carroll, 1999).

이후 많은 관련 연구들을 통해, CSR은 개념적으로 발전해왔다.

Davis(1960)는 책임철칙의 원리(Iron Law of Responsibility)를 주장하여

경영자에게는 사회적 권력이 있으며, 이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1970년대 미국의 경제발전위원회 CED(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에서 여론조사를 통하여 CSR을 조직이 사회의

만족을 위해 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3개의 원형 모델을

제시하였다(CED, 1971). 그리고 Steiner(1971)가 ‘기업과 사회(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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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ciety)’를 통해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조직이며, 이를 기반

으로 CSR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CSR에 대한 개념적인 논의가

다양하게 되어왔으며, Carroll(1979)은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과 같이 CSR을 4종류로 나눠, 피라미드식 모델로 접근

하였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CSR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지 못했지만,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 이해관계자 이론, 기업책임주의,

기업윤리이론, 기업시민의식 등 다양한 연구로 분화되어 다루어 졌다

(Carroll, 1999; Garriga & Mele, 2004; McWilliams et al., 2006; Aguinis

& Glavas, 2012).

이후 큰 전환점을 제시한 연구는 자원기반관점 RBV(Resource-based

View)이다. 이를 통해 조직의 CSR 추구가 전략적 가치가 있음을 주장

하며, 조직의 자원과 연계된 연구가 많았다(e.g. Hart, 1995; Russo &

Fouts, 1997; Baron, 2001). 조직의 자발적인 CSR 추구는 사회 속 경쟁

우위와 관련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며(Porter & Kramer, 2006), 이는

보다 더 긍정적인 소비자의 평가를 가져온다(Becker-Olsen et al., 2004).

반면,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위한 CSR은 오히려 비난을 받는 현상

(Back-fire)을 가져올 수 있다(Yoon et al., 2006). 이처럼 단순히 조직이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CSR보다는 자발적으로 CSR을 추구

하는 것이 조직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공유가치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가

CSR 2.0으로 연구되고 있다(김재구 외 8인, 2018). 이는 Porter &

Kramer(2011)이 주장한 것으로 무작정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

조직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조직과 사회가 공유된 사회적 가치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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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CSV를 조직의 전략적 개념으로 연

구하고 있으나(Gond & Nyberg, 2017; Shiu & Yang, 2017), CSV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핵심역량에 기반하여 공유된 가치의 창출이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가치경영SVM(Social Value Manegement)이 논의되고

있다(김재구 외 8인, 2018).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사회는 조직에게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동성과

능동성이 혼재된 CSR보다 자발적으로 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조직 공공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반면에, 공공행정학에서도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공공성이라는

용어로 많은 연구가 되어왔으며,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계열 연구와

이론적 비교가 필요하다. 공공성(公共性)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공공행

정학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이지만, 아직 명확한 정의가 되지 못하였다

(Antonsen & Jorgensen, 1997; 소영진, 2003; Pesch, 2008; Moulton,

2009; 임의영, 2010; 유미년, 2012). 공공성 정의를 위한 이론적 출발은

사기업과 공공조직의 특징적 차이의 구분이며, 조직의 소유권

(Ownership), 자금출처(Funding), 통제원천(Control)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공조직의 특징에 가까울수록 조직에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Bozeman, 1987). 또한 조직이 정치적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로

공공성을 판단하였다(Bozeman, 1987). 이후에 공공성은 얼마나 조직의

성과가 공공의 가치나 이익을 추구하는 정도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공공성을 공적 영역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도(Antonsen &

Jorgensen, 1997)로 정의하거나, 국민들로부터 요구된 공익을 지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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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소영진, 2003), 공공적 재화나 공익성의 정도(Pesch, 2008), 공공의

가치를 달성하려는 의무적 또는 규범적, 문화인지적 목표나 성과

(Moulton, 2009)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Bozeman(2003)은 공공성을

‘시민이 가지는 권리(또는 혜택, 특권)와 사회에 대한 시민의 의무, 정부

와 정책들이 추구해야할 원칙에 대한 규범적 합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2003: 13).

하지만 아직 모호한 정의로 많은 공공행정학자들이 공공성의 정의에

대한 연구를 지속중이다. 하지만 공공행정학에서 공공성을 공공조직과

사기업 간 특징의 차이로 분리하다가 조직의 공적 가치 창출로 정의의

방향이 바뀌게 된 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계기는 바로 사기업의

CSR이며, 공공행적학자들은 이를 공조직과 사조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Antonsen & Jorgensen, 1997; 조대엽, 2007;

Moulton, 2009). 다시 말해, 사기업의 CSR으로 인해 조직이 얼마나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공공성에 대한 개념전환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공공성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적 차이가 아닌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영학의 CSR계열 연구와 공공

행정학의 공공성 연구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영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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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경영학의 CSR연구와 공공행정학의 공공성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조직의 공공성

연구자(연도)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입장 연구자(연도) 공공성에 대한 입장

Davis

(1960)

기업이 가진 권력은 사회적 파워가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사회적 가치를 고려

Bozeman

(1987)

공공성은 조직의 소유권과 자금의 출처, 통제원천으로

구분하며, 공공성은 정치적 권력의 통제를 받음

CED

(1971)
CSR은 사회의 만족을 위해 사회의 요구에 응해야 함

Antonsen &

Jorgensen

(1997)

공공성은 조직이 공적 영역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도이며, 공적 영역의 가치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적 권위에 통제되는 등의 특징이 있음

Johnson

(1971)

CSR은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임
소영진(2003)

사회의 국민들로부터 요구되는 공익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공공성임

Zenisek

(1979)
기업이 사회의 요구과 기대에 윤리적 책임이 있음 Pesch(2008)

조직이 산출하는 공공적 재화나 추구하는 공익성의

정도가 공공성임

Carroll

(1979)

CSR은 기업이 가지는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음

Bozeman

(2003)

공공성은 사회로부터 조직에게 요구되는 규범적인

공공성임

Wartick &

Cocharan(1985)

기업은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여야 한다는

기업책임주의(Corporate Social Responsiveness) 주장

Moulton

(2009)

조직이 공공의 가치를 달성하려는 목표나 성과(의무적,

규범적, 문화인지적 측면)

Wood

(1991)

기업의 CSR활동으로 얼마나 사회적 성과를 가져오는

것 즉, CSP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

유미년

(2012)

공기업의 공공성을 공적 통제 속에서 공공사업의

사업목표 달성의 정도로 정의함

Baron

(2001)

기업은 사회의 규범적 요구나 정부규제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자발적으로 CSR을

실시함(경쟁기업들 간 비교우위의 수단)

Chatelain-Ponroy,

Mignot-Gérard,

Musselin, &

Sponem

(2018)

조직에게 요구되는 공공성은 규범적인 기준으로,

조직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준수해야함Porter &

Kramer

(2006)

기업은 CSR을 핵심역량과 연관된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사회와 기업은 분리의 대상이 아닌

상호의존의 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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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과 공기업이라는 두 영역은 물리적 특성차이(소유권, 자본 등)

로 분리되어 있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적 가치를 추구하여 사회의

요구와 기대를 부응해야 한다. 사회는 다양한 조직에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사회 속 조직평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모호한 조직 공공성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요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을 “해당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중의

기대”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제3자에 의한 조직인식의 중요성

CSR계열 연구에서 제3자의 제도적(규범적) 평가를 미래에는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e.g. Wartic &

Cochran, 1985; Wood, 1991; Garriga & Mele, 2004; Carroll & Shabana,

2009). 하지만 소비자나 주주가 아닌 제3자의 인식에 대한 CSR계열의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제3자에 의한 조직인식의 중요성을

제도주의 계열의 조직 카테고리(Category) 연구의 측면에서 보려한다.

조직 카테고리 연구들은 제3자에 의한 조직평가를 강조하였다. 특히,

조직의 외부환경에서 조직을 판단 및 선택하는 주체인 대중(Audience)에

주목하였다. Zuckerman(1999)은 기존 조직이론에서 시장 속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중의 적극적 역할에 대하여 간과했다고 지적하였고, 대중의

기대치가 조직평가에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대중은 조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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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들을 가진 즉, 힘(Power)을 가진 집단으로 조직생존에 중요하다

(Hsu & Hannan, 2005). 대중은 조직 내부와 외부에 다양하게 존재하며

(Zuckerman, 1999), 내부에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외부에는 소비자, 정부,

취업준비자 등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후 조직 카테고리 연구는 대중이

조직에 가지는 기대치나 대중의 조직인식에 대한 연구로 활발해졌다.

조직 카테고리 연구들은 조직을 둘러싼 대중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다.

