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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 측정

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준정부조직에 적용되는 포괄

적인 정부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부통제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

을 나누었고, 정부통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차원을 측정한 값에 가

중치를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조직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부

통제 수준을 측정하는 정부통제지수를 산출하였다. 정부통제를 측정하는

과정에서는 준정부조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기타공

공서비스 조직에 해당하는 407개의 조직에 대한 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측정된 정

부통제가 타당한지 판단하고자 정부통제와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예측되는 변수인 조직자율성, 조직성과, 그리고 관료제적 조직구조와

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개발된 정부통제지수의 타당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첫째, 정부통제의 측정을 위한 정부통제지수의 산출,

둘째, 측정된 정부통제지수의 타당성 평가 등 2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통제는 정부통제지수를 산출하여 측정된다. 정부통제는 1차적

으로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로 구성되며, 2차적으로 직접적 통제는

관리적 통제와 정책적 통제로 구성되고, 간접적 통제는 구조적 통제, 재

정적 통제, 법적 통제, 그리고 관여적 통제로 구성된다. 각 하위 차원의

측정값에 AHP를 이용해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하여 정부통제지수는 산

출되었다.

다음으로, 산출된 정부통제지수가 정부통제를 측정하고 있는지 타당

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렴타당성과 구성개념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수렴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통제와 조직자율성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통제는 조직자율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로 나

타났다. 구성개념 타당성은 정부통제와 이론적으로 예측된 관계를 가지

고 있는 변수인 조직성과와 관료제적 조직구조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평



가하였다. 조직성과는 크게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다

시 내부에서 지각된 성과와 외부에서 평가된 성과로 구분하였다. 지각된

효과성, 평가된 효과성, 지각된 효율성, 그리고 평가된 효율성 등 4개의

조직성과에 대해 정부통제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지각된 효과성은 이

론적으로 예측된 바와 같이 정부통제와 정(+)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왔으며, 평가된 효과성과 지각된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평가된 효율성의 경우 이론적으로 예

측된 것과 다르게 음(-)의 관계가 아닌 정(+)의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정부통제와 관료제적 조직구조 간의 관계는 집권

화, 공식화 그리고 레드테이프로 나누어서 연구하였는데, 집권화와 레드

테이프는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과 같이 정(+)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화는 정부통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요 변수인 정부통제와 그 하위 차원들

에 대한 개념과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정부통제의

개념과 측정에 대한 지식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정부

통제의 다차원성을 반영하여 포괄적인 정부통제 수준을 측정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정부통제 수준이 특정한 조직 유형이나 정부통제 유형

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정부통제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의 다양한 조합

을 통해서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 나타났

다. 또한, 타당성 평가 결과에서는 정부통제가 이론적으로 예측한 바와

같이 조직자율성, 조직성과 그리고 관료제적 조직구조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조직성과의 경우에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복잡한 관계

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부통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다양한 방

향을 통해서 조직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정책실무자로

하여금 정부통제를 위한 정책 수단 활용에 있어서 조합의 가능성과 중요

성을 인식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들이 준정

부조직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통제 수준을 낮추거나 높임



으로써 조직성과나 관료제적 조직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

점을 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정부통제 구성

개념과 측정의 적절성, 가중치 산정 방식, 그리고 타당성 평가에서의 설

명력 부족 등의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주제어: 정부통제, 지수 개발, 조직자율성, 조직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

학 번: 2017-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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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의의

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공공조직은 환경과 끊임없이 교류하

는 개방형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방형 조직으로서 공공조직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조직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논쟁은 Wilson과

Weber의 시대 이래로 행정학 연구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이슈 중 하나

이다(Yesilkagit and Van Thiel., 2008; Rainy, 2014).

특히 공공조직 중 준정부조직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통제할지는 중요

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속에서

많은 국가들은 여러 정책 분야의 다양한 업무들을 준정부조직에 위임하

였다(Majone, 1996; Thatcher, 2002).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공조직, 특히

준정부조직에 대하여 구조적 측면에서의 재정의가 이루어졌다(Groenleer,

2009). 정치-행정시스템의 책무성 메커니즘 하에서, 정부는 준정부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재설계(redesign)을 실시하게 되고, 이는 사전적(ex ante),

사후적(ex post) 혹은 공식적(formal), 실질적인(de facto) 차원에서 이루

어지게 되었다(Groenleer, 2009).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의 관점에서 볼 때, 상위 조직(주인, principal)과 하위 조직(대리

인, agent) 간 관계에서 상위 조직이 하위 조직의 행위나 대응성

(responsiveness)을 정치적으로 통제(political control)하기 위해 여러 통

제 수단(means of control)에 관심을 두는 것이 당연한 현상으로 나타난

다(Moe, 1984; Alon-Barkat and Gilad, 2016).

이 같은 이론적,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

부통제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해보는 연구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준정부조직은 정치적 간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

우며,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를 수요자인 시민에게

좀 더 가깝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과학적이며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향

상시킬 수 있고, 조직의 유연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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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문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Groenleer, 2009).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부는 준정부조직이 만들어내는 잠재적 부가가치와 폐해 사이를

저울질해야 하고, 준정부조직을 어느 수준에서 통제할 때 조직의 자율성

과 책무성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Christensen

and Laegreid, 2006).

그러나 준정부조직의 정부통제를 다룬 기존의 이론들은 정부통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으나, 실제로 정부통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Verhoest et al., 2004; Yamamoto, 2006). 특히

정부통제의 개념이 다차원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Verhoest et al.,

2004),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는 지배구조

방식이나 감사 등 정부통제의 개별적인 정책수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

나 개별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Bertelli, 2005; Koop, 2011;

Groenleer, 2009; 서성아, 2011), 준정부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통제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정부통제를 측정하는 방

법론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를 개별 정책수단이나 개별 조직

측면에서 접근하였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준정부조직에 영

향을 미치는 정부통제를 통합적인 차원에서 측정하는 방법론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통제를 여러 하위 차원으로

나누고, 이를 통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통제지수를 개발하

여, 준정부조직에 대한 측정된 정부통제 수준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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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준정부조직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인 준정

부조직은 첫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

공기관, 둘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셋

째,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가 지정한 ‘공직유관단체’인

기타공공서비스조직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가 세 유형의 준정부조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기타공공서비스조직은 정부조직

법 상의 정부조직과는 구조적으로 독립된 조직으로, 공공조직으로 외부

통제기관의 개입과 정치-행정시스템 상의 의사전달과정에 의하여 영향

을 받는 동시에, 일정 수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점은 준정부조직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이

다양함을 의미하고,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인 정부통제를 연구하기에 적합

하다.

공공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공공조직은 전통적인 정부조직 밖에서 일

정 수준의 독립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양식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이는

정부기능의 수행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준정부부문(quasi-governments)’

의 성장을 유도하였다(안병영 외, 2007). 이는 단순히 정부부처에서 독립되

어 생성된 공공조직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비영리부문, 더 나아가 민

간기업도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계약을 맺으면서 정부

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즉, 준정부조직은 전통적인 정부조직 밖에

존재하면서, 독립적으로 일정거리(arm's length)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의 정책,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상적인 관리감독과 같

은 통제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준정부부문 혹은 준정부조직은 정

부가 공공서비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조직들을 포섭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력을 일정 수준 받게 되는

조직인 것이다(안병영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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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나타나며(Weidenbaum, 1969), 국가의 운영에 있어

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준정부조직을 연구대상으로 할 때 다양한 유형의

준정부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기타공공서비스조직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통제주체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통제가 적용되는 그

방식 또한 다양화되어 적용받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정부가 준정부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로, 즉 정책수단이나 유형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적합하다.

준정부조직이 정부의 정책 및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정부는 준정

부조직에 대해 다양한 정책수단(tools of government action)을 실시하고

있다(Salamon, 1995). 이러한 정책수단은 단일한 조직에 하나의 수단만

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수단의 조합을 통해 준정부조직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준정부조직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다. 즉,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의 경로는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지

며, 정부통제가 이루어지는 경로의 조합을 통해서 종합적인 수준에서 준

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의 정도가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이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준정부

조직에 포함되는 조직 중 공공기관 등 하나의 조직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공기업이나 기타공공서비스조직을 포함하는 이유는, 정부통제가 이루

어지는 여러 경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동시에 정부통제의 수준 차이

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기타공공서비

스조직은 정부의 정책 및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준정부조직이면서, 법인

격을 가진 공식조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

다. 만약 준정부조직 중 하나의 유형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 해당 유

형에서 나타나는 정부통제의 편향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여러 유형의 준정부조직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통제가 이루어지는 유형과

정도에서 차이를 측정하여 정부통제의 수준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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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다차원적인 정부통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측면에만

집중하여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의 측정에 그쳤던 기존의 연구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의미에서의 정부통제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부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연구의 대상

이 되는 정부통제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이제까지의 정부통제를 개념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일부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들이 아직까지 공통된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Verhoest et al., 2004; Yamamoto,

2006). 따라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여 내재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통제의 개념과 하위 유

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로 개념화된 정부통제의 하위 차원을 바탕으로 정부통제

수준의 통합적인 측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합적인 정부통제

의 수준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지수를 개발할

것이다. 지수는 하나의 구성개념에 대하여 복수의 지표(indicator)를 합산

하거나 조합하여 수치화된 하나의 점수(single score)로 전환한 것을 의

미한다(남궁근, 2017). 다양한 학문분야와 현실에서는 수많은 지수가 개

발되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지수가 통합적인 분석의 관점에서 결과

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USAID, 2014). 특히 다차원적인 주제에 대

해 접근할 때 제시되는 지수의 경우에는 주요한 이해관계자나, 정책결정

자, 그리고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점이 있다

(USAID, 2014). 정부통제지수를 구성하여 준정부조직의 정부통제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해서, Christensen(2001), Gilardi(2002), Verhoest et

al.(2004), Groenleer(2009)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통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준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정부통제지수를 바탕으로 측정된 정부통제가 준정

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 수준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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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해보고자 한다. 측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용타당성, 기

준타당성, 구성개념타당성 등이 제시된다. 내용타당성과 기준타당성의 경

우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 이론적 논의를 통해 타당성을 평가하는

반면(남궁근, 2017), 구성개념타당성의 경우 좁게는 수렴타당성을 통해,

넓게는 측정 변수가 예측되는 변수를 실제로 예측하는지 분석함으로써

타당성이 평가된다(김태일, 200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준정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서비스조직

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통제 수준을 측정하고, 정부통제의 반대적인 개념

인 조직자율성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통제 측정의 수렴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부통제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부통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론변수인 성과, 관료제적 구조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정부통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림 1-1> 본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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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부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측정

제1절 정부통제와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

1. 정부통제의 개념

일반적으로 통제는 피통제자(controlled actor)의 결정과 행위(decision

and behavior)에 목적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통제자

(controlling actor)의 메커니즘(mechanism)과 수단(instrument)을 의미한

다(Verhoest et al., 2010). 하위 행위자(대리인, agent)는 상위 행위자(주

인, principal)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위임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

인이 가지지 못한 전문적 지식(expert knowledge)을 대리인이 가지게 된

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적 현상을 유발하

는데, 정보비대칭의 상황은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을 어렵

게 만든다(Miller and Moe, 1983; Moe, 1984).

결국, 대리인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혹은 보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주인의 감시를 피해 주인이 기대하는 성과에 대해

회피의 유인(incentive to shirk)이 생긴다(Jensen and Meckling, 1976;

Weingast and Moran, 1983; Pollack, 1997). 따라서 주인과 대리인 사이

에 존재하는 위임의 구조(structure of delegation)에서 통제자인 주인은

피통제자인 대리인을 통제함으로써 대리인의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통제를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은 조직의 의사전달, 정보처리 및 통

제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Rainey, 2014). 특히 공공조직의 의사결

정은 정치-행정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계층제적 구조를 통한 특징적인

의사전달과정이 존재하고, 이는 외부 통제기관의 개입에 의해 결정된다

(Rainey, 2014). 따라서 조직은 조직이 실시하는 과업, 정책, 그리고 관리

등 조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직의 외부적 환경에 의해 직접적

인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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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인 측면에서 조직에 대한 통제는 자율성(autonomy)과 매우 밀

접한 관계에 있으며, 통제는 일반적으로 자율성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된

다(Verhoest et al. 2004; Groenleer, 2009). 조직의 자율성은 조직이 스스

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므로(전영한, 2014), 어느 한 조

직이 높은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조직이 낮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제는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독립성은 자율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서성아, 2011). 독립성은 외부적 행위자에 간섭 없

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서성아, 2011). 물

론, 자율성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capacity)에 초점이 두

어진다면, 독립성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condition)를 강

조한다(Groenleer, 2009).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한 개념인 통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외부적 행

위자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은 통제의 반대 개념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루어지는 통제는 특히 정부에 의한 통제가 주요

한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정부통제란 정부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

다. 정부통제의 배경은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대

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유권자에 의해 당선된 정치인과 선출직 공무원이 유

권자에게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갖고 있고, 책무성의 달성은 정치-행정

시스템(politico-administrative system)의 운영과 그 통제 과정을 통해 이

루어진다(Alon-Barkat and Gilad, 2016). 결과적으로 정치-행정시스템의

위계적 구조에서 상위 조직은 하위 조직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정책을 형

성하고 집행하는 강한 유인을 가지게 된다(Besley and Burgess, 2001).

정부에 의한 통제는 정치-행정시스템에 위치하는 조직의 행위(behavior)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통제는 지도(guidance), 통제(control), 그리

1)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율성, 독립성의 개념은 통제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자율성 또는 독립성(autonomy or

independence)은 통제로 바꾸어 서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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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evaluation)의 순환(cycle)으로 이루어진다(Kaufmann et al. 1986).

이 과정에서 정부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행정시

스템상의 메커니즘과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Verhoest et al., 2004). 조직의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정부가 의도적인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부통제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개

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의 의미

20세기 후반을 넘어오면서,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에 속하지 않는 공법

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 조직들이 많이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들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영역의 조직이지만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

공하면서 정부의 기금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조직이 발생한 곳은 사적 영역이지

만, 조직의 기능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조직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들 중에서는 그 운영의 원리는 민간의 기업들과 같

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지만, 반면에 공익을 수행하고 정

부의 정치적 대표들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조직들을 준정부조직

(quasi-Government organization; Quangos)이라 불리우며, 최근 국가기

능의 확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안병영 외, 2007).

특히 국가의 산업화는 준정부조직의 활용 가능성을 확장시켰다(Majone,

1996; Thatcher, 2002; Pollitt et al., 2001; Pollitt and Talbot, 2004). 준정

부조직이 생겨나고 활용되는 과정은 일종의 유행처럼 여겨졌으며(Pollitt

et al., 2001; Van Thiel, 2004), 특히 1980년대 행정개혁의 흐름과 맞물려

이루어졌다(Pollitt and Bouckaert, 2004).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아래 많은 국가들은 여러 정책 분야의 다양한 업무들을 준

정부조직에 위임하였다(Majone, 1996; Thatcher, 2002).

1990년대 이후,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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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의 국가 내 공공 부문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주요한 변화를

경험하였다(Pollitt and Bouckaert 2004). 공공조직에 대한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집중화(centralized)되어 있고 결합되어(consolidated) 있는 공

적 영역을 구조적으로 분산화시키고, 정책 설계, 집행 그리고 평가가 분

리된 자율화된 상태로 공적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Christensen

and Lægreid, 2006).

공적 영역이 분해(disaggregation)되는 자율화의 과정은 목적(purpose),

업무(task), 고객(customer)의 유형에 따라 수직적, 수평적으로 특수화

(specialization)되었다(Roness 2007).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공조직, 특히

준정부조직에 대하여 구조적 측면에서의 재정의가 이루어졌다(Groenleer,

2009). 정치-행정시스템의 책무성 메커니즘 하에서, 정부는 준정부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재설계(redesign)를 실시하게 되고, 이는 사전적(ex ante),

사후적(ex post) 혹은 공식적(formal), 실질적인(de facto) 차원에서 이루어

지게 되었다(Groenleer, 2009).

이러한 모습은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의 관점에서

볼 때, 상위 조직(주인, principal)과 하위 조직(대리인, agent) 간 관계에

서 상위 조직이 하위 조직의 행위나 대응성(responsiveness)을 정치적으

로 통제(political control)하기 위해 여러 통제 수단(means of control)에

관심을 두는 것이 당연한 현상으로 나타난다(Moe, 1984; Alon-Barkat

and Gilad, 2016). 준정부조직은 정부와 분리되어 스스로의 업무를 관리

할 자유(freedom)를 보장받는다(Pollitt and Talbot, 2004). 이는 준정부조

직이 식별가능하고, 분리된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관

리하고 정책을 실행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Pollitt and Talbot,

2004). 따라서 준정부조직에 대한 주요한 논의는 정부에 의한 통제와 관

련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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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정부통제 측정의 기존 연구 검토

1. 정부통제 측정의 선행 연구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감사

의 강도(auditing stringency)를 준정부조직이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수로 측정하거나, 정부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개수로 측정하는 방

법 등을 활용하였다(배관표·전영한, 2018).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통제의

개별 정책수단에 집중하고,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부통제의 종합적인 측면을 측정했다고 보기 어렵

다.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부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통제를 하

위 유형으로 구분하고 측정을 시도한 연구도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연

구는 이하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Christensen(2001)은 독립기관의 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①구조

적, ②재정적, ③법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구

조적 통제는 독립기관에 대한 정치적 관리감독이 대안적 수준인지 경쟁

적 수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둘째, 재정적 통제는 예산이

마련되는 규정의 수준을 통해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통제는 조직이

권한 내에서 법령를 제정하는 권한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Verhoest et al.(2004)은 Christensen(2001)의 공식적 통제 모형을 확

대, 조정하는 한편, 기존에 이루어졌던 정부기관의 통제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성 측정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통제를 다차원적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통제를 의사결정역량의 제한과

의사결정사용의 제약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이후 의사결정역량의 제한으

로서 통제는 다시 관리적 통제, 정책적 통제로 구성된다. 의사결정역량의

실질적 사용에 있어 제약으로서의 통제에서는 구조적 통제, 재정적 통제,

법적 통제, 관여적 통제를 제시하였다. 이후 각 하위 차원에 대하여 통제

의 수준을 4단계(최하 수준-낮은 수준-높은수준-최상 수준)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Verhoest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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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ensen(2001)과 Verhoest et al.(2004)가 정부통제를 측정하는데

있어 개념적 차원으로 구분하는데 집중하였다면, Gilardi(2002)는 정부통

제를 실제로 측정하고, 지수화를 시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앙은행

에 대한 세계은행의 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ukierman et al.(1992)

이 개발한 지수를 기초로 하여, Gilardi(2002)는 독립규제위원회의 ‘공식

적 독립성 지수(Formal Independence index of Regulatory Agencies)’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Gilardi(2002)는 Cukierman et al.(1992)의 통제

지수를 독립규제기관의 일반적 경우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였다.

Gilardi(2002)의 지수는 공식적 통제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5가지

차원 즉, 기관장의 지위, 독립규제위원회 위원의 지위, 대정부 및 대의회

와의 관계, 재정적·조직적 자율성, 규제역량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Groenleer(2009)도 Gilardi(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EU의 기관(agencies)

에 대한 공식적 통제와 실질적 통제를 측정하였다. Groenleer(2009)는 공식

적 통제의 측정지표로 ① 공식적-법적 지위, ② 기관의 권한, 업무, ③ 이사

회 임원의 지위, ④ 기관장의 지위, ⑤ 인사정책, ⑥ 예산 공급, ⑦ EU기구

및 EU국가에 대한 의무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반면 실질적 통제의 경우 ①

권한, 업무, ② 인사, 재무정책, ③ 외부행위자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각 지표

에 따른 의사결정 수준을 측정하였다. Groenleer(2009)는 Gilardi(2002)와 달

리 통제의 지수화를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하위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측정

지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논의를 살펴보면,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 수

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부통제를 연관되어 있지만 구별되는 하위 차원

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을 측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정부통제를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Gilardi(2002)의 연구는 조직에 대한

정부통제 수준을 지수화하여 측정함으로써 실제 정부통제 수준을 가시적

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Gilardi(2002)

의 시도와 같이 정부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통제지수라는 종합적인 지

수를 개발함으로써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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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통제 측정방법으로서 지수 개발에 대한 논의

정부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부통제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논의사항들이 있다. 먼저,

지수는 하나로 요약된 수치(summary statistic)이기 때문에 개별 지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누락하거나 가릴 수 있다(Zhou and Ang, 2009).

또한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지표 간 관계를 잡아내는데 실패할 경우, 특

히 측정이 어려운 경우 중요한 지표를 지수 개발과정에서 누락하여 지수

자체의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Zhou and Ang, 2009).

이러한 지수에 대한 일반론적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정부통제지수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측정개념의

누락이다. 준정부조직에 대한 통제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차원을 지수개발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지수의 구성이

달라진다. Gilardi(2002)의 경우 선행연구인 Cukierman et al.(1992)이 임

명의 갱신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연구 설계에 포

함하기도 하였다. 둘째, 측정 문항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를 허용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

다(Hanretty and Koop, 2012). 이는 준정부조직의 재량권과 관련된 문제

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부통제에 대한 수준이 서로 다르게 측정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게 된다. 셋째, 측정된 값에 대한 범주의 문제

이다. 지수를 구성하는 각 항목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항의 측정 범주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항목의 비중이 과

대 혹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Hanretty and Koop, 2012). 넷째, 개

별 지표에 대한 임의적인 가중치 문제이다. 준정부조직의 통제지수와 관

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측정된 값을 지수로 합성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인

가중치를 두거나, 산술평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Hanretty and

Koop, 2012). 이러한 점은 지수를 구성하는 각 항목들 간의 영향력을 고

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는 앞선 측정된 값에 대한 범주의 문제와

동일하게 지수에 있어 특정항목이 과대 혹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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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수 개발의 연구에서 보편적인 지수 개발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Maggino, 2017). 지수는 연구 주제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며, 가능

한 범위에서 응용되어 개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지수 개발의

보편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지수가 주는 장점을 모두 상쇄하는 것

은 아니다(Maggino, 2017). 따라서 정부통제지수의 개발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주제의 초점에 따라 그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정부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

통제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정부통

제의 측정과 구성개념이다. 지수의 하위 차원이 명확히 구분되고 측정될

수 있을 때, 지표의 합성을 통해 지수가 도출 될 수 있다(Mazziotta and

Pareto, 2012). 둘째, 정부통제 측정 지표의 표준화와 개별 지표의 합성이

다. 목적에 따라 그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측정된 정부통제의 하위

지표를 합치기 위해서는 극단으로 분포된 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측

정지표의 합성은 개별 지표를 하나의 점수인 지수로 만드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개별 지표가 측정하는 대상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가

중치가 반영된다(Mazziotta and Pareto, 2012). 마지막으로, 측정된 지수

의 타당성이다. 측정된 정부통제지수의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개발된

지수가 강건한지, 혹은 의미 있게 도출되었는지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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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부통제의 측정

1. 정부통제의 구성개념

정부통제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정치-행정시스템 하에서 조직을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통제가 가

능한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Groenleer, 2009). 특히, Verhoest et

al.(2004)은 기존의 연구들 중 Künneke(1991)의 법적·조직적·관리적 통

제, Christensen(2001)의 관료적 통제, 그리고 Gilardi(2002)의 공식적 통

제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통제 개념을 제시하며 통제에 대한 논의

를 보다 체계화하고자 시도하였다(Verhoest et al., 2004).

Verhoest et al.(2004)은 특히 통제를 다차원적(multi-dimension) 개념

으로 본다. 통제는 의사결정역량의 제한으로서의 통제(Control as the ex

ante limitation of decision-making competencies by rules and a priori

approval procedures)와 의사결정사용의 제약으로서의 통제(Control as

the constraints on the actual use of the decision-making competencies

delegated to the agency)로 크게 구분된다. 이는 정부가 조직의 의사결

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의사결정역량을 제한하는 것

이며,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사용을 제약하는 것이다. 먼저 의사결정역량

의 제한은 조직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scope)나 정도

(extent)를 제한하는 것이다(Verhoest et al., 2004). 이는 행위자가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경계를 한

정해버리는 것이다. 조직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하더

라도, 정부가 사전적으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면 이

는 정부에 의해 조직이 통제되는 것이다.

반면 의사결정사용의 제약은 조직이 의사결정을 사용하는 과정에 제

약을 두는 것이다(Verhoest et al., 2004). 조직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에서 대내외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조직의 자원이 대체로

정부로부터 공급된다면, 조직의 의사결정역량에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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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쉽게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관장이나 이사회 구성이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면, 의사결정과정이 자

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조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와 관련이 있다.

먼저, 조직 자체의 목표나 역할에 초점을 둔다면, 조직 내부의 관리나 정

책도구의 결정이 강조된다. 이 경우, 조직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는 수준의 문제로 귀결된다. 반면, 조직과 외부와의 연계성에 초점을 둔

다면, 조직의 의사결정과 관련이 깊은 자원이나 환경이 강조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자원과 환경적 요소들이 얼마나 개입

되어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결국 정치-행정시스템 하에서 정부의

통제는 조직의 대내적, 대외적 특성을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것이며,

정부통제가 다차원적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1) 직접적 통제: 의사결정역량의 제한

의사결정역량의 제한으로서의 통제는 조직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위계적 상위자(hierarchical superior)의 위치

에서 사전적으로 지시나 규정을 통해 조직의 업무(task)나 과정(step)을

통제한다(Verhoest et al., 2004). 특히, 조직의 인사, 재무, 사업, 정책 등

조직이 주요하게 다루는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조직의 선택 범위나 정도

를 직접적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하여 직접적 통제가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 통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Verhoest et al.,

2004). 첫째, 관리적 통제(managerial control)이다. 관리적 통제는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자원의 관리와 관련이 있다. 관리적 통제는 전통적으로 정

부가 합법성이나 경제성을 우선시하여 개별 기관들의 관리 재량을 통제

해왔던 투입관리(input management)와 관련된 것으로 정부의 규칙이나

규제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관리적 통제는 재무관리,

인사관리 또는 업무계획 및 조직관리로 구성된다(Verhoest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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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적 통제(policy control)이다. 정책적 통제란 외부적으로 이미

규정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 외부적으로 결정

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s)와

정책의 양과 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정

책적 통제는 독립적인 조직이 외부적으로 결정된 규제나 법률 내에서 개

별사례에 대해 내리는 의사결정 수준으로 나타난다(Verhoest et al., 2004).

2) 간접적 통제: 의사결정사용의 제약

의사결정사용의 제약으로서의 통제는 조직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인

통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직의 의사결정 역량에 사전적으로 직접적

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에도 제한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할 수 없다(Verhoest et al., 2004). 이는 조직의 의사결정이 조직

의 자원과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직에 의사결정을 위임하

지만, 조직구조나 자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

정 자체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결

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 내 요소를 결정함으로써 정부는 간

접적인 통제를 달성하게 된다.

첫째, 구조적 통제(structural control)이다. 구조적 통제란 계층제적

계선조직과 책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통제를 의미한다. 구조적

통제는 Christensen(2001)에 의해 제시된 내용과 상당수 일치하는데, 구

조적 통제가 높은 경우 조직의 기관장은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평가되

며,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회 역시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구성되므로 의사회의 결정 역시 실질적으로 정부의 영향력에

귀속된다(Verhoest et al., 2004).

둘째, 재정적 통제(financial control)이다. 재정적 통제란 조직이 정부

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수준,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수준, 또는

재정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수준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재정

적 통제가 높은 경우 조직은 정부에 의해 전액 자금지원을 받게 되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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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즉, 제품판매나 자본

시장 차용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또한 재원을 재배치

하여 사용하는 것을 정부에 의해 통제받는다(Verhoest et al., 2004).

셋째, 법적 통제(legal control)이다. 법적 통제란 정부가 조직 스스로의

의사결정역량 할당(allocation)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조직의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법적 통제가 높은 경우 조직은 전통적 관료와 다른 자체적인 지

위를 갖지 못하고 정부의 일부로 존재하게 된다(Verhoest et al., 2004)

마지막으로, 관여적 통제(interventional control)이다. 관여적 통제란 조직

이 자체 의사결정이나 집행결과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해 사후보고요구, 평가

및 감사를 요구받는 정도, 그리고 조직이 정부로부터 일탈한 경우 제재가 이

루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관여적 통제가 높은 수준에서 조직은 정부에 의

해 직접적으로 감독을 받게 되고 일탈행위가 발생한 경우 정부로부터 심각

한 제재와 즉각적인 개입을 받게 된다(Verhoest et al., 2004).

<표 2-1> 정부통제의 구분과 개념

구 분 개 념

정부통제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

가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개입하는 것

직접적 통제
조직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scope)나 정도

(extent)를 정부가 제한하는 것

관리적 통제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자원의 관리에 대한 제한

정책적 통제

규정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 외부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s)

와 정책의 양과 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

간접적 통제 조직이 의사결정을 사용하는 과정에 정부가 영향력의 제약을 두는 것

구조적 통제
계층제적 계선조직과 책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영

향력에 대한 제약

재정적 통제 조직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수준과 활용에 대한 제약

법적 통제
조직 스스로의 의사결정역량 할당(allocation)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조직의 법적 지위의 제약

관여적 통제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집행결과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해 사후

보고요구, 평가 및 감사를 요구받는 정도, 그리고 조직이 정부

로부터 일탈한 경우 제재가 이루어지는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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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통제의 하위 차원에 대한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정부통제 측정모형 중 Verhoest

et al.(2004)의 통제 유형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정부통제의 하위 차원을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Gilardi(2002)와 Groenleer(2009)의 측정지표를

응용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이때 정부통제의 유형을 구분하고 측정하는데 있어 주요하게 논의되

는 부분 중 하나는 공식적 통제(formal control)와 실질적 통제(actual

control)이다. 공식적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실질적 통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전영한, 2014), 여러 연구에서도 공식적 통제와 실질적 통제

를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Cukierman 1992; Gilardi, 2002; Groenleer,

2009; Yesilkagit and Christensen, 2009).

공식적 통제의 측정은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의 수단을 구분하

고, 해당 통제 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혹은 통제 수단의 수준으로 측정

된다. 예를 들어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측

정하여, 임명권자가 정부에 있는 경우 정부통제 수준이 높고, 조직 내부

에서 임명이 가능하면 정부통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측정된다(Gilardi,

2002; Groenleer, 2009). 반면, 실질적 통제의 측정은 정부통제가 통제가

이루어지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지로

측정되기 때문에 통제수단의 유무로 측정될 수 없고, 정부통제 대상이

되는 조직의 내부 관계자 혹은 외부 관계자에게 설문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측정된다. 예를 들어 “귀 기관은 업무 방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의 질문을 하고, 5점 척도로 응답을 받아 통제 수준을 측

정하는 것이다(Groenleer, 2009).

정부통제를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공식적 통제와 실

질적 통제를 구분하여 측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통제의 하위 유

형에 따라서는 공식적 통제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실질적 통

제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통제 수단 중 평가, 감사

의 횟수를 통해 정부통제의 수준이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배관표·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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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18). 특정 통제 수단이 이루어지는 횟수는 정부통제가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행위로서 공식적 통제의 지표로 고려될 수도 있지만, 정부통제

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 통제의 지표로도 고려될 수 있다. 그

러나 통제 수단이 일회적으로 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실질적으

로 느끼는 정부통제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전영한, 2014). 이는 앞서 이

야기한 바와 같이 공식적 통제와 실질적 통제의 수준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공식적 통제와 실질적 통제

를 명확히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의 연구는 정부통제를 연구하는데 있

어서 공식적 통제와 실질적 통제를 구분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정부통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실제로 공식적 통제를 측정한 차원과 실질적 통제가 측정된 차

원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며(Groenleer, 2009), 측정된 지표들이 정부통

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일부만을 측정하고 있다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

다(Hanretty and Koop,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준정부조직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수준에서

의 정부통제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조직에 대해 이루어지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통제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실질

적인 통제 수준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측정함으로써 정부통제를 측정하는 일종의 대리지표(proxy

indicator)로 활용하고자 한다. 정부통제를 측정하는 하위 통제 차원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앞서 논의한 하위 통제 차원의 영역

에 Gilardi(2002), Groenleer(2009)가 사용한 측정지표들을 원용하되 경우

에 따라 보다 적합한 측정이 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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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 통제의 측정

직접적 통제는 관리적 통제와 정책적 통제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먼

저, 관리적 통제의 경우 Gilardi(2002)는 내부조직결정권과 인사정책권으

로 구분하여 정부가 결정한 경우 통제 수준이 높고, 조직이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낮은 수준의 통제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Groenleer(2009)는 인사정책을 구체적으로 보아 인사정책의 권한 보유

여부, 구성원에 대한 선별, 고용, 훈련, 승진, 해임 권한의 보유 여부, 그

리고 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 여부로 관리적 통제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적 통제가 인사관리, 재무관리, 업무계획과 관련

있다는 점과 사전적으로 통제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관리적

통제는 특히 조직의 권한 및 업무와 조직관리의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

다(Groenleer, 2009). 따라서 관리적 통제는 하위 차원으로 권한 및 업무

결정과 조직관리 지도·감독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권한 및 업

무결정의 경우는 조직의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과

관련된다. Groenleer(2009)는 이에 대해 공식적 통제 측면에서는 조직의

업무 결정권한 등으로 측정하였고, 실질적 통제 측면에서는 조직의 업무

우선순위 결정 정도, 업무 방식의 결정 정도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Verhoest et al.(2004)에서 관리적 통제의 수준을 관리적 영역에 대한 정

부와 조직 사이의 의사결정 영향력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관리적 영역에 대한 업무협의에 필수적인 관련 정부

기관의 수와 주요 업무 관련 정부기관의 사전허가 혹은 승인업무의 수를

대리지표로 사용하여 관리적 통제를 측정하고자 한다.

조직관리 지도감독의 경우 조직관리에 대한 주요한 부분인 인사관리

와 재무관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Groenleer(2009)는 공식적 통제 측면에

서는 조직관리 권한 여부를 통해, 실질적 통제 측면에서는 조직의 조직

관리 수준을 물어봄으로써 측정하고 있다. Groenleer(2009)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직관리에 대해 정부가 의사결정 영향력 수준이 어느 정

도인지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조직관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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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관리적 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통제의 대상이 인지하는

인사관리, 재무관리에 대한 정부기관의 지도, 감독 수준을 통해 측정하도

록 한다.

둘째, 정책적 통제는 조직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의 대상 집단

(target group)이나 정책도구에 대해 관할 부처나 정부(중앙 혹은 지방)

의 관여하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Gilardi(2002)는 조직의 독자적 결정에

대한 재판 이외의 번복가능성을 통해 이를 측정하였으며, 번복할 권한이

있는 조직의 특정 자격 수준을 통해 측정하였다. Groenleer(2009)는 조직

권한의 구체성 정도, 조직 목표의 명료성, 조직 업무의 구체성 등으로 측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준정부조직 상황을 감안하여, 제

품서비스 가격, 서비스 수혜대상, 신규 사업개발, 구매 관리 등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책의사결정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지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사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를 객관

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제의 대상이 인지하는 정부통제의 수준

을 통해 대리 지표로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간접적 통제의 측정

간접적 통제는 구조적 통제, 재정적 통제, 법적 통제, 그리고 관여적

통제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먼저 구조적 통제는 계층제적 계선조직과 책

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통제를 의미한다. 구조적 통제는 크게

기관장에 대한 부분과 임원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Verhoest

et al.(2004), Gilardi(2002), Groenleer(2009)는 기관장과 이사회 임원의

지위를 통해 구조적 통제를 측정하였고, 본 연구도 기존 연구의 항목을

차용하여 기관장과 임원의 공통적인 측정 지표로 임기, 임명권, 타기관

중복재임권, 재임용 가능성을 선정하고자 한다.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Gilardi(2002)는 고정 임기가 없는 경우부

터 8년 이상의 임기까지의 범주를 구성하여 4년, 5년, 6년 등에 따라 점

수를 반영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기 기준은 연구에서의 기관



- 23 -

장 임기 측정지표를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바로 원

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기관장 임기를 기본적으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에서도

기관장 임기가 특별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임기를 3년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정된 임기를 그대로 측정하

되, 임기가 짧을수록 정부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임명권의 경우 Gilardi(2002)와 Groenleer(2009)의 측정을 준용하여 기

관장의 임명권이 정부에 있는 경우, 정부의 통제를 받는 다른 조직에 있

는 경우, 조직 내부에 있는 경우의 3단계로 측정할 수 있다.

재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Gilardi(2002)는 두 번 이상 가능한 경우,

한번만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로 3단계의 측정로 측정하였다. 반면,

Groenleer(2009)는 재임용가능성 여부로만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조직의 개별 정관을 고려할 때, 재임

임기와 재임 가능 횟수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만약 재임 임기가

짧거나 재임 가능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정부통제가 강할 것이다. 그

러나 재임 임기가 길고, 재임 가능 횟수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정부통제

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용방식에 대한 정부통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식적

임용요청 절차의 여부를 측정한다. 해당 지표에 대한 측정은 후보 추천

공식기구 혹은 절차의 존재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이상의 기관장에 대

한 지표는 임원에 대한 측정지표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재정적 통제는 재정적 자원의 마련과 활용을 중심으로 측정한

다. Gilardi(2002)는 조직의 재원마련 정도를 통해 재정적 통제를 측정한

다. Groenleer(2009)는 이와 더불어 재정적 자원을 조직이 자유롭게 재배

치할 수 있느냐에 여부에 따라 통제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본 연구

에서는 Gilardi(2002)의 측정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재정적 자원의 재

배치 가능 여부는 예산의 전용 가능 여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해

당 규정은 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 간 차이가 발

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적 통제는 기관의 수익 출처의 비율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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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

셋째, 법적 통제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조직의 법인격 및 지위여

부가 어떠했는가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Groenleer(2009)는 조직 생

성의 근거 조항이 일반법인지 여부, 조직이 EU기구 중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조직에 대한 독립 여부가 명시된 경우를 통

해 법적 통제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Groenleer(2009)의 측정지표 중 조직의 상위기구 수준과 조직의

독립 명시 여부를 제외하고, 조직 생성의 근거 조항이 일반법 여부를 통

해 측정하도록 한다. 조직의 독립성 명시 여부는 공법상 법인과 민법상

법인 여부로 측정이 가능하나, 본 연구의 준정부조직들은 민법상 법인으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간 차이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관여적 통제는 의사결정과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보고, 평가 및

감사, 제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Gilardi(2002)는 대정부/대의회 공식

보고 여부를 중심으로 측정하는데, 조직이 공식보고의 책임이 있는 경우

높은 수준의 통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간보고서

제출, 정보를 위한 연간보고서 제출 순으로 통제가 낮아진다고 보았다.

공식보고 여부가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통제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관여적 통제의 측정을 위해 조직

에 대해 이루어지는 정부 및 상급기관의 관여적 통제수단을 적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조

직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와 제

22조의 검사사항에 따르면 정부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회계를 감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준정부조직은 대부분 동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해당하는 조직이므로, 감사원의 감사는 준정부조직에 대한 관여적 통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급기관의 감사, 정부 주관평가 역시 본 연

구의 연구대상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공공서비스조

직 역시 위의 법에 해당하는 경우 관여적 통제수단들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관여적 통제수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후보고, 감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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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모두 측정하여 관여적 통제 수준

을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감사원 감사, 상급기관 감사, 정부 주관평가

를 선정하고 해당 통제수단의 횟수를 통해 관여적 통제를 측정하고자 한

다.

3. 정부통제 측정을 위한 정부통제지수의 산출 모형

1)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의 선정

새로운 정부통제지수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크게 항목선정, 지표항목의 표준화 그리고 가중치 부여방법이 있다(남궁

근, 2017). 먼저 지수를 작성하는데 포함될 항목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차원을 나타내는 항목을 선정해야 하며, 둘째, 측정하고자 하는 차

원의 모든 측면을 나타냄과 더불어 신뢰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항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수를 구성하

는 하위지수(subindex)를 다시 만들 수 있다.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항목인지, 그리고 모든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검

토되어야 한다. 이는 측정지표의 내용타당성과 연계되며, 항목선정의 적

정성은 관련 분야의 문헌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확인될 수 있다(남

궁근, 2017).

본 연구에서는 정부통제의 구성개념을 논의함으로써, 정부통제를 1차

적으로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로 구분하였고, 다시 직접적 통제는

관리적 통제와 정책적 통제 등 2개의 하위 유형으로, 간접적 통제는 구

조적 통제, 재정적 통제, 법적 통제, 관여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하위 정

부통제 수준을 나타내는 하위 정부통제지수에 대한 측정 지표는 앞서 정

부통제의 측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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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수 구성 항목의 표준화 및 정규화

하나의 지수에 포함된 지표들은 지수에 포함되기 이전에 표준화되어

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표준화를 시키지 않으면 중요성이 적은 측정

값이 단순히 척도와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중요한 지표보다 최종

지수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표준화의 방법으로는 각 지

표 값들을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별히 고안된

절차를 통하여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도 제시된다(남궁근, 2017).

각 지표의 원점수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동일한 가중치를 이용하거나

서로 다른 가중치를 이용하거나에 관계없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측정에 사용된 지표들이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었을 경우 또는

서로 다른 방향의 값으로 측정되었을 경우 이러한 원점수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먼저 z-score를 이용하는 표준화의 방법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측정값과 평균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주는 방

법이다(남궁근, 2017). 이러한 방법은 통계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서로 측정 단위가 다른 변수를 표준화하는 방법이다. 백분위 표준점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응답이 속하는 범위를 0점에서 100점 사이로 변화시켜

점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z-score를 사용하도록 한다.2)

다음으로 측정값에 대한 정규화가 필요하다. 지수를 산출하는 이유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출된 지수를 통해 연구대상에 대한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측정지표를 표준화한다고 하더라도, 지표에 따라 측정된 범

위가 달라서 비교하기 어렵다. 만약 정규화를 실시한다면, 측정된 값의

범위를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지표 간에 비교가 용이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여러 항목의 측정값을 요인분석, 평균

값 등을 통해 도출하므로, 도출된 값에 대해서 정규화 과정을 실시하여

가중치 반영이 가능한 값으로 치환하고자 한다. 정규화는 측정지표의 측

정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에 대하여 최댓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나눠줌

으로써 이루어진다.3)

2)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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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수 구성 항목 간 가중치의 적용

지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항목들에 가중치를 부여할 지에 관한

문제도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할 뚜렷한 이론적 근거

가 없다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경우에는 모든 항목의 측정값

을 단순 합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가중치를 부여한 지수에서

는 일부 항목에 더 높은 가치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가중치

를 부여하는 기준은 이론적 가정과 정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요인분

석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론적 관점에서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자료수집 이전에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지만, 요

인분석과 같은 통계분석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이

후에 가중치가 결정된다. 가중치를 부여한 지수값과 부여하지 않은 지수

값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남궁근, 2017).

지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크게 동일한 가

중치를 부여하는 방법과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먼저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하위차원을 구성하는 지표를 단순

합산하여 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남궁근, 2017). 이러한 방법은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개념들과 그러한 개념을 구성하는 지표들에 대하여 모두 동

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하위개념을 구성하는 지표가 해당 하위개념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길 때 가능하다. 단순가중치를 이용하

는 연구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많은 연구에서 활

용된 방법이다(강신욱 외 2012; Grzeskowiak et. al. 2006). 이러한 방법은

각 하위개념이 어떻게 상위 개념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른 가중

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가중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가중치가 존재

3)  m ax  m in

 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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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남궁근, 2017).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연구

자가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와 상위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관적

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가중치는 분석

적 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을 활용하여 도출할 수 있

다(오재록, 2006). 이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수의 하위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가중치로는

상관관계, 회귀분석, 그리고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가중치가

있다. 예를 들어, 회귀분석의 경우, 지수화 대상을 측정한 변수를 대리

종속변수로 하여 하위 지표를 회귀분석하여 그 결과 얻어진 베타값이 가

지는 비중을 가중치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요인분석은 하위지표들을 요

인분석하여 공통요인으로 수렴되는지 확인한 후 구해진 요인부하값을 상

대적 가중치로 간주하여 지수화를 하는 것이다.

정부통제지수의 선행 연구에서 대체로 동일 가중치 방법과 AHP 등 전

문가의 의견에 따른 가중치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AHP

를 통한 가중치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보편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통계

적인 방법으로 요인분석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요인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하위 측정 변수 간 상관관

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야 한다(김태일, 2000). 제4장 연구결과에서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하위 통제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

과 유의미하지 않지만 하위 통제지수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으로 실시하는 경우, 이론적 지표의 중요성에 비해 통계적

분석 결과 나타난 가중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김태

일,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가중치 측정 방식 중 AHP를

통해 가중치를 측정하고자 한다. AHP 기법은 각 구성개념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기준 평가기법의 일종이며,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이다(오재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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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산출 방법

관리적

통제지수

하위 2개 측정변수(권한 및 업무결정 / 조직관리)의 측정값에

가중치 반영 후 정규화

권한 및

업무결정

업무협의 필수적인 관련 정부기관 /

주요 업무 관련 정부기관의 사전허가 및

승인업무

2개 문항

요인값 추출 후 정규화

조직관리
인사관리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정도 /

재무관리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정도

2개 문항

요인값 추출 후 정규화

정책적

통제지수

사업 목표 설정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정도 /

사업 목표 달성 추진전략 채택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정도

2개 문항

요인값 추출 후 정규화

구조적

통제지수

하위 2개 측정변수(기관장 및 임원)의 측정값에

가중치 반영 후 정규화

기관장

임기 / 기관장의 최종 임명권자 /

재임용 가능 정도 /

기관장 후보 추천 공식기구·절차 여부

4개 문항

요인값 산출 후 정규화

임원

임기 / 기관장의 최종 임명권자 /

재임용 가능 정도 /

기관장 후보 추천 공식기구·절차 여부

4개 문항

요인값 산출 후 정규화

재정적

통제지수
기관의 수익을 얻는 출처의 비율 표준화 후 정규화

법적

통제지수
조직 명칭 명시된 법령·조례 존재 여부 표준화 후 정규화

관여적

통제지수

감사원 감사 횟수 / 상급기관 감사 횟수 /

정부 주관 평가 횟수

3개 문항

요인값 추출 후 정규화

4) 본 연구의 정부통제지수 산출 모형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정부통제를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로 구분하고,

직접적 통제는 관리적 통제와 정책적 통제 등 2개 하위 차원으로, 간접

적 통제는 구조적 통제, 재정적 통제, 법적 통제, 관여적 통제 등 4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한다. 정부통제지수의 산출 방법을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정부통제지수 산출 방법4)

4) 정부통제지수는 직접적 통제지수와 간접적 통제지수의 산출값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직접적 통제지수와 간접적 통제지수 역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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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접적 통제지수는 하위 차원인 관리적 통제와 정책적 통제를

축으로 개별 하위 차원에서의 지수화작업 또는 측정값을 통해 산출된다.

관리적 통제지수는 관리적 통제를 권한 및 업무 결정과 조직관리 지도감

독으로 구분한다. 먼저 권한 및 업무 결정은 업무협의 필수적인 관련 정

부기관의 수, 주요 업무 관련 정부기관의 사전허가 및 승인업무의 수 등

2개의 지표로 측정되며, 조직관리 지도감독의 경우 인사관리와 재무관리

에 정부가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정도로 측정된다. 측정된 값은 표준화를

실시한 뒤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요인값을 산출하고, 정규화를 통해 0

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치환된다. 관리적 통제지수는 두 하위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한 값으로 산출된다.

정책적 통제지수는 정책적 통제를 구성하는 사업 목표 설정에 대한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정도와 사업목표 달성 추진전략 채택에 대한 정부

기관의 지도감독 정도 등 2가지 지표를 측정하고, 측정된 값을 요인분석

하여 도출된 요인값을 활용한다. 이후 표준화를 실시한 뒤 정규화를 통

해 100점 사이의 점수로 치환한 뒤 정책적 통제지수로 활용한다. 이후

직접적 통제지수는 도출된 관리적 통제지수와 정책적 통제지수의 측정값

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함으로써 최종 산출된다.

둘째, 간접적 통제지수는 하위 차원인 구조적 통제, 재정적 통제, 법적

통제, 그리고 관여적 통제를 축으로 개별 하위 차원에서의 지수화작업 또

는 측정값을 통해 산출된다. 구조적 통제지수는 구조적 통제를 구성하는

기관장, 임원에 대한 각각의 지표인 4개 지표를 측정하고, 각각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실시한다. 다만 측정지표 중 후보 추천 공식기구·

절차 여부는 이분형 변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인분석이 어렵다. 이분

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구할 때는 양분상관관계(biserial

correlation)를 이용하므로(Lewis-Beck et al., 2004), 구조적 통제지수를

구하는 과정의 요인분석에서는 양분상관계수를 활용한다.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값을 정규화하여 0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치환한 뒤 기관

장 지위와 임원 지위의 측정값에 가중치를 반영한 값으로 산출된다.

의 하위 지수들에 가중치를 반영한 값으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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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통제지수와 법적 통제지수는 각각 재정적 통제를 구성하는 조

직이 수익을 얻는 출처의 비율과 조직이 명시된 구체적 법령의 존재 여

부로 단일 지표로 측정된다. 해당 지수들 역시 정규화를 통해 0에서 100

점 사이의 점수로 치환한다.

마지막으로 관여적 통제지수는 관여적 통제를 구성하는 감사원 감사

횟수, 상급기관 감사 횟수, 정부 주관 평가 횟수 측정값에 표준화를 실시

하고, 요인분석 후 도출된 요인값으로 측정하였다. 이후 정규화를 통해 0

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치환한다. 간접적 통제지수는 네 가지 하위

지수의 측정값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함으로써 최종 산출된다.

마지막으로 정부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정부통제지수는 위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 직접적 통제지수와 간접적 통제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산출된다. <그림 2-1>은 정부통제지수의 산출모형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그림 2-1> 정부통제지수의 산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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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부통제 측정의 타당화

1. 타당성의 유형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

히 반영하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결국 측정개념에 대한 개념적 정의

와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타당성

은 ①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또는 논리적 타당성(logical validity),

② 기준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 또는 경험적 타당성(empirical

validity), ③ 구성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남궁근, 2017).

첫째, 내용타당성은 측정도구에 포함된 내용, 즉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측정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척도

구성의 전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나타내는 무한한 수의 지표로

구성된 내용의 모집단이 있을 때, 측정도구에 포함된 지표가 내용의 모

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도구의 대표성

(representativeness) 또는 표본문항 추출의 적절성(sampling adequacy)

을 의미한다.

그러나 측정지표의 모집단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남궁근, 2017). 그러므로 측정의 모집단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하여 대표성 있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

용타당성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판단(judgement), 자기-타당성평

가(self-validated), 기존연구 등에 의존하게 된다.

둘째,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난 관련성의 정도를 의미

한다. 기준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어떤 기준(criterion) 변수의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prediction)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측정도구의 기준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얻은 측정값과 기준변수를 적용하여 얻은 측정값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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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 한다(남궁근, 2017). 상관분석결과 상관계수값이 크면 기준타당

도가 높다. 그러나 기준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다. 그 이유로는 첫째, 측정도구의 기준타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기

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며, 둘째, 기준으로 사용하는 속성을 정의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타당성은 타당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

제 연구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구성개념 타당성은 측정지표와 다른 측정지표와의 관계가 이론

적으로 예측되는 관계와 일치하는가에 의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김태일, 2003). 그러나 구성개념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는 측정지

표 사이의 관계가 이론변수 사이의 관계와 일치한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측정지표가 이론변수를 반영한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

성개념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정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이론변수들 사이의 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김태일, 2003).

구성개념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은 수

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개념 타당성과 수렴 타당성 및 판별 타당

성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김태일, 2003). 따라서 구성개념 타당성의 정

의처럼 측정지표와 다른 측정지표의 관계가 예측되는 관계와 일치한지를

통해 구성개념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수의 경우에는 다차원

적 개념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려진 측정 가능한 현상과

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구성개념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지수의 설명

력을 검증하는데 유용하다(OECD, 2008).

본 연구의 정부통제지수가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타당성은 구성개

념 타당성이다. 내용타당성의 경우 이론적 판단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의존하여 타당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준타당성

의 경우 정부통제라는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정부통제를 정확히 측

정하였다는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

부통제의 경우 정부통제의 다차원적 측면을 종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연

구의 내용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구성개념 타당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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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확인적 요인분석이나 회귀분석 등 통계적 방법을 통해 타당성을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통제지수의 타당화를 위해 구성개

념 타당성을 평가하고, 특히 수렴 타당성과 지수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통한 구성개념 타당성을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정부통제의 수렴 타당성: 조직자율성

수렴 타당성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에 상이한 측정방법을 사용

하더라도 그 측정값들은 하나의 차원으로 수렴하여야 한다는 원리에 기

초한다(남궁근, 2017). 따라서 수렴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방법으

로 측정한 후, 각 측정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증명된다(전영한,

2004).

