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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조직간의 상호의존성과 긴장관계 때문에 협력과 함께 통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조직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이 조직목표를 내재화하고 조직목표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

한다. 베버(M. Weber) 이후로 조직에서 중심적인 개념으로 자리잡은‘조직통제’는 구성원들이 매우 다

양해지고 과업의 범위와 복잡성이 증 되는 오늘날의 경쟁환경 하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런 측

면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통제는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지속

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통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개괄하여 연구의 초점에 따라 구분

해보고 변화된 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조직통제 유형으로서 불개입적인‘사회통제(social control)’가 필

요함을 제시하 다. 불개입적 사회통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정과 정의 즉, 인지적 전제를 통

제하여 종업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미래형 통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연

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현 사회에서 조직이 바라는 적절한 태도와 행동에 해 강압적인 수단이 아닌 조

직문화와 같은 규범적이고 상징적인 유인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사회통제의 중요성이 특히 부각

되고 있다. 

I. 서 론

현 조직에서는 구성원들과 하부 단위조직이 점차로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조직과

개인/집단간 목표불일치 정도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각 집단별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지며 집단간 동질성이 매우 약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반면, 급변하

는 환경에서 조직의 생존은 매우 분화된 과업을 통제하기 위해 협력과 통합에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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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게 되었고, 과업의 범위와 복잡성이 증 하면서 조직내 통제에 관한 문제의 중

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Sandelands, Glynn, & Larson, 1991]. 오늘날 조직의 경쟁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예측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떻게 조

직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에 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으

며, 조직통제에 관한 주제는 조직의 근본 이슈 중 하나로 자리잡아 학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Pfeffer, 1997]. 

조직통제는 Weber 시 이후로 조직에서 중심적이 개념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조직

생활의 경험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슈로 남아 있다[Barker, 1993]. 개인이 보다 큰

목표를 성취하려면 조직에서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포기해야 한다. 개인과 조직간의

상호의존성과 긴장관계 때문에 협력의 문제가 두되고, 협력은 본원적으로 통제를

필요로 하게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식/비공

식적인 협상과정을 거치게 되고 특정 조직마다 자신에게 기능적인 방식으로 구성원

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통제는

조직의 생존, 안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통제를 유지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소비해야 하며, 과도한 통제는 조직경직성을 발생시킬 수 있고 종업원

들의 소외를 유발할 수 있다[Markham, Bonjean, & Corder, 1984]. 무엇보다 유연성

이 필요한 이 시기에 전통적인 방식의 과도한 통제는 조직의 유지 생존에 많은 문제

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제에 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Picken & Dess, 1997].

효율성이라는 핵심적인 문제 외에도 생존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권위구조, 권력의

분배 등 여러 다른 기능적 측면들의 관계 때문에 조직통제는 중요한 연구 역이다.

또한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의 만족은 통제의 유형에 의해 상당히 향을 받는다는 연

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Das, 1989]. 이러한 조직통제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에 기초

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직통제에 한 선행연구를 개괄하고 변화된 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조직통제 유형으로서‘사회통제(social control)’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향후 연

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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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직 통제의 개념과 조직통제 모델

1. 조직 통제의 개념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항상 계획한 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운

과정에서 종종 하위목표간의 갈등이나 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조직내에서 부

분적으로만 합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 사이에서 협력을 구축하는

것은 조직이 직면해 있는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이다[Ouchi, 1979]. 이런 경우 개인이

나 집단이 조직전체와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직통제 메커니즘

이 사용된다[Peterson, 1984].

조직통제에 한 연구경향은 학문적 초점에 따라 체로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Flamholtz, Das, & Tsui, 1985]. 첫째로는 조직사회학적 관점으로서 조직통제

에 해 본질적으로 거시적 관점을 취하여 전체조직이나 혹은 조직내의 거 집단에

초점을 두고 규율, 정책, 권위 등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둘째로는 관리적 관점으로서 조직내 개인이나 부서에 초점을 두고 계획, 측정, 감독,

평가, 피드백 등에 의해 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심리학적 관점

으로서 주로 개인(집단이나 조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행동)에 초점을 두고

목표나 표준의 설정, 내재적/외재적 보상, 인간 향력 등에 의해 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에 따라 조직통제에 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조직

사회학적 관점에서 Weber(1947)와 Blau & Scott(1962) 등 많은 조직사회학자들은 조

직통제에 해 위계적 권위 시스템을 통해서 규율을 창조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간주

하 다. 관리적 관점에서는 조직통제에 해 조직내 개인간, 집단간에 피드백을 제

공, 확인, 측정하는 사이버네틱 프로세스로 파악[Thompson, 1967; Reeves &

Woodward, 1970]하거나, 정보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견해[Ouchi & Maguire, 1975]를

취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Tannenbaum(1968)은‘조직에서 인간의 향력 관계의

합’으로 통제를 설명하 고, 같은 맥락에서 Etzioni(1965)는 파워와 동일한 것으로 파

악하 다. 또한 조직통제의 상을 조직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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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원들로 간주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통제를 정의하기도

한다[Tompkins & Cheney, 1985]. 

일반적으로 개인과 집단을 조직의 규범, 정책, 목표에 최 한 순응시키고, 문제발

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조직통제라고 정의된다[Tosi, 1983]. 또한 과정에

해 평가하기 위해 행동과 결과를 감독하고 측정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Fortado, 1994]. 이를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면 조

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이 행동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조직통제

[Flamholