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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특성이 조직성과(경영

실적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조직관리 측면에서 공공

기관의 성과향상을 위한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상 비효율 문제 예방과 시정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공공기

관의 조직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적인 평가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방

만경영에 대한 정상화 계획과 부채 감축 계획 등의 이행실적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관리, 사업성과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평가하

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조직관리 특성이 비계량 지표로서 평가되고 있으

나,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조직관리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

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준정부기관 78개를 대상으로 경영평가의 주요

비계량 평가항목인 조직관리에 관련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보수 및

성과관리’ 및 ‘노사관리’의 3개 분야별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및 인적자원관

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임직원수와 여성현원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

관의 임직원수와 여성현원비율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다만, 비정규직비율, 정규직전환비

율 및 유연근무제활용비율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보수 및 성과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Pooled 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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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원평균보수, 기관장평균연봉, 직원경평성과급, 직원기타성과급 및

기관장경평성과급 모두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이 기각 되었다.

셋째, 노사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조의 수가 조

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 공

공기관의 이슈화가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실증

분석하는 연구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미흡하였다는 그 간의 연구 한계점

을 극복하고 그 영향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 번 연구는 경영평가성과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

니라 경영평가성과급 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지

는 기타성과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실증 분석

하고자 하였다. 기타성과급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으나, 기타성과급이 조직성과와 부

(-)의 방향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조직성과 창출에

는 단순히 성과급 지급을 통한 조직원의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

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 보이지만, 기타성과급이 부(-)

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기타성과급과 조직성과와의 인과관계

가 불일치함에 따라 기타성과급이 조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관

련 당국이 공공기관의 성과급에 대한 정책에 대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

인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여성현원비율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근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의 정

책 일환으로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의 정책 반영

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관련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여성채용 확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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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기본방향이라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여성

인력 확대에 따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밝

혀졌는데 최근의 공공기관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조직의 개방성과 유연성이 좋아져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틀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도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확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노조의 수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공공기관이 조직 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노조의 수가 증

가하게 되면 1사 1교섭 원칙에 따라 교섭 당사자에서 제외되는 노조의 불

만이 고조되어 노노 갈등의 문제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경영의 비효율이 발생하여 조직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노

조의 수가 많은 기관에서는 노노 간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노동운동이 너

무 지나치게 격화되기 전에 충분한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건전한 노동운

동이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내의 노사 또는 노노 갈등이 깊어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빠르게

중재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인적자원관리, 성과관리, 노사관리, 공공기관, 조직성과

학 번 : 2018-2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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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3만 2775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명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인구를 기준으로 1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및 그리스를 제치고 10위를 기록했다

는 점이다. 이탈리아와도 3천 달러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으로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의미 있는 한 해다.

이처럼 국가 경제수준의 발전과 사회가 날로 번창해감에 따라, 사회구

성원의 요구사항 역시 매우 복잡화, 다양화해가는 추세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기 위해 공공기관은 역대 보수 및 진보 정권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정부, 언론 및 국민으로부터 공공기관

의 성과 향상에 대한 결과물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는 현실이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계속 팽창해가는 공공부

문의 비능률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시장 자율

성이 제약을 받게 되자 정부실패1)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이에 대한 대

응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와 신공공관리론이 함

께 등장하게 된다(하미승, 2002).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

게 되고, 국제금융기구(IMF) 권고라는 외생적 변수에 따라 신공공관리론

을 본격 적용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

정혁신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근저에 있었기 때문에 수용상 이론적 저항

1) 정부실패는 정부가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였으나 기대한

만큼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아(박용치･송재석, 2006), 정부실패가 야기되

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부개입의 비효율, 비용 증가 및 비예측적인 외부효

과 등이 있다(박해룡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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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었다(허철행, 2009). 김대중 정부는 IMF 권고에 따라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본격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되고, 내부 행정의 효율화 문제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부문 정원 감축, 성과급제 및 팀제 도입 등 공공부문의 전반적 개혁

을 추진하게 된다(남궁근, 2017).

그러나,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을 통해 일부 기관들이 지배구조 개편, 통합 또

는 폐지되었으나, 오히려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2)이

다. 공공기관이 2014년 302개에서 2017년 330개로 3년 만에 28개가 증가

하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 추세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공공기관의 총지출 예산은 638.5조원으로 정부의 총지출 예

산 400.5조원 보다 200조원 이상 많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정

부 지원 규모도 2012년 47.4조원에서 2017년 66.0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도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공기업 128,684명, 준정부기

관 98,863명, 기타공공기관 117,634명 등 총 345,181명으로 기관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 역시 도로･철도･항공･가스･석유･전기･난

방 등 국가기간사업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같은 국민의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비롯해 환경, 정보, 예술, 문화, 관광, 체육, 국제협력 부문 등

매우 다양하다.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점차 다양화, 복잡화되어감에 따라서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공

공기관의 규모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보

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론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모럴

헤저드 소식은 계속 되풀이되고, 이러한 부실경영을 통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주인으로 볼

수 있는 국민이 대리인인 공공기관보다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른바 ‘주인-대리인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며, 이는

2) 2014년도에는 302개, 2015년도에는 316개로, 2016년에는 321개로, 2017년도에

는 330개로 지정되는 등 공공기관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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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으로 경영상의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김준기, 2014). 기

획재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경영상 비효율 문제 예방과 시정을 위하

여 지난 30년 동안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해 오

고 있다. 사실상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조직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유

일하고도 공식적인 기준으로 그동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정상화

계획과 부채 감축계획 등의 이행실적 뿐만 아니라 기관의 사회공헌, 업

무효율, 조직관리, 사업성과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독점적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

처럼 시장의 경쟁을 통해 생존수단으로서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기 보다

는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및 이사회 등 내․외부의 모니터링에 의해 감

독기능이 수행한다. 이런 면에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

가는 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무성 담보를 위한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된다

(김준기, 2014). 현행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별로 동일한 지표를 가지

고 경영실적을 점수화․서열화 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공공기

관 입장에서는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기관장

의 해임 등의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임‧직원의 성과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인 ①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② 보수 및 성과관리, ③ 노사관리 등 조직관리 특성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등급) 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여 조직관

리 측면에서의 공공기관의 성과 창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기관장 리더십, 성과급, 조직관리, 보상제도, 노사관계 등과 조직성

과 간의 관계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조직관리특성 전반(조직규모, 여성현원 비율, 유연근무제 이용 비

율,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전환비율, 직원평균보수 및 성과급규모, 기관

장보수 및 성과급규모, 노조의수)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종

합적인 실증분석 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 공공기관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

규직전환 정책과 경영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자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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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급 등이 실질적으로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전체가 아닌 공공기관의 특성상 경

영평가 성과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자체성과급의 지급이 조직성

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

에 이번 연구에서 최초로 공공기관의 성과급 중 기타성과급과 조직성과

간의 연관성을 실증분석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련의 분석 결과

를 통해, 이 연구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조직관리의 정책적 및 실무적 시사점

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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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최근 4개년(2013년~2016년)간의 공공기관 패널데이터를 바탕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경영평가

를 받아온 준정부기관 중에서 일관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78개 공공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공공기관을 경영실적평가 기간

동안 분류된 기준으로 기관유형을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및 강소형으

로 구분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에 대한 세

부기준은 <표 1-1>과 같다. 금번 연구에서는 사회기반시설(SOC) 계획,

건설, 관리를 담당하는 대규모기관인 공기업Ⅰ과 특정 산업의 진흥을 주

요 업무로 담당하는 공기업Ⅱ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공공성

측면도 있으나 시장성 측면이 강한 공기업과, 시장성은 거의 없이 공공

성 측면이 강한 준정부기관이 서로 기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 1-1>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유형 및 분류 근거

유 형 내 용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으로,「국가재정법」에
의거 기금 관리 또는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기
관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으로 강소형기관은 제외됨

위탁집행형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으로, 기금관리형 준정
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 위탁집행형으로 지정된
준정부기관으로 강소형기관은 제외됨

강소형

위탁집행형 기관 중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
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위탁관리 기금자산 포함한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며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을 말함
(2015년말 기준)

출처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016년-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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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의 유형별 분류나 정부정책에 의하여 기관이 분리 또는 통합되

기도 하는 등 평가대상이 연도에 따라 변동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

에서는 자료의 누락 없이 일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부

터 2017년까지 경영평가 대상이 된 기관으로 기금관리형 16개, 위탁집행

형 30개, 강소형 32개 등 총 78개 공공기관으로 연구대상을 최종 선정하

였다.

<표 1-2> 2014-2017년 경영평가 수감기관 현황

유 형 기관명

준정부
기관

기금
관리형
(16)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신
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사
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
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영화진흥위
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집행형
(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로교통공단, 선박안전기술공
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
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
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
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
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
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
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32)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
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
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우체국금융
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
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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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014년-2017년도), 유형 분류는 2017년

기준

아울러, 경영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으며, 공공

기관에 대한 각종 조직관리 특성에 관한 자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http://www.alio.go.kr)에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

변수로 수집되는 공공기관 패널데이터(2013년~2016년)와 종속변수로 수

집되는 경영평가 결과(2014년~2017년)의 연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

른 것은 당해연도 경영평가 결과의 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3)를 해소하기 위하여 N

년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는 N+1년의 경평결과를 종속변수로 활

용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특성이 조직성과 측면에서 실

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이다.

3)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바꾸어 모형을 추정해도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영

향을 주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역인과관계를 잘 다루는 방법으로 시간

을 이용하는 것이다(김현식, 2019). 따라서 본 논문에서 독립변수인 조직관리

특성 보다 시간적으로 한 해 뒤의 경영평가결과를 종속변수로 삼아 추정함

으로써 역인과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
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
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
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
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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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공공기관의 조직관리특성에 관한 이론

1. 공공기관의 개념

공공기관은 관공서 또는 관청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기업, 준

정부조직, 학교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다.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각 법률

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지방공기업 등의 다양한 국가 기관들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

으로 각각 정의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

운법」)에 기초하고,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런 공공기관은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정부와 시장만으로는 유연하게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 조직이다. 엄밀히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관으로서 정부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공운법’ 제정 이전에는

공공기관이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을 비롯하여 공단, 사

업단, 감독원, 기금,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특수 비영리재단법인 등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년 1월 「공운법」 제정에 따라 법률적인 개념으

로 체계화되었다(최항순, 2008).

한편, 김준기(2014)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을 중앙정부부처와 공

공기관의 관계 및 독립성, 법적 설립근거에 따라서 준정부부처형,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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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정부금융기관·비금융공기업·공공법인체·조합과 협회로 각 기관을 분

류한다. 정부기업은 정부의 사업을 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기업으로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 양

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번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법인체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공공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산업

진흥기관 등 공사·공단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기관 자체적으로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는 기업형 기관이다.

과거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던 때에는 관련 법령

에 의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유형을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

관, 정부산하기관, 재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

하였다(이용필, 2016). 정부투자기관은 과거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사용해 오던 개념으로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을 뜻하는 것으로 「공운법」에서

의 공기업 개념과 유사하다. 정부산하기관은 통상적으로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으며 정부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적 업

무를 수행하는 부처 산하기관을 통칭했었으나 2003년 「정부산하기관관

리기본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4)되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공운법」

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 또는 기관으로서 법적 요

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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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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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분류하고 있다.

이러한「공운법」의 분류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의 정원이

4) ① 정부에서 출연금으로 연간 50억 원 이상 배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정

부 납입자본금 출자액이 최대지분인 기관, ③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

가 해당 기관의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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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을 초과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가 매년 지정하고 있으며,

이중 공기업은 기관의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게 된다. 이러한 분

류 기준은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업

성’이 높은 기관은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준정

부기관’이란 명칭으로 분류하였다(배용수, 2015).

<표 2-1> 「공운법」 상 공공기관 유형

구분 지정요건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기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천억 이상, 총 수입액 중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부산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

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의거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

은 준정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

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한

체육회, 국립대학병원 등)

다시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시

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 같이 ‘기관의 자산규모

가 2조원 이상이고, 전체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을 말하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부산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이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공기업을 분류하는 이

유는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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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향후 공기업의 민영

화가 필요한 경우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분류하는데, 기금관

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

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말하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이런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준정부기관

을 세분한 이유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국민 세금으로부터 조달된

정부 예산(재원)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이므로 공공성이 보다 강한 기관

으로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택, 송선하, 2010).

「공운법」에서의 준정부기관 세부 지정요건을 보면 공기업이 아닌 기

관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전체 재정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공익을 위해 설립되었고, 기관 산출

물의 성격이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지 않아 생산물의 판매 수입이 생산

비용의 50%이하로 낮고, 50인 이상의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자체 수입

으로 자체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

으며, 필요한 사업예산을 출연금 등의 형태로 지원받아 수행하게 된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으로 세분화하는 이유는 기관

별 특성에 따라 지배구조를 차별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공운

법」제정 당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유형별 관리․운영체계는 <표

2-2>와 같이 외부감독․평가시스템, 균형장치․내부견제, 임원인사시스

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 설계되었다. 즉 외부감독 측면에서 볼 때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감독을 맡고, 주무부처가 사업감독

을 담당하지만, 준정부기관에서는 주무부처가 경영감독과 사업감독을 모

두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기관을 관리․운영하는 체계가 곧

공공기관의 내․외부 지배구조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광의의 공

공기관 관리정책의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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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공공기관 관리․운영 체계

관리운영체계 세부내용

외부감독․

평가시스템

․외부감독을 경영감독과 사업감독으로 구분함(공기업은 공공

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감독, 소관부처가 사업감독을 담당함)

․준정부기관에서는 소관부처가 경영감독과 사업감독을 모

두 담당함

내부견제․

균형장치

․내부감사시스템의 실효성,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조됨

․시장형 공기업은 비상임이사 중 한 명이 이사회 의장이

되고,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

임원인사시스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따라 임원 임명절차를 달리함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에 비해 소관부처와의 연계성이 높은

방향으로 임명절차를 개선함

자료: 공공기관연구센터(2016).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이해 1권: 개괄․정책

그리고 여러 형태의 공공기관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기관

간 특징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지배구조가

실행될 수 있다.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지배구조 설계는 해당 기관의 성

과 향상은 물론 책무성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박석희, 2010).

<표 2-3>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 설계의 방향

공공기관 유형 지배구조 설계의 방향

시장형 공기업
민간 기업 수준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되 기관 내부의 견제

시스템도 병행하여 강화함

준시장형 공기업
자율성을 확대하되 일부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외부감독

을 강화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관부처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운용 이해관계자의 적극 참여를 보장하는 지배구조

를 지향함

자료: 공공기관연구센터(2016).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이해 1권: 개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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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분류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도

포함된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을

의미하는데, 국책연구원, 국립대학교병원, 공기업의 자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공익적 성격을

띤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언급한 해당 유형에 맞는 구비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8년에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표 2-4>와 같이 공기업 35개(시장

형 15개, 준시장형 20개), 준정부기관 93개(기금관리형 16개, 위탁집행형

77개), 기타공공기관은 210개로 총 338개로 발표되었다(기획재정부,

2018).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정도와 공

공기관의 여건 변화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기관의 책무성 및 투명성

확보의 필요 정도에 따라 기관 분류를 변경하거나 필요시 신규 지정하기

도 하고, 지정 실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표 2-4>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① 공기업 30 35 35

▪시장형 14 14 15
▪준시장형 16 21 20

② 준정부기관 89 88 93
▪기금관리형 16 16 16
▪위탁집행형 73 72 77

③ 기타공공기관 202 207 210
계 321 330 338

자료: 기획재정부(2018).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8.1.31.

공공기관은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서, 공공조직으로서의 성격과 민간

조직적인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공적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적 성격이 상당히 드러나는 공기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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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성종만(2013)은 공공기관

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갖는 여러 가지 운영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능과 역

할로 본다. 즉, 정부조직에서 직접 수행이 어려운 업무에 대하여 다소 유

연한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정부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집행적인 성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주

로 정책의 수립과 결정된 업무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집행 중심의 업무

는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려

고 한다. 준정부기관의 위탁집행형 성격의 기관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의 역할은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

고, 공공재를 시장에 적절하게 공급하며, 이에 따라 재화의 부정적 외부

효과는 억제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성종

만, 2013; 김준기, 2014).

한편, 공공기관은 정부가 위탁한 업무에 대한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

어 민간기업들 보다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유인이 적고, 국민-정부-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지배구조 즉 주

인․대리인 문제로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공

기관 경영평가는 기관 간 경쟁을 통해 독점 체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

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공공기관의 분류도 경영평가 시에는 「공운법」이 구분하는 유형에 따

라 구분하지만, 준정부기관의 일부는 평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별

도의 평가유형 구분 기준이 적용되어 강소형 유형으로 구분된다. 강소형

은 각 기관의 사업 성격에 따라서 검사검증, 문화국민, 산업진흥 3가지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경영평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는 주무부처

에서 개별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공공기관 유형은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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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이론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조직관리의 정책･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조차도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성과

주의와 시장경쟁 원리가 도입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환경이 복잡해지고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조직성과를 최대로 높이기에 적합한 경영관리 제도와 환경을 찾

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다(Osterman, 1994; Pfeffer, 1994; MacDuffie,

1995).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기관이 조직관리 차원으로 도입하여 시행 중인 다

양한 성과 유인 정책이나 제도들은 조직구성원이 더욱 열심히 몰입하게

하는 동기, 즉 조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되어 결국 조직의 성과를 높여

줄 것이라는 보편적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다고 알려진 주요 근거이론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표적인 주인-대리인

(principal-agent theory)과 함께 Adams(1963)의 형평이론(equity

theory), Vroom(1964) 및 Porter & Lawler(1968)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등이 있다(하미승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

양한 이론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바탕을 근거로

구체적인 조직관리 특성이 실제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

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서 조직관리의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주인-대리인 이론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와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배경 중 하나는 주인-대

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이다. 이러한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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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대리인이 자기의 주인을 위해 대신 업무를 추진하지만, 주인-대리

인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서 주인이 자기 업무를 맡은 대리인이 업무에 적합

한 역량을 가졌는지 혹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우므로(권일웅, 2012), 결과적으로 사전적 기회주의로

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사후적 기회주의로서 도덕적 해이라는

두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권일웅, 2012; 김준기, 2014). 대리

인의 비도덕적인 기회주의적 행태를 줄이고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과 유인의 필수 요소이다. 주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적절히 통제

하는 수단으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에는 성과를 유인하는 각종 성과급 제도를 통해서 구성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인-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

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나가야 한다(한승주, 2010).

하지만, 주인-대리인 이론이 성과와 보상에 대한 강한 설명력을 제공하

고 있으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조직의 목적이 명확하고, 거버넌스

구조가 합리적이면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권일웅, 2012),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근거로 주

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공공

부문은 민간과 달리 복잡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5)가 존재하고, 공공기

관에 대한 주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불명확성을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공공성으로 대표되는 공공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조직 목표의 불명확성,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측정의 문제와 공정성

인식의 문제, 다른 대체동기의 존재 등을 이유로 주인-대리인 이론의 적

용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BinderKrantz & Christensen,

2012).

5)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국회)-정부, 정부-공공기관의 주인-복대리인 문제가

존재한다(김준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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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이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행동을 끌어내려면 동기의 유발이

필요하다. 동기란 이렇게 어떠한 행동을 끌어내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요

인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 동기부여 이론은 동기를 유발 요인

을 설명하는 내용이론과 동기 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으로 분

리할 수 있는데, 이 중 성과급의 효과와 관련된 이론은 과정이론에 해당

하는 Vroom 및 Porter & Lawler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이다.

Vroom(1964)은 종래의 내용이론이 동기의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기대이론을 제시하였다.

Vroom은 인간이 일에 있어서 노력의 수준을 결정하기 이전 주된 요인

을 먼저 고려한다고 주장한다. 즉, 보상이 개인적 욕구에 부합하는 가치

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경우(valence)와 노력의 행위가 높은 수

준의 성과와 직결될 경우(expectancy), 그리고 업무성과가 보상을 가져

올 수단에 해당될 경우(instrumentality)에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동기 결정의 3요인으로 보았다(하미승 외, 2004).

Lawler(1971)는 Vroom의 주장을 기초로 기대이론을 더욱 발전시켰으

며, 보수가 가치 있는 보상으로서 높은 성과를 내면 더 많은 보수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수단성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대이론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성과급과 승진 등 인사상의

이익 등은 조직이 조직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된

다. 조직은 구성원 스스로 역량을 강화시켜서 노력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업적이 높은 사람에게는 성과급, 승진 및

정규직화라는 인사상의 이익 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정한 보상을 줌으

로써 구성원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어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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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성이론

Adams(1963)는 공정성이론(equity theory)6)을 제시하면서 조직구성원

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7) 비율과 비슷한 직무나 지위에 있는 타인

의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과 비교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양자가 동일하다고 지각할 때 공정성을 느끼고 투입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게 되는 반면, 차이가 있다고 인지하면 그 불공정한 차이를 줄

이기 위해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즉, 본인의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

이 비교대상 보다 더 낮다고 인지할 때 보상을 증대시켜 줄 것을 요구하

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노력을 덜 하거나 근무시간의 단축 등을 통해

투입을 줄이게 된다. 반대로 본인의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이 비교대상

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투입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보다는 본인의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이 낮을 때 더욱 불공정성을 인지한다고 본다. 그

런 측면에서 성과급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은 가장 가시적 보상 중의 하

나이기 때문에 공정성 여부를 지각하기가 쉽다. 이처럼 공정성이론은 성

과의 크기에 따른 공정한 성과급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4) 사회적 교환이론

사회적 교환은 조직원이 조직이나 상급자와 같은 교환의 상대방에게서

특정 처우나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 미래에 언젠가는 이에 상응한 보답

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무 관계를 만드는 행위라 할 수 있다

(Gould-Williams & Davies, 2007). 즉, 조직 및 관리자에게 만족스러운

근무여건을 제공받거나 여러 혜택을 받은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 보다 좀

더 긍정적 직무행태를 보여줌으로써 조직이나 관리자에게서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조직원이 불공정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처

우를 받는다면 조직원은 부정적인 직무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이 받은

6) 공정성이론은 형평 이론이라고도 한다.
7) 업무 결과로 얻게 되는 보상으로 임금, 승진, 인정, 지위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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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다(Parzefall & Salin, 2010). 긍정적인 사회

적 교환은 조직과 조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조직에서 비정규

직의 정규직화 등 인사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양한 유연근무제 운영으

로 조직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근무환경을 누리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해 상

응한 보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5) 지대추구이론

지대추구(rent-seeking)란 현정택(2015)에 따르면 1967년에 Tullock에

의해 정립되고, 1974년에 Anne krueger가 이를 rent-seeking(지대추구행

위)이라고 지칭하면서 사용하게 된 말로 인위적으로 제한한 결과 기회비

용을 넘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대추구는 특정

집단들이 정부를 포획하여 자기들에게 독점이나 법적 특권을 부여하게

하려는 행위이다. 편익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특권 집단들에게로 상당한

부가 이전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들과 납세자들은 독점 가격의 효과

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뿐만 아니라 선택 축소와 품질 질 저하의 면에

서도 손해를 보게 된다. 지대추구로부터 얻는 잠재적 이득이 사실 상당

하므로 특정 집단들이 그것을 획득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은 물론 재원

을 쓰게 된다. 이렇게 지대추구로부터 주어진 혜택을 위해 지급하는 비

용이 지대추구 비용이다. 다시 말하면, 지대추구 비용이란 경제 주체들이

자기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획득하기 위하여 로비 등 비생산적인 활

동에 자원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낭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즉,

많은 똑똑한 사람들의 시간, 노력, 기술, 돈 및 기업가적 활동이 집단의

지대추구에 낭비되고 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조의 파업은 헌법이 보

장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근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파업이 아닌 너무

지나친 임금투쟁이나 정치적 파업을 통해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늘리려

하는 행위도 지대추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대추구이론으로 봤을

때 노조의 지나친 지대추구행위는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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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의 조직관리특성에 관한 이론

1) 조직관리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논의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원들이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함으로써 조직은 물론 개인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

하게 하는 조직의 철학이며, 이를 실현하는 제도이자 기법의 총체라고

한다(Ivancevich, 2003). 노동력을 단지 생산요소로 간주하여 효율적 활

용과 통제를 강조하던 인사관리는 1980년대에 인적자원의 개발 측면이

강조되면서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로 발전되었

다. 인적자원관리는 생산요소로 간주한 노동력에 대한 인식이 인적자원

으로 전환되면서 인사관리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어 확대된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조달하고, 유

지시키며, 개발‧활용하는 체계적 관리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어 인적자

원관리를 조직관리로 이해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17

년도 경영평가 편람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평가지표에 따르면 핵심업

무 추진을 위한 조직구조 및 인적자원관리,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에 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평가지표(비계

량)의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핵심 인적자원관리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것

은 ① 기관의 핵심 전략과 연계하여 단위조직의 역할·책임 및 인력을 적

정하게 배분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확대, 시간 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과 성과, ③ 여성관리자 확대,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위한 노력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 노력 등이다.

위의 평가지표에 의하면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는 기관 내의 임직원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와 전략에 따라

인력을 적정 배분하는 활동이 필요하고, 여성 인력이 남성 인력과의 경

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특히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경력이 단절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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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여성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임직원수란 조직에 주어진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의 정원관리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정해진 필요 인원으로서 조직

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산정된 인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

라서 조직의 목표와 운영 방향에 따라 인력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조직성

과가 높아질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수는 2013년 277,601명에서 2017년 323,238명으로 매

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연평균 3.9%의 증가율을 보인다. 공공

기관의 임직원수에는 비정규직과 용역직, 파견직 등 소속외 인력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만약 비정규직, 소속외 인력을 포함한 전체 직원으로 볼

때 공공기관 전체 직원은 2013년 388,124명에서 2017년 446,010명으로 연

평균 3.5%의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민간부문에서 성장이

급속히 둔화하고, 일자리가 점차 줄어 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확대 등 고용 증대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표2-5> 공공기관 직원(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임
직
원
수

정규직
262,190 266,556 272,693 283,677 295,704
(67.6) (66.0) (65.6) (66.3) (66.3)

무기계약직
15,411 18,866 22,141 23,522 27,534
(4.0) (4.7) (5.3) (5.5) (6.2)

소계
277,601 285,422 294,834 307,199 323,238
(71.6) (70.7) (70.9) (71.8) (72.5)

비정규직
44,234 43,854 42,210 36,973 33,504
(11.4) (10.9) (10.2) (8.6) (7.5)

소속외인력
66,289 74,852 78,815 83,534 89,269
(17.1) (18.5) (19.0) (19.5) (20.0)

합계
388,124 404,129 415,860 427,707 446,010
(100.0) (100.0) (100.0) (100.0) (100.0)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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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보편화되고 증가함에 따라 인적자원 관

리 측면에서 여성 인력관리에 대한 변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여성들이

증가하는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조

직 구성원이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조직에서 일

과 가정이 서로 양립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홍림･김미경, 2009). 조직 내 여성 구성원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남성 중심의 조직보다 유연성이 높고, 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

한 여성의 환경적응 능력․감성능력·친화력 등이 발휘되어 고성과를 내

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므로 조직 내 여성 구성원의 비율이 조직성과에 미

치는 인과 관계에 대한 연구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공공기관의 여성 현원이 2013년 71,016명에서 2017년 95,457명으로

매년 지속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증가율 7.7%에 달한다. 이는 정원

연평균 증가율 3.5%의 두 배를 능가하는 수치이다. 그 만큼 여성 구성원

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성 구성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 여

성 구성원의 비율과 조직성과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원인 규명을 통하

여 조직의 채용, 인사 등 인적자원 관리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2-6> 공공기관 여성 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71,016 75,719 80,181 87,079 95,457

공기업 14,016 14,544 15,286 16,376 18,745

 
시장형 7,192 7,701 8,212 8,750 9,442

준시장형 6,824 6,843 7,074 7,626 9,303

준정부기관 23,225 25,470 27,278 29,819 32,701

 
기금관리형 7,283 7,995 8,175 8,878 9,775

위탁집행형 15,942 17,475 19,103 20,941 22,926

기타공공기관 33,775 35,705 37,617 40,884 44,011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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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가 큰 쟁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단순히 특정 직군의 고용형태 변화로 볼

수 없으며 인적자원 관리의 변화가 조직성과 달성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해 필요가 있다.

먼저 비정규직(非正規職, irregular worker)이라는 개념은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직(正規職, regular

worker)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정책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 현

재 문재인 정부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정규직전환 기관이 민간위탁 기

관․시설까지 확대되었고, 전환대상 고용형태도 기간제뿐만 아니라 파

견․용역 직원까지 포함되었다.

<표2-7>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 비교

구 분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규직

전환정책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전환대상

기관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재단, 2단계)

민간위탁 기관․시설(3단계)
전환대상

고용형태
기간제

초단시간, 기간제, 파견․용역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원칙)

전

환

기

준

상시지속

판단기준

․연중 10～11개월 이상

․①과거 2년 이상 지속

②향후 2년 이상 예상(①+②)

․연중 9개월 이상

․① 삭제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

전환예외

사유

비정규직법기간제시행령 3조, 4조

․인적 속성 따른 사유

- 고령자 등 6개 사유

․업무, 직무 특성 사유

- 휴직, 파견업무대체자등 11개

비정규직법 기간제 시행령 대폭 축소

․인적 속성 따른 사유

- 60세 이상 고령자 등 2개 사유

․업무, 직무 특성 사유

-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등 5개

출처 :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설명자료」, 2017.7.2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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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첫 기관 방문지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공사 소속의 비정규직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의 정규직화를 언론에 밝혔

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 위원회도 설치하여 경제 정책의 우선 과제

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력한 노동 개혁을 약속했다. 이렇게 비정규

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공공

부문의 정규직전환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제로 정

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병폐로서 끊임없이 지적됐고,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노동자

의 장시간 근로 문제에 대하여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정

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정규직전환 정책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긍정성을

보이는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2-8>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실적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5,596 5,023 4,935 3,960 6,930

공기업 349 404 814 373 2,035

 
시장형 128 177 454 135 421

준시장형 221 227 360 238 1,614

준정부기관 1,809 2,131 1,980 1,800 2,245

 
기금관리형 347 305 79 392 342

위탁집행형 1,462 1,826 1,901 1,408 1,903

기타공공기관 3,538 2,488 2,141 1,787 2,650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서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도 중요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의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시간적 정형성과 공간적 정형성을 완화함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근무 형태다(진종순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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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가 확산하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지속해

서 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1980년

41.3%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여, 2016년에는 58.4%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주요 선진국인 일본, 미국,

영국 등 50% 내외로 높은 것에 비해 아직 21.9%로 낮은 편이다(정재우,

2017).

국내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2007년 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과 삶의 양

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부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의 시범 실시를 거친 후 2010년 8월부터 본격적

으로 중앙,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처음 시행하였고,

공공부문은 2012월 1월 처음으로 실시 권고되어 이후 본격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유연성과 장시간 근로 문화는 여성들의 일과 가

정생활 양립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한영선ㆍ

정영금, 2014),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근무 형태의 유연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성과중심의 근무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근무방식을 탈피

하여 개인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근무방식을 형태로 유연성을 부

여하는 것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진종순 외,

2010). 공공기관의 2017년 기준, 99,443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였다.

<표2-9>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28,107 37,481 49,490 68,586 99,443
공기업 9,847 13,833 19,766 29,786 43,218

 
시장형 7,187 8,717 10,698 19,295 24,338
준시장형 2,660 5,116 9,068 10,491 18,880

준정부기관 8,963 12,240 16,032 20,649 29,755

 
기금관리형 3,323 4,655 6,915 7,459 9,422
위탁집행형 5,640 7,585 9,117 13,190 20,333

기타공공기관 9,297 11,408 13,692 18,151 26,470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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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관리와 보수 및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

보수는 근로자의 거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보수를 받아 가족을 부양하

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 민간을 막론하고

근로자에게 최대 관심사는 보수(compensation)이다. 보수는 조직구성원

이 근로 수익 외에 별도의 수익이 없는 경우 사회생활 영위에 필요한 기

본적인 수입이 되며, 이에 따라 자존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Bohlander et al., 2001; 유은철․유홍림,

2014, 재인용). 이처럼 보수는 조직원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측면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기에 조직관리 측면에 있어 핵심적 고려사항이다.

공공기관의 보수는 2017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보수는 6,70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표2-10>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63,001 63,554 64,912 66,064 67,067

공기업 72,923 72,318 75,164 78,862 78,511

 
시장형 75,786 75,019 76,700 81,364 81,924

준시장형 70,776 70,293 74,011 76,986 75,952

준정부기관 62,964 62,945 64,938 65,515 65,921

 
기금관리형 70,303 70,346 73,344 75,188 75,505

위탁집행형 61,333 61,366 63,192 63,580 64,028

기타공공기관 61,370 62,385 63,285 64,315 65,798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시장형 공기업이 1인당 평균 8,192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1인당 평균 6,403만 원으로 가

장 낮았다. 공공기관 직원 1인당 평균보수는 2013년 대비 2017년에 407

만 원이 증가하여 2013~2017년간 연평균 1.6% 증가율을 보였으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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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공기업이 연평균 2.0% 증가율로 가장 높았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

관이 연평균 1.1%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대부분 사업장에서

연공서열형 속인적 특징의 임금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공

급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인상을 제외하고는 기본

적으로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조직구성원이 입사 후

근속기간이 쌓이면 업무의 기술․지식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업무에 대

한 책임과 권한이 커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형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과도한 부채 규모 및 생산

성 저하 등 공공기관 개혁 차원의 하나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8)를 권

고․확대하려 했으나,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없이 정부의 일방적 추진

으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였고, 마침 국정 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

탄핵 되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정책은 폐지되었다. 현재 일부 공공기

관에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도 차등 폭이 크지 않고 매년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연공급과 다르지 않다.

공공기관의 보수에는 기본적인 연봉 외에도 공운법 제48조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기타성과급이 포함된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

하는 성과급제도는 조직성과에 따른 보상을 차등화해 조직의 활력을 높

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성과급을 조직원 간의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하거나, 또는 보수에서 성과

급이 비중이 크지 않으면 업무 유인책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할 수

도 있다. 또한, 성과급 제도는 조직 내 불필요한 경쟁과 이기심을 일으키

게 하여 오히려 조직성과보다는 이를 저해하는 때도 있다(유은철 외,

2014). 따라서 조직의 성과관리 기법의 하나인 성과급제도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8)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차기년도 보수를 연 단위로 결정하고 차등

지급하는 임금제도로서 조직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로

작용한다(권순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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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2016-2017

년도의 기타성과급은 전체 118개 기관 중 평균이 928만 원이고, 최소가

0만 원, 최대가 2,618만 원이었다. 이 기간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액은

전체 118개 기관 중 평균이 258만 원이고, 최소가 –57만 원9), 최대가

1,315만 원이었다.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타성과급이 경

평성과급 보다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나눠먹기식으로 볼 수 있는 기타성

과급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는데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표2-1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현황(2016-2017)

(단위: 천원)

연도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2016　

공
기
업

시장형 10 6,635 4,384 979 13,157

준시장형 20 7,167 3,238 1,511 13,022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 2,040 609 1,162 3,086

위탁집행형 36 1,606 867 0 3,647

강소형 39 1,350 792 0 4,280

2017　
　

공
기
업

시장형 10 5,261 2,900 903 9,350

준시장형 20 5,338 2,858 0 9,678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 1,212 722 0 2,357

위탁집행형 36 1,274 730 -578 3,428

강소형 39 1,062 769 0 4,329

9)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시 관련 오류로 인해 패널티가 적용되어 과지급

된 성과급을 반납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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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2> 공공기관 기타 성과급 지급현황(2016-2017)

(단위: 천원)

연도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2016　

공
기
업

시장형 10 8,955 2,708 3,733 12,049

준시장형 20 12,825 3,145 5,228 18,622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 8,618 5,542 3,149 23,615

위탁집행형 36 6,832 4,536 436 20,017

강소형 39 8,936 5,886 0 24,398

2017　
　

공
기
업

시장형 10 10,037 2,105 5,018 12,126

준시장형 20 13,236 3,380 5,876 19,396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 9,522 5,819 3,192 24,443

위탁집행형 36 7,334 4,820 464 21,902

강소형 39 9,921 5,502 2,253 26,188

3) 조직관리와 노사관리에 대한 논의

노사관계란 임금을 벌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업체를 소유·운영·대표하는 사용자가 맺는 고용계약을 매개로 한 사회

적 상호관계를 말한다. 노사관계에서 ‘노’와 ‘사’ 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항상 같이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노사관계에는 일반적으로 노동자

대표기구(예를 들면, 노동조합)와 사업주·경영진 간에 맺어지는 집단적

노사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임금(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기업주)

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노사가 함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고용된 노동자는 어떤 경우에는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은 급여와 혜택을 받고 싶어 한다. 반면, 타인을 고

용한 사용자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자신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오도록

효율적으로 일을 시켜 많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려고 한다. 양측이 상반



- 30 -

된 목적과 태도를 지닌 당사자들이 만나서 상품(재화와 서비스)을 생산

하므로 긴장과 갈등이 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자본

주의 시장경제에서 두 당사자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므

로 공동의 목적을 갖고 때로 상호 양보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래서 노사관계는 협력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대립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사관리는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조직관리에 있어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2017년도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편람의 노사관계 평가지표에 따르면

노사관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평가지표(비계량)의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핵심 노사관리 항목으

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등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실천되는지 여부 ② 적법한 노사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노사협력이 실현

됨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창출 ③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노력과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 성과, ④ 합리적 단체 협약 체결 및 노

사 협의 체계의 실질적 운영 여부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

과 성과 등이다.

위의 평가지표에 의하면 노사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는 노사 간의

의사소통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복수 노조

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특정 사안별 노-노 갈등뿐만 아니라 복수노조와

사측과의 협상도 힘들어져서 결과적으로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어려

울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에 대해 갖는 대응전략

중에는 배제전략(exclusion strategy)이 있다. 이는 조직 내의 정규직이

증가하는 비정규직으로 인해 자신들의 근로조건 위험 및 고용안정에 위

험을 느낄 수 있어서 비정규직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전략적

행태를 말한다(Heery & Abbot, 2000; Cervino, 1999). 그런데 이러한 행

태는 노-노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결국에는 사측의 노사

관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2017년도 기준 <표2-13> 공공기관의 노조 현황에 따르면 연구대상 전

체 109개 기관 중 노조가 없는 기관이 5개(4.6%), 단일 노조가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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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이며, 2개 이상의 복수노조가 38개(34.9%)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의 특성상 복수 노조가 많으므로 노조의 수에 따라 노-사 간의 또는 노

-노 간의 갈등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실제 노조의 수는 공공기

관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할 필요가 있

다.

<표2-13> 공공기관 노조 현황(2017년 기준)

(단위: 개)
노조수

기관유형 0 1 2 3 4 계

공기업
시장형 - 4 3 1 2 10

준시장형 - 12 4 2 2 20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 9 2 1 1 13

위탁집행형 2 17 13 1 1 34

강소형 3 24 5 0 0 32

계 5 66 27 5 6 109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 연구대상 총 109개 기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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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이론

조직은 궁극적으로 높은 성과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나 기업이

시도하는 조직 개혁이나 다방면의 혁신 노력은 결국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활동들이다(김근세·이경호, 2005). 그런데 조직의 성과는 조직을 분

석하는 당대 연구자들의 주류적 관점 혹은 조직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관

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구성 개념(socially constructed)이기 때문에 조직

성과가 무엇인지 보편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정무권, 2010; Brewer

& Selden, 2000; Campbell, 1977). 더욱 공공조직의 경우 ‘공익’이라는 목

표의 모호성 때문에 성과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Boyne

& Walker, 2003; 전영한, 2004).

1960년대 공공조직의 성과는 관리주의의 영향으로 능률성에 초점을 맞

추었다.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신행정학자들이 민주적 가치로써 형

평성을(Frederickson, 1991), 1982년의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에서는 민주적 책임성을 강조하기도 했으나(Wamsely &

Wolf, 1996), 1980년대 이후 공공조직의 개혁방안으로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이 등장하면서 결과 중심의 효율성이 공공조

직을 평가하는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이 본질적 의미의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조직성과의 복잡성

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성과관리주의의 역설(paradoxes of

performance management)’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늘면서(Radin, 2006;

Hood & Peters, 2004), 공공조직의 성과에 공적 가치들이 반영되어야 한

다는 견해가 퍼지기도 했다.

공공조직의 성과에 관한 주장은 이러한 부침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와서는 Boyne(2003)이 제시한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외에도, 대응성(responsiveness), 공정성(fairness)등 다양

한 가치 기준에서 정의되고 있다(Brewer & Seldon, 2000; Rainey &

Steinbauer, 1999).

조직성과 개념의 여러 가지 개념의 다차원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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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조직성과에 대한 평가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정무권,

2010). 공공기관에 관한 연구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나 경영성과에 주목한 연구가 많았다(김다경·엄태호, 2014; 유승원,

2013; 원구환, 2008). 그러나 공공기관은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 설립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단순히 재무적 성과나 경영성과에

제한하여 측정하기보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가치 기준을 반

영한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공공성 등 다양한 가치 기준

을 반영한 평가로 볼 수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등급)를 조직의

성과로 측정한다. 경영평가는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리더십․책임경영, 경

효율 및 주요사업의 3개 범주에 대한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지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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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직관리 특성과 조직성과 관계에 대한 논의

1.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

조직 내 인력 규모 등을 포함한 조직구조 특성 요인들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상당히 다양하다(최홍석·김재훈·정재진,

2008; 윤수재·이혜승, 2009; 박용성·남형우, 2010; 유호정·박정수, 2011; 유

미년, 2012; 유은철·유홍림, 2014; 안숙찬, 2014; 박정수·장희란, 2015).

여러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으로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관장 리더십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이종수, 2004; 최홍석·김재훈·정

재진, 2008; 유은철·유홍림, 2014; 안숙찬, 2014; 장희란·박정수, 2015; 이

상학, 2016),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적자원 관리 등 조직의 구조적

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실증분석하게 된다.

조직 규모와 조직성과 간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조직 규모와

인력이 증가할수록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조

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동시 존재한다. 최홍석·

김재훈·정재진(2008)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출액, 직원규모

(직원수), 자체 재원액 등 구조적 특성의 변수가 경영평가 결과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직원 수가 1명 증가할수록 경영평가

결과 수준은 0.041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희란․박정수(2015)

는 총자산, 매출액, 정원으로 구성된 조직 규모 변수 중 총자산은 경영평

가 총득점, 계량·비계량득점(률)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

으나, 정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유은철·유홍림(2014)은 정원대비 현원비율, 직원의 평균보수, 임직원

수, 기관장 출신배경 등의 조직관리 특성 요인들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원대비 현원비율, 여성 직원의 비율 및 직원의 평

균보수액 대비 성과상여금 비율 등은 경영실적 평가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숙찬(2014)은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공공

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관에 대하여 종합평가 결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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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력 및 기초총자산 등 기관의 규모가 크고, 기관장의 재직연수가 오

래될수록 경영평가 점수가 높았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으로 조직구성원의 근무효율

및 생산성 향상, 직무수행 성과 향상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김원석,

1995), 유연근무제도를 가족 친화적 고용 및 노동 정책의 하나로 수용한

다면 근무 형태와 성과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김경

희 등, 2008). 해외연구 중에서도 유연근무제는 업무시간에 유연성을 부

여할 경우 업무성과와 조직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고(Carlson et al,

2010), 근로자들이 동기 유발이 되어 생산성과 업무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Reiley, 2001).

황순옥·한상일(2013)은 춘천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연

근무제도가 조직의 업무성과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실증하였다. 민

경률･박성민(2013)은 미국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하여 유

연근무제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연근무

제가 구성원의 만족도를 포함한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조직에

서 중시되는 가치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음을 입증하였다.

Clifton & Shepard(2004)는 포춘지 500대 기업에서 유연근무제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률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재무성과가 개선됨

을 실증하였다.

안숙찬(2014)은 경영평가 중 인적자원관리 등이 포함된 경영효율 부분

이 기관의 경영평가 종합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공공기

관들이 경영평가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를 포함

한 경영효율 부문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분석

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조직 인적

자원관리 부문의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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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및 성과관리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

조직에서 성과에 따른 보수는 구성원의 업무 실적 등의 성과를 평가하

여 그에 맞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Milkovich & Newman,

2005). 우리나라 성과 보상제도는 보통 성과에 따라 임금인상을 하는 임

금체계이다. 이러한 성과주의 보상제도는 조직의 인사시스템과 연계되어

평가, 임금, 승진과 같은 형태로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사용된

다. 특히, 연구자들은 성과주의 보상제도가 조직구성원에게 인센티브 효

과(incentive effects)와 분류 효과(sorting effects)라는 두 가지 형태로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Gerhart & Milkovich,

1992; Gerhart & Fang, 2014; Gerhart & Rynes, 2003).

인센티브 효과는 성과주의 보상제도가 조직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여

성과를 향상하는 긍정적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등

으로 설명할 수 있다. Lawler(1971)는 조직구성원들의 노력 수준을 높이

면 과업성과가 올라가고, 높은 과업성과가 긍정적인 보상으로 연결되어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직무 노력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의 동기가 유발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Adams(1963)의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조직구성

원들은 자신의 투입량과 산출량을 타인과 비교하여 조직의 공정성을 인

식하게 된다. 자신과 타인이 같은 투입량일 때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면

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공급제에서는 개인의 성

과가 보다는 연공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개

인성과 위주의 보상제도가 직무 노력과 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조직구성

원이 공정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직무 노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연계한 평가와 승진, 성과급 등 보상절차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장은미,

2003).

한편, 분류 효과는 ASA(attraction-selection-attrition)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의 목표와 유사한 목표를 가진 조직 또는 자신

의 목표 달성을 가능케 하는 조직에 유인되고 선발된다고 한다.



- 37 -

Belogolovsky & Bamberger(2014)는 신호 이론(signaling theory)에 따라

성과에 따른 보상제도는 고성과자가 높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신호로

서 작용하여 외부 고성과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즉, 성과

보상 제도가 조직의 어떤 과업이 우선순위가 있는지에 대한 신호 장치로

서 작동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 할 뿐 아니라 성과에 상

응한 보상을 기대하는 구성원들에게는 조직에 잔류하게 하는 기저로 작

용하게 되는 분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유류․이금희(2016)는 중국의 국유기업과 사유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공정성 인식이 낮을 때 내재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조직 유효성

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국유기업은 핵심인재에 대

한 금전적 보상을 늘려 이들의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연앙․최장호(2008)는 성과급 임금제도를 도입한 조직구성원들의 직

무 만족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Godard(2004)는 고성과 패러다임의 성과주의 보상제도는 구성원의 소속

감, 직무 만족 등의 사회적․심리적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밝혔다.

Kim, Mone & Kim (2008)의 연구에서는 성과급 지각은 임금 만족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성원들이 성과급에 대한 낮은

지각을 가질 때 임금 만족에 부정적 관계가 크게 나타났다. 배준영․이

강표(2014)의 연구에서는 집단성과급 수준은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개인성과급은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사관리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

노동조합과 기업이익의 관계 연구에 따르면 기업에 있어 노동조합은 대

체로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Karier, 1985; Voos &

Mishel, 1986; Addision & Hirsch, 1989).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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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조 기업이 무노조 기업에 비해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는데,

Hirsch(1991)는 연구에서 무노조 기업 수익이 유노조 기업에 비해 10%

∼15%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은

무노조인 조건에서 가장 높을 것이며 노조가 있는 경우 소수 노조 기업

의 이익이 다수 노조 기업보다 더 높을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이 기업 생산성 효과에 미치는 결과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Brown and Medoff(1978)은 노동조합의 의사 대변의 기능이 노조

의 독점적 영향력보다 강하다면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나타나리라

예측하였다. 노동조합의 존재가 기업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에 관한 실증 연구 중에도 긍정적인 연구(Allen, 1986; Brown &

Medoff, 1978)와 부정적인 연구(Bemmels, 1987)가 혼재되어 있다.

Addision and Hirsch(1989)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노동조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산

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장한다. 그리고 노조와 무노조 간의 임금 격

차가 큰 산업이나 외부로부터 경쟁압력이 심한 산업일수록 노동조합이

생산성 효과에 긍정적이나, 공공부문과 같이 비경쟁적인 산업에서는 노

동조합의 생산성 효과가 부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조의 수에 따라 독점적이고, 비경쟁적인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 39 -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purpose)은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특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주요 비계량

항목 중에서 조직관리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을 독립변수로 설정

하였는데, 이는 ①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 조직규모(임직원수), 여성현

원 비율,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전환비율, 유연근무제활용 비율, ② 보수

및 성과관리 : 직원 평균보수액, 직원 경평성과급액 및 기타성과급액, 기

관장 연봉액, 기관장 경평성과급액, ③ 노사관리 : 노조의 수이며, 모두

독립변수에 대한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

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통해 파악한 것이다.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공공기관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공공기관

의 조직성과로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경영평가 결과(등급)를 기반으로

실증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는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 유형, 평가연도 및 자산규모를 설정하였다. 이

를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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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독

립

변

수

종속변수

①임직원수

②여성현원비율

③비정규직비율

④정규직전환비율

⑤유연근무제활용비율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조직성과

(경영평가

등급)

⑥직원평균보수액

⑦기관장 연봉액

⑧직원경평성과급액

⑨직원기타성과급액

⑩기관장경평성과급액

보수

및

성과

관리

노사

관리
⑪ 노조의 수

통제변수

(기관 유형, 평가연도, 자산규모, 부채비율)

2. 연구가설

연구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관리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경영평

가결과(등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조직성과를 고려하는 경우의 가설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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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임직원수, 여성직원 비율,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전환 비율을 선정하였다.