본 연구에서는 정부통제 측정의 수렴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통

제의 반대 개념인 조직자율성(organizational autonomy)을 통해서 수렴

타당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5) 조직자율성이란 조직이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전영한, 2014). 조직자율성은 소비자주권에

의한 시장통제와 인민주권에 의한 정치적 통제라는 두 개의 외부적 제약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전영한, 2014), 그 중 정치적 통제는 정부통

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정부통제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그만큼 조직의 자율성 역시 감소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여러 측정지표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러

5) 본 연구에서는 조직자율성과의 상관관계분석 통한 수렴타당성 외의 방법으

로, 산출된 정부통제지수와 구별되는 별개의 측정치(alternative measure)로

서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순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통

해 수렴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도 시도하였다. 임의로 추출된 준정부조직

목록에 대하여 정부통제 순위를 매기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부통제

수준을 점수로 치환하여,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정부통제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만약 측정된 정부통제지수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준정부조

직의 정부통제순위 간 상관관계가 높다면, 수렴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방법의 경우 임의추출된 조직의 수가 10개로

한정적이었으며, 상관관계분석 결과도 조직 유형에 따라 상관계수가 양수(+)

와 음수(-)가 혼재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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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정지표는 타당성이 높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타당성이 낮다(남

궁근, 2017). 앞서 정부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다루었듯이 자율성

은 정부통제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다만 정부통제는 정부의 입장에서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 정도를 의미한다면, 자율성은 조직의 입장

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자유로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통

제지수가 반대 개념인 자율성과의 상관관계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온다면 수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정부통제 수준과 조직자율성 수준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3. 정부통제의 구성개념 타당성: 성과

정부통제지수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지수와 예측

되는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지수와 예측되는 변수 간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검증되는 경우 지수가 가지는 설명력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OECD, 2008). 많은 연구에서 구성개념 타당성을 위해 변수 간 관

계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Slaney, 2017). 다만

상관관계 분석의 경우에는 변수 간 인과성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레인저 인과성 검증(Granger causality test) 등의 방법이 추가로 사용되기

도 한다(OECD, 2008). 본 연구에서는 정부통제와 관련된 예측되는 변수로

서 성과와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논의하고, 정부통제와 성과 간 관계, 정부

통제와 관료제적 조직구조 간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구성

개념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행정학에서 조직의 성과에 대한 논의는 많은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다

(Boyne et al., 2006). 특히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는 성과와 관련이

있다.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s)의 주인은 기능수행에 필요한 자원

을 제공하는 행위자로, 공식조직은 주인의 의도하는 바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제공해야 한다(전영한, 2014).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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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이 존재하지만 이는 쉽게 발현되지 않는다.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는 조직의 주인(principals) 등 조직 외부의 행위자(external

actors)에 의한 제약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조직의 의사결정 능력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Verhoest et al., 2004). 이러한 제약들은 조직으로 하

여금 주인의 이익(principal's interests)보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한다(Calvert et al., 1989). 결과적으로 정부통제

는 정치-행정시스템이라는 광의의 조직은 물론, 개별 준정부조직의 목표

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와도 밀

접한 문제가 된다.

준정부조직의 경우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providing) 혹은 보

류할(withholding)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아젠다(political agenda)에 대

해 준정부조직이 영향을 미칠 기회를 만들어주며, 이는 곧 정부로부터의

통제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Kiewiet and McCubbins, 1991). 또

한, 준정부조직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인 정

부가 기대하는 업무적 성과를 달성하거나 혹은 실패하는 회피(shirk)의

유인(incentive)이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와 준정부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위임의 관계에는 대리인인 준정부조직이 스스로의 선호와 이익

을 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Jensen and Meckling, 1976;

Weingast and Moran, 1983; Pollack, 1997).

결과적으로 조직의 행위는 그 결과로서 성과와 관련이 되고, 정부가

통제를 하는 이유도 피통제 대상인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가 조직의 성과 증대에 어떻

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 특히, 양적 연구는 최근까지 거

의 미미한 실정이었다(Verhoest et al., 2004).

Verhoest et al.(2004)은 그간의 연구들에서 정부통제와 성과

(performance)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미미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원인으로 3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효

율성에 대한 독립변수로서 정부통제 외에 추가적인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

는데 이들 변수들이 연구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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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로서 성과의 개념이 다양하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직

성과의 개념으로 재정적 비율측정이나 기술적 능률성 내지 생산성에 초점

을 두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 연구들은 효과성(effectiveness), 책무성

등과 같은 조직성과의 또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의 연구들은 정부통제의 개념과 측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

통제의 개념을 다룸에 있어서 일부 연구들은 공식적-법적 조직 유형을 사

용하는가 하면 다른 연구들은 관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또 다른 연구들

은 재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등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통제는 선출된 정책결정자들이 조직의 의사결

정에 행사하는 영향력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조직이 가지는 본래의 목적달

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변동에 따라 조직목표나 기능이 변경되거나 왜곡되

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내재하고 있다(Gilardi, 2002; Christensen,

2001). 또한, 조직에 대한 통제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

을 키움으로써 정책집행의 효과성,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제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준정부조직은 공공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다차원

적이다(Quinn and Rohrbaugh, 1981; Boyne, 2003; Andrews et al.,

2011). 성과라는 것은 단일한 개념이 아닐 뿐 아니라 심리학, 사회과학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정의되어 진다

(Bovaird, 1996). 더욱이 이윤 획득이라는 명시적으로 성과가 특징지어지

는 민간부문과는 달리, 공공부문에서는 성과가 보다 넓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개념을 통해서 성과를 정

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Carter, 1991).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설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적 차원이나 조직 차원에서 파악되거나

이들 간의 상호조합으로 인지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성과는 공

공조직 혹은 정부기관의 사업이나 정책의 차원에서 파악되기도 한다.

성과라는 것이 공공부문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하여 서로

다르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이미 지적하였지만, 공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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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문하고 성과와 관련된 문헌에서 보여지는 조직이나 기관차원에서의

성과는 통상적으로 ‘세가지 E(3Es)’라고 알려진 조직의 활동에 대한 구

체적인 조작화로 정의된다(Bouckaert and Halligan,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를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정부통제와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효과성과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성과 차원 중 하나이며(Wholey, 1997), 동시에 정부통제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성과이기도 하다.

또한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공조직의 목표는 모호하기 때

문에(Chun & Rainey, 2006),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에서 공공조직의 성과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준의 평가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으며(Andrews et al., 2006),

공공조직의 성과를 경성데이터에 의한 객관적 성과(archival

performance measures)와 인식에 기반을 둔 주관적 성과(perceptual

performance measures)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Boyne et al., 2006). 그

러므로 본 연구는 정부통제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통

제와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성과를 효과성과 효율성을 구분

하는 것과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각된 성과와 조직 외

부에서 상위기관에 의해 평가된 성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정부통제와 효과성

효과성은 한 조직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한다(Daft, 2015).

Andrews et al.(2008)은 정기적인 감사와 점검 유무로 통제를 측정하여 통

제가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일부 확인했다. 주인-대리인 이론에

서 논의하는 모니터링의 비용 문제를 차치하고, 목표의 실현 정도만 놓고

본다면 주인의 통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준정부조직은 의사결

정의 권한을 보장 받아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Majone, 2001).6)

6) 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의사결정을 제한하고(Weingast and Mora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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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도 준정부조직 통제는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함으

로써 대리인은 주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적 통제의 경우 조직의 의사결정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

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간접적 통

제의 경우 구조적, 재정적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효과성 향상을 유도할 것이다.

가설 2.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하면 준정부조직의 효과성은 향상될 것

이다.

2) 정부통제와 효율성

효율성이란 한 조직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원의

양을 의미한다(Daft, 2015). 효율성은 조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

에 관심을 둔 성과 차원이다. 지금까지 준정부조직 통제가 효율성에 미치

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Andrews et al., 2011). 정부통제와

효율성간의 관계를 다룬 Yamamoto(2006)는 일본의 독립위원회들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의 정부통제와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Verhoest et al.(2004)이 제시했던 통제 개념에서 사용된 관

리적 통제 개념을 사용하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적 측면, 운영적 측

면 그리고 조직적 측면에서의 정부통제를 측정하고, 이들이 조직의 주요

성과로서 조직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 능률성(efficiency), 책무성

(accountability)과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Yamamoto(2006)는 규제기관의 정부통제 수준과 성과간의

관계는 그 결과에 있어서 완전한 인과관계가 아닌 부분적 인과관계를 보

Calvert et al., 1989), 의사결정역량의 제약이 효과성을 떨어트린다면

(Yamamoto, 2006), 결과적으로 준정부조직 통제는 효과성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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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예산집행이나 조직구조상의 정부통제는 조직

성과와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예산집

행이나 인사관리 등의 정부통제는 조직성과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가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정부통제는 준정부조직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

문이다.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대리인은 확증 비용을 부담하게 된

다(Jensen and Meckling, 1976). 정부통제가 증가하면 조직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오히려 성과가 악화될 수도 있다

(Moe, 1982).

가설 3.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하면 준정부조직의 효율성은 저하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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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통제의 구성개념 타당성: 관료제적 조직구조

정부통제는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이 있다. 신공공

관리 패러다임 이후 관료제적 조직구조는 공공조직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정부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졌다(Rainey and Steinbauer,

1993). 고전적 관료제론에서 관료제 조직은 규칙과 절차에 의해 조직화

되며, 계층제적 구조를 통해 의사결정에 통제를 받는다(Weber, 1978). 특

히 공공조직의 경우, 정치-행정시스템 상에서 유권자 혹은 정치인들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Wamsely and Zald, 1973). 이 과

정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조직을 통제함으로써 조직의 목

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게 된다(Wilson, 1989).

1) 정부통제와 집권화

집권화(centralization)는 조직의 계층 구조 속에서 상위 계층이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한 상태를 의미한다(Child, 1972).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는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는 내부의 의

사결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는 준정부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조직 내부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상급자의 승인을 수반한다. 따라서 조직의 목표나 정책

등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이 증가할수록 조직 내 계층 중 상위

로 의사결정의 권위가 집중된다(Pugh et al, 1969; Perry and Rainey,

1988).

정부는 준정부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여 준정부조직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이 상위계층에서 일

어나도록 만드는 집권화의 원인이 된다(Pugh et al., 1969). 또한 준정부

조직에 대한 정부통제는 정부가 준정부조직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 하에서 정부는 대응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며, 준정부조직의 의사결정에 따른 성과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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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증명해야 한다(Wholey and Newcomer, 1997). 따라서 준정부조직

은 정부통제의 대상으로서 의사결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담을 지게 되고, 이는 의사결정의 집권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drews et al., 2011).

가설 4.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하면 준정부조직의 집권화 수준은 증가

할 것이다.

2) 정부통제와 공식화

공식화(formailzation)는 조직의 구조나 절차 등이 규칙 등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Rainey, 2014). 규칙은 조직을 통제하는 중요

한 전략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졌다(Bozeman et al, 1992). 관료

제적 합리성은 제도에 의한 통제, 규칙에 따른 업무 처리 등을 통해 이

루어져왔고(Courpasson and Clegg, 2006), 이는 공공조직에 있어 규칙에

대한 구속이라는 특징으로 이어졌다(Berman and Cava, 1994). 특히 정

부의 의사결정은 대응성 및 책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의

적이거나 차별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공식적인 규칙을 바

탕으로 진행하게 된다(Downs, 1967). 따라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조직인

준정부조직 역시 규칙의 공식화를 통해 업무를 실시하게 되며,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할수록 준정부조직의 공식화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5.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하면 준정부조직의 공식화 수준은 증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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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통제와 레드테이프

정부통제는 준정부조직의 레드테이프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이 된다.

관료제적 조직의 병리 현상으로 표현되는 레드테이프는 준수해야 할 의

무와 순응할 부담이 있지만, 규칙이 의도한 목적에는 기여하지 않는 규

칙, 규제 또는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Bozeman, 2000). 즉, 레드테이프는

공식화와 비슷하게 규칙에 대해 강조하지만, 규칙의 역기능을 반영한 개

념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로 둘러싸

인 정치영역에 존재하는 공적 조직의 다양한 가치에서 유래한다(Jackson,

1993; Hakvoort and Klaassen, 2007). 특히 공공부문의 조직은 정치의 영

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할 수 있다(Mintzberg, 1983; Pollitt,

1986; Jackson, 1993). 공공조직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존재하고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가 존재하며, 이는 정부와 공공조직

에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복잡한 규정을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된

다(Rosenfeld, 1984). 특히 공공조직은 시장으로부터 의사결정에 대한 정

보를 제공받기 어렵고(Chun and Rainey, 2005), 정부는 대리인인 준정부

조직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엄격하게 만

들고자 할 것이다(Langbein, 2000). 따라서 정부통제의 수준이 높아질수

록 준정부조직의 레드테이프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6.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하면 준정부조직의 레드테이프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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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기타공공서비스조직(공직유

관단체)을 포함하는 준정부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매년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

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제1조 1호),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

의 1을 초과하는 기관”(제1조 2호),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

을 통하여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제

1조 3호)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타공공서비스조직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2항에 의해

규정된 조직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의미한다.

본 연구가 준정부조직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기타공공서비

스조직(공직유관단체)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첫째, 정부가 준정

부조직을 통제할 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서비스조직을 법률에

근거하여 통제하기 때문이다. 둘째, 준정부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

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서비스조직은 유형과 업무에 차이가 존재하고,

조직을 통제하는 상위조직이 다르다. 준정부조직에 따라 통제 수준이 다

른 것은 차이(variation)를 만들어 통제지수 개발과 관련해 실증연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준정부조직은 일정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조직의 존폐가 법률 등 공식적 문서로 규정되어 있어 연구대상의 안정성

이 보장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정관 등을 공시하고 있어 통제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를 공개

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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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의 원천

본 연구의 자료 원천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자료 원천은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직진단평가연구센터의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

터베이스」의 자료이다. 조직진단평가연구센터는 2014년부터 매년 한국

공공서비스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운영 사이트 등에서

공개된 공식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임직원수 40인 이상의 조직을 대상으로 서

베이를 실시하였고, 공공기관은 342개 중 275개, 지방공기업은 136개 중

113개, 기타공공서비스조직은 272개 중 82개 조직이 응답하였다.

두 번째 자료 원천은 본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공개된 문헌 자료 등

공시자료이다. 연구 대상이 되는 준정부조직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

행규칙 등은 공개되어 있으며, 정관 등 조직 내부의 규정 역시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게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먼저,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법률 아래

대통령령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존재한다.

또한 개별 조직에 따라 개별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구개발특

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특별법이 존재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경영공시 등을 통해 조직 내부의 정관이나 사무규칙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이 일반법으로 존재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해 정부통제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기타공공서비스조직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지정되

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과 달리 일반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조직에 적용되는 개별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정관 등을

통해 정부통제의 측정지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일부 기타공공서비스조직은 상위기관에 의해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자료는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성과인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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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가 자료를 활용해 이를 측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자료 원천은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설문조

사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을 상대로 실시되었다. 서울대학

교 행정대학원은 공공리더십과정과 공기업정책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는 공공기관에서 수년간 근무한 중간관리자와 임원급의 구성

원들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7) 설

문조사의 내용은 앞서 논의한 가중치 산출의 방식으로 선정한 AHP의

구성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통제는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관리적 통제, 정책적 통제 등 2개, 구조적 통제, 재

정적 통제, 법적 통제, 관여적 통제 등 4개로 나뉜다. 이 중 관리적 통제

는 권한 및 업무결정과 조직관리 영역으로 구분되며, 구조적 통제는 기

관장과 임원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설문조사는 정부통제가 하위 유형으

로 나뉘면서 위와 같이 구분되는 지점에 대해서 AHP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 간 쌍대비교를 실시하고,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강한지 응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AHP 방식에서 제시하

는 CR 기준 등의 신뢰성 검증을 통해 정제되고 계산되어 정부통제를 측

정하는 지표로서 정부통제지수를 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활용한 자료의 원천 중에서 표본의 응답값이

없는 경우와 공시자료를 구할 수 없는 표본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244개, 지방공기업 100개, 기타공공서비스조직 63개로, 총 407

개 조직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7) 설문조사 대상자와 관련하여 임의추출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특정 집단에

소속된 대상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문대상자가 40여 개의

공공기관 소속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설문대상자의 평균 근무 연수가 19.59년

이고, 평균 직급이 부장과 차장 사이라는 점에서 준정부조직에 대해 높은 이

해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 선택편향에도 불구하고 준정부조직에 대한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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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자료

원천
측정방법

[정부통제 측정변수(정부통제지수 구성 변수)]8)

관

리

적

통

제

지

수

권한

및

업무

결정

공공서비스

조직 DB
업무협의 필수적인 관련 정부기관 5점 척도

공공서비스

조직 DB

주요 업무 관련 정부기관의 사전허가 및

승인업무
5점 척도

조직

관리

공공서비스

조직 DB
인사관리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정도 5점 척도

공공서비스

조직 DB
재무관리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정도 5점 척도

정책적

통제지수

공공서비스

조직 DB
사업 목표 설정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정도 5점 척도

공공서비스

조직 DB

사업 목표 달성 추진전략 채택 정부기관의

지도·감독 정도
5점 척도

구

조

적

통

제

지

수

기관

장

공시자료 임기 기간(년)

공시자료 기관장의 최종 임명권자 3점 척도

공시자료 재임용 가능 정도 4점 척도

공시자료 기관장 후보 추천 공식기구/절차 여부 더미 변수

임원

공시자료 임기 기간(년)

공시자료 임원의 최종 임명권자 3점 척도

공시자료 재임용 가능 정도 4점 척도

공시자료 임원 후보 추천 공식기구/절차 여부 더미 변수

재정적

통제지수

공공서비스

조직 DB
기관의 수익을 얻는 출처의 비율 비율(%)

법적

통제지수
공시자료 조직 명칭 명시된 법령/조례 존재 여부 더미 변수

관여적

통제지수

공공서비스

조직 DB
감사원 감사 횟수 횟수

공공서비스

조직 DB
상급기관 감사 횟수 횟수

공공서비스

조직 DB
정부 주관 평가 횟수 횟수

제3절 주요 변수 및 측정

주요 변수의 자료 원천과 측정 방법을 정리하면 <표 3-1>와 같다.

<표 3-1> 주요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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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타당성 측정 변수]

조직자율성
공공서비스

조직 DB

신규사업 개발/재무업무/인사업무/조직개편

(4개 문항 요인 값)
5점 척도

[구성개념 타당성 측정 변수]

성

과

지각된

효과성

공공서비스

조직 DB

서비스의 질/신규 서비스 개발/고객 만족도

(3개 문항 요인값)
5점 척도

평가된

효과성
공시자료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내

주요사업 항목 가중치 대비 득점
비율

지각된

효율성

공공서비스

조직 DB

재무적 성과/노동 생산성

(2개 문항 요인 값)
5점 척도

평가된

효율성
공시자료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내

업무효율성 항목 가중치 대비 득점
비율

관

료

제

적

조

직

구

조

집권화
공공서비스

조직 DB

채용 권한/성과평가 권한/승진결정 권한/

경영관리기법도입 권한/기술·신규시설투자 권한

(5개 문항 요인값)

4점 척도

공식화
공공서비스

조직 DB

업무목표공식문서/직무기술서/업무일정공식문서

(3개문항 요인값)
5점 척도

레드

테이프

공공서비스

조직 DB

불이익/이익/제품 및 서비스 구매/예산 변경

규정·절차 어려움

(4개 문항 요인값)

5점 척도

[통제변수]

조

직

규

모

인력

규모

공공서비스

조직 DB
정규직 근로자 수(로그값) 명

재정

규모

공공서비스

조직 DB
전체 수입액(로그값) 백만원

조직연령
공공서비스

조직 DB
2017-기관설립년도(최초 설립년도) 연도

조

직

유

형

공공

기관
공시자료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여부 더미변수

지방

공기업
공시자료 지방공기업법 하 행정안전부 관리 기관 여부 더미변수

기타

공공

서비스

조직

공시자료
공직자윤리법 하 인사혁신처 지정

공직유관단체 여부
더미변수

8) 정부통제 측정변수인 정부통제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들이 정부통제지수

의 하위 지수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정부통제 측정변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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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통제 측정변수

정부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산출되는 정부통제지수는 기본적으로 정부

통제의 하위요소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Gilardi(2002)와 Groenleer(2009)가 제시한 측정지표를 준용하고 구성항목

을 측정한다. 그러나 정부통제지수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지만 Gilardi(2002)

와 Groenleer(2009)에서 다루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통제 연구에

서 측정한 방법을 차용하고자 한다. 측정된 변수 간에 측정 지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통제지수는 z-score로 표준화를 실시한다. 이후 요인분

석이나 산술평균 등을 통해 개별 변수를 측정하는 하나의 점수로 만든 뒤

정규화를 실시하고 가중치를 반영하여 합산해 도출한다.

1) 직접적 통제지수의 측정9)

먼저, 관리적 통제지수는 조직의 운영, 자원의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제

한을 통해 측정되어야 한다. 관리적 통제지수는 또한 권한 및 업무결정,

조직관리로 구분된다. 먼저 권한 및 업무결정과 관련하여, 「한국 공공서

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에 관련한 2개의 문항이 있다. “귀 기관

의 주요 업무에 업무 협의가 필수적인 관련 정부기관(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수는 어느 정도입니까?”를 묻고 있고, 응답은 “① 1개 이

하, ② 2개 ~ 3개, ③ 4개 ~7개, ④ 8개~9개, ⑤ 10개 이상” 중 하나를 답

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귀 기관의 주요 업무에서 관련 정부기관(중앙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 혹은 승인을 거쳐야 하는 업무

는 얼마나 많습니까?”를 묻고 있고, 응답은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중 하나로 답하게 하고 있다. 업무 협

의에 필수적인 기관이 많거나 업무에 대해 사전 허가 및 승인을 거치는

따로 서술하였다.

9) 여기서는 하위 통제지수를 측정하는 변수가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되어 산출

되는지 서술하며, 지수 산출과정에서 필요한 가중치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서

술한 부분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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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을수록 관리적 통제의 수준이 높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두 응답 값을 요인분석하여 하나의 요인값으로 만들어 관리적 통

제 중 권한 및 업무 결정에 대한 측정치로 활용한다.

다음으로 관리적 통제 측면에서 조직관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의 2개 문항을 활용한다. 「한국 공공서

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에는 “귀 기관의 인사 관리에 있어서 관련 정부

기관의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 기관의 재무 관리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입니까?”를 묻고, 응답은 “① 매

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중 하나로 답하

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응답 값을 요인분석하여 하나의 요인값으로

만들어 관리적 통제 중 조직관리에 대한 측정치로 활용한다.

둘째, 정책적 통제지수는 조직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 절차, 정책도구, 그리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 정

도로 측정된다. 이는 곧 조직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반

적인 의미에서 사업 방향,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 영향력 정도를 측정한 문항을 통해 정책적

통제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에

는 “귀 기관의 사업 목표 설정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 기관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채택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등 2개의 문항

이 있고, 응답은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중 하나로 답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응답 값을 요인분석하

여 하나의 요인값으로 만들어 정책적 통제 대한 측정치로 활용한다.

2) 간접적 통제지수의 측정

먼저, 구조적 통제지수는 계층제적 계선조직과 책무성을 통해 작용하

는 정부의 제약을 통해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Verhoest et al.(2004),

Gilardi(2002)와 Groenleer(2009)에서 제시하는바와 같이 기관장과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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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지위를 측정함으로써 구조적 통제지수를 측정하고자 한다.

Gilardi(2002)는 기관장 및 임원들의 임기, 임명방식, 해임권 등을 중심으

로 분석하였다. 구조적 통제지수의 측정은 관련 법률, 조직 내부 정관 등

공시자료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관장과 임원의 지위를 통해 측정한다. 다

만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Gilardi(2002) 등 다른 정부통제

연구와 마찬가지로, 측정된 값을 이항 혹은 다항범주에 포함시켜 이를 다

시 새로운 값으로 치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관장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관장의 임기, 임명권자, 재임용

가능성, 기관장 후보 추천 공식기구/절차를 측정지표로 하였다. 먼저, 기

관장의 임기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년을 단위로 연

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조에서 정관의 내용을 규정하며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위 법률과 정관을 분석함으로

써 해당 조직의 기관장 임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Gilardi(2002)는 임

기가 없는 경우에 0, 임기가 8년 이상인 경우를 1로 하여, 그 사이에 범

주를 구분해 범주의 수에 따라 비율을 반영해 0에서 1사이의 값을 부여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임기에 대한 범주를 설정하고 임기에

대한 측정값을 부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인 준정부조직의 기관장 임기를

살펴보면 크게, 임기가 명시된 경우와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먼

저 임기가 명시된 경우는 5년, 4년, 3년, 2년이 존재한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부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조직과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기관장 임명을 결정하는 조직으로 나뉜다. 임기가

명시된 경우는 Gilardi(2002) 등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임기가 짧을수록

정부통제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임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부가 기관장 임명을 실시하는 조직은 정부통제 수준이 가장 높을 것이

며 이는 임기가 정해진 조직에 비해서도 정부통제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Gilardi, 2002). 반면, 조직 내부에서 기관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

기와 상관없이 기관장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의해 임명되므로 임기가 정

해진 경우와 비교할 때도 정부통제 수준이 가장 낮을 것이다. 따라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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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임기가 없는 경우(기관장 임명 조직 내부 결정),

5년, 4년, 3년, 2년, 임기가 없는 경우(기관장 임명 정부 결정) 순으로 범

주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관장 임기는 6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기관장 임기에 대한 정부통제 수준을 측정하도록 한다.

임명권의 경우, 임명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 내부에 있는지 혹

은 조직 외부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조직 외부

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는 경우와 조

직과 정부 사이에 제3의 행위자가 있는 경우는 통제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장의 임명권이 정부에 있는 경우, 정부의 통제를 받

는 다른 조직에 있는 경우, 조직 내부에 있는 경우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임명권에 대한 정부통제 수준을 측정하도록 한다.

재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임 임기와 횟수로 크게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재임 임기가 짧을수록 정부통제 수준은 높을 것이며, 횟수가 제

한된 경우일수록 정부통제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재임 임기가 기본

임기와 동일한지 여부와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로 나누어 4단계로

측정을 할 수 있다. 재임 임기가 기본 임기와 같은 경우, 임기가 제한 적

이지만 횟수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기와 횟수가 모두 제한적인

경우,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로 측정할 수 있다.

공식적 임용요청의 통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관장 후보 추천 공

식기구/절차 여부를 측정한다. 만약 존재하는 경우, 정부의 자의적인 임

명이 어렵기 때문에 공식적 기구나 절차가 있는 경우 정부통제가 약한

것으로 본다. 이상의 지표는 공식적으로 제시되는 법령을 분석하여 파악

할 수 있다. 법령의 분석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직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 등을 통해 실시한다. 임원의 지위는 기관장의 경

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한다.10)

구조적 통제지수의 경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식적 임용요청 등

10) 임원은 상임이사를 기준으로 하며, 상임이사가 없는 조직에 대해서는 감사

로 대체하여 측정하였다. 만약 임원이 없는 조직에 대해서는 구조적 통제가

기관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아 기관장 측정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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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분형 변수이기 때문에 양분상관관계를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요인값을 도출해 구조적

통제 중 기관장, 임원 통제에 대한 측정치로 활용하도록 한다.

<표 3-2> 구조적 통제 측정 기준

구분 범주 기준 측정값

구조적

통제

임기

임기 없음(기관장 정부 임명) 1

2년 0.8

3년 0.6

4년 0.4

5년 0.2

임기 없음(기관장 조직 자율 임명) 0

임명권

기관장의 임명권이 정부에 있는 경우 1

정부의 통제를 받는 다른 조직에 있는 경우 0.5

조직 내부에 있는 경우 0

재임용 가능 정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1

임기와 횟수가 모두 제한적인 경우 0.67

임기가 제한 적이지만 횟수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0.33

재임 임기가 기본 임기와 같은 경우 0

후보 추천 공식

기구/절차

절차 없음 1

절차 있음 0

재정적 통제지수는 조직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수준과 활용

에 대한 정부의 제약 정도를 통해 측정된다. Gilardi(2002)는 수입의 출

처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귀 기관이 수입을 얻는 출처의 비율에 관하여 응답

하여 주십시오”라고 묻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타 공기업/공공기관,

일반고객, 개인/기업/민간조직, 기타로 구분하여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정도를 답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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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합하여 재정지원의 의존 정도를 측정한다.

법적 통제지수는 조직의 법적 지위를 통해 측정된다. 조직의 명칭이

명시된 법령/조례가 존재하는 경우,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

하는 것으로 정부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법령 혹은 조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법령 분석을 통해 실시한

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해당 조직의

정관에 기재된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관여적 통제지수는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집행결과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

해 사후보고요구, 평가 및 감사를 요구받는 정도, 그리고 조직이 정부로부터

일탈한 경우 제재가 이루어지는 제약을 통해 측정된다. Groenleer(2009)는

감사, 보고의 여부를 통해 관여적 통제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의 문항 중 조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횟수, 상급기관의 감사 횟수, 정부 주관 평가 횟수 등 세 문항을 통

해 측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세 응답 값을 요인분석하여 하나의 요인

값으로 만들어 관여적 통제 대한 측정치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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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측정변수

1) 수렴타당성 평가 관련 측정변수

먼저 정부통제지수의 수렴타당성 평가를 위한 변수로 조직자율성을

측정해야 한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에는 조직자율성

과 관련해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서비스 수혜대상, 신규사업 개발, 재무

업무, 인사업무, 조직개편, 구매관리 등 조직의 의사결정 상 자율성 정도

를 묻고 있다. 위의 7가지 문항을 통해 조직자율성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본 연구는 7개

응답 값을 요인분석하여 하나의 요인값으로 만들어 조직자율성에 대한

측정치로 활용한다(Cronbach's alpha=0.8406).11)

<표 3-3> 조직자율성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N

조직

자율성

귀 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 가격 결정

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의견을 반

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0.6927 0.4798

3.6316 0.5188 407

귀 기관의 서비스 수혜대상 결정에 있어서 관

련정부기관의의견을반영할필요가있습니까?
0.8034 0.6454

귀 기관의 신규 사업 개발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의견을반영할필요가있습니까?
0.7646 0.5845

귀 기관의 예산편성 혹은 지출 등 재무

업무 의사결정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

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0.7655 0.5860

귀 기관의 인력 채용 혹은 보수 결정 등

인사 업무 의사결정에 있어서 관련 정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0.7442 0.5538

귀 기관의 부서 신설 혹은 폐지 등 조

직개편 의사결정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

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0.6822 0.4654

귀 기관의 물자조달 등 구매관리 의사

결정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의견

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0.5628 0.3167

11) 요인분석 결과 분산설명력이 0.5188로 낮게 나왔으며, 고유값이 1에 약간

못 미치는 요인이 2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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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개념 평가 관련 측정변수: 성과

공공조직의 목표는 공적 가치의 구현 등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다층적

이다(Chun and Rainey, 2006). 따라서 준정부조직의 성과 역시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의 평가 결과에 주목해야 하며(Andrews et al., 2006), 일부 학

자들은 준정부조직의 성과를 경성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성과와 인식에

기반한 주관적 성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Andrews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과평가자를 기준으로 조직 내부에서 지각

된 성과와 상위기관에 의해 평가된 성과로 구분하고자 한다.

정부통제지수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인 성과에는 효

과성과 효율성이 있다. 먼저 조직 내부에서 지각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서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에는 효과성을 묻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

다. “귀 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귀 기관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

까?”, “귀 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다른 기관에 비하

여 어떠합니까?”이며, 각각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효과성에 고객만족도를 추

가하는 이유는 준정부조직의 하는 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준정부

조직에 적용되는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배관표·전영한, 2018). 본 연구

는 세 응답 값을 요인분석하여 하나의 요인값으로 만들어 조직 내부에서

지각된 효과성 에 대한 측정치로 활용한다(Cronbach's alpha=0.7670).

효율성을 묻는 질문은 두 가지가 있다. “귀 기관의 노동생산성(인력 대

비 실적 비율)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귀 기관의 재무적 성

과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이며 각각 “① 매우 낮다”, “②낮

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는 두 응답 값을 요인분석하여 하나의 요인값으로 만들어 조직 내부

에서 지각된 효율성에 대한 측정치로 활용한다(Cronbach's alpha=0.675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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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에 의해 평가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준정부조직을 대상

으로 2018년에 실시된 경영평가의 항목을 이용하였다.13) 우리나라의 준

정부조직 중 일부는 상위기관의 경영평가 대상이며, 준정부조직의 1년

동안의 종합적 경영 결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평가를 실시하는 상위기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

관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경영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은

상위 부처에 의해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와 상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된다. 마지막으

로 기타공공서비스조직 중 일부는 정부의 출자출연기관으로 해당 상위기

관에 의해 경영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상위기관에 의해 평가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2017년의 조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경영평가 결과를 이용하고자 한다. 먼저 상

위기관에 의해 평가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영평가 결과 중 주요

사업 항목에 대한 점수를 활용한다. 경영평가에서 다루는 성과는 조직의

설립배경과 목표와 관련이 있으며(김다경·엄태호, 2014), 특히 주요사업은

조직의 중심적인 사업들에 대한 평가로 조직의 발생과 유지의 원인과 관

련이 있다. 또한 조직 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성과는 경영평가 중 경영관

리 범주로 포함되면서(안숙찬, 2014),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을 통

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의 목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조직의 상위기관으로서 정책이나 공공서비스를 조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며, 이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사업 항목은 개별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주요사업별 계획, 활동,

12) 성과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서도 조직자율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측정

하는 문항과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 효과성 측정 문항과 효율성 측정 문항이 분리되지 않았다. 이 경우 하나

의 요인으로 묶어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과를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 효과성과 효율성 측정

문항으로 각각을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성 문항

과 효율성 문항을 각각 따로 요인분석하여 도출된 요인값을 활용하였다.

13) 2018년에 실시된 경영평가는 1년 전인 2017년을 기준으로 조직의 경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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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개별 조직에 따라 세부 항

목으로 다시 나뉘는데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가 혼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개별 지표들은 가중치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득점이 매겨진다. 계량지

표의 경우 해당 가중치의 범위 안에서 득점이 매겨지며, 비계량지표의 경

우 등급을 매겨 가중치에 대한 비중으로 득점이 매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해당 주요사업에 대한 가중치 총합 대비 득점 총합을 비율로 하여

상위기관에 의해 평가된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반면 상위기관에 의해 평가된 효율성은 효과성과 달리 하나의 큰 카

테고리로 묶어서 측정하기 어렵다. 민간 조직의 경우 영업이익, 순이익률

등을 통해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으나, 연구대상인 준정부조직의 경우 공

공기관 중 공기업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준

정부조직은 민간과 달리 영업이익 등이 조직의 목표와 무관한 경우가 많

다. 경영평가 편람을 살펴보면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주요사업으로 구분

되며, 효율성과 관련된 지표는 업무효율성, 재무관리 효율성, 조직관리 효

율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느 기준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느냐

에 따라 효율성의 측정이 달라질 수 있다.

상위기관에 의해 평가된 효율성의 경우 노동생산성과 재무적 성과를

묻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고려한다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입 대비 산

출, 재무적 자원에 대한 투입 대비 산출로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 경

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업무효율 지표는 종합적인 업무효율성 향상 실적

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의 지표 중에서 각

조직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각 기관의 편람

에서 세부평가 지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효율 평가에 있어 조직

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김봉환, 2017). 따라

서 업무효율성 항목의 가중치 대비 득점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조직에 대

한 상위기관에 의해 평가된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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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개념 평가 관련 측정변수: 관료제적 조직구조

정부통제지수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변수는 관

료제적 조직구조이다.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측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인식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

터베이스」에는 관료제적 조직구조와 관련된 여러 문항을 측정하고 있다.

경성 자료를 통해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조직 내

부의 특성은 인식 자료가 경성 자료보다 더 낫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Yang and Pandey, 2009), 인식 자료를 바탕으로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측

정하고자 한다.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하위 차원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의 적합

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 중 계층적 분화를 측정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료제

적 조직구조를 측정한 12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이 총 3개 발견되었고,

요인1은 레드테이프를 측정한 문항에, 요인 2는 집권화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 마지막으로 요인3은 공식화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 대응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요인들을 해당 측정 문항으로 명명하였고, 관료제적 조

직구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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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관료제적 조직구조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N

집권화

귀 기관에서 여러 지원자 중 어떤 직
원을 채용할지를 결정할 때 실제로 가
장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0.7835 0.6234

2.6135 0.2376

407

귀 기관에서 직원의 성과평가(인사고과 포
함)를 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
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0.8161 0.6685

귀 기관에서 직원 승진 결정을 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하
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0.7922 0.6340

귀 기관에서 새로운 경영관리 기법을
도입하고자 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라
고 보십니까?

0.6716 0.4603

귀 기관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신규 시
설에 투자하고자 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
구라고 보십니까?

0.6128 0.4002

공식화

귀 기관에는 직원의 개인별 업무목표를
미리 적어 놓은 공식문서가 있습니까?

0.8128 0.6613

2.3657 0.2151
귀 기관에는 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
한 직무기술서가 직무마다 있습니까?”

0.8399 0.7116

귀 기관에는 직원의 업무 일정을 미리
적어 놓은 공식문서가 있습니까?

0.8222 0.6781

레드

테이프

귀 기관에서는 업무성과가 매우 낮은
직원들에게 불이익(징계, 해고, 임금 삭
감 등)을 줄 때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까?

0.7990 0.6409

2.0655 0.1878

귀 기관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올린 직
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승진, 임
금 인상 등)을 줄 때 복잡한 규정과 절
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까?

0.8296 0.6946

귀 기관의 직원들은 업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할 때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까?

0.8284 0.6912

귀 기관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예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복잡한 규정
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까?

0.7601 0.5807

먼저 집권화는 조직의 상위계층에 의사결정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귀 기관에서 여러 지원자 중 어떤 직원을 채용할



- 61 -

지를 결정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귀 기관에서 직원의 성과평가(인사고과 포함)를 할 때 실제

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귀 기

관에서 직원 승진 결정을 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귀 기관에서 새로운 경영관리 기법을 도입

하고자 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귀 기관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신규 시설에 투자하고

자 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

니까?” 등 다섯 개의 문항이 있으며, 각 문항은 “① 실무담당자”, “② 중

간(혹은 하급) 관리자”, “③ 고위(혹은 상위) 관리자”, “④ 기관장”로 응

답하게 되어 있다. 실무담당자에서 기관장으로 갈수록 집권화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응답 값을 요인분석하여 하나의 요인

값으로 만들어 집권화에 대한 측정치로 활용한다(Cronbach's alpha=0.7916).

다음으로 공식화는 조직의 구조와 절차 등이 명문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귀 기관에는 직원의 개인별 업무목표를 미리 적어 놓은

공식문서가 있습니까?”, “귀 기관에는 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직무

기술서가 직무마다 있습니까?”, 그리고 “귀 기관에는 직원의 업무 일정

을 미리 적어 놓은 공식문서가 있습니까?” 등 세 개의 문항이 있으며,

각 문항은 각각 “① 거의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③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④ 그런 경우가 많다”, “⑤

대부분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응답 값을

요인분석하여 하나의 요인값으로 만들어 집권화에 대한 측정치로 활용한

다(Cronbach's alpha=0.7670).

마지막으로 레드테이프는 불필요하고 정당화되기 어려운 행정규칙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귀 기관에서는 업무성과가 매우 낮은 직원들에게

불이익(징계, 해고, 임금 삭감 등)을 줄 때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어

려움을 겪습니까?”, “귀 기관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올린 직원들에게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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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이익(승진, 임금 인상 등)을 줄 때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까?”, “귀 기관의 직원들은 업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를 구매하고자 할 때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리고 “귀 기관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예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복잡

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까?” 등 네 개의 문항이 있으며,

각 문항은 “① 거의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③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④ 그런 경우가 많다”, “⑤ 대부

분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는 네 개의 응답 값을 요인분

석하여 하나의 요인값으로 만들어 레드테이프에 대한 측정치로 활용한다

(Cronbach's alpha=0.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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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인력과 재정 규모가 큰 준정부조직일수록 정부의 역할을 더 많이 대

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는 통제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조

직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수록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Boyne, 2003). 뿐만 아니라 조직의 규모는 조직구조의 차이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졌다(Pugh et al., 1969). 특히 대규모의 조직에서는

관리자가 구성원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규칙과 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

이다(Bozeman et al., 1992). 조직 규모를 측정함에 있어 인력과 재정 규

모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조직규모를 인력규모

와 재정규모로 측정하고자 한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

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전체 수입액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값을 통해 인력 규모와 재정 규모를 측정하고, 해당 측정값의

로그값을 활용하고자 한다.

기관 연령은 2017년에서 설립년도를 뺀 값으로 한다. 기관 연령이 높을

수록 기준 설정 단계에서의 통제 수준은 늘어날 수 있다(배관표·전영한,

2018). 기관 연령이오래 되면 기관이 참고해야 할 법령의 수가 늘고 관계

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 연령이 높으면 경험이 축적되어 성과

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통제한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

터베이스」에서는 조직 연령을 묻고 있는 바, 해당 응답값에서 2017을 뺀

값으로 조직 연령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의 법적 유형을 통제한다. 이를 통제하

는 이유는 준정부조직의 법적 유형에 따라 본 연구가 포착하지 못한 통

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에 소속된 조직의

유형 분류를 따른다. 기타공공서비스조직을 준거 범주로 하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더미(dummy) 변수로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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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지수의 산출

1. 정부통제 하위 차원에 대한 측정 결과

<표 4-1>은 정부통제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을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

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직접적 통제의 하위 통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리적 통제 중 권한 및 업무결정을 구성

하는 2개 문항을 살펴보면, 업무협의 정부기관 수에 대한 문항은 평균이

2.481로 업무협의가 필요한 정부기관 수는 평균적으로 2개~3개와 4개~7

개 사이로 나타난다. 반면 업무 관련 정부기관의 사전허가 및 승인업무

평균은 3.493로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조직관리를 구성하는 2개 문항을

살펴보면, 인사관리와 재무관리 모두 정부기관의 지도·감독이 높은 편으

로 나타났다. 정책적 통제와 관련된 2개 문항을 살펴보면, 평균값이 모두

3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사업목표 설정이나 추진전략에 대해 정부기관

의 지도·감독이 높은 편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간접적 통제의 하위 통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조적 통제 중 임기의 경우 기관장과 임원 각각 평균값이 0.609, 0.676으

로 대체로 임기가 3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원의 경우에 임

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권자에 대한 평균값은 기관

장 평균값이 0.866임에 비해, 임원은 0.293으로 기관장은 정부가 임명하

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후보 추천 공식기구/절차는 기관장과 임

원 모두 평균값이 낮아 정부 통제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기관의

수익 출처 비율로 측정한 재정적 통제는 62.692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정부임을 알 수 있다. 법적 통제는 0.874로 대부분이 조직의 명칭이 명시

된 법령/조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여적 통제는

감사와 평가를 측정한 세 문항 모두 평균값이 1~2회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 65 -

<표 4-1> 정부통제 하위 차원 측정 변수 기술통계분석 결과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관리적 통제14) -

권한 및 업무결정 0.000 1 -3.664 3.577

업무협의 정부기관 수 2.481 0.757 1 5 407

업무 관련 정부기관

사전허가 및 승인업무
3.493 0.656 1 5 407

조직관리 0.000 1 -3.725 -2.530 407

인사관리 3.343 0.725 1 5 407

재무관리 3.595 0.645 1 5 407

정책적 통제 -

사업목표설정

정부기관 지도감독
3.495 0.602 1 5 407

사업목표 추진전략

정부기관 지도감독
3.442 0.595 1 5 407

구조적 통제 -

기관장 0.000 1 -3.953 1.734 407

임기 0.609 0.068 0 1 407

임명권자 0.866 0.273 0 1 407

재임용 가능 정도 0.450 0.171 0 1 407

후보 추천 공식기구/절차 0.147 0.354 0 1 407

임원 0.000 1 -1.249 3.268 407

임기 0.676 0.105 0 0.8 407

임명권자 0.293 0.410 0 1 407

재임용 가능 정도 0.426 0.158 0 1 407

후보 추천 공식기구/절차 0.226 0.418 0 1 407

재정적 통제
(기관의 수익 출처 비율)

62.692 39.896 0 100 407

법적 통제
(조직 명칭법령/조례존재여부)

0.874 0.331 0 1 407

관여적 통제 -

감사원 감사 0.886 1.332 0 10 407

상급기관 감사 1.617 1.378 0 10 407

정부 주관 평가 1.958 0.860 0 8 407

14) 관리적 통제와 구조적 통제에서 음(-)의 값이 나오는 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

이 하위 측정 문항을 측정 후 표준화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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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측정 결과

정부통제지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하

며, 본 연구에서는 AHP를 통해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AHP는 일반적으

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평가로 그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본 연구는 연

구 설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리더십과정과

공기업정책학과에 소속된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HP는 의사결정 계층·모형 설정, 쌍대비교 수행, 의사결정 요소 상대

적 가중치 도출의 순으로 이루어진다(Saaty, 1992). 요소 간 상호 연관관

계를 계층화하고, 연관관계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쌍대비교를 함으로써

요소의 상대적 비중, 즉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다. AHP는 설문의 응답

값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 응답값 중 신뢰할 수 있는 응답만

을 채택하여 가중치 산출에 활용한다. 이는 쌍대비교 과정에서 응답값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AHP는 응답일관성을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로 측정하는데, Saaty(1992)는 CR이 0.1 이

하인 경우에 쌍대비교가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 중 CR이 0.1 이하인 응답만을 가중치 산출에 활용하

였고, 총 111부의 응답 중 22.5%인 25부만이 CR 기준 0.1 이하인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2>는 AHP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자와 관

련된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표 4-2> AHP 설문 응답자 기술통계분석 결과

구분 관측치 평균 나이 평균 근속년수 평균 직급15)

전체 111 46.5 19.59 3.7

CR≤0.1 기준 25 44.3 17.16 3.9

15) 응답자의 직급을 묻는 문항의 응답은 “① 기관장, ② 임원급, ③ 부장급, ④

차장급, ⑤ 과장급, ⑥ 대리급, ⑦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타로 응답

한 경우, 해당 응답의 결과를 ①~⑥ 중 일치하는 값으로 치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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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산출을 위한 AHP를 이용한 설문조사는 정부통제지수를 구성

하는 하위 구성요소들이 분화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관관계를 계

층화하였다. 먼저 정부통제는 1차적으로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로

구분되며, 2차적으로 직접적 통제는 관리적 통제와 정책적 통제, 간접적

통제는 구조적 통제, 재정적 통제, 법적 통제, 그리고 관여적 통제로 구

분된다. 또한 관리적 통제는 권한 및 업무 결정, 조직관리로 다시 세분화

되며, 구조적 통제는 기관장과 임원으로 나뉜다. 이러한 구분을 중심으로

쌍대비교를 실시하였고, <표 4-3>와 같은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표 4-3> AHP 분석 결과 산출된 가중치

구분 가중치

최종 정부통제지수
직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

0.421 0.578

1단계
직접적

통제지수

관리적 통제 정책적 통제

0.528 0.472

1단계
간접적

통제지수

구조적 통제 재정적 통제 법적 통제 관여적 통제

0.184 0.198 0.244 0.375

2단계
관리적

통제지수

권한 및 업무 결정 조직관리

0.512 0.488

2단계
구조적

통제지수

기관장 임원

0.798 0.202

먼저 정부통제지수를 구성하는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 간의 가중

치는 직접적 통제가 0.421, 간접적 통제가 0.578로, 정부통제지수를 구성

하는 간접적 통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통제지

수를 구성하는 하위 통제지수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먼저 직접적 통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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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구성하는 관리적 통제와 정책적 통제 간 가중치는 관리적 통제가

0.528, 정책적 통제가 0.472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간접적 통제지

수의 경우 구조적 통제가 0.184, 재정적 통제가 0.198, 법적 통제가 0.244,

관여적 통제가 0.375로 산출되었으며, 구조적 통제의 상대적 비중이 가장

낮고, 관여적 통제의 상대적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관리적 통제지수를 구성하는 권한 및 업무 결정과 조직관리는 각각

0.512와 0.488로 나타났으며, 구조적 통제지수를 구성하는 기관장과 임원

은 각각 0.798과 0.202로 산출되었다.

<그림 4-1> 정부통제지수와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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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통제지수의 측정 결과

1) 정부통제지수의 산출 및 결과

정부통제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을 측정 변수를 통해 측정하고,

표준화와 정규화의 과정을 실시하여 신출한 값은 <표 4-4>와 같다.

<표 4-4> 하위 정부통제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리적 통제지수 407 47.943 15.793 0 100

정책적 통제지수 407 61.712 13.921 0 100

구조적 통제지수 407 59.787 14.541 0 100

재정적 통제지수 407 62.692 39.896 0 100

법적 통제지수 407 87.469 33.147 0 100

관여적 통제지수 407 21.790 11.589 0 100

관리적 통제지수는 관리적 통제의 하위 차원인 권한 및 업무결정과

조직관리의 측정값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구조적 통제지수도

관리적 통제지수와 마찬가지로 구조적 통제의 하위 차원인 기관장과 임

원의 측정값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관리적 통제지수와 구조적 통제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정책적 통

제지수, 재정적 통제지수, 법적 통제지수, 관여적 통제지수는 앞서 논의

한 측정방법을 통해 측정한 뒤, 표준화와 정규화의 과정을 거쳐 산출되

었다.

산출된 6개의 하위 정부통제지수는 직접적 통제지수와 간접적 통제지

수를 구성한다. 직접적 통제지수는 직접적 통제의 하위 차원인 관리적

통제와 정책적 통제의 합으로 도출되며, 이는 관리적 통제지수와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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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지수의 값에 각각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간접적 통제지수도

간접적 통제의 하위 차원인 구조적 통제, 재정적 통제, 법적 통제, 관여

적 통제의 합으로 도출되며, 이는 구조적 통제지수, 재정적 통제지수, 법

적 통제지수, 관여적 통제지수의 값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산출

된 직접적 통제지수와 간접적 통제지수의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직접적 통제지수와 간접적 통제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직접적 통제지수 407 54.442 13.542 0 95.921

간접적 통제지수 407 52.928 14.327 4.851 89.539

정부통제 수준을 측정하는 정부통제지수는 정부통제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인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의 합으로 구성되며, 직접적 통제지수

와 간접적 통제지수의 값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최종적으로 산

출된 정부통제지수는 <표 4-6>와 같으며, 전체 연구대상뿐만 아니라 조

직 유형에 따른 정부통제지수도 나타내고 있다.

<표 4-6> 정부통제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부통제지수 407 53.513 10.817 15.068 82.951

정부통제지수

(공공기관)
244 53.093 11.377 17.740 82.951

정부통제지수

(지방공기업)
100 56.856 7.275 41.118 74.873

정부통제지수

(기타공공서비스조직)
63 49.832 11.911 15.068 66.081

먼저 정부통제지수를 살펴보면 정부통제지수의 평균값은 52.513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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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솟값은 15.068, 최댓값은 82.951로 나타났다. 조직 유형에 따라 정부통

제지수를 살펴보면 평균값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서비스조직

이 각각 53.093, 56.856, 49.832로 나타났다. 정부통제지수의 범위를 보면,

공공기관이 조직의 정부통제 분포 범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지방공기업은 정부통제지수의 최솟값이 41.118로 다른 조직 유형에 비해

약 2배정도 높으며, 정부통제 분포 범위도 가장 짧다. 기타공공서비스조

직은 최소값이 가장 낮으며, 최댓값도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정부통제 구성개념의 다차원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정부통제를 여섯 가지 구성개념(관리적, 정책적, 구조

적, 재정적, 법적, 관여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 개념화가 적절

한지 평가될 필요가 있다. 구성개념의 다차원성 검정은 구성개념들 사이

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검정할 수 있다(오재록, 2006).