예를 들어, Zuckerman(1999)은 조직의 밖에서 평가하는 즉, 주식시장의

증권분석가를, McKendrick, Jaffee, Carroll, & Khessina(2003)는 소비자,

Rao, Monin, & Durand(2005)는 식당 방문객과 요리전문가, Hsu(2006)와

Hsu, Hannan, & Kocak(2009)는 영화관객, Kennedy(2008)는 미디어언론,

Negro, Hannan, & Rao(2010)는 와인소비자 및 와인저널리스트,

Pontikes(2012)는 소프트웨어 잡지의 비평가 등의 다양한 대중들을 연구

해왔다. 외부 대중들이 조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그들이 제공하려는

자원의 양과 관련되며(Hsu & Hannan, 2005), 조직생존에 중요하다.

이러한 대중의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에게는 정체성(Identity)이 형성

된다(배종훈, 2016). 대중은 조직을 판단하여 ‘이 조직은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기대치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조직에게

형성된 정체성은 조직이 따라야 하는 제약이자 한계가 될 수 있다(Hsu

& Hannan, 2005). 그 이유는 조직이 대중의 기대치를 충족해야 시장의

일원으로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며, 시장 속에서 경쟁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Kovacs & Johnson, 2014). 이러한 대중의 기대치는 단순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대중에 의한 가치판단은 다양하며(Lamont,

2012), 각각 대중들이 기대하는 조직의 정체성은 다양하다(배종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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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양한 대중이 인식한 정체성에서 서로 유사성을 띄는 것이 있게

되며, 유사한 정체성이 공통된 조직 정체성인 조직의 형태(Organization

form)를 형성하게 된다(McKendrick et al., 2003 Hsu & Hannan, 2005).

형성된 공통의 조직 정체성은 조직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이자 기준으로

(Hsu & Hannan, 2005), 대중이 조직을 평가하기 위한 판단근거가 된다.

대중의 조직인식이 조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조직에게 2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조직이 대중의 조직인식에 충실한 경우

이다. 대중의 기대에 충족하는 조직은 시장의 일원으로서 정당성을 유지

할 수 있으며, 대중이 조직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판단과 인식을 쉽게

할 수 있어 생존에 유리해질 수 있다(Kovacs & Johnson, 2014). 둘째,

조직이 대중의 조직인식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다. 조직이 충실하지 않은

것에는 3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신규진입으로 조직이 인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Zuckerman, 1999; Kennedy, 2008), 특정산업의 1등 조직에서

1등의 지위를 통해 대중의 조직인식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하는 경우

(Rao et al., 2005; Kovacs & Johnson, 2014), 또는 조직의 판단 기준인

대중의 조직인식이 명확하지 않아 조직판단이 어려운 경우이다(Pontikes,

2012; Pontike & Hannan, 2014). 대중은 조직이 자신의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면, 시장에서 속 조직의 가치를 절하하거나 무시하게 되어(Hsu &

Hannan, 2005), 조직에게 폐업이나 성과 감소와 같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중의 조직인식에 충실한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을

얻어 조직생존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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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직 카테고리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들]

연구자(연도) 연구대상(대중)
연구 변수

조직에 미치는 영향
전형성(Typicality) Generalist ↔ Specialist 새로운 조직 진입 조직인식의 명확성

Zuckerman

(1999)

주식 상장 기업

(증권분석가)

증권분석가가 인식한

조직의 산업분류

분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가에 부적 영향

Mckendrick,

Jaffee, Carroll,

& Khessina

(2003)

디스크 관련 업체

(소비자)

시장에서 새로 진입

한 조직들로 인한

카테고리 형성

진입한 조직들이 많을수록

새로운 조직이 생존

Rao, Monin, &

Durand(2005)

프랑스 식당

(음식전문가, 고객)

식당의 정통성 유지

(요리의 착안 등)

정통성을 유지할수록

식당에 긍정적 평가

Hsu(2006)
미국 영화 프로젝트

(영화관객)

영화분류에 개수

(소수 ↔ 다수)

분류에 명확한 영화일수록

매출에 정적 영향

Kennedy(2008)
미국 초기 업체

(소비자, 언론)

새로운 조직들은

카테고리 형성을

위해 언론활용

언론을 활용한 조직일수록

생존에 긍정적 영향

Hsu, Hannan,

Kocak(2009)

미국 영화 프로젝트,

이베이

(영화관객, 고객)

영화분류에 개수

(소수 ↔ 다수)

분류에 명확한 영화일수록

매출에 정적 영향

이베이 상품분류 개수

(소수 ↔ 다수)

분류에 명확한 상품일수록

대중의 기대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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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구자(연도) 연구대상(대중)
연구 변수

조직에 미치는 영향
전형성(Typicality) Generalist ↔ Specialist 새로운 조직 진입 조직인식의 명확성

Negro,

Hannan, &

Rao(2010)

미국 와인업체

(소비자, 전문가)

와인제조 스타일

(1개-3개)

다양한 분류에 해당하는

와인일수록 부정적 평가

Pontikes(2012)
미국소프트웨어업체

(언론, 관련 잡지)

소프트웨어 분류의

명확성

분류가 모호한 라벨일수록

조직순위에 부적 영향

Pontike &

Hannan(2014)

미국소프트웨어업체

(언론)

소프트웨어 분류의

강도(명확한 분류)

강한 카테고리일수록

조직에 강한 제약

Leung &

Sharkey(2014)

크라우드 펀딩사이트

(사이트내 사용자)

펀딩을 위한 라벨

선언의 명확성

모호한 라벨일수록

펀딩 적음

Kovacs,

Carroll, &

Lehman(2014)

미국 대도시 식당

(온라인 리뷰 작성자)

온라인 리뷰를 통한

식당의 전형성 수준

전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식당에 긍정적 평가

Kovacs &

Johnson(2014)

미국 샌프란시스코

식당

(온라인 리뷰 작성자)

메뉴 분석을 통한

전형성 수준

전형성 수준이 낮을수록

식당에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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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조직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즉, 대중의 조직인식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표 2] 참고). 대중의

조직인식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카테고리 모호성이라는 용어로 연구가

많이 되었다. 대중의 조직인식이 모호하고 벗어난 것으로 인식된 조직은

대중의 부정적인 평가를 감내해야 한다(Hsu, 2006; Hsu et al., 2009;

Negro et al., 2010; Leung & Sharkey, 2014; Kovacs et al., 2014;

Kovacs & Johnson, 2014). 대중의 조직인식 모호성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연구되었다. 첫째는 상품의 측면(Quality)인 Generalist와

Specialist, 둘째는 소비자의 인지적 측면인 Typicality(Authenticity)이다.

우선 Generalist와 Specialist의 연구에서는, 생산의 측면에서 다양한

분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Generalist와 특정 분류에 집중하여 생산하는

Specialist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예로 들어, 영화산업의 다양한 장르를

기반으로 연구한 것이 대표적이다(Hsu, 2006; Hsu et al., 2009). 이들의

연구에서는 영화가 다양한 장르를 표방하여도 제한된 자원으로 각각의

장르의 대중이 기대하는 품질의 상품을 만들지 못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함을 실증하였다. 다음 Typicality 또는 Authenticity(전형성)의

연구는 대중이 기대하는 조직 인식의 틀 안에서 대중의 기대에 충실한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이에 전형성 연구에서는 조직의

상품과 서비스의 전형성이 조직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하였다.

예를 들면, 식당들의 요리나 서비스를 통해 식당 전형성을 연구하였으며,

전형성이 떨어지는 식당은 대중에게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Rao et al.,

2005; Kovacs, Carroll, & Lehman, 2014). 특히, Kovacs &

Johnson(2014)는 생산의 측면에서 대중의 조직인식 모호성을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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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조직의 상품과 서비스의 전형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조직의 상품과 서비스의 전형성을

통해서도 평균적으로 전형성이 낮은 음식을 제공하는 조직은 대중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을 실증하였다.

이처럼 조직에 대한 규범적(제도적) 기준에 의한 조직 평가 이외에도,

제3자인 대중이 어떻게 조직을 평가하느냐는 조직의 생존에 중요하다.

조직의 제3자는 조직에게 특정 기대치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의 조직 공공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기대치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한 정당성의 측면에서, 조직에게 외부

평가자인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3. 조직 공공성 인식의 분석적 접근: 기대수준과 합의수준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은 조직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제3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조직은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Yoon et

al., 2006), 조직 내부직원의 이직율이 높았으며(Carnahan et al., 2017),

또한 제3자의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한 CSR은 오히려 조직성과를

감소시킨다(Porter & Kramer, 2006). 이처럼 조직에게 부정적인 평가와

조직성과 감소, 높은 이직율과 같은 부정적 영향들을 줄 수 있음을 통해,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치 값은 조직에게 중요다.