임직원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공공기관에 임직원수가 많다는

것이 단순히 직원의 숫자가 아니라 정책･사업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규모로 볼 수 있는 임직원수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선행연구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권민정･윤

성식(1999)은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인원 규모가 경영평가의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인력 규모가 큰 기관은 경영평가 전담조

직이 있어 잘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강제상･류상원(2007)은 정

부산하기관의 임직원수와 경영평가 결과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장석오(2007)와 김종희(2007)는 지방

공기업은 정원, 현원 등 조직 규모와 평가결과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

은 것으로 분석하였고, 남형우(2011) 또한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수는 평

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은철․유홍림(2014)은 공

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관리 특성 중 임직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임직원의 현원 비율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특성 중 임직원수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지는 일관적이지 않아 추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가설1> 기관의 임직원 수는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성현원 비율을 선정한 사유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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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제도가 좋은 공공기관이 고학력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장으로서

자리매김함에 따라 여성현원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어, 이에

점차 늘어나는 여성 인력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 위주의 조직사회에 여성인력 확대는 조직의 개방성

과 유연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특히 Gardiner and Tiggemann(1999)의

연구 맥락에 따르면 직장 내 같은 여성의 리더십에게도 더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Elsesser et al.(2011)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이

주위 동료를 잘 돕고 보살피며, 매력적이고 이해심도 많아 인정을 베풀

기도 하고, 타인의 말에 잘 귀 기울이는 특성(supportive, nurturing,

personable, understanding, empathetic, better listeners)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여성은 남성과 달리 민감한 사회성과 서비스 지향

적 특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기관의 여성현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 등도 일부 작용할 수 있겠으나, 여성 인력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조직관리의 유연성도 높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은철․유홍림(2014)의 연구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의 조직관리 특성 중 여성현원이 많을수록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결과로

분석되진 않았다. 이에 공공기관에서 여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유연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작용하리라는 추론이 가능하

겠지만, 다년도의 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설2> 여성현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평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비정규직 비율을 선정한 사유는 기업이 경쟁우위 요소로써 가질 수 있

는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성(flexibility), 기민성(agility) 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규직을 감축하는 것과 동시에 보다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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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인력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증가시켜 왔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증가는 정규직과의 차별, 고용불안과 같은 문제점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노사갈등은 물론, 노노갈등을 초

래하여 조직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호혜적 의무감에 따라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회교환이론에 따라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교하여 안정적 고

용을 보장받고 있지 않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취약하다면 조직에 대한

의무감이나 공헌 의욕이 낮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비정규직이 정규

직과 비교하면 직무 및 조직에 대한 태도에서 더 부정적이라는 유의미한

여러 실증 연구들이 있었다(이덕로･김찬중, 2005; 김태형･권중생･김정원,

2006; 문영만, 2014). 따라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을수록 조직의 성과가

낮을 것이라는 추론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3>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평가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비율을 선정한 사유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은 조직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은미(2002), 정인수(1997)의 연구에서도 장기고용, 처

우 개선, 경력개발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에 그에 따른 조직몰입, 서비스 지향성 및 직무 만족 등 조

직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권희(2008)는 통

신 및 은행 산업 부문에서 정규직전환 인력이 비정규직 인력보다 조직

효과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에

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가 급부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첫 방문지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공사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천명했고,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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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가 거의 없어 실제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정규직전환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평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유연근무제 이용비율을 선정한 사유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여

성이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으로 직장과 가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과 가정의 양립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개인과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이병훈

ㆍ김종성, 2009).

이런 측면에서 유연근무제가 일정한 시간, 형태, 장소 등 정형화된 근무

형태에서 개인에 맞는 맞춤형 근무방식으로 변화하고 유연성을 부여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게 된다(진종순 외, 2010). 정상호(2016)는 공기업을 대

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과 공기업의 경영성과 간에는 일부 유의한 결과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정부기관에도 유

연근무제를 적극 도입･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유연근무제 이용비율이 높을수록 경영평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보수 및 성과관리 ]

보수 및 성과관리 부문에서는 직원평균보수액, 기관장 연봉액, 직원경평

성과급액, 직원기타성과급액, 기관장 경평성과급액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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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보수(임금)는 민간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니나,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 또는 준정부기관 내에서도 기관 간 보수의 편차가 상당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수의 차이가 기관 성과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평균보수액을 독립

변수로 선정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모든 기관의 보수가 공개되어 있다. 보수의 차이에 따라 구성원의 자부

심,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지속적인 높은 급여는 장기적

으로 동기부여(long-lasting motivation)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보수가 높은 조직일지라도 항상 높은 수준의 성과를 유지

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Berman 등, 2010, 유은

철․유홍림, 2014; 재인용).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수의 수준이 높은 공공

기관의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직무 태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6> 직원 평균보수액은 경영평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은 경영실적이나 개인적 역량 수준에 따른 경영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주무부처 이해관계나 정치적 요인 등에 의

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이명석, 2001).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장

은 최고경영자이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론 주도자로서의 역할이 강하

기 때문에 연봉액 규모만으로 리더의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은 기획재정부의 임원 보수 지침에 따라 상

한이 결정되게 되는데, 매년 정무직 공무원 중 차관의 연봉과 연계해 정

해진다. 물론 예외 규정으로 직원이 2만 명 이상이면서 자산규모가 50조

원 이상인 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은 해당 연도 차관의 연봉보다 10%까지

높게 정할 수도 있다. 또한, 금융형 준정부기관장의 연봉도 해당 연도 차

관 연봉보다 50%까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기타공공

기관은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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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관장의 연봉 규모가 달라지는데, 사

회적 교환이론 등에 따라 다른 기관장과 비교하여 자신이 높게 받은 연

봉 규모에 대한 자긍심, 보답심리 등이 작용하여 기관 위상 및 인지도

제고 등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7> 기관장의 연봉액은 경영평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직원의 경평성과급액을 선정한 사유는 성과급이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 기회주의적 행태

를 줄이고 불확실성을 적절히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론

에 대한 실증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성과급 제도는 기대이론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해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성과 기

여도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보수의 형평성 구현에도 이바

지하게 한다(이희태, 2004). 유은철․유홍림(2014)의 연구에서는 직원의

평균보수액 대비 성과상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평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평성과급은 경영평

가결과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경영평가 수감과정에 직원들이 평

가 준비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의 동

기부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론에 근거하여 성과급액이 높을수록 성과지향형 보수

체계가 되고 이는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세워 실증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한다.

<가설8> 직원의 경평성과급액이 높을수록 경영평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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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보통 두 가지의 성과급 체계를 가지

고 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기관 자체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기타성과급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시행과 이에 따른 경평성과급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의 성과급과의

통합 과정에서 경평성과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상여금을 기타성과급

이라는 명목으로 정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타성과급은 경평성과

급과 비교하여 볼 때 성과급 규모도 크고, 기관 내부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강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

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고성과에 따라 높은 성과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

니나, 성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타성과급이 조직성과에 얼마나 영

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9> 직원의 기타성과급액이 높을수록 경영평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장의 경평성과급액을 선정한 사유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성과급제

도의 효과에 대해 여러 가지 상반된 다양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갈수록 성과 기반의 임금체계에 따른 성과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임명으로 볼 수 있는 기관장은 직원보다 금전적인 중

요도는 낮을 수 있다. 하지만 기관장으로서 대외적 평가나 재임 등에 미

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직원보다 더 큰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경평성과급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0> 기관장의 경평성과급액이 높을수록 경영평가결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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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리 ]

노사관리 영역에서는 노조의 수를 선정하였다.

기관의 노조의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노조의 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복수노조면 기관 내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런 측면

에서, 관계 규정의 1사 1교섭 원칙에 의거 교섭 당사자에서 제외된 소수

노조는 불만이 고조될 수 있고, 결국에는 노-노 갈등의 문제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기관 내에 노조 수가 증가하여 노동운동이

너무 활발하게 되면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요구와는 상관없는 과도한 요

구들이 지나치게 쏟아지게 될 수도 있어서 노조의 수는 조직성과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11> 노조의 수는 경영평가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정리하면, <표 3-1>

과 같다.

<표 3-1> 가설 내용

영 역 가설 내용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H1. 기관의 임직원 수는 경영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평가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이높을수록경영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칠것이다.

H5. 유연근무제 이용비율이 높을수록 경영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수 및

성과관리

H6. 직원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경영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기관장의 연봉액은 경영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직원의경평성과급액이높을수록경영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칠것이다.

H9. 직원의기타성과급액이높을수록경영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칠것이다.

H10. 기관장의경평성과급액이높을수록경영평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칠것이다.

노사관리 H11. 노조의 수는 경영평가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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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절에서는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보수 및 성과관리, 노

사관리 등 조직관리 특성이 조직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되는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등을 정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직관리

특성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10) 자료이다.

1. 종속변수

이석원(2005)은 경영평가제도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객관적으

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인센티브와 경고, 해임건

의 등의 제재수단과 연계시켜 주인-대리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

면서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을 확보하려는 통제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성과측정 시스템” 이라고 하였다. 즉, 사전적 기능으로서 경영지침

의 역할도 하나, 사후적 기능으로 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에 대한 성

과감사의 특성을 가지는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이상

철, 2007). 비록, 경영 평가점수가 조직의 성과를 완벽하게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측정지표에 비해 기관의 성과에 대해 전체적이고 객관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나바다, 2010).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측정을 위한 변수로써 경영평가 등급을

사용하며, 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의 4개년간의 기관별 평가결과를 사

용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10)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계량정보를 분석한 이유는 ① 기관별 특

성과 현황을 나타내는 객관적 데이터이며, ② 동일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 기관별

공통점과 차이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인 동시에, ③ 인적자원관리, 성과관리 등

조직관리와 관련된 핵심 특징들을 용이하게 도출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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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영평가의 종합 결과이며 6단계(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

-E등급)로 구분한다. 평가지표의 세부적인 내용과 기관별 점수는 경영실

적평가 편람과 알리오(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수집

하여 활용하였다. 2014-2017년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별 기관 수는

<표 3-2>과 같다.

<표 3-2> 2014-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분포

구 분 연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기금
관리형

2014 16 - 1 8 4 3 -

2015 16 - 3 9 4 - -

2016 16 - 3 9 4 - -

2017 16 - 1 7 5 3 -

위탁
집행형

2014 30 - - 12 13 3 2

2015 30 - 3 14 10 1 2

2016 30 - 2 18 7 3 0

2017 30 - 7 12 9 1 1

강소형

2014 32 - 1 13 14 2 2

2015 32 - 2 17 9 3 1

2016 32 - 4 14 10 2 2

2017 32 - 3 12 15 2 -

2. 독립변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의 ① ln11)임직원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

함한 임직원수(명), ② 여성현원비율은 여성 직원 현원/임직원수*100(%),

11) 통계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큰 편차를 보인 지표들은 자연로그값으로 변경하

여 분석하였다. 로그치환법은 척도의 이분산 문제를 줄일 수 있고 회귀분석의 등분

산 가정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주는 장점이 있다. 이에 임직원수, 직원평균보수액,

기관장연봉액, 직원경평성과급액, 직원기타성과급액 및 기관장경평성과급액을 로그

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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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ln비정규직비율은 ln비정규직 인원/ln임직원수*100(%), ④ 정규직전환

비율은 비정규직과 용역, 파견 등 소속외 직원의 정규직 전환인원/(비정

규직인원 + 소속외 직원)*100(%), ⑤ 유연근무제활용비율은 유연근무제

이용인원/임직원수*100(%)로 정의한다.

보수 및 성과관리부문의 ⑥ 직원평균보수액은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천원), ⑦ ln기관장연봉액은 ln기관장연봉액(천원), ⑧ ln직원경평성과급

액은 ln직원의 평균경영평가성과급액(천원), ⑨ ln직원기타성과급액은 ln

직원 평균기타성과급액(천원), ⑩ ln기관장경평성과급액은 ln기관장 경

평성과급액(천원)로 측정한다. 노사관리영역은 ⑪ 노조의 수는 기관별

노조의 수(개)를 설정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 있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통제변수를 적절히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남형우

(2012)는 공기업의 자산규모가 조직성과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로 여겨지는 ln자산

규모, 부채비율이 경영실적 평가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하여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준정부기관은 평가 유형

별로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중소형으로 나눌 수 있고, 공공기관 유형

별로 가지는 특성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특성이 기관 성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평가유형을 통제변수로 고려하

였다. 또한, 평가연도에 따라 특정 시점에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평가연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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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변수의 측정

구분 변 수 조 작 적 정 의

종속

변수

조직

성과
경영평가결과등급

E등급(=1), D등급(=2), C등급(=3), B등급

(=4), A등급(=5)

독립

변수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임직원수 ln(종업원수)

여성현원비율 여성현원 ÷ 임직원수 × 100

비정규직비율 ln비정규직 인원 ÷ ln임직원수 × 100

정규직전환비율
정규직전환인원(비정규직, 소속외직원)÷대상

인원(비정규직, 파견‧용역 등 소속외)×100

유연근무제 활용비율 유연근무제 이용직원 ÷ 임직원수 × 100

보수

및

성과

관리

직원평균보수액 ln(직원 평균보수액)

기관장 연봉액 ln(기관장 평균연봉액)

직원경평성과급액 ln(직원 평균경영평가성과급액)

직원기타성과급액 ln(직원 평균기타성과급액)

기관장경평성과급액 ln(기관장 평균경영평가성과급액)

노사

관리
노조의 수 노조의 수

통제

변수

기관 유형
공기업(기금관리형=0, 위탁집행형=1, 강소형

=2)

평가 연도 2014년=0, 2015년=1, 2016년=2, 2017년=3

자산 규모 ln(기관자산액(천원))

부채 비율 부채/자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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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대상으로 선발한 국내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78개

기관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년간의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우

선적으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는 공공기관 알

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시자료와 기

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자료를 수

집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로 활용할 조직성과(경영평가 결과 등급)를 활용하기 위

해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TATA/IC 14.2를 통해 기초통

계량 분석, 상관분석 및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총

4년에 걸친 평가 중 일부 관찰점이 없는 기관은 패널데이터에서 제외하

여 데이터가 균형패널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균형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행되었다.