<표 4-7>는 준정부조직을 대상으로 측정된 여섯 가지 구성개념 사이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7>에 따르면 정부통제지수를 구성

하는 하위 정부통제지수들은 대체로 각각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지나치게 높은 값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양(+)의 상관계수들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재정적

통제지수의 경우 관리적 통제지수나 관여적 통제지수와 음(-)의 상관계

수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부통제가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

지만, 각 정부통제의 유형이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서

로 간에 복잡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

부통제의 과정에서 어떠한 정부통제 유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정부통제

의 수준이 강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도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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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정부통제 하위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분석

구분 (1) (2) (3) (4) (5) (6)

관리적 통제 (1) 1.0000

정책적 통제 (2) 0.645*** 1.0000

구조적 통제 (3) 0.166*** 0.079 1.0000

재정적 통제 (4) -0.003 0.0873* 0.100** 1.0000

법적 통제 (5) 0.104** 0.115** 0.217*** 0.305*** 1.0000

관여적 통제 (6) 0.185*** 0.120** 0.116** -0.074 0.019 1.0000

주 1: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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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부통제 측정의 타당화

1. 타당성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1) 조직자율성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표 4-8>은 정부통제와 조직자율성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모형에 사

용되는 조직자율성 변수와 이를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직자율성을 구성하는 7개 문항을 살펴보면, 7개

문항의 각 평균값은 모두 2점과 2.5점 사이에 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준정부조직의 조직자율성이 높지 않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문항을 살펴보면,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서비스 수혜대상에 대한 조직자

율성은 다른 문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신규사업 개발에 대한 조직자율

성은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8> 조직자율성 측정 변수 기술통계분석 결과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제품및서비스가격 407 2.326 0.775 1 5

서비스 수혜대상 407 2.326 0.748 1 5

신규사업 개발 407 2.045 0.637 1 4.5

재무업무 407 2.074 0.661 1 5

인사업무 407 2.278 0.730 1 5

조직개편 407 2.292 0.781 1 5

구매관리 407 2.278 0.702 1 5

조직자율성

(요인점수)
407 0.000 1 -2.480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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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표 4-9>는 정부통제와 조직의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모형에

사용되는 변수와 이를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정

리한 것이다. 먼저 지각된 효과성의 문항을 살펴보면, 3개 문항의 평균값

은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효율성의 경우에도 2개 문항의

평균값은 3점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평가된 효과성은 평균값이

0.839이며, 최솟값은 0.561, 최댓값은 1인 것에 비해, 평가된 효율성은 평

균값이 0.814, 최솟값은 0.193, 최댓값은 1이다. 평가된 효율성의 범위는

평가된 효과성의 범위보다 넓게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성과 측정 변수 기술통계분석 결과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지각된

효과성

서비스의 질 407 3.648 0.539 2 5

신규 서비스

개발
407 3.406 0.533 1.5 5

서비스

수혜대상
407 3.501 0.538 2 5

지각된 효과성

(요인점수)
407 0.000 1 -3.804 2.943

평가된 효과성 301 0.839 0.086 0.561 1

지각된

효율성

재무적 성과 407 3.316 0.584 1 5

노동 생산성 407 3.313 0.557 1.5 5

지각된 효율성

(요인점수)
407 0.000 1 -3.659 2.904

평가된 효율성 249 0.814 0.164 0.193 1



- 75 -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집권화

채용 권한 407 2.972 0.661 1 4

성과평가 권한 407 2.878 0.599 1 4

승진결정 권한 407 3.240 0.545 1 4

경영관리기법

도입 권한
407 3.248 0.624 1 4

기술·신규시설

투자 권한
407 3.412 0.554 1 4

집권화

(요인점수)
407 0.000 1 -3.968 1.913

공식화

업무목표

공식문서
407 3.536 0.850 1 5

직무기술서 407 3.417 0.850 1 5

업무일정

공식문서
407 3.240 0.803 1 5

공식화

(요인점수)
407 0.000 1 -3.473 2.327

3) 관료제적 조직구조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표 4-10>는 정부통제와 관료제적 조직구조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와 이를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

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집권화를 살펴보면 먼저 지각된 효과성의 문항

을 살펴보면, 채용, 성과평가에 대한 권한보다 승진결정, 경영관리기법 도

입, 기술·신규시설 투자에 대한 권한이 더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공식

화를 살펴보면, 공식화를 구성하는 3개 문항 평균값이 모두 3점 이상으로

준정부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레드테이프

의 경우, 예산 변경에 대한 레드테이프 수준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제

품·서비스 구매에 대한 레드테이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관료제적 조직구조 측정 변수 기술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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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테이프

불이익

규정·절차어려움
407 2.724 0.800 1 5

이익

규정·절차어려움
407 2.648 0.748 1 5

제품·서비스구매

규정·절차어려움
407 2.603 0.687 1 4.5

예산 변경

규정·절차어려움
407 2.948 0.715 1 5

레드테이프

(요인점수)
407 0.000 1 -2.911 3.602

2. 정부통제의 수렴 타당성 평가

1) 정부통제와 조직자율성 간 상관관계 분석

측정의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실제에 가깝게 측정

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의 동일성 확인에 대한 문제이다(남궁근, 2017).

정부통제와 조직자율성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11>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 정부통제와 조직자율성 간의 상관계수는

-0.3852로 나타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 결과는 유의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

한 정부통제지수의 수렴 타당성의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

다.16)

16) 본 연구의 수렴타당성 평가의 경우, 정부통제를 측정하는 변수 중 일부와

조직자율성을 측정하는 변수가 동일한 데이터에 의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동

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방

법편의가 발생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다르게 정

부통제 측정변수와 조직자율성 측정변수의 응답 원천을 분리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정부통제를 측정하는 변수 중 한국공공서비스조직DB를 이용하는

변수의 경우 인사담당자 응답값만을 활용하고, 조직자율성을 측정하는 변수

를 재무담당자 응답값만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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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정부통제와 조직자율성 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조직자율성 정부통제

조직자율성 1.0000

정부통제 -0.3852*** 1.0000

주 1: * p < 0.1, ** p < 0.05, *** p < 0.01

2) 정부통제의 수렴타당성 평가

<표 4-12>는 정부통제와 조직자율성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를 정리한 것이다. 정부통제의 수렴타당성을 평가한다면, 먼저 정부통제

와 조직자율성 간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이며, 유의수준 99%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통제 수준이 높아질

수록 조직자율성은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4-12> 정부통제와 조직자율성 간의 관계 분석 결과

가설 상관분석 결과

가설 1
정부통제 수준과 조직자율성 수준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일 것이다.
지지

그러나 정부통제와 조직자율성 간 상관계수는 -0.3852로, 두 변수 사

이에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조직자율성 측정 문항

은 조직 외부로부터의 영향력 중 정부로부터의 의견 반영 정도를 통해

바꾸어 정부통제 측정 변수의 경우 재무담당자의 응답값을, 조직자율성 측정

변수의 경우 인사담당자의 응답값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관관계분석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음(-)의 상관계수가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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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자율성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직자율성이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통제와 반대되는

개념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두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떠나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높은 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실질적 통제와 공식적 통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정부통제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수단을 통해 측정되고 있으나, 구조적 통제나 법적

통제 등 정부통제의 일부 하위차원을 통제 수단의 존재 유무나 통제 수

단 적용의 정도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이는 곧 조직의 의사결정에 공식

적인 통제가 존재하는 수준은 측정하더라도, 실질적 통제 수준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즉, 공식적 통제와 실질적 통제 사이의 괴

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전영한, 2014), 이러한 괴리로 인해 정부통제와

조직자율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정부통제의 구성개념 타당성 평가: 성과

1) 정부통제와 효과성

정부통제를 독립변수로, 효과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 내부에서 지각된 효과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형 1-1은 통제변수와 지각된 효과성

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이며, 모형 1-2는 독립변수인 정부통제

를 모형에 포함한 회귀분석 모형이다. 모형 1-2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먼저 통제변수의 경우, 인력규모가 유의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는 지각된 효과성에 대해

정(+)의 회귀계수가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적 예측과도 일치한다.17)18)

17)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시차를 두어,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t+1년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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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일반회귀분석 결과: 지각된 효과성

변수명 모형 1-1 모형 5-2

정부통제
0.011**

(0.005)

인력규모
0.233*** 0.255***

(0.053) (0.054)

재정규모
-0.010 -0.018

(0.030) (0.030)

조직연령
0.001 0.001

(0.003) (0.003)

조직유형

공공기관
-0.058 -0.108

(0.145) (0.146)

지방공기업
-0.130 -0.214

(0.160) (0.163)

Constant
-1.135*** -1.759***

(0.274) (0.370)

Observation 407 407

R-squared 0.079 0.094

주 1: ( )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 2: * p < 0.1, ** p < 0.05, *** p < 0.01

다음으로 상위기관에 의해 평가된 효과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형 1-3은 통제변수와 평가된 효과성을 종속

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이며, 모형 1-4는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를 모형에

포함한 회귀분석 모형이다. 모형 1-4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통

제변수의 경우, 인력규모가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조직유형 중 공공기관이 유의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는 평가된 효과성에 대해 정(+)의

회귀계수를 가지지만, 유의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19)

년 기준으로 측정한 지각된 효과성에 대해서도,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독립

변수인 정부통제는 양(+)의 회귀계수가 나왔으며,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8) 한국공공서비스조직DB를 이용하는 변수 중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를 측정하

는 변수 중 의 경우를 재무담당자로의 응답값으로, 종속변수인 지각된 효과

성을 측정하는 변수를 인사담당자의 응답값으로 측정하여 응답원천을 분리하

여 분석한 결과, 회귀계수값은 0.009 (p-value: 0.071)로 나타났다.

19) 지각된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시차를 두어,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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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일반회귀분석 결과: 평가된 효과성

변수명 모형 1-3 모형 1-4

정부통제
0.0007*

(0.0004)

인력규모
0.009** 0.010**

(0.004) (0.004)

재정규모
-0.003 -0.003

(0.002) (0.002)

조직연령
-0.0003 -0.0003

(0.0002) (0.0002)

조직유형

공공기관
-0.107*** -0.107***

(0.013) (0.013)

지방공기업
-0.008 -0.010

(0.013) (0.013)

Constant
0.887*** 0.846***

(0.023) (0.033)

Observation 301 301

R-squared 0.361 0.368

주 1: ( )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 2: * p < 0.1, ** p < 0.05, *** p < 0.01

2) 정부통제와 효율성

정부통제를 독립변수로,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 내부에서 지각된 효율성에 대한 분석 결

과는 <표 4-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형 2-1은 통제변수와 지각된 효

율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이며, 모형 2-2는 독립변수인 정부통제

를 모형에 포함한 회귀분석 모형이다. 모형 2-2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먼저 통제변수의 경우, 재정규모가 유의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는 지각된 효율성에 대해 정(+)

의 회귀계수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통

를 독립변수의 t+1년인 2018년 기준으로 측정한 평가된 효과성에 대해서도,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는 양(+)의 회귀계수가 나왔으며,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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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지각된 효율성에 대한 정부통제의 회

귀계수가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앞서 이론적으로 제시한 예측과

는 일치하지 않는다.20)

<표 4-15> 일반회귀분석 결과: 지각된 효율성

변수명 모형 2-1 모형 2-2

정부통제
0.002

(0.004)

인력규모
0.017 0.021

(0.054) (0.056)

재정규모
0.082*** 0.081***

(0.030) (0.030)

조직연령
-0.0002 -0.0001

(0.003) (0.003)

조직유형

공공기관
-0.039 -0.048

(0.149) (0.151)

지방공기업
-0.096 -0.112

(0.164) (0.169)

Constant
-0.929*** -1.028***

(0.281) (0.374)

Observation 407 407

R-squared 0.036 0.037

주 1: ( )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 2: * p < 0.1, ** p < 0.05, *** p < 0.01

다음으로 상위기관에 의해 평가된 효율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형 2-3은 통제변수와 평가된 효율성을 종속

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이며, 모형 2-4는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를 모형에

포함한 회귀분석 모형이다. 모형 2-4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통

제변수의 경우, 조직유형 중 공공기관이 유의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는 평가된 효율성에 대해 정

(+)의 회귀계수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

20) 한국공공서비스조직DB를 이용하는 변수 중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를 측정하

는 변수 중 의 경우를 재무담당자로의 응답값으로, 종속변수인 지각된 효과

성을 측정하는 변수를 인사담당자의 응답값으로 측정하여 응답원천을 분리하

여 분석한 결과, 회귀계수값은 -0.003 (p-value: 0.5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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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서의 평가된 효율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정부통제가 증

가하면 효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는 일치하지 않는다.21)

<표 4-16> 일반회귀분석 결과: 평가된 효율성

변수명 모형 2-3 모형 2-4

정부통제
0.003***

(0.001)

인력규모
-0.005 -0.002

(0.010) (0.010)

재정규모
-0.002 -0.004

(0.005) (0.006)

조직연령
0.001* 0.001**

(0.0007) (0.0007)

조직유형

공공기관
-0.207* -0.201*

(0.115) (0.113)

지방공기업
-0.141 -0.145

(0.115) (0.113)

Constant
1.024*** 0.845***

(0.124) (0.134)

Observation 407 407

R-squared 0.057 0.096

주 1: ( )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 2: * p < 0.1, ** p < 0.05, *** p < 0.01

21) 지각된 효율성과 평가된 효율성 등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시차를 두어 회귀

분석한 결과에서도 양(+)의 회귀계수가 나왔으며, 지각된 효율성의 경우에는 유

의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각된 효율성과 평가된 효

율성, 그리고 종속변수에 시차를 둔 경우 모두 정부통제가 효율성과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지 않

지만, 정부통제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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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를 통한 구성개념 타당성 평가

<표 4-17>은 정부통제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

한 것이다.

<표 4-17> 정부통제와 성과 간의 관계 분석 결과

가설 회귀분석 결과

가설 2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하면 준정부조

직의 효과성은 향상될 것이다.

지각된

효과성
지지

평가된

효과성
기각

가설 3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하면 준정부조

직의 효율성은 저하될 것이다.

지각된

효율성
기각

평가된

효율성

기각

(반대)

정부통제의 구성개념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성과의 유형 따라 분석결

과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효과성의 경우, 지각된 효과성은 유

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도 양(+)의 값이 나타

났다. 반면 평가된 효과성의 경우 유의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통제와 지각된 효과성이 정(+)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준정부조직

에 대한 정부통제가 증가할수록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정부의 영향

력이 강해지며,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함으로써 대

리인이 주인의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견해에 대한 경험적 증

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평가된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귀분석 결과 비롯 유의수준 90%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

통제가 이루어진 다음 해(t+1년)의 지각된 효과성과 평가된 효과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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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정부통제는 정(+)의 관계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

은, 정부가 주인으로서 준정부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대리인인 준정부조직의 노력을 야기하여 목표 달성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효율성의 경우, 지각된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평가된 효율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특히 정부통제는 두 효율성에 대해 회귀계수가 정(+)의 방향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하면 효율성이 감소될 것이라

는 이론적 예측과 다른 것이며, 평가된 효율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정부

통제 수준이 증가하면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가 나온 것과 관련해 본 연구는 효율성 측정의 맥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자 한다. 평가된 효율성은 상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영평가에서 노동

생산성, 자본생산성 등 업무효율성 지표를 통해 측정된다. 즉 업무효율성

에 대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 조직의 경영평가 결과는 좋게

나올 것이며, 이는 조직에 있어 업무효율성 지표를 상승시킬 유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통제 수준이 강해지면 조직 내부에서 인지하는 효

율성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만약 조직 내부에서 느끼는 효율성 수

준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경영평가 등 상위기관에서 평가되는 효율성

수준은 높게 나타나야하므로 업무효율성과 관련된 지표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정부통제와 이론적으로 예측되

는 관계를 효과성의 측면에서는 일부 보여주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강한 근거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준정부조직의 정부통제 측

정에 있어 성과를 통한 구성개념 타당성 평가는 일부 지지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부통제와 성과의 회귀분석 결과 중 평가된 효과성을 제

외하고 나머지 성과변수에 대해서 R-squared 값이 0.1보다 낮다. 이는

정부통제가 성과와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관계라 할지라도, 성과의 변동

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를 통한 정부통제의 구

성개념 타당성 평가에 한계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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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통제의 구성개념 타당성 평가: 관료제적 조직구조

1) 정부통제와 집권화

정부통제를 독립변수로, 집권화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3-1은 통제변수와 집권화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

이며, 모형 3-2는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를 모형에 포함한 회귀분석 모형이다.

모형 3-2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통제변수의 경우, 인력규모가 유

의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는

집권화에 대해 정(+)의 회귀계수가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

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정부통제 수준이 높아지면

집권화 정도는 증가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22)

<표 4-18> 일반회귀분석 결과: 집권화

변수명 모형 3-1 모형 3-2

정부통제
0.010**

(0.004)

인력규모
-0.092* -0.073

(0.054) (0.055)

재정규모
-0.014 -0.021

(0.030) (0.030)

조직연령
-0.003 -0.002

(0.003) (0.003)

조직유형

공공기관
-0.162 -0.211

(0.149) (0.150)

지방공기업
-0.127 -0.211

(0.164) (0.168)

Constant
0.864*** 0.318

(0.281) (0.372)

Observation 407 407

R-squared 0.036 0.048

주 1: ( )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 2: * p < 0.1, ** p < 0.05, *** p < 0.01

22) 한국공공서비스조직DB를 이용하는 변수 중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를 측정하

는 변수 중 의 경우를 인사담당자로의 응답값으로, 종속변수인 집권화를 측

정하는 변수를 재무담당자의 응답값으로 측정하여 응답원천을 분리하여 분석

한 결과, 회귀계수값은 0.010(p-value: 0.034)로 나타났다.