또한 조직 카테고리 연구를 통해, 제3자 평가가 합의되지 않는 것은

조직의 가치가 모호하게 판단되는 것이며, 정당성을 잃는 위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Lange & Washburn(2012)는 제3자 간 의견의 불일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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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가해지는 집단적 영향력의 약화를 의미하며, 합의되지 않을수록

제3자의 평가가 조직에게 위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은 조직 정당성과

집단적 압력의 측면에서 조직에게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조직이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여부이며, 둘째는 그러한 조직 공공성 인식에

합의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기대수준과 합의수준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 인식의 평균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의 사회경제적 영향력(Power)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조직은

현대사회 속에서 사업규모가 커지고 직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다. Davis(1960)는 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힘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철칙의 원리(Iron law of

Responsibility)를 강조하였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가진

힘을 잃을 것이라 하였다. 또한 Epstein(1979)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은

해당 조직이 진행하는 활동들의 결과가 가지는 사회적 힘에 따라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Wood(1991)도 책임철칙 원리를 바탕으로, 조직이 CSR을

수행하여 사회 속에서 정당성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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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erick(1994)도 기업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가진 영향력이

커질수록, 커지는 사회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직은 조직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에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직의 공공성을 추구

해야 함을 보여준다. 즉, 조직 영리활동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평균 수준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이 가진 사회

경제적 영향력은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과 연관이

크며, 그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여부는 조직 정당성에 중요한 문제이다.

(2)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 인식의 분산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이라는 것은 조직에 대한

제3자의 인식이 유사해짐을 의미한다. 합의수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의 사회적 정당성 측면이다. 조직은 정당성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정당성은 조직이 갖춰야할 기본적인 요건이다(Meyer & Rowan, 1977;

DiMaggio & Powell, 1983). 정당성의 기반은 사회 속에 있는 제3자의

인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의 공공성은 시장 속 정당성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정당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다(Campbell, 2007). 그러므로 조직에게 조직 공공성에 대한 제3자들의

합의를 통해 사회적 정당성 얻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 속 조직 공공성에

대한 합의가 적다는 것은 다양한 제3자들이 해당 조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며, 그러한 조직들은 사회 속에서 외면되어 생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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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다양한 제3자들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측면

에서, 제3자의 합의수준은 사회적 정당성과 관련되어 조직생존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둘째는 조직에 대한 집단적 영향력의 측면이다. 조직 인식에

대한 높은 합의수준은 제3자들의 의견이 일치함을 의미하며, Lange &

Washburn(2012)는 이를 집단적 압력행사의 가능성으로 인식하였다. 즉,

제3자들 간 조직에 대한 인식이 일치할수록 해당 평가가 조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들에 의한 조직 인식의

합의수준은 정당성이자 집단적 영향력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각 측면은

모두 조직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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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직변화와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

1. 조직 영리활동의 변화와 제3자의 조직인식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을 논의하기 전에, 조직 영리활동의 변화가

제3자의 조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조직은 속한 환경

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생존한다. 그러나 조직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조직은 생존을 위해 반응해야 한다(Singh, House, & Tucker, 1986;

Kelly & Amburgey 1991; Carroll & Teo, 1996). 기존 조직이론에서는

조직변화를 적응론의 관점으로 보았으며, 조직은 환경변화에 반응하여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March, 1981). 반면, 조직생태학자를 비롯한

Hannan & Freeman(1984)은 조직이 조직의 생존을 위해 쉽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적응론의 관점을 비판하며, 조직이 외부의 환경에서 선택되어

생존하는 요인은 조직의 구조적 안정성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직변화는

이러한 안정성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직생존을

위한 변화가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조직이 환경에 생존하기 위해서 공적(Public) 목표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3자에 의한 조직변화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3자의 선택(지원 및 자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이 외부 평가자에게

신뢰성(Reliability, 성과의 분산)와 책임성(Accountability, 규정 속에서

체계적(합리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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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직변화와 조직생존 간 관계의 실증연구들]

연구자(연도) 연구대상

조직변화*

조직생존에
미치는영향

코어 변화
부수적 변화

조직의 목표 조직 내 권위체계
(구조) 핵심기술 마케팅 전략

Carroll(1984) 미국 내 지역신문사 출판자 변화
(의사결정구조) -

Singh,
House, &
Tucker(1986)

캐나다 토론토 내
자발적 사회서비스

조직

대표 변화 +

대상지역 변경 _

목표 변화 x

스폰서 변화 -

주소 변경 +

구조적 변화 x

Delacroix &
Swaminathan
(1991)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업체

브랜드
포트폴리오 변화 +

생산라인 변화 +

지주 변화 x

Kelly &
Amburgey
(1991)

미국 내 항공업체 제공 서비스 변화
(1개 ↔ 다수) x

Haveman
(1992)

미국 캘리포니아
대부업체

다각화 관련 투자
(5개 시장) +

다각화 외 투자
(2개 시장) x

* Hannan & Freeman, 1984; Kelly & Amburgey, 1991; Dobrev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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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구자(연도) 연구대상

조직변화*

조직생존에
미치는영향

코어 변화
부수적 변화

조직의 목표 조직 내 권위체계
(구조) 핵심기술 마케팅 전략

Amburgey,
Kelly, &

Barnett(1993)
핀란드 내 신문사

제공 컨텐츠 변화 -

출판횟수 변화 +

Carroll &
Teo(1996) 미국 내 자동차업체 기술 혁신 +

Dobrev(1999) 불가리아 내 신문사

출판자 변화
(의사결정구조) -

편집자 집단 변화
(생산의 변화) -

부수적 변화
(종이, 색 등) x

Dowell &
Swaminathan
(2000)

미국 내 자전거업체 제품 개수 변화
(1개 → 다수) -

Barnett &
Freeman
(2001)

미국 내 반도체업체 제품 개수 변화
(1개 → 다수) -

* Hannan & Freeman, 1984; Kelly & Amburgey, 1991; Dobrev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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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직생태학 연구는 조직변화가 제3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많은 실증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주장하였다([표 3] 참고). 대부분 연구에서 조직변화가 조직평가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와인업체의 생산라인 변화

(Delacroix & Swaminathan, 1991)나 대부업 업체의 투자변화(Haveman,

1992), 자동차 업체의 기술혁신(Carroll & Teo, 1996)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직변화가 조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이후에는 제3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조직변화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으며, 특히,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에서의 변화가 조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는 조직

목표, 조직 내 권위체계(구조), 핵심기술, 마케팅 전략(Hannan &

Freeman, 1984; Kelly & Amburgey, 1991)이다. 예를 들어, Carroll(1984)

의 연구는 출판자의 변화로 인한 의사결정 변화, Amburgey, Kelly, &

Barnett(1993)는 신문사의 제공 콘텐츠의 변화, Dobrev(1999)는 출판자

및 편집자 집단의 변화와 같은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들이 제3자에게

부정적인 인식되어 조직생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변화의 과정

자체가 조직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Dowell & Swaminathan(2000)에서는 자전거 업체의 제품변화, Barnett

& Freeman(2001)에서는 반도체 업체의 제품 수 변화를 과정측면에서

연구하여, 조직평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또한 Durand, Rao,

& Monin(2006)은 요리사들의 요리변화가 조직평가에 미치는 연구하여,

기존요리의 방식으로 변화한 요리사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반대로

기존요리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한 요리사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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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Hannan, Baron, Hsu, & Kocak(2006)도 조직 인적구조의 변화는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주가하락 등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기존 조직생태학 연구는 조직변화의 특성과 제3자의 인식에 따라

조직변화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특히,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에서의 변화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조직이 영리활동의 변화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조직

인식을 고려하고 신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조직

영리활동의 변화가 제3자의 조직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으로 확인하려는 조직의 영리활동과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 간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

변화를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직의 영리활동과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

본 연구에서 아래 [그림 2]와 같이, 서로 독립적인 영역이라 여겨지는

조직의 영리활동과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영리활동의 변화
(효율성 지향)

조직의 공공성

조직변화가
일어나는 장소

제3자(대중)들이
인식하는 부분

[그림 2. 두 개념 간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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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영리활동과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조직의 영리활동과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 간 예상이 가능한 관계는 양의 관계, 음의 관계

또는 관계없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조직 영리활동의 변화가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두 요인 간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가설을 수립하여,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가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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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1. 연구모형 개괄

[그림 3. 연구모형 개념도]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위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국의 사례와

조직 공공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이 조직

생존에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직 영리활동과 제3자에 의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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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인식 간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핵심

활동에서의 변화)가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과

합의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과 관련된 연구가설은 조직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다. 둘째로,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은 사회적 정당성과 집단적 영향력의 관점들에서 다룰

것이다. 또한 탐색적 연구를 위해 각 가설에서는 영리활동의 코어변화와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 간 관계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관계, 또는

관계없음을 모두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조직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제3자인 취업준비자

본 연구에서 조직을 판단하는 제3자로 취업준비자를 선정하였다. 취업

준비자는 생산요소 시장에서 중요한 대상이며, 이들에 의한 조직평가는

조직의 인적자원 확보에 있어 중요성이 크다. 우선 조직평판의 측면이다.