먼저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선형관계의 방향과 크

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보통 변수 간의 인과관계 분석 이전에 실시한

다. 독립변수의 값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도

의 차이는 나겠지만 일부 독립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런 선형관계의 크기가 상당히 큰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발생시켜 회

귀계수 추정치의 정밀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패널데이터 분석에 앞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각 독립변수 간의 관계 강도를 분석하려고

한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최소 –1에서 최대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에 대한 상관계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두 변수 간의 강한 선형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관계수가 0보다 크면 두 변수는 정(+)의

선형관계를 나타내고, 0보다 작으면 부(-)의 선형관계를 가지는데 0인

경우 선형관계가 없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은 패널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패널 자



- 54 -

료는 여러 자료에 대해 여러 기간 동안 분석해,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의 특성을 모두 갖춘 자료를 말한다. 횡단면데이터와 패널데이터 분

석을 비교했을 때 패널데이터 분석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횡단면데이터는 각 변수 간 정적인 관계 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이와 다르게 패널데이터는 여러 시점에 걸쳐 특정 변수가 반복적으로 관

찰되기 때문에 변수 간의 동적인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개체

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이 생략이나 누락 되어

생길 수 있는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통제할 수 있다. 또한, 패널

데이터는 정보량이 많아서 변수의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의 형태를 보이고,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패널데이터 분석은 미관찰되는 개체특성 효과를 고려하는 분석 기법으

로 민인식․최필선(2012)과 이희연․노승철(2012)에 따르면 개체특성이

포함된 오차항의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 모델(fixed effect model)과 확률

효과 모델(random effect model)으로 나날 수 있으며, 각 모형의 주요

특징과 검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정효과 모델은 관찰되지 않은 개체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개체특성

효과를 확률변수가 아닌 추정해야 할 모수로 포함하여 통제하는 모형이

다. 이는 F-검정을 통해 합동(pooled) OLS 모델과 고정효과 모델 사이

에 개체특성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하게 된다. 이러한 F-검정 결과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패널데이터가 개체특성 효과

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정효과나 확률효과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면 패널데이터가

개체특성 효과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합동(pooled) OLS 모델을 사

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F-검정에 따라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을 경우 고정효과 모델과 확

률효과 모델 중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확률효과 모델은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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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개체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으로, 하우즈만

(Hausman)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 모델과 확률효과 모델의 추정된 회귀

계수의 차이를 검정하게 된다. 이런 두 회귀계수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면 고정효과 모델에 의해 추정된 계수를 신뢰하

고, 그렇지 않으면 확률효과 모델에 의해 추정된 계수를 더 신뢰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하우즈만 검정 결과에 따라 귀무가설이 기

각되면 고정효과 모델에 의해 추정된 계수는 일치 추정량이 된다고 볼

수 있어 고정효과 모델을 선택해야 하고, 만약 귀무가설이 채택된다고

하면 확률효과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이희연․노승철(2012)에 따르면 패널 모형 검정에서 패널데이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형이 합동(pooled) OLS 모델, 고정효과 모델, 확률

효과 모델 중 어느 모형인지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이와

같은 검정은 분석을 위한 모형 선택의 하나의 기준일 뿐이며, 가장 적합

하고 적절한 모형은 패널데이터 특성과 연구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연구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즉, 본 연구에 어떤 모형이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계기법을 통한 검정도 필요하겠지만 검정

결과에 따라 표본의 특성 및 연구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분석모

형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F-검정

및 하우즈만 검정 등 통계기법을 통해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해 보

고, 다음으로 표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분석모형을 선정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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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제 1 절 기초통계량 분석

국내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총

4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한 조직관리특성 및 경영실적평가(등급)

점수를 토대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기간 내의 일부 시점에 경영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데이터를 균형패널로 만들어 분

석할 수 있도록 일부를 제외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78개 기관 312개 관찰

점에 대한 표본 분석을 시행하게 되었다.

우선 독립변수로 사용할 공공기관 조직관리특성은 공공기관 알리오(공

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통해 수집한 각 준정부기관이 조직 및

인적자원 관련 자료, 인건비 및 성과급 자료, 노조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4-1과 같고, 조직 및 인적자

원관리의 최솟값 및 최댓값을 살펴보면, ln임직원수는 1.740, 4.131, 여성

현원비율은 0.018, 0.777, 비정규직비율은 0, 2.238, 정규직전환비율은 0,

2.076, 유연근무제활용비율은 0, 1.635을 기록하고 있다. 보수 및 성과관

리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살펴보면, ln직원평균보수액은 4,562, 4.989, ln기

관장연봉액은 5,029, 5.508, ln직원경평성과급은 0.30112), 3.937, ln직원기

타성과급은 0.301, 4.387, ln기관장경평성과급은 0.301, 5.148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사관리의 최솟값 및 최댓값을 보게 되면, 노조의수는 0, 4

를 기록하고 있다.

독립변수 중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변수는 ln직원평균보수액으로 0.082

12) 직원경평성과급, 직원기타성과급 및 기관장경평성과급의 최솟값이 0.301이

도출된 것은 데이터 0을 로그변수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값

에 2를 더하여 로그변환 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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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에 표준편차가 가장 큰 변수는 ln기관장경평성

과급으로 1.347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기술통계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n임직원 수(명) 312 2.651 0.515 1.740 4.131

여성현원비율 312 0.270 0.128 0.018 0.778

비정규직비율 312 0.142 0.234 0.000 2.238

정규직전환비율 312 0.110 0.257 0.000 2.077

유연근무제활용비율 312 0.302 0.275 0.000 1.635

ln직원평균보수액(천원) 312 4.801 0.082 4.562 4.990

ln기관장연봉액(천원) 312 5.211 0.086 5.029 5.508

ln직원경평성과급액(천원) 312 2.855 0.891 0.301 3.937

ln직원기타성과급액(천원) 312 3.730 0.547 0.301 4.387

ln기관장경평성과급액(천원) 312 4.119 1.347 0.301 5.149

노조의 수 312 1.115 0.680 0.000 4.000

다음으로 종속변수로 사용할 조직성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공기

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의 종합점수를 활용하였는데, 독립변수에 대한

기초데이터 수집이 완료된 78개 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에

서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의 조직관리특성에 대하여 2014년에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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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경영평가 결과를 종속변수로 포함하였는데, 이는 해당연도 경영

평가 결과의 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역인과

관계(Reverse Causality)를 해소하기 위하여 N년에 대한 경영평가에 관

한 결과는 N+1년의 경평결과를 종속변수로 정의하였다. 경영실적평가(등

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아주미흡 6단계이나 2014년~2017

년에 걸친 네 번의 평가에서는 탁월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탁월을 제

외한 5단계로 등급을 구분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조직성과 관측

치는 312개이며, 평균은 3.573,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 그리고 왜도 및

첨도가 각각 –0.655, 3.664를 기록하였으며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서 정규성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왜도

와 첨도를 검토하는데, 왜도는 절대값이 3 이상, 첨도는 절대값이 10 이

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해당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는(Kline, 2005; 김지혜, 2011; 임진한, 2014, 재인용) 기준을 활용하였

다.

<표 4-2>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는 독립변수 외에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평가유형, 평가연도, 자산규모 및 부채비율

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공공기관 평가유형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관

유형별 더미 변수화하여 기금관리형 기관 = 1, 위탁집행형 기관 = 2, 강

소형 기관 = 3로 구분하였으며, 평가연도 변수 또한 결과에 미칠 수 있

기술통계

조직성과
N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경영평가
결과 312 3.573 0.893 1 5 -0.655 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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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2014=0, 2015=1, 2016=2, 2017=3로 더미변수를 설

정하였다. 또한, 자산규모는 기관 유형 및 규모에 따른 편차가 심하여 나

타나는 극단 값의 영향을 줄이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값을 로그 변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4-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제 2 절 상관 분석

상관분석은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

한다. 독립변수 간 선형관계의 크기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독립변수 간

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여 회귀계수의 추정 정밀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상관분석의 결과인 상관계수는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며 두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는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커질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상

관관계 분석결과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6이상일 경우 변수 간의 상관관

계가 높다고 볼 수 있어 독립변수를 선정하는 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상관분석을 통해서 볼 때 독립변수 중 ln기관장경평성과급과 ln직원경

평성과급의 상관계수가 0.8781로 조금 높은 편으로 나와서 다중공선성

기술통계

연도
N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공공기관
평가유형 312 2.205 0.758 1 3

평가연도 312 1.5 1.119 0 3

ln자산규모 312 5.160 1.135 3.014 8.016

부채비율 312 4.814 1.275 2.252 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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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 수 있게 되었으나, 통상적으로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 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우

려하지 않아도 되는데(Chatterjee, Hadi and Price, 2006), 본 연구에서는

VIF의 최대값이 5.73(최소: 1.10, 평균: 2.38)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든

모델에서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걱정하

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유의수준 1%에서는 ln직

원평균보수액과 비정규직비율, ln직원평균보수액과 ln기관장연봉액, ln직

원평균보수액과 ln직원경평성과급, ln직원평균보수액과 노조의수, ln직원

평균보수액과 ln직원기타성과급, 임직원수와 ln기관장연봉액, ln임직원수

와 ln기관장경평성과급, ln임직원수와 노조의수, 비정규직비율과 유연근

무제활용비율, ln직원경평성과급과 ln기관장연봉액, ln기관장경평성과급과

ln직원경평성과급, ln기관장경평성과급과 ln기관장연봉액, ln직원기타성과

급과 ln기관장연봉액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ln직원평균보

수액과 여성현원비율, ln기관장연봉액과 비정규직비율, ln임직원수와 비

정규직비율, ln임직원수와 유연근무제비율, ln임직원수와 노조의수, ln직

원기타성과급과 노조의수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

고 유의수준 5%에서는 비정규직비율과 여성현원비율, ln직원경평성과급

과 임직원수, 노조의수와 ln기관장연봉액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유연근무제활용비율과 정규직전환비율, 노조의수와 유연근무제활용비율

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변수 간의 크기에 있어

대부분은 0.5 미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ln직원경평성과급과 ln

기관장경평성과급, ln기관장경평성과급과 ln기관장연봉액, ln기관장경평성

과급과 ln직원경평성과급의 변수 간 관계에서 0.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서 최종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산팽창계수(VIF) 값을 측정하기로 했다. 측정된 VIF 값이

10 이상이 나오면 해당 변수가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1 에서 10 미만의 값이면 통계 분석 시 다중

공선성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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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관계 중에서 통계적으로 방

향성이 유의미한 부문을 살펴보면, 유의수준 1%에서 조직성과는 ln임직

원수와 여성현원비율에서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ln임직원수가

많고, 여성현원비율이 높은 것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선행연구 및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의수준 5%에서 조직성과에 ln기관장연봉액이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과급이 높을수록 조직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선행연구 및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와 조직

관리특성인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최고점 0.1584, 최소점 0.0067로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변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제3절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선형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방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성과가 공공기관의 유형, 경영평가

연도 및 ln자산규모 등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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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5 6 7

1.조직성과 1 　 　 　 　 　 　

2.ln임직원수 0.1465*** 1 　 　 　 　 　

3.여성현원비율 0.1584*** 0.0258 1 　 　 　 　

4.비정규직비율 -0.0832 -0.2691*** 0.115** 1 　 　 　

5.정규직전환비율 0.0496 0.0157 0.0699 0.0232 1 　 　

6.유연근무제활용비율 -0.041 -0.2837*** 0.0276 0.3517*** -0.1434** 1 　

7.ln직원평균보수액 0.0067 0.0346 -0.2363*** -0.2026*** -0.048 0.1067 1

8.ln기관장연봉액 0.1203** 0.2736*** -0.0412 -0.2079*** -0.0967* 0.0531 0.4771***

9.ln직원경평성과급액 0.0682 0.1386** 0.0634 -0.096* -0.0371 0.0127 0.1959***

10.ln직원기타성과급액 -0.0434 -0.0929 -0.0111 0.0591 -0.0719 0.0806 0.2708***

11.ln기관장경평성과급액 0.0724 0.1485*** 0.0764 -0.1012* -0.0733 0.041 0.0899

12.노조의 수 -0.0564 0.4725*** -0.0341 -0.2289*** 0.0823 -0.1339** 0.1821***
13.기관평가 유형 -0.0841 -0.5390*** -0.0577 0.2671*** 0.1870*** -0.0182 -0.3005***
14.평가연도 -0.0466 0.0565 0.0553 -0.1018 0.0313 0.1609*** 0.113**
15.ln자산규모 0.073 0.5585*** -0.0664 -0.2607*** -0.1653 -0.0342 0.4611***
16.부채비율 0.0918 0.5984*** -0.0855 -0.2489*** -0.1896*** 0.0019 0.4069***

㈜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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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1, ** p<0.05, * p<0.1

구 분　 8 9 10 11 12 13

8.ln기관장연봉액 1 　 　 　

9.ln직원경평성과급액 0.5593*** 1 　 　

10.ln직원기타성과급액 0.1397** 0.0301 1 　

11.ln기관장경평성과급액 0.5892*** 0.8781*** 0.0608 1

12.노조의 수 0.1152** 0.0856 -0.1781*** 0.0737 1

13.기관평가 유형 -0.3915*** -0.1113** -0.1419*** -0.1416** -0.3079*** 1

14.평가연도 0.1894*** 0.1547*** 0.0534 0.0751 0.0887 0

15.ln자산규모 0.5049*** 0.1985*** 0.054 0.1745*** 0.3027*** -0.6355***

16.부채비율 0.5199*** 0.2002*** 0.0467 0.1921*** 0.3072*** -0.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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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패널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조직 및 인

적자원관리, 보수 및 성과관리 및 노사관리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유형

화하여 어떤 변수가 조직성과에 설명력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

패널데이터 분석은 오차항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 모델(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델(Random effect model)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분석을 하기 전에 패널데이터에 대한 LR(likelihood ratio) 검정과

Wooldrige 검정을 우선으로 실시하여 패널데이터에 이분산성

(heteroskedastic)이나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이 있는지, 있다면 고정

효과 모델과 확률효과 모델 중 어느 모델이 일치추정량을 확보하기에 적

합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패널데이터의 특성에 들어맞는 분석

모델을 선정한다.