- 86 -

2) 정부통제와 공식화

정부통제를 독립변수로, 공식화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모형 4-1은 통제변수와 공식화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이며, 모형 4-2는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를 모형에 포함한 회귀분석 모형이

다. 모형 4-2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통제변수의 경우, 재정규모가

유의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조직유형 중 지방공

기업이 유의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부통

제는 공식화에 대해 정(+)의 회귀계수가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0%에서 통계적

으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정부통제 수준이 높아지면

공식화 정도는증가할것이라는이론적예측과 일치하는것을알수 있다.23)

<표 4-19> 일반회귀분석 결과: 공식화

변수명 모형 4-1 모형 4-2

정부통제
0.008*

(0.005)

인력규모
-0.020 -0.005

(0.054) (0.055)

재정규모
0.085*** 0.080***

(0.030) (0.031)

조직연령
0.003 0.004

(0.003) (0.003)

조직유형

공공기관
0.248* 0.210

(0.148) (0.150)

지방공기업
0.356** 0.289*

(0.163) (0.168)

Constant
-1.115*** -1.545***

(0.279) (0.370)

Observation 407 407

R-squared 0.048 0.056

주 1: ( )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 2: * p < 0.1, ** p < 0.05, *** p < 0.01

23) 한국공공서비스조직DB를 이용하는 변수 중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를 측정하

는 변수를 인사담당자로의 응답값으로, 종속변수인 공식화를 측정하는 변수

를 재무담당자의 응답값으로 측정하여 응답원천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회

귀계수값은 -0.0004(p-value: 0.9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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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통제와 레드테이프

정부통제지수를 독립변수로, 레드테이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 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0>와 같다. 모형 5-1은 통제변수와 레드테이프

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이며, 모형 5-2는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를

모형에 포함한 회귀분석 모형이다. 모형 5-2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통제변수의 경우, 조직유형 중 지방공기업이 유의수준 90%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는 레드테이프에 대해

정(+)의 회귀계수가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정부통제 수준이 높아지면 레드테이프

정도는 증가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24)

<표 4-20> 일반회귀분석 결과: 레드테이프

변수명 모형 5-1 모형 5-2

정부통제
0.012***

(0.005)

인력규모
0.031 0.054

(0.055) (0.055)

재정규모
0.049 0.041

(0.030) (0.031)

조직연령
0.001 0.002

(0.003) (0.003)

조직유형

공공기관
-0.102 -0.161

(0.149) (0.150)

지방공기업
-0.232 -0.330**

(0.165) (0.169)

Constant
-0.615** -1.312***

(0.282) (0.380)

Observation 407 407

R-squared 0.027 0.045

주 1: ( )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 2: * p < 0.1, ** p < 0.05, *** p < 0.01

24) 한국공공서비스조직DB를 이용하는 변수 중 독립변수인 정부통제를 측정하

는 변수 중 의 경우를 인사담당자로의 응답값으로, 종속변수인 레드테이프를

측정하는 변수를 재무담당자의 응답값으로 측정하여 응답원천을 분리하여 분

석한 결과, 회귀계수값은 0.009(p-value: 0.06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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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통한 구성개념 타당성 평가

<표 4-21>는 정부통제와 관료제적 조직구조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21> 정부통제와 관료제적 조직구조 간의 분석 결과

가설 회귀분석 결과

가설 4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하면 준정부조직의 집권화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지지

가설 5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하면 준정부조직의 공식화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 6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하면 준정부조직의 레드테이

프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지지

정부통제의 구성개념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유

형 따라 분석결과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집권화와 레드테이프의 경

우,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회귀계

수도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공식화의 경우에는 회귀계수는 정(+)의

방향이지만, 유의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할수록 집권화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

설 5,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할수록 레드테이프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7을 지지한다. 반면,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할수록 공식화 수준이 증

가할 것이라는 가설 6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통제가 높은 집권화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정부통제 수준

이 높은 경우에 준정부조직의 의사결정이 정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조직의 의사결정은 정부의 영향력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이 증가할수록 조직 내의 의사

결정은 상위계층으로 집중하게 되고(Pugh et al, 1969; Perry and Rai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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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통제와 공식화 수준이 정(+)의 관계가 있다고 분석 결과 나

타났다. 이는 정부는 공시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책무성을 뒷받침해야

하며, 규칙의 공식화를 통해 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정부통제를 받

는 준정부조직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부에 의해 영향력을 받는 의사

결정의 경우 준정부조직 역시 대응성과 책무성을 뒷받침하여 자의적이지

않은, 즉 규칙을 통해 의사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통제 수준이 높아

질수록 공식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책무성에 대한 대응

으로 공식적인 규칙이 많아진다는 Downs(1967)의 견해를 비롯하여 위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결과는 나타났다. 공식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통제 수

준이 높아질수록 조직에 존재하는 규칙과 절차는 명문화되고, 이와 더불

어 조직이 직면하는 규칙과 절차는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포괄적인 수준

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이는 규칙이나

절차로 발현된다(Jackson, 1993). 이에 정부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책무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복잡한 규칙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준정부조직에도

적용되므로 정부통제는 레드테이프와 정(+)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를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준정부조직의 경

우 정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규칙 등이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반드시 조직에 합리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아 레드테이프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정부통제와 이론

적으로 예측되는 관료제적 조직구조 특성에 대해서 경험적인 근거를 제

시하고 있다. 특히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향성도 이론과 부합

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왔다. 따라서 준정부조직의 정부통제

측정에 있어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통한 구성개념 타당성 평가는 지지된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성과를 통한 구성개념 타당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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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R-squared가 0.1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의 경우에서처럼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통

해 정부통제 측정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부통제가 관

료제적 조직구조와 이론적으로 예측된 결과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만, 실

제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변동을 정부통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통제의 측정은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통한 구

성개념 타당성 평가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예측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그

설명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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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준정부조직은 공공조직으로서 정치적 통제를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정치적 통제와 조직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

다. 특히 신공공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국

가들이 정책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준정부조직에 위임하면서 정치-행정

시스템 상에서의 준정부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는

당연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중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부통제 무엇을 의미하

는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통제의 개념이 다

차원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는 정부통

제를 위한 개별 정책수단 혹은 정부통제를 받는 개별 조직에 대한 연구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가 준정부조직이

만들어내는 잠재적 부가가치와 폐해 사이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통제를 분석하고 측정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통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정부통제지수(governmental control index)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시도하였다. 정부통제를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개념

화하고 이를 측정변수와 측정지표로 치환하여 측정한 다음, 산출된 값에

AHP 기법으로 도출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정부통제지수를 제시하였

다.

정부통제지수를 통해 측정된 정부통제 수준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

해서 본 연구에서는 수렴타당성과 구성개념 타당성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렴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조직자율성과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은지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통제와 조직자율성은 음(-)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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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으며, 이 결과는 유의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다음으로 구성개념 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통제와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 간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

하였다. 성과는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는 바, 효과성의

경우 지각된 효과성에 대해서 정부통제의 회귀계수가 정(+)으로 나타났

으며,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

가된 객관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통제가 증가하면 준정부조직의 효과성이 증

가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 일정 부분 일치하여 정부통제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반면 효율성의 경우 정부통제수준이 높아지면 준정부조직의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 달리 지각된 효율성과 평가된 효율성에

서 모두 정부통제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평가된 효

율성은 유의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정부통제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또한 정부통제와 관료제적 조직구조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

써 정부통제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관료제적 조직구조는 공

식화, 집권화, 그리고 레드테이프로 나누었으며, 각각에 대한 정부통제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하면 준정부조직이 관료제적 조직구조

(공식화, 집권화, 레드테이프)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 동

일하여 정부통제지수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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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제언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는 조직에 대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친다. 조직의 목표와 기능에 따라 정부통제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

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의민주

주의 하에서 위임된 정치적 주권에 책임성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지수에 따르면, 준정

부조직에 대한 정부통제의 수준이 특정한 조직 유형에만 집중된 것도 아

니며, 정부통제를 구성하는 정책수단이나 통제 유형에 대해서만 집중된

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통제를 구성하는 하위 정부통제지

수 간의 조합을 통해서 정부통제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정부통제의 타당성 평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통제는 조

직의 성과와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성과 측면을 살

펴보면,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하면 효과성이 모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준정부조직에 대해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준정부조직

이 달성해야 할 다차원적 혹은 주요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준정부조직은 물론, 공공조직에 대해서 적절한

정부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료제적 조직구조 측면을 살펴보면, 정부통제 수준이 증가

하면 조직의 관료제적 조직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

부의 통제는 성과 등 조직의 산출물에 변화를 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특성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통제를 논의하며 하위 정부통제 차원의 효과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논의

한 것은 아니지만, 개별 하위통제 유형을 조합하여 사용하였을 때 정부

통제 수준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

로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관료제적

조직구조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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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는 추상적인 정부통제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이

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구성개념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부통제의 구성개념(관리적, 정책적, 구조적, 재정적, 법적, 관여

적)은 다차원성 검정 결과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구별되는 차원임이 확

인되었다. 그러나 그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지배적인 경향에 대한 증

거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차원성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

다.

둘째, 정부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측정변수와 측정지표가 적절

한 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정부통제의 구성개념을 반영하고 있

는 하위 정부통제들의 측정지표가 온전히 해당 하위 정부통제를 측정하

여 정부통제지수로 산출될 수 있는지 문제이다. 예를 들어 구조적 통제

의 경우 공식문서를 분석함으로써 구성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도

출하였지만, 이는 준정부조직에 대한 구조적 통제 수준을 공식적인

(formal) 차원에서 측정한 것이지 실질적(actual) 통제 수준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반대로, 관리적 통제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통해 관리적

통제지수를 구성하고 있어서 공식적 통제가 아닌 실질적 통제 수준을 측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통제를 측정하고, 정부통제지수로 구성함에 있

어 공식적 통제와 실질적 통제의 수준이 혼합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AHP 기법을 통한 가중치 산정 역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될

수 있다. AHP 기법은 그 자체로 주관적인 조사가 바탕이 되므로 이에

의한 분석결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하위 정부통제지수를 정부

통제지수로 합산할 수 있는 방법론적 대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AHP는 본 연구에서도 용인될 수 있는 기법이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AHP 응답자를 모집할 때 엄격한 전문가 선정

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AHP를 통해 산출된 가중치에 대해서 선택

편의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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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는 정부통제지수를 산출하고 정부통제 측정에 대한 타

당성을 평가하였으나, 정부통제를 구성하는 하위 정부통제 차원을 포함

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구성개념 타당성 평가에서 회귀분석 결과

R-squared 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정부통제가

성과와 관료제적 조직구조와 이론적으로 예측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

라도 그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하고, 정부통제의 구성개념 타당

성 평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부통제 측정의 구

성개념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선 성과나 관료제적 조직구조 외의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통제와 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 등과 관련

있는 통제변수들의 추가될 수 있으며, 이 또한 향후 연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부통제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보다 엄격한 측정지표가 추가로

개발됨으로써 본 연구가 충분히 성취하지 못한 측정의 객관성과 정확성

을 높이려는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준정부조직의 정부통제

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하위 정부통제 유형 간의 관계에 대해서

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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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측정 문항

관

리

적

통

제

지

수

권한

및

업무

결정

귀 기관의 주요 업무에서 업무 협의가 필수적인 관련

정부기관(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어

느 정도입니까?

① 1개 이하

② 2개~3개

③ 4개~7개

④ 8개~9개

⑤ 10개 이상

귀 기관의 주요 업무에서 관련 정부기관(중앙정부 부

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 혹은 승인을 거쳐야

하는 업무는 얼마나 많습니까?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조직

관리

귀 기관의 인사 관리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

감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귀 기관의 재무 관리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

감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정책적

통제지수

귀 기관의 사업 목표 설정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귀 기관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채택에 있

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부록 1> 정부통제 및 타당성 측정 변수 문항

1. 정부통제 측정 변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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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적

통

제

지

수

기관

장

/임원

임기 6개 범주25)

임명권 3개 범주26)

재임용 가능 정도 4개 범주27)

후보 추천 공식 기구/절차 존재 유/무

재정적

통제지수

회계연도 기준으로 귀 기관이 수익(수입)을 얻는 출처의

비율에 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정확한 재무정보를

모를 때에는 대략적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타 공기업/공공기관

ⓓ 일반고객 ⓔ 개인(고객 제외)/기업/민간조직 ⓕ 기타)

보기별

비율로 응답

법적

통제지수
조직 명칭 명시된 법령/조례 존재 여부 존재 유/무

관여적

통제지수

지난 2년간({전전년도}년, {전년도}년) 귀 {대학/기관}

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모두 몇 회 있었습니까?
횟수

지난 2년간({전전년도}년, {전년도}년) 감독관청 등 상

급기관(국회, 감사원 제외)에 의한 감사는 모두 몇 회

있었습니까?

횟수

지난 2년간({전전년도}년, {전년도}년) 귀 {대학/기관}

에 대해 정부(산하기관 포함)가 주관하는 평가({대학/

기관}경영평가, 재정지원사업평가 등)는 몇 회 있었습

니까?

횟수

25) ① 임기 없음(기관장 정부 임명),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⑥임기 없음(기관장 조직 자율 임명)

26) ① 기관장의 임명권이 정부에 있는 경우, ② 정부의 통제를 받는 다른 조직
에 있는 경우, ③ 조직 내부에 있는 경우

27) ①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② 임기와 횟수가 모두 제한적인 경우
③ 임기가 제한 적이지만 횟수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④ 재임 임기가 기본 임기와 같은 경우



- 107 -

변수명 측정 문항

[수렴타당성 측정 변수]

조직자율성

귀 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 가격 결정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

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귀기관의서비스수혜대상결정에있어서관련정부기관의의견을반영할

필요가있습니까?

귀 기관의 신규 사업 개발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있습니까?

귀 기관의 예산편성 혹은 지출 등 재무 업무 의사결정에 있어

서 관련 정부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귀 기관의 인력 채용 혹은 보수 결정 등 인사 업무 의사결정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귀 기관의 부서 신설 혹은 폐지 등 조직개편 의사결정에 있어

서 관련 정부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귀 기관의 물자조달 등 구매관리 의사결정에 있어서 관련 정

부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2. 수렴타당성 측정 변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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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측정 문항

[구성개념 타당성 측정 변수: 성과]

지각된

효과성

귀 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귀 기관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① 전혀 성공적이지 않다

② 성공적이지 않다

③ 비슷하다

④ 성공적이다

⑤ 매우 성공적이다

귀 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지각된

효율성

귀 기관의 노동생산성(인력 대비 실적 비율)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귀 기관의 재무적 성과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3. 구성개념 타당성(성과) 측정 변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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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측정 문항

집권화

귀 기관에서 여러 지원자 중 어떤 직원을 채용

할지를 결정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

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① 실무 담당자

② 중간(혹은 하급) 관리자

③ 고위(혹은 상위) 관리자

④ {총장/기관장}

귀 기관에서 직원의 성과평가(인사고과 포함)를

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귀 기관에서 직원 승진 결정을 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

라고 보십니까?

귀 기관에서 새로운 경영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자 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귀 기관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신규 시설에 투

자하고자 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공식화

귀 기관에는 직원의 개인별 업무목표를 미리

적어 놓은 공식문서가 있습니까?
① 거의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③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④ 그런 경우가 많다

⑤ 대부분 그렇다

귀 기관에는 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직무

기술서가 직무마다 있습니까?”

귀 기관에는 직원의 업무 일정을 미리 적어 놓

은 공식문서가 있습니까?

레드테이프

귀 기관에서는 업무성과가 매우 낮은 직원들에

게 불이익(징계, 해고, 임금 삭감 등)을 줄 때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

까?

① 거의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③ 그런 경우도 있고 아

닌 경우도 있다

④ 그런 경우가 많다

⑤ 대부분 그렇다

귀 기관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올린 직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승진, 임금 인상 등)을 줄

때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

니까?

귀 기관의 직원들은 업무에 필요한 제품 및 서

비스를 구매하고자 할 때 복잡한 규정과 절차

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까?

귀 기관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예산 내용을 변

경하고자 할 때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어

려움을 겪습니까?

4. 구성개념 타당성(관료제적) 측정 변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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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가중치 설문조사 문항

측정 변수
매우

강함
← 강함 ← 동등 → 강함 →

매우

강함
측정 변수

[정부통제]

직접적 통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간접적 통제

[직접적 통제]

관리적 통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정책적 통제

[관리적 통제]

권한 및 업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조직관리

[간접적 통제]

구조적 통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재정적 통제

구조적 통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법적 통제

구조적 통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관여적 통제

재정적 통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법적 통제

재정적 통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관여적 통제

법적 통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관여적 통제

[구조적 통제]

기관장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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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overnmental Control 

t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Measurement and Validation of the Governmental Control

Yeongjun K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measure governmental control fo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o validate the measurement. For measuring the 

comprehensive level of governmental control, a governmental control index 

is developed, which consists of sub-dimensions of governmental control.  

The measurement of governmental control is validated by focusing on 

organizational autonomy,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bureaucratic 

structure that are a theoretically known relationship with governmental 

control. This study utilizes one year of data on approximately 400 public 

service organizations performing various functions. 

The study consists of two studies: the study of measuring gover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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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and the study of the measurement's validation. In the first study, 

governmental control is constructed by two sub-dimensions: direct 

governmental control, indirect governmental control. Direct governmental 

control has two sub-dimensions: managerial control and policy control. 

Indirect governmental control consists of four sub-dimensions: structural 

control, financial control, legal control, and interventional control. The 

weights calculated using AHP reflect each sub-dimensions, and the 

government control index was composed. The results of the second study 

demonstrate th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The findings indicate that 

governmental control is related to lower organizational autonomy. 

Furthermore, governmental control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effectiveness, and governmental control is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entralization and red tape.

In the theoretical aspect, this study contributes to accumulating knowledge 

of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governmental control by discussing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governmental control and its sub-dimension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level of comprehensive 

governmental control can be measured by reflecting the multi-dimensionality 

of governmental control.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 governmental 

control for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is determined through various 

combinations of sub-governmental control, not only focused on specific 

organizational types or sub-governmental controls. Finally, as theoretically 

predicted, the results of validation demonstrate that governmental control has 

a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autonomy,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bureaucratic organizational structure. In the case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complex relationship rather than 

a simple relationship.

In the policy aspect, this study showed that the abstract concept of 

government control could be applied to organizations in various direction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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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suggests that policy-makers and managers in public service areas 

influe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r variou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for achieving their goals by using governmental control.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such as the concept of government 

control, appropriateness of measurement, weighting method, and lack of 

validation, and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omplement it.

Keyword: Governmental Control, Index development, Organizational 

Autonomy,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reaucratic Structure

Student Number: 2017-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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