기존 몇몇 연구에서 조직의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으면, 취업준비자들은

해당 조직으로 취업을 꺼리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Turban &

Greening, 1996; Russo & Fouts, 1997). 이는 취업준비자가 취업대상의

조직을 선택할 때 평판을 중요시 여김을 알 수 있고, 특히, 조직 공공성

인식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취업준비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조직에

대한 취업의사가 줄게 될 것이다. 조직의 인적자원 확보는 조직이 가진

자원의 전략적 가치를 통한 경쟁우위를 강조한 자원기반관점에서도 중요

하다. 자원기반관점을 강조한 Barney(1991)는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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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의 조건으로 가치의 정도와 희소성, 모

방의 어려움, 대체 불가능성을 주장하였으며, Wright, Mcmahan, &

Mcwilliams(1994)는 취업준비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이 전략적으로 다른

조직에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직은 다른 조직과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요소 시장 속 취업준비자의

취업의사는 조직 공공성에 관한 평판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조직평판의

관점에서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조직의

인적자원 확보의 측면에서 조직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문화적 관점이다. 집단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한 아시아

(Hofstede, 1993)에 속하는 한국의 경우, 조직을 더 우선시 여겨 개인이

속할 집단(조직)평가에 대한 인식이 취업준비자에게 중요하게 고려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하청업체에 상당한 강압 등 갑질을 일삼았다면,

그 기업은 ‘갑질하는 회사’로 국민에게 인식될 것이다. 그러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갑질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될 것이다.

이에 취업준비자는 부정적 인식을 피하고자 부정적 인식의 기업보다는

동종의 다른 기업으로 취업하고자 할 수 있다. 이들이 조직의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는 이유로는 인간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손실을 기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Kahneman & Tversky,

1979). 그러므로 우수한 인적자원일수록 자신의 가치가 손해되지 않는

조직으로 취업하고자 할 것이다. 즉,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조직에 대한 취업준비자의 기피는 조직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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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생산요소 시장에서 취업준비자가 인식한 조직의 공공성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조직 공공성을 인식하는

생산요소 시장 속 제3자로 취업준비자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조직분류와 조직 공공성 인식 간 관계

사회에서 요구하는 조직 공공성의 추구는 사회 속에 다양한 조직에게

해당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조직의 분류를 보면 공공성 기대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기업

분류는 사기업과 공기업 등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두산백과는 사기업을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으로, 노동과 자본이 결합된 가장 합리

적이고 강화된 조직체’로 정의하고 있으며,7 다음 공기업은 행정학 사전

에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정의되어 있다.8 각 사전적 정의를

통해 제3자가 요구하는 공공성은 사회적 조직분류에 따라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분류에 따라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성,

사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속 존재하는 조직에 요구되는 공공성이 조직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조직분류가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7 “사기업”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6947&cid=40942&categoryId=31822
8 “공기업” 행적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5574&cid=42155&categoryId=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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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

1.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공공성 추구 간 논의

현대사회 속 조직은 사업규모가 커지고 고용한 직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몇몇 연구자는

사기업이 가진 힘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Friedman(1970)은 뉴욕타임즈 기사에 기업가들이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대리인 이론을 기반으로 주장하였는데,

기업가는 주주들의 자본 즉, 다른 사람의 자본으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업가가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것은 타인의 돈으로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채우는 행위로, 고용된 사람의 입장에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무를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CSR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추구는 정부나 공기업에게 맡기고 본연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onaldson & Preston(1995)은 기업이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얻을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Wright & Ferris(1997)는 Friedman 주장을 실증하였고,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기존 경제학자의 시장과 기업에 대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시장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선택지와 그에

따른 결과를 모두 판단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배종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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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만 실현이 된다면 모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효율적

으로 얻어가는 즉,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업이 공공성의 성과를 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미국

경제대공황과 같은 경제위기를 통해, 이론적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많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Carroll, 1999; 김성수, 2009). 그 이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는 사회가 기업에게 부여한 책임으로써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특히, Davis(1960)를 비롯한 많은 CSR 계열의 연구자들은

조직이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합당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주장

하였다.

2. 사회적 영향력과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

조직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조직 영리활동의 결과가 외부에 미치는

것으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과 관련이 있다. 조직이 활발하고

왕성한 영리활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면, 사회 속의

제3자는 그에 합당한 조직 공공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조직의 재정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3자는

이것을 조직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의 변화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자는 조직에게 변화에 상응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요구할 것이다.

한편으로, 조직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변화가 취업준비자의 조직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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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취업준비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조직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다.

한국 대학생과 다른 국가의 대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집단 간 기업윤리

인식의 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취업준비자로서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기업의 공공성이 중요하며, 연구결과도 대학생이 일반인보다

기업의 공공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충영, 1998). 또한

CSR 계열 연구에서 취업준비자가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못지않게 조직

공공성을 취업의 고려요소에 포함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Turban &

Greening, 1996; Russo & Fouts, 1997). 생산요소 시장 내에는 비슷한

경제적 성과를 보이는 다른 구매자(경쟁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자는 조직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정적인 조직을 피하고

더 나은 비슷한 조직들로 취업을 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취업준비자도 다른 제3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직 공공성과 비슷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앞선 논의와 같이, 조직의

사회경제적 힘과 관련된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는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과 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는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의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과 양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 39 -

제 3 절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

1. 조직에 대한 제3자의 집단적 영향력

Baron(2001)은 조직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할수록 사회운동가

(Activist)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는

조직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조직의 노력이며, 이는 사회운동가의

관심을 끌게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적극적인 외부평가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조직의 공공성 측면에서 외부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Baron, 2001; Mohr et al., 2001). 이들은 조직에게 사회적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들의 조직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McWilliams

et al., 2006). 즉, 조직의 영향력 증대는 적극적인 제3자의 존재로 인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직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회

운동가들이 많아질수록 이에 동조하는 제3자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조직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인한 사회운동가의 관심증가의

결과로, 제3자들의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제3자들의 집단적 영향력이 증가함을 의미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로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면, 그에 대한 사회

운동가들의 관심이 증가하며, 그 결과로 다양한 제3자들 간 의견의 합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러한 높은 합의수준을 기반으로 제3자는 조직에게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준비자들은 생산요소 시장과 사회일반에 모두 속해 있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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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조직에 속하지 않았으며, 사회 속 적극적인 사회운동가의 영향력에

의해 그들의 조직인식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제3자들이

적극적인 사회운동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의견일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가설 2a: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는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의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과 양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2. 조직의 다양한 제3자 구성

조직변화는 조직의 사회적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조직의 코어에서 변화가 발생할수록 조직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Hannan & Freeman, 1984). 기존 조직생태학 연구들에서는 조직변화가

제3자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조직

생존의 기반인 사회적 정당성의 위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같은 계열의

조직 카테고리 연구에서도 조직변화는 제3자에 의한 조직인식의 합의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였다(Durand et al., 2006; Hannan et al., 2006). 즉,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가 제3자에 의한 조직인식의 합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가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조직의 영리활동 활성화는 조직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조직이 더 다양한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다양한 제3자들은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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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로 다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조직을 평가한다. 이런 맥락에서,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를 통해 변화된 조직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조직을

인식하는 제3자의 수와 종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특정 사업을 폐지하는 조직은 그 사업과 관련된 제3자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반면 신규 사업의 진입은 조직이 그와 관련된 새로운

제3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로

인해 조직을 인식하던 제3자들의 구성에 변화가 생기게 되며, 이는 기존

제3자에 의해 합의된 조직인식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조직을 인식하는 제3자의 변화는 그들이 가졌던 의견의 합의

수준을 감소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로 인한

제3자들의 구성 변화는 기존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자의 구성 변화를 취업준비자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는 그 조직에 대한 취업준비자의 구성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Feng, Wang, & Kreuze(2017)의 연구는 제3자가

속한 산업에 따라 조직 공공성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음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B조직이 컴퓨터 회사라면, 그 조직에 취업하려는 기존 취업

준비자들은 컴퓨터와 관련된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그

조직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가구판매라는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변화를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그 조직에 관심을 갖는 취업준비자들은 컴퓨터

업계뿐만 아니라 가구와 관련된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에 따라 취업준비자의 구성 변화가 있고,

이는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평가자 구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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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는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는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의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과 음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제 4 절 사회적 조직분류의 조절효과

1. 조직의 사회적 분류와 조직 공공성 기대수준

공공행정학의 연구에서 공공성 추구를 궁극적인 공기업과 정부조직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행정학자들은 기존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완전경쟁시장의 논리를 ‘시장의 실패’로 비판하였으며(Bozeman, 2003),

공기업은 시장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공공성 추구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기업과 사기업의 특성적 차이에 대한 연구(Rainey,

Backoff, & Levine, 1976) 등을 통해, 조직이 공기업의 특성을 가질수록

공공성이 높은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기업이 사기업보다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CSR계열 연구처럼 사기업도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기업에서는 신공공관리론 NPM(New Public Management)의 등장으로

사기업의 성과주의 등을 받아들이는 것(임의영, 2003)과 같은 두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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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간에 혼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서로 다른 영역으로

여겨져 이분되던 두 조직이 섞이고 있으며,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공공성 추구 수준의 차이(Gap)의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경영학과

공공행정학 연구를 통해 공공성은 어느 조직이든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조대엽, 2007), 공공성 요구수준의 상대적 차이가 조직분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을 내야하는 사기업은 고용한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 사회에 중요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가용한 자산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공공성보다는 경제활동에 있다. 반면, 공기업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조직이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더 요구될 것이다.

2. 조직의 사회적 분류가 미치는 영향

조직 공공성 기대수준의 차이는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와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의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기대되는 조직분류에 속한 조직(사기업)은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

변화가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성이 기대되는 분류에 속한 조직(공기업)은

조직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제3자들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조직 공공성을 요구받을 것이다. 즉,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에도 불구

하고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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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결론적으로, 낮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류에 속한 사기업은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가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공기업에 비해 더 클 것이다.

가설 3a: 사기업 분류에 속할 경우,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와 취업

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 간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가설 3b: 사기업 분류에 속할 경우,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와 취업

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 간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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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는 개별 지면설문조사로 수집

되었으며, 설문조사로 수집된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직당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즉, 조직의 공공성 인식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조직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조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1 절 데이터 특성 및 수집방법

1. 조직수준의 연구대상

본 연구는 조직수준에서,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가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의 공공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에 있는

조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기업과

국가 등 정치적 영향아래 상품을 판매 및 유통하는 공기업, 사기업처럼

운영되지만 일정 사회적 가치 추구를 전제로 공적 자본이 일부 지원되고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직 공공성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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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존재하는 조직이라면 요구되는 요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을 연구하고자 한다. 조직 공공성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의 홍보자료나 부패지수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으나, 사회

속 일원인 제3자가 직접 인식하는 조직의 공공성을 연구하기 위해 지면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공기업과 사기업,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려 하였지만, 사전검토 중 사회적 기업이

제3자에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하였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조직을 조사하던 중 실제로 연구자조차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았다. 그러므로 제3자들에게 인식되지 못한 조직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불성실 응답 등으로 신뢰도가 낮을 것이다.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조직인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조직이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직인지도가 저조한

사회적 기업은 제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선 잘 알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기업을 대표적으로 한개만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기업과 공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조직 공공성은

모든 조직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기업의 경우는 CSR계열 연구처럼

조직의 공공성이 평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종 산출물 시장의

소비자들 조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하며(Mohr et al., 2001;

Sen & Bhattacharya, 2001; Becker-Olsen et al., 2006), 더불어 조직 내

직원의 이직율과 관련하여 조직의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Turban

& Greening, 1997; Carnahan et al., 2017). 반면에 공기업은 설립목적이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조직의 공공성을 연구하는데 사기업과 비교

대상으로 적합한 대상이다.



- 47 -

그러나 조직 영리활동의 변화를 연구하기 전에 공기업의 영리활동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같이 이윤을 최대화하는 영리

활동을 하지 않지만, 본 연구는 공기업 영리활동의 변화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변화로 간주하고자 한다. 공기업도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영리활동의 코어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런 변화는 공기업에 대한 공공성

인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사기업과 공기업을 모두 연구하지만, 각각 영리활동에 대한 기준은 서로

다르게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각 기업의 세부 선정기준으로, 사기업의 경우에는 포브스의 GLOBAL

2000에서 2018년 리스트 중 한국기업과 한경비지니스의 100대 기업

2018년 리스트에서 선정하였다. 각각 리스트 중 상위에 해당하는 조직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조직인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조직을 연구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인식 가능성을 조직의 수익성과 규모 등으로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공기업은 2018년 공공기관 지정현황에서 선정하였다. 하지만

따로 조직 규모 등을 따지지 않은 이유는 공기업의 이름을 통해 제3자가

대략적인 조직의 역할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제3자가 조직

공공성을 조직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 공기업은

기능적 의미가 포함된 조직명을 사용하고 있다(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

이러한 배경과 기준을 바탕으로, 사기업 30개 및 공기업 19개, 사회적

기업 1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기업과 공기업을 동일한 수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사기업과 공기업의 수(전체 개수)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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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2016년 자료를 통해, 사기업은 법인사업자만 835,906개로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나, 공기업은 2018년 기준 338개 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은 앞서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제3자가 알만한 1개 기업만

포함하게 되었다.

표본 기업의 선정은 해당 기업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졌는가에 대한

판단에 따랐지만, 실제 개별 응답자가 해당 기업의 세부적인 경영 활동

(e.g. 영리활동의 강화와 같은 전략, 구조의 변화)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비록 취업준비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관심갖고 있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 표본에 여타 기업의 경영활동을 상세히 모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해당 기업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 동시에 그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2. 조직수준의 데이터 수집방법: 취업준비자 대상 설문조사

각 연구대상인 조직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취업준비자에게

직접 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제3자의 인식을

직접 수집하기 어려워, 직접 측정하지 않고 중간매체를 통해 측정하거나

스스로 분류를 표기한 것을 연구에 활용하였지만(Zuckerman, 1999; Rao

et al., 2005; Hsu et al., 2009; Negro et al., 2010), 본 연구는 50개라는

적은 조직을 연구하는 대신에 제3자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조직인식의 제3자로 생산요소 시장의 취업준비자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내 20대 남여를 잠재적인 취업준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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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이유로는 사회의 취업준비자와 마찬가

지로 서울대학교 내 20대 남여도 취직을 위해 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각 조직에서는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 학생이 인식한 조직 공공성은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의 측면에서 조직에게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조직의 데이터 획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는 150명으로 전체

872명 대비 응답률은 17.2%였다. 설문 기간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25

일까지(주말 제외 8일 간) 실시하였으며, 설문 방법은 서울대학교 내 카

페 4곳(파스쿠치, 할리스커피, 투썸플레이스, 파리바케트)을 직접 순회하

며 실시하였다. 대상의 선정은 30분마다 매장에서 선정 및 의뢰하였고,

30분마다 응답자가 2-3명이 넘지 않도록 실시하였다. 또한 최대 1-2명의

20대 남여에게 동시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설문을 의뢰하면서 소정의 상

품(비타500 등)을 증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개인당 10개의 조직에

대한 조직 공공성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각 1개 조직당 4개 문항으로

총 4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조직의 첫 문항에 조직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5] 참고). 지면 설문조사 이후에, 연구대상을 최초

50개 대비 데이터 불충분(인지도 저조)으로 2개 조직을 제외한 48개의

조직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9] 참고). 결과적으로, 사기업

1개와 사회적 기업 1개를 제외하고, 사기업 29개와 공기업 19개를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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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

1. 종속변수

조직 공공성은 다양한 하위 차원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단일

항목(Single item)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측정오류의 위험이 존재한다.

다만, 조직 공공성 인식을 “인식의 기대수준”과 “인식의 합의수준”으로

분리하여, 관찰되지 않는 개인차를 “합의수준”의 형식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1)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

이는 각 조직마다 수집된 취업준비자의 공공성 기대값에 대한 평균값

으로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변수는 최소 1에서 최대 5까지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측정결과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은 2.8-4.5 사이의 값을 보였다.

(2)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

이를 산출하는 방법은 변동계수의 역의 값을 활용하였다. 산출방법은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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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자들이 인식한 공공성 기대치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눠

음의 값으로 측정하였고, Z는 취업준비자들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이며, (x)는 취업준비자가 한 조직에 기대하는 공공성 인식의

평균 값, (x)는 취업준비자가 한 조직에 기대하는 공공성 인식의 표준

편차이다. Z값인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 합의수준 변수의

최댓값은 ‘0’이며, 최솟값은 ‘-.4795’으로 모든 항목에 동일한 수의 응답이

있는 경우이다. 실제 분석에서는 음수를 배제하기 위해 합의수준이 가장

적은 값의 절댓값에 근사한 0.5를 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측정결과로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은 0.0729-0.3301 사이

값을 가졌다.

2. 독립변수: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는 연구대상 조직의 웹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을 하였다. 사기업은 전자공시시스템, 공기업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독립변수를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사기업의 데이터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개된 연간 사업보고서의 이사회 결정사항을 통해

추출하였다. 이사회는 기업의 TMT(Top Management Team)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다. 특히, 영리활동의 코어인 조직의 목표나

핵심기술 등의 변화는 조직에 아주 중요한 선택이다. 그러므로 사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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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활동 코어변화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이사회

의 결정에서 코어변화로 판단한 기준은 전사적 조직 개편여부, 신규사업

진출여부(Barker III, Patterson Jr, & Mueller, 2001)로 하였다. 반면에

공기업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각 기업별 통합 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주요사업 현황에서 추출하였다. 하지만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대신하여,

기업별 통합보고서에 포함된 사업예산의 변화를 확인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공기업에서 판단한 변화의 기준은 조직전략 변화(사업 추가 및

폐지), 두드러진 예산감축, 다른 조직과 합병(Conway, Kiefer, Hartley,

& Briner, 2014)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예산의 변화 및 합병

등을 분석하여 공기업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반면, 기업별 CEO 및 기관장의 변화는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CEO나

기관장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변화보다는 일상적으로 변화하는 경향

(임기만료 등)을 보였으며, Kelly & Amburgey(1991)도 CEO의 변화는

조직에 부수적 변화임을 보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의 2017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를 확인하였다. 변화의 측정은

변화가 있었다면 ‘1’, 없었다면 ‘0’으로 측정하였다. 이후 추가적으로 변수

측정을 3년 전(2015년) 코어변화까지 확장하였으며, 이는 1년 전(2017년)

데이터만 특이했던 경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를 측정하였다([표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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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6년 2015년

사

기

업

전사적

조직개편

기존 사업영역 내

다른 기업 인수
2 2 4

기존 사업부에서

자회사 분리
2 2 0

폐지한 사업부 6 3 1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

라인에서 일부품목 폐지
0 0 0

기존 생산시설

매각하거나 폐지
1 0 0

신규사업

진출

기존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
0 3 1

새로운 영역의 기업과

조인트 벤처에 참여(형성)
3 1 2

소계 14 11 8

공

기

업

조직전략

변화
기존 예산사업 폐지 1 1 1

두드러진

예산감축

기존대비 50%이상

사업예산 삭감
5 3 3

다른 조직과

합병

기존 사업영역 내

다른 기관 인수
0 1 0

소계 6 5 4

[표 4.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에 관한 분류와 횟수측정의 결과]

3. 통제변수

(1) 고용규모

고용 규모는 조직에 고용인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의

2017년 전체 직원의 수로 측정하였다. 고용된 인원이 많은 것은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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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복잡해져, 조직변화를 거부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Kelly &

Amburgey, 1991). 그렇기 때문에 조직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CSR계열 연구의 측면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조직의 공공성 요구 간 관계가 있음을 시사되었다. 그러므로

고용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므로, 이를 통제하였다.

(2) 조직 크기(매출액)

조직 크기(매출액)는 조직의 매출액의 규모로 측정하였다. 조직변화

연구에서 조직 매출액도 조직변화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Delacroix & Swaminathan, 1991; Kelly & Amburgey, 1991; Carroll &

Teo, 1996). 그렇기 때문에, 조직변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크기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CSR계열 연구도 마찬가지로, 조직 매출액이

클수록 그에 합당한 공공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

카테고리 연구에서도 조직 크기가 제3자에 의한 조직인식의 합의수준 형

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조직 크기도 통제하였다.

(3) 조직 수익성(ROS)

조직 수익성은 조직의 매출액에서의 순이익(Net income)의 비율인 매

출액수익률 ROS(Return On Sales)로 측정하였다. 수익성이 높은 조직의

경우 조직변화를 위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자원이 많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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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여유자원의 영향이 아닌 조직변화를 통한

제3자의 조직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 수익성을 통제하였다.

(4) 조직 연령

조직 연령은 조직의 설립부터 올해까지의 연도수로 측정하였다. 조직

변화 연구에서 조직 연령은 조직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다뤄졌다(Kelly & Amburgey, 1991; Amburgey, Kelly, & Barnett, 1993;

Carroll & Teo, 1996). 또한 조직의 설립이 오래될수록 제3자에게 경로

의존적인 조직인식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통제하였다.

(5) 사회적 조직분류

사회적 조직분류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분류법을 측정한 것으로,

조직의 데이터의 출처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즉, 사기업이라는 분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찾은 조직을 사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값은 ‘0’으로

부여하였으며, 공기업이라는 분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는 조직을 공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값은 ‘1’로 부여하였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에서 조직의 공공성의 기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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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1.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에 대한 분석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에 대하여, 가설 1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 간 종속

변수를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했으며, 이는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고

정규분포에 따른다는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고길곤, 2017). 먼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구성된 기본 모델을 통해,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

변화와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이후, 사회적 조직분류가 둘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와 사회적 조직분류 간의 상호

작용이 추가된 모델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Y1 =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

X = 2017년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

Z = 통제변수(조직 고용규모, 조직 크기, 조직 수익성, 조직 연령,

사회적 조직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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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에 대한 분석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에 대하여, 가설 2a,

2b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 간 종

속변수를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했으며, 변환 전 ‘1’을 더하는 이유는

회귀분석 시 로그값에서 음의 값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먼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모델을 구성하여, 조직 영리활동 코어변화와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그 이후에,

사회적 조직분류가 둘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와 사회적 조직분류 간의 상호작용이 추가된

모델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Y2 =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

X = 2017년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

Z = 통제변수(조직 고용규모, 조직 크기, 조직 수익성, 조직 연령,

사회적 조직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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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앞서 언급한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각 변수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세

부적인 데이터는 요약적으로 부록 [표 10]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종속

변수에서 조직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조직연령, 조직크기

(매출액)의 산점도를 제시하였다(부록 [그림 6], [그림 7] 참고).

제 1 절 기대수준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1. 변수별 상관관계

[표 5]는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과 독립 및 통제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6]은 가설 1의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표 5]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2017년 조직의 코어변화는 조직의 공공성 기대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적 조직분류와 조직의 공공성 기대수준

(log) 간 관계(r=.57)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조직분류가 조직의 공공성 기대수준이 서로 연관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기업보다 공기업에 높은 공공성을 기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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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 밖에 사회적 조직분류와 조직 수익성 간 관계(r=-.35)와

사회적 조직분류와 조직 고용규모 간 관계(r=-.52), 사회적 조직분류와

조직크기 간 관계(r=-.51)를 통해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하여 수익성과

고용규모, 조직크기가 작은 것을 의미한다. 조직 고용규모와 조직 크기

(매출액) 간 관계(r=.85)와 조직 고용규모와 조직 수익성의 관계(r=.27)는

통상 많은 고용을 하는 조직이 조직 규모와 수익성이 크며, 이는 경제적

영향력이 크면,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회귀분석 결과

[표 6]의 모델 2에서 보이는 것처럼 2017년 조직 영리활동 코어변화가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441, p < .1), 이는 가설 1이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조직본업에 충실하게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를

실시하는 경우 취업준비자가 요구하는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을 뜻한다.

3. 사회적 조직분류의 조절효과

[표 6]의 모델 3을 통해, 2017년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와 사회적

조직분류의 상호작용변수가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4와 5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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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공기업에서 조직변화가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가설 3a는 지지되지 않았다.

제 2 절 합의수준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1. 변수별 상관관계

[표 7]는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과 독립 및 통제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8]은 가설 2a, 2b를 검증하

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표 7]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2017년 조직의 코어변화와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

간 관계(r=.38)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2017년 조직의 코어변화와 사회적 조직분류 간 관계

(r=.29)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로, 공기업에서 조직 영리

활동의 코어변화가 더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기업은 예산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조직의 예산변화를 조직활동의 변화로

보는 것이 전제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그 밖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들은 앞의 절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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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결과

[표 8]의 모델 7을 통하여, 2017년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가 취업

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394, p <.01), 이를 통해서 가설

2a가 지지되고, 가설 2b는 지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를 하는 조직일수록 취업준비자들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유사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조직분류의 조절효과

그러나 [표 8]의 모델 8에서 보이는 것처럼, 2017년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와 사회적 조직분류의 상호작용변수는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모델9와

10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볼 수 있으나, 사기업 대비

오히려 공기업에서 조직변화의 영향이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가설 3b는 지지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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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평균,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관계(N=48)]

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1.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

(log)
1.3296 0.0898 　 　 　 　 　

2. 2017년 조직의 코어변화 0.4375 0.50133 0.1614

3. 조직 고용규모(log) 8.1674 1.3387 -0.1017 0.0588

4. 조직 크기(매출액)(log) 15.2278 2.1799 -0.1048 -0.0173 0.8531**

5. 조직 수익성(ROS) 0.0798 0.1333 -0.1957 -0.1392 0.2752† 0.2349

6. 조직 연령(log) 3.2004 0.9047 0.0726 0.1872 0.3991** 0.4471** 0.0389

7. 사회적 조직분류 0.3958 0.4942 0.5711** -0.1127 -0.5278**-0.5147** -0.3561* -0.1494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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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기업 사기업 공기업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2017년 조직의 코어변화
0.0441† 0.0357 0.0349 0.0578
(0.0223) (0.0272) (0.0278) (0.0427)