하지만, 패널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산성이나 자기상관성 등이 나

타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 가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패널

구조를 무시하고 합동(pooled) OLS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한다

(민인식 & 최필선, 2019).

민인식 등(2019)에 따르면 가정 1은 모든 패널 개체가 모든 시점에서

오차항의 기댓값이 0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가정 2는 모든 패널 개체

에 대해 모든 시점에서 오차항의 분산(ϭ)이 등분산성(homoskedasticity)

을 의미한다. 즉 패널 개체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차항의 분산이 변하

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정 3은 패널 개체의 오차항은 서로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한 개체의 서로 다른 시점의 오차항도 서

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패널데이터에서는 두 개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하나는 특

정 시점에서 패널 개체간 상관관계인 동시적 상관(contemporaneous

correlation)이며,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시점간의 상관관계인 자기상관

(autocorrelation)이 있다. 가정 3은 오차항에서 동시적 상관은 물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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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모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가정

4는 오차항과 독립변수(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즉 독립변수의 외생성(exogeneity)을 가정하고 있어야 한

다. 지금까지의 기본 가정이 위반되는 경우 OLS 추정량에 문제가 나타

날 수도 있다. 특히 횡단면데이터와 시계열데이터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패널데이터는 오차항에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

다. 이것은 결국 OLS 추정량의 오차에 영향을 주어 비효율적 추정량이

도출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1. LR 검정(이분산성 검정)

패널데이터 분석에 앞서 회귀모형에서 이분산성이 존재하는지 가설검정

의 방법으로 LR(likelihood ratio; 우도비) 검정을 이용할 수 있다. LR 검

정통계량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LR= -2(ln-ln) ~ 


상기 검정통계량에서 ln과 ln는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로서 각각 제약이 가해진(restricted) 모형과 제약이 없는

(unrestricted) 모형의 값이다. 비제약 모형은 오차항의 분산이 패널 개체

별로 서로 같지 않음을 가정하는 것이고, 제약모형은 오차항의 분산이

패널 그룹에 따라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각 모형을 추정한

후 구한 로그우도함수 값을 이용하여 검정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검정통계량은 카이제곱 분포(
 )을 따르고 있으며 분포의 자유

도는 제약이 가해진 모수의 개수가 된다.

따라서 LR 검정의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이분산성이 존재하며, 합동

(poolsed) OLS 모델보다 고정효과나 확률효과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판

단할 수 있다. 반면에,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면 데이터의 개체특성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고정효과나 확률효과 보다는 합동(pooled)

OLS 모델을 통한 추정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에 대한 LR 검정 결과는 표 4-5와 같다.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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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직성과로 하는 모형에 대한 LR 검정 결과를 보게 되면, P-value

값이 0.05 보다 크기 때문에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

하고 채택된다. 따라서 개체특성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고정효

과나 확률효과 모델보다는 합동(pooled) OLS 모델을 통해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표 4-5 > LR 검정 결과

구 분 DF LR  Pr > 

조직성과 77 -554.72 1.0000

2. Wooldrige 검정(자기상관성 검정)

모형의 유효성(efficiency of model)을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회귀모형

으로 체계적으로 체화되어 있어야 하며, 표본의 무작위성(randomness of

sample)에 따라 다른 관측치들의 오차항이 서로 상관되어 있지 말아야

한다.

특히 패널데이터와 같이 시계열 자료(time-series data)를 이용하는 경

우 항상 연속하는 오차항들이 서로 간에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특정 시점에서 오차항은 해당 시점의 충격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의 충격으로부터 이전된 영향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전된

영향으로 인해 해당 시점의 충격은 과거 충격들과 상관될 것이며, 결국

에는 오차항들의 상관을 유발하게 된다.

오차항들이 상관되면 최소제곱법이 회귀계수의 표준 오류를 과소 추정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되면 예측되는 변수가 유의하

지 않은데 불구하고 유의한 것으로 보일 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

상관이 발생하는 경우 최소자승추정량(OLS estimator)은 더 이상 BLUE

가 되지 못한다. 즉 OLS 추정량은 불편성(unbiasedness)은 유지하나 효

율성(efficiency)은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상관 현상을 무시하고

OLS를 적용하여 오차항의 분산값을 산출한 경우 실제 분산값 보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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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게 되어 결정계수인   값은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자기상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Wooldridge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6과 같다. 자기상관

성 검정 결과에서 P-value 값이 0.05 보다 크기 때문에 5% 유의수준에

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고 채택된다. 따라서 시계열 특성이 있는

패널데이터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정효과나 확률효과 모델보다는 합동(pooled) OLS 모델을 통해서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표 4-6 > Wooldridge 검정 결과

구 분 DF F value Pr > F

조직성과 77 0.447 0.5055

3. 패널데이터 분석

1) 합동 OLS 모델 분석

LR 검정과 Wooldridge 검정 등을 통해서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확인한

바와 같이 개체가 가지는 특성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동

(pooled) OLS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먼저 분산분석 결과

를 보게 되면, F-통계치는 2.21이며, 회귀계수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P-value 값이 0.0092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의 유의수준에서 귀무

가설이 기각될 수 있어, 이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모형의 독립변수인 ln임직원수, 여성현원비율, 비정규직비

율, 정규직전환비율, 유연근무제활용비율, ln직원평균보수액, ln기관장연

봉액, ln직원경평성과급액, ln직원기타성과급액, ln기관장경평성과급액,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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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수 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여성현원비율이 조직성과에 정(+)의 효과로 분석되었고, 5% 유의수준에

서 ln임직원수가 조직성과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반면에 노조의 수는 1% 유의수준에서 조직성과에 부(-)의 효과를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10% 유의수준에서도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7 > 합동(pooled) OLS 모델 분석 결과

구 분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ltl

ln임직원수 0.3441** 0.1462 2.35 0.019

여성현원비율 1.1909*** 0.4068 2.93 0.004

비정규직비율 -0.2777 0.2428 -1.14 0.254

정규직전환비율 0.1922 0.2025 0.95 0.343

유연근무제활용비율 0.0230 0.2092 0.11 0.912

ln직원평균보수액 0.7568 0.8856 0.85 0.393

ln기관장연봉액 0.8824 0.9154 0.96 0.336

ln직원경평성과급액 -0.0187 0.1217 -0.15 0.878

ln직원기타성과급액 -0.1252 0.0985 -1.27 0.204

ln기관장경평성과급액 0.0064 0.0856 0.07 0.941

노조의 수 -0.2472*** 0.0876 -2.82 0.005

ln자산규모 -0.1286 0.1286 -1 0.318

부채비율 0.0865 0.1184 0.73 0.466

Intercept -4.8618 4.8180 -1.01 0.314

F Value = 2.21, Pr > F = 0.0092, R-Square = 0.088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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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유형-평가연도 고정효과 분석

앞서 LR 검정과 Wooldridge 검정 등을 통해서 합동(pooled) OLS 분석

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나, 패널데이터 특성의 데이터

로 기관 유형(Firm Type)과 평가연도(Year)에 따라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시 분석하였으며, 이에 관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먼저 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F-통계치는 1.81이며, 회귀계수 값이 모

두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P-value 값은 0.0242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은 기각이 되고, 이 모형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분석모형의 독립변수인 ln임직원수, 여성현원비율, 비정규

직비율, 정규직전환비율, 유연근무제활용비율, ln직원평균보수액, ln기관

장연봉액, ln직원경평성과급액, ln직원기타성과급액, ln기관장경평성과급

액, 노조의 수 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동 OLS

분석과 마찬가지로 1% 유의수준에서 여성현원비율이 조직성과에 정(+)

의 효과로 분석되었고, 5% 유의수준에서 ln임직원수가 조직성과에 정(+)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조의 수는 1% 유의수준에

서 조직성과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나

타났다. 다른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10% 유의수준에서도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앞선 결과와 동일한 분석결과이다.

기관 유형과 평가연도를 고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앞선 합동(pooled)

OLS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게 나타나서 기관 유형이나 평가연도에 따

라서는 조직성과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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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 기관유형-평가연도 고정효과 분석 결과

구 분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ltl

ln임직원수 0.4058** 0.1725 2.35 0.019

여성현원비율 1.1639*** 0.4213 2.76 0.006

비정규직비율 -0.3297 0.2488 -1.33 0.186

정규직전환비율 0.1958 0.2059 0.95 0.342

유연근무제활용비율 0.0989 0.2182 0.45 0.651

ln직원평균보수액 0.7166 0.8899 0.81 0.421

ln기관장연봉액 1.1370 0.9517 1.19 0.233

ln직원경평성과급액 0.0199 0.1257 0.16 0.874

ln직원기타성과급액 -0.1203 0.1008 -1.19 0.234

ln기관장경평성과급액 -0.0192 0.0886 -0.22 0.828

노조의 수 -0.2450*** 0.0889 -2.76 0.006

ln자산규모 -0.1389 0.1303 -1.07 0.287

부채비율 0.0640 0.1195 0.54 0.592

기관유형(Firm Type) Fixed Effect

위탁집행형 -0.1164 0.1564 -0.74 0.457

강소형 -0.0649 0.1908 -0.34 0.734

기금관리형 0 - - -

평가연도(Year) Fixed Effects

2013년 0 - - -

2014년 0.0554 0.1412 0.39 0.695

2015년 -0.0795 0.1446 -0.55 0.583

2016년 -0.1956 0.1512 -1.29 0.197

Intercept -5.9060 4.9831 -1.19 0.237

F Value = 1.81, Pr > F = 0.0242, R-Square = 0.0998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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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과의 해석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조직관리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조직관리특성은 1) 조직 및 인

적자원관리 : ln임직원수, 여성직원비율, 유연근무제활용비율, 비정규직비

율, 정규직전환비율, 2) 보수 및 성과관리 : ln직원평균보수액, ln기관장

보수액, ln직원경평성과급액, ln직원기타성과급액, ln기관장경평성과급액

3) 노사관리 : 노조의수으로, 조직성과는 경영평가결과(등급)으로 각각

11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를 적용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의 조직성과 영향에 대한 가설의 검정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특성 요인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혹

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5개의 가설을 세웠다. 조직 및 인

적자원관리의 가설 1에서는 임직원수가 많은 공공기관이 임직원 수가 적

은 기관보다 조직성과가 더 높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동(pooled) OLS 및 기관유형-평가연도 고정효과 분석 결

과 가설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임직원수가 많을수록 조직성과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서미경(2017)에 따르면 기관의 임직원수가 많을수록 경

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

직 규모가 클수록 핵심 인재풀이 풍부하고 가용 인적자원이 많아 기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에는 정원 규모를 기관이 인위적으로 늘리기가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심

의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임직원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력들을 기관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해갈 수 있

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하고, 인력양성에 대해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그만큼 핵심 인재풀을 넓혀 갈 수 있게

되며 조직성과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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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의 가설 2에서는 여성현원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일

수록 여성현원비율이 낮은 공공기관보다 조직성과가 더 높을 것으로 추

론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동(pooled) OLS 분석 및 기관유형-평가연도 고정효과 분

석 결과 가설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여성현원비율이 높을수록 조직성

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고용의 증대가 조직성과에 실질적인 기여 하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

가 있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및 아무

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한 결론은 내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여성 인력이 활발히 유입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여성 비

율의 증대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

으며, 단순히 여성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만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

다고 말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런데, 조직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 여성이 차

지하는 상대적인 규모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와 반

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Kanter, 1977). 남성 중심의 위계적인 문화를 가

진 기관에서는 여성들이 조직의 중요한 의사소통과 결정 과정에서 배제

될 가능성이 높아(Ridgeway, 1997), 여성들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에 대해 유연한 사고로의 접근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

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여성현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확인되는 것은 아직도 전체적인

인력구성 중의 여성 비율이 상당히 낮고, 여성 인력은 남성 인력과 비교

하여 상당 부분이 하위직급에 배치되어 있어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조직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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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의 가설 3에서는 비정규직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일

수록 비정규직비율이 낮은 공공기관보다 조직성과가 더 낮을 것으로 추

론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동(pooled) OLS 분석 및 기관유형-평가연도 고정효과 분

석 결과 가설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비율이 높을수록 조직성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은 일치하였으나 조직성과에 유

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는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의 가설 4에서는 정규직전환비율이 높은 공공기관

일수록 정규직전환비율이 낮은 공공기관보다 조직성과가 더 낮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동(pooled) OLS 분석 및 기관유형-평가연도 고정효과 분

석 결과 가설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비율이 높을수록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은 일치하였으나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는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의 가설 5에서는 유연근무제활용비율이 높은 공공

기관일수록 유연근무제활용비율이 낮은 공공기관보다 조직성과가 더 높

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동(pooled) OLS 분석 및 기관유형-평가연도 고정효과 분

석 결과 가설과 다르게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활용비율이 높을수록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은 일치하였으나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는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2. 보수 및 성과관리가 조직성과 영향에 대한 가설의 검정

공공기관의 보수 및 성과관리 특성 요인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

을 미칠 것이라는 5개의 가설을 세웠다. 보수 및 성과관리의 가설 1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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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각각 직원평균보수와 기관장평균연봉이 높을수록 그렇지 못한 공

공기관보다 조직성과가 더 높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동(pooled) OLS 분석 및 기관유형-평가연도 고정효과 분

석 결과 가설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직원평균보수와 기관장평균연봉

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은 일치하였

으나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과

관계는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보수 및 성과관리의 가설 3에서는 직원경평성과급액이 높은 공공기관이

직원경평성과급액이 적은 기관보다 조직성과가 더 높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직원경평성과급액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은 일치하였으나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는 밝혀내지는 못하였

다.