조직 고용규모(log)
0.0125 0.0086 0.0091 -.0046 0.0231
(0.0159) (0.0155) (0.0157) (0.0219) (0.0243)

조직 크기(매출액)(log)
0.0031 0.0071 0.0077 0.0216 0.0009
(0.0099) (0.0098) (0.0099) (0.0157) (0.0147)

조직 수익성(ROS)
-0.0088 0.0246 0.0391 0.1745 -0.0290
(0.0876) (0.0864) (0.0911) (0.1444) (0.1285)

조직 연령(log)
0.0071 0.0012 -.0001 0.0089 -0.0125
(0.0135) (0.0134) (0.0060) (0.0203) (0.0196)

사회적 조직분류
0.1296** 0.1399** 0.1324**
(0.0271) (0.0267) (0.0302)

2017년 조직의 코어변화

* 사회적 조직분류

0.0259
(0.0474)

상수
1.1073** 1.0708** 1.0641** 0.9138** 1.2280**
(0.0956) (0.0942) (0.0958) (0.1814) (0.1040)

N 48 48 48 29 19
R-square 0.3887** 0.4422** 0.4463** 0.2342 0.2565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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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평균,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관계(N=48)]

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1.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
(log) 0.2190 0.0416 　 　 　 　 　

2. 2017년 조직의 코어변화 0.4375 0.50133 0.3824**

3. 조직 고용규모(log) 8.1674 1.3387 0.0535 0.0588

4. 조직 크기(매출액)(log) 15.2278 2.1799 0.1030 -0.0173 0.8531**

5. 조직 수익성(ROS) 0.0798 0.1333 -0.1450 -0.1392 0.2752† 0.2349

6. 조직 연령(log) 3.2004 0.9047 0.1294 0.1872 0.3991** 0.4471** 0.0389

7. 사회적 조직분류 0.3958 0.4942 0.2975* -0.1127 -0.5278**-0.5147** -0.3561* -0.1494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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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기업 사기업 공기업
변수 모델6 모델7 모델8 모델9 모델10

2017년 조직의 코어변화
0.0394** 0.0349* 0.0326* 0.0476*
(0.0108) (0.0133) (0.0144) (0.0179)

조직 고용규모(log)
0.0011 -.0023 -.0021 -.0007 -.0013
(0.0085) (0.0076) (0.0076) (0.0114) (0.0102)

조직 크기(매출액)(log)
0.0057 0.0093† 0.0096† 0.0162† 0.0065
(0.0053) (0.0048) (0.0048) (0.0082) (0.0062)

조직 수익성(ROS)
-.0203 0.0095 0.0172 0.0384 0.0235
(0.0469) (0.0421) (0.0443) (0.0751) (0.0540)

조직 연령(log)
0.0024 -.0030 -.0037 -.0007 -.0061
(0.0072) (0.0065) (0.0067) (0.0106) (0.0083)

사회적 조직분류
0.0382* 0.0474** 0.0434**
(0.0145) (0.0130) (0.0147)

2017년 조직의 코어변화
* 사회적 조직분류

0.0137
(0.0231)

상수
0.1021** 0.0694 0.0659 -.0643 0.1534**
(0.0511) (0.0459) (0.0467) (0.0944) (0.0437)

N 48 48 48 29 19
R-square 0.1841 0.3825** 0.3879** 0.3794** 0.3981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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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강인성(Robustness) 검사

1. 과거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에 대한 영향

위와 같은 분석이 다른 조건의 모델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의 강인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

변화가 2017년에만 특별한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3년 간 변화를

포함하여 검사하였다. 이에 2015년, 2016년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세부 결과는 부록의 [표 11]과

같다.

연구의 강인성 검사를 위해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7년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는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가설 1이 지지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가설 2a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15년과 2016년의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가 포함된 회귀

분석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를 통하여 2017년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가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대한 강인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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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조직분류 변수의 타당성 검사

연구모형에서 사회적 조직분류가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절변수로 활용된

사회적 조직분류가 앞서 가정한 것처럼, 조직 공공성 기대수준 차이의

유무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것은 이 연구의 타당성을 보완해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조직분류에 따른 조직 공공성 인식의 평균

차이를 T검정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 사회적 조직분류에 따른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그림 4. 사회적 조직분류에 따른 T검정 결과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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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영리활동과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첫 번째 회귀분석 모델은

조직의 영리활동과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 간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약하지만 조직의 영리활동이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번째 회귀분석

모델은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과의 연관성을

보여주었으며,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통하여 조직의 영리활동이 취업

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독립적으로 다루어졌던 조직의 경제적 가치영역의

조직 영리활동과 사회적 가치영역의 조직의 공공성 인식이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조직이 본업에 충실한 영리활동을 할수록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조직분류에 의한 조절효과 확인을 통하여, 사회적

조직분류가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조직분류에 따른 조직 공공성의 기대수준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각 모델에서 사회적 조직

분류의 조절효과는 없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조직분류가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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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전체적인 결과는 조직의 영리활동과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인식의 평균과 분산의 측면에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논의

1. 이론적 논의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Porter

& Kramer(2006)가 강조한 제3자인 사회일반에 의한 조직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조직인식에 관한 연구는 주주나 고객의

측면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제3자의 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지 못했지만,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조직에 대한 제3자의 인식이

사회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요인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조직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제3자인 사회일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의

조직인식으로 인해 조직에게 집단적 영향력이 행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영리활동의 코어변화가 제3자의 조직

공공성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조직이 변화를 고려할

경우 내부자산이나 재정적 성과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변화가 가져올

조직 공공성 인식의 변화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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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조직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간 관계를 확인

하였다. CSR 계열 연구들에서는 조직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것이 연구되고 있으나(김재구 외 8인, 2018), 조직활동에

의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간 관계를 연관시킨 연구는 많이 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조직에서 수행하는 영리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연관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연구의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간 상호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였다.

셋째로, 생산요소 시장 속의 취업준비자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였다.

조직에게 취업준비자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에서도 강조되었으나, 이들이

가지는 조직평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제3자로서

취업준비자가 조직 공공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의 영리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조직 영리활동과 조직 공공성 인식

간 양의 관계를 통해, 취업을 위해 조직의 경제적 가치만 중요시 여길

것이라고 생각되는 취업준비자가 조직 공공성도 중요시 여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은 사회가치경영(김재구 외 8인, 2018)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 할 때, 최종산출물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우수한 취업준비자 획득에

유리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취업준비자의

조직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생산요소 시장 속 조직평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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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예비군 조직에 대한 논의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던 것은 제3자인 사회일반은 공공조직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3자들의 의견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산출하는 예비군 조직의 측면에서 제3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예비군 조직의 이념(Identity)은 ‘예비군은 호국의 투사로서,

군경의 전우로서, 국민의 자제로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범국민적인 자유방위의 역군이다’로 명시되어 있다.9 하지만 이러한 조직

이념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속 예비군 조직에 대한 평판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닌 것 같다. 물론, 군이라는 조직은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면,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조직의 가치를 쉽게 가시화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일반에서 인식하는 조직평판은 주요 언론을 통해

쉽게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비군 조직의 평가는 창설과 함께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 존재했으며,

변화되어 왔다. 예비군 조직은 196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국내외 정치

상황에서 1968년 4월 1일에 창설되었다. 현재까지 예비군 조직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보면, 긍정적 측면은 1) 예비전력으로서 국가안보에 기여,

2) 각종 무장공비 토벌 등 향토방위의 실질적인 기여, 3) 사회에 기여한

다양한 대민지원 등이 있으나, 부정적 측면으로는 1) 예비군 조직 대비

부족한 예산(장비 및 시설, 급식의 불편 등), 2) 훈련 간 사고(안전사고,

9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의 이념」, https://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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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문란 등)로 인한 예비군관리의 미흡 등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주요 언론사에 노출되는 예비군 조직에 대한 평판은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 2017-2018년까지 주요 언론사에

‘예비군’이라고 검색하면, 대부분 부정적 평가(노후장비 및 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훈련 간 편의 미제공에 대한 불만사항 등)를 하고 있다. 이는

사회일반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군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를 위해 많은 자원(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사회의 평가를 고려하면 투자 대비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이를 경영학의 사회가치경영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사회가치경영은

조직과 사회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조직고유의 가치(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한국 예비군 조직에도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군인신분이 아닌 예비군을

훈련시키는 것에 있어서, 조직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비군 조직은 국가안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은 당연

하다. 그러나 조직이 실시하는 활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3자인 사회에 잘

인식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사회는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가를 판단하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비군들은 개인의 자원(돈과 시간 등)을 소모하면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훈련의 참여가 사회적 가치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잘 인식할 수

없다.