보수 및 성과관리의 가설 4와 5에서는 직원기타성과급액과 기관장경평성

과급이 높을수록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보다 조직성과가 더 높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가설과는 다르게 직원기타성과급액과 기관장경평

성과급이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는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3. 노사관리가 조직성과 영향에 대한 가설의 검정

공공기관의 노사관리 특성 요인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1개의 가설을 세웠다. 노사관리의 가설에서는 노조의수가 많은

공공기관이 노조의수가 적은 기관보다 조직성과가 더 낮을 것으로 추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동(pooled) OLS 분석 및 기관유형-평가연도 고정효과 분



- 75 -

석 결과 가설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노조의수가 많을수록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기관에서는 노사교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노노 갈등과 근무 분위기 악화로 기관의 경

영진의 부담이 클 것이 우려되고, 또한 복수노조로 직원들의 이해가 충

돌해 갈등이 생기면 기관의 생산성이 악화되어 조직의 성과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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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성장과 맞물려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공공

기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평가받

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 경영평가에서 비계량 지표로 구성되어

지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보수 및 성과관리 및 노사관리 측면이 조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자 하였고, 국내 공

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78개 기관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 총 4년간의 경영실적평가 점수(등급)를 분석하여 그 영향관계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및 패널데이터 분석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실

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를

독립변수로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수와 여성현원비율이 조직성과에 유의

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비율,

정규직전환비율 및 유연근무제활용비율은 조직성과에 미치는 방향성은

정(+)의 방향으로 일치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수 및 성과관리를 독립변수로 하는 경

우에는, 직원평균보수, 기관장평균연봉, 직원경평성과급, 직원기타성과급

및 기관장경평성과급 모두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리를 독립변수로 할 때에는 조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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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선형적 영향

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원래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조직 및 인

적자원관리로 분류되는 임직원수, 여성현원비율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는 직원 수가 많은 경우 수행해야 할 업

무들이 많고 국민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관

점을 지지하고, 또한 여성현원비율이 많다는 것이 급변하는 환경적 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으로 작용할 거라

는 관점과 여성이 본인의 투입에 따른 산출비율을 남성과 비교하여 차이

가 나는 경우 불공정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동기가 유발된다는 공정성

이론과 여성이 모성보호 관련 다양한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됨에 따

라 이에 상응한 보답을 할 것이라는 사회적 교환이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사관리로 분류되는 노조의 수가 조직성과에 유

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는 노조의 수가 많을수록 기관

내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노조마다 자기들의 이

익 쟁취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며, 조직은 이러한 다수 노조들과의

교섭단체 구성, 단체 협약 및 다양한 노조 활동 등 노조의 지대추구 행

위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 노력, 돈, 기술 등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

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직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특성 중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의 임직원수와

여성현원비율, 노사관리의 노조의 수에서만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조직관리 측면에서 적정수준에 대한 조직관리의 가능

성이 밝혀진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기관

의 적정한 임직원의 수, 여성의 비율 및 노조의 수가 기관 내에서 효과

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조직이 성장을 방해하는 갈등 요인으

로 여겨질 수도 있다.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의 비정규직비율, 정규직전환비율 및 유연근무제

활용비율은 합동(pooled) OLS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에서 일시적인 업무 증가에 따라 채용하는 비정

규직의 비율,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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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원들의 근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

무제 활용비율도 조직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

다.

보수 및 성과관리의 직원평균보수, 기관장평균연봉액, 직원경평성과급

액, 직원기타성과급액 및 기관장경평성과급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등 높은 보상

을 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들과 달리

Berman(2010) 등의 주장에 따라 지속해서 지급하는 높은 급여는 장기간

의 동기부여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강혜진, 2017; 재

인용).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에만 기초한 인센티브의 관점에서의 동기부

여 연구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행동을 단순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해

관계로만 해석할 수 있어 사익과 다른 공익을 추구를 요구받는 공공기관

조직원의 행동을 모두 설명하는데 여러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Moynihan & Pande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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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보수 및 성과관리,

노사관리 등 조직관리 특성이 객관적으로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직관리의 특성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인적자원관리, 성과급 관리 등 특정 주제만을 한정하여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공공

기관에 이슈화가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인적자원관

리 및 노사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연구는 공공부문에서는 조직수준에서 경영평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측면의 다양한 조직관리 특성과 객관적 성과

와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미흡하였다는 그간의 연구 한계점을

극복하고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해 보았다는데 본 연

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연구는 성과관리 측면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성과급액 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

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기타성과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도 처음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간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

급 중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와 연구

는 일부 있었으나, 기타성과급에 대한 논의나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아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타성과급을 포함한 전체 성과급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번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실증적

으로 규명을 시도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번 연구에서 경평성과급 및 기타성과급 모두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지는 않았으며, 기타성과급의 경

우에는 조직성과와 부(-)의 방향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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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조직성과 창출에는 단순히 성과급 지급을 통한 조직원의 동기부

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 보이

지만, 기타성과급의 경우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성과

급과 조직성과와의 인과관계가 불일치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기타성과급

이 조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

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이 이에 대해서 관련 당국이 공공

기관의 성과급에 대한 정책에 대해 더욱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

인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직관리 특성 중 인적자원관리 부문의 여

성현원비율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밝

혀졌는데, 이는 최근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 평등의 정책 일환으로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

하면서 도입한 출산전후휴가제도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4), 육아

휴직제도15), 다양한 근로형태의 유연근무제도 등을 지지하고 있다는데

13) 출산전후휴가제도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몇 번

의 개정을 거쳐 현행 90일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06년부터는 임신 16주

이후의 유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임신기간별 30일에서 90일간의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함에 따라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12년부터는 임신 16

주 이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5일에서 10일 간의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14)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에는 최대 1년 이내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시

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며, 총 30

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15) 육아휴직제도는 ’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시부터 도입되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

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휴직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14

년 1월 14일 부터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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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 정부의 정책 반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관련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여성채

용 확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강화가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기본방향

이라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여성 인력 확대에 따라 조직성과에 미치

는 영향력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최근의 공공기관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조직의 개방성과 유연성이 좋아

져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틀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도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

하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

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사관리 부문의 노조의 수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이 조직

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노조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1사 1교섭 원칙에

따라 교섭에 포함되지 않은 노조의 불만이 고조되어 노노 갈등의 문제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되어 결과적

으로는 경영의 비효율이 발생하여 조직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노조의 수가 많은 기관에서는 노노

간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노동운동이 너무 지나치게 격화되기 전에 충분

한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건전한 노동운동이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한 것

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내에 노사 또는 노노 갈등의 문제에 직

접 개입할 수는 없으나 갈등이 장기화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기 전에

빠르게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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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Ⅰ, Ⅱ에 해당하는 35개 기관과 기타공공기

관으로 분류되는 208개 기관을 제외한 준정부기관 78개 기관에 대한 표

본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를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결과

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결과가

기획재정부에서 점수(100점 ~ 0점)가 아닌 등급(S, A, B, C, D, E)으로

공개함에 따라 동일 등급 내에서도 사실상 경영평가점수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이러한 기관 간의 점수 차이

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데이터 취득의 용이성에 맞춰 경영평가결

과(등급)을 6단계로 분석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중의 하나의 독립변수로 여

성현원비율을 활용하여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성효

용(2012) 및 김형기(2014)의 성별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관리자 비율 및 여성근로자 비율로 나눠서 분석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단독으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여성관리자 비율과 함께 분석할 때 보다 정확한 영향

력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조직성

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여성현원비율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포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수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임직

원수가 무한정으로 증가할 수도 없고, 무한정 증가하는 인력이 효율적이

지도 않기 때문에 기관의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로 인력이 효율적

이고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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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프레더릭 브룩스의 ‘맨먼스 미신’의 원리에 의하면 맨먼스가 12인 프

로젝트, 즉 한 사람이 1년 동안 만들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 프로젝트에 투입 엔지니어의 수를 12명으로 증가시키기만 하

면 프로젝트를 한 달 내 끝낼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이론이 설득력이 부

족한 이유는 어느 한 프로젝트에 인원이 새로 투입되면 각 엔지니어마다

팀원 모두와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소요 시간이 투입하는 인력과 비례

하여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인력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여유 인

력에 대해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다양한 교육 훈련을 통해 조직의 유능

한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하도록 유

인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 훈련을 통한 기관 핵심인재 양성이

조직의 성과 기여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 규모에 따

라 적정수준의 인력 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이번 연구에서는 통제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분석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결정계수( ) 값도 그다

지 크지 않다. 이는 모형 자체가 설명력의 한계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향

후 적합한 통제변수를 적용하고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함으

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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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public organization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ating), and to deriv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ing

performance of public organizations in term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s conducting "evalua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and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prevent and correct inefficiency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s a formal evaluation standard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organizations, the

management evaluation is based on various aspects such as social

contribution, work efficiency,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business

performance, as well as the achievement of the normalization plan

and the debt reduction plan due to sloppy management. Therefore it

will be evaluated as the only means of ensuring the improv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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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re

evaluated as non-counting indicator in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there is still a question about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previous research.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labor management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 78 quasi -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received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 evaluations

from 2014 to 2017.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of organizational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variables affect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were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ratio of female employees.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 number of employees in public institutions and the ratio of female

employees will positively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However,

the ratio of non-regular workers, the regular conversion ratio and the

flexible workforce utilization rat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wages and

performance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hows that

there are no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hypothesis that the average salaries of employees,

average annual salary of CEO, employee’s management performance

incentives, employee’s other performance incentives and CEO’s

management performance incentive all have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were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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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labor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result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the number of unions w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of the lack of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regularization policy of

non-regular workers, which has been under way in recent years and

to clarify its effect empirically.

 Second, this study first analyzed empirically the effects of

performance evaluation bonuse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well

as the effect of other performance bonuse, which are substantially

more rewarded tha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bonuse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lthough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as to whether other performance bonuse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appears that other performance bonuse

is related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negative direction.

It seems that the creation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is a result of complex factors not only from motivation of

organization members through incentive payment but also various

factors. A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ther performance bonu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ecomes inconsistent, it should be

designed and operated so a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Regarding this, the government seems to

need a more detailed guideline on the policy on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Third, the ratio of female employees showed a positive (+)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cen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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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s various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rotect women's

maternity and strengthen work-family balance as part of gender

equality policies of men and women. In public institutions where the

evaluation of whether government policies are reflected, it can be

seen that the expansion of women's employ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women's work and family compatibility are the basic

directions for the manpower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Until

now, it has been found that the expansion of female workforce has a

mixed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is analyzed that the

reasoning that women 's participation in society increases the

openness and flexibility of the organization, an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actively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continue efforts

to expand the government's policy on women, not only in the public

sector but also in the private sector.

Fourth, the number of unions has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f the number of unions increas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 in the organization, the dissatisfaction of

the unions excluded from the bargaining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one negotiation group is heightened and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union-union conflict becomes higher. As a result, the

labor movement becomes more active, resulting in inefficiency of the

management, which can not help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is respect, it seems important for the institutions

with a large number of unions to establish a sound labor movement

through sufficient compromise and concessions before the

union-to-union conflict deepens or the labor movement becomes too

intense. In addition, it seem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the role of quick arbitration or mediation befor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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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sion arises as the labor-management or labor-labor conflicts in

public institutions deepen.

 

Keywords : Human resource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Labor management, Public institutions,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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