예비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예비군훈련에 참여하지만,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해당 훈련들을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로 느끼기는

어렵다. 이러한 예비군 인식의 문제는 예비군이 참여하는 훈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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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훈련의 사회적 가치를 훈련 간 받는 대우들을 통해 대체하여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안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보상(실비 등), 대우(식사, 편의)등을

통해 그들의 가치를 인식하고자 한다. 예비군의 입장에서 소모한 자원

대비 훈련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불균형을 인식하게 되면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나의 자원들을 투입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훈련의 보상과 대우를 보니 내가 기여한 사회적 가치가 이정도

밖에 안 되나?’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는, 그들의 보상이나 대우를 높여주는 것이다. 최근 예비군 훈련을 위한

예산은 증액되어, 보상이나 대우를 높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정된 예산이라는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은 보상의

수준이 낮아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할 수 있지만, 보상을 최대화하려는

사람의 심리를 고려한다면 적정수준의 보상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엄청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보상이나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은 조직에게도 부담이 가중되는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예비군이 투입하는 자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들이

투입하는 시간이나 돈의 가치를 낮춰주는 것이다. 이는 예비군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투입하는 자원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중에 하루 100만원씩 버는 A라는 예비군이 있다고

할 때, 그가 주중의 예비군 혼련에서 손실하는 자원은 100만원+α이다.

하지만 A가 주말에는 휴식 등을 취한다고 가정하면, 주말 예비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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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손실하는 자원은 100만원보다는 적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훈련을

위해 그들이 소모해야 하는 자원의 가치가 줄이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예는 시행중인 주말예비군훈련 제도이다. 예비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훈련을 받음으로, 그들이 소모하는 자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위 방식들은 예비군의 투입자원 측면에서 불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정된 국방예산 등의 문제로 훈련보상비 증액과 같은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예비군 훈련이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혁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예비군 조직에서 실시한 정책변화는 예비군의 가치(개인적

가치)측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예비군 훈련은

국가안보의 가치(사회적 가치)측면에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훈련으로 실질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훈련 간 심폐소생술이나 소방교육 등의 사회 및 개인의 안전에 유용한

활동을 포함하여 훈련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지역경찰과 합동

검문 등의 참여 등으로 치안활동에 기여하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군의 상황과 사회적 합의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예비군 조직이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군의 가치측면의 방법과 동반하여, 실질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으로서 나아가야할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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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계점 및 결론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취업준비자의 인식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대한 기대치를 단일 설문문항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지도가 낮은 조직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극복하려 하였지만, 단일

설문이라는 한계점은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 시 조직의 로고만 보여주고 조직의 인식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산정한 조직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를 응답자가 실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연구의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설문응답자에 의한 조직의 인지도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였다. 표면적으로 아는지와 조직의 활동까지 아는지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응답자들이 영리활동의 코어변화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

셋째, 조직이 시행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활동과 관련 부서의 신설이나

폐지 등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정보는

조직의 홍보활동을 통해 제3자에게 인지될 가능성이 높다. Porter &

Kramer(2006)은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있어 홍보의 가치를 낮게

보았으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아직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관심이 미국과 같이

크지 못하며(김성수, 2009), 어느 정도의 홍보활동이 조직 공공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홍보가 조직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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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려한다. 첫 번째 방향으로 제3자의 인식이 조직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3자의 인식이

어떻게 조직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하지 못했다. 이에 종단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영향을 연구한다면,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향은 다양한 제3자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취업준비자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제3자는 사회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취업준비자에서 확장된 연구는 제3자의 조직인식의 중요성을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사회운동가라던가 일반 시민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던 조직 영리활동과

조직의 공공성 인식 간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조직의 사회적 가치 추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조직의 제3자에 의한 조직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생각한다.

사회 속 조직생존은 항상 중요한 주제였으며, 사회적 정당성에 기반이

되는 조직 공공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연구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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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림 5. 설문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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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직의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의 산점도(좌: 연령, 우: 크기)]

[그림 7. 조직의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 산점도(좌: 연령, 우: 크기)]

[표 9. 연구대상의 인지도(Max = 30, 모두가 알고 있을 경우)]

조직번호 인지도 조직번호 인지도 조직번호 인지도 조직번호 인지도 조직번호 인지도
1 28 11 30 21 29 31 30 41 20
2 25 12 21 22 28 32 22 42 16
3 30 13 29 23 28 33 30 43 30
4 23 14 20 24 19 34 28 44 23
5 29 15 4 25 19 35 30 45 23
6 22 16 23 26 7 36 29 46 28
7 28 17 27 27 30 37 25 47 28
8 16 18 9 28 27 38 17 48 13
9 24 19 22 29 18 39 25 49 27
10 23 20 30 30 10 40 19 5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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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합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조직 공공성 인식의

기대수준(log)
48 1.3296 0.0898 63.8195 1.0446 1.5041 -0.3691 0.8896

조직 공공성 인식의

합의수준(log)
48 0.2190 0.0416 10.5118 0.0703 0.2859 -0.8676 2.0892

2017년 조직의

코어변화
48 0.4375 0.5013 21 0 1 0.2602 -2.0183

조직 고용규모(log) 48 8.1674 1.3386 392.0360 4.8442 11.5108 -0.4094 0.6338

조직 크기(매출액)

(log)
48 15.2278 2.1799 730.9344 9.8253 19.2944 -0.7052 0.2268

조직 수익성(ROS) 48 0.0798 0.1333 3.8313 -0.3372 0.4469 0.3662 2.6062

조직 연령(log) 48 3.2004 0.9047 153.6170 0 4.4427 -1.3664 2.3724

사회적 조직분류 48 0.3958 0.4942 19 0 1 0.4399 -1.8870



- 92 -

[표 11. 2015년과 2016년 조직변화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강인성 검사)]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 기대수준 취업준비자에 의한 조직 공공성 인식 합의수준

변수 모델11 모델12 모델13 모델14 모델15 모델16

2017년 조직의 코어변화 0.0429† 0.0319 0.0374** 0.0339*
(0.0234) (0.0290) (0.0107) (0.0133)

2016년 조직의 코어변화 0.0119 0.0012 0.0028 0.0281* 0.0187 0.0192
(0.0270) (0.0269) (0.0272) (0.0136) (0.0123) (0.0125)

2015년 조직의 코어변화 -0.0150 -0.0147 -0.0173 0.0286† 0.0290* 0.0281*
(0.0297) (0.0289) (0.0294) (0.0150) (0.0132) (0.0135)

조직 고용규모(log) 0.0125 0.0084 0.0090 0.0026 -.0010 -.0008
(0.0162) (0.0159) (0.0161) (0.0082) (0.0073) (0.0074)

조직 크기(매출액)(log) 0.0026 0.0070 0.0076 0.0044 0.0082† 0.0084†
(0.0101) (0.0101) (0.0103) (0.0051) (0.0046) (0.0047)

조직 수익성(ROS) -0.0231 0.0119 0.0270 0.0233 0.0267 0.0315
(0.0917) (0.0912) (0.0947) (0.0464) (0.0417) (0.0435)

조직 연령(log) 0.0059 0.0005 -0.0015 -.0038 -.0018 -.0025
(0.0138) (0.0137) (0.0142) (0.0462) (0.0063) (0.0065)

사회적 조직분류 0.1278** 0.1368** 0.1270** 0.0467** 0.0545** 0.0514**
(0.0285) (0.0281) (0.0321) (0.0143) (0.0129) (0.0147)

2017년 조직의 코어변화
X 사회적 조직분류

0.0320 0.0102
(0.0493) (0.0226)

상수 1.1206** 1.0820** 1.0763** 0.0904† 0.0567 0.0549
(0.0989) (0.0984) (0.0995) (0.0498) (0.0450) (0.0457)

N 48 48 48 48 48 48
R-square 0.3988** 0.4465** 0.4526** 0.2904* 0.4596** 0.4625**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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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hange on Organizational

Publicness Perception

Daeha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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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est in the pursuit of social value has long been emphasized as

it enters the modern society, throug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creating of shared value, and social value management.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direct link between the economic

value created by the organization and the social value perceived by

the third party.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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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organizational commercial activity and third party's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ublicness.

For this study, we first discus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public value as the social value of the organization,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ird party’s perception to the organization. In

addition, third party’s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ublicness is

divided into expectation level and consensus level. Expected level is

the average of perception by third parties, consensus level is the

diversification of perception.

Hypotheses were constructed and verified through core change of

organizational commercial activities in order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ercial activity and third

party’s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ublicness. Also, I studied the

perception of job seeker as a third party.

As a result of the study, commercial activities appeared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third party's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ublicness, and showed a stronger positive relationship at the

consensus level than at the expected level.

keywords : Social value, Commercial activity, Core change,

External perception of organization, Third party, Job see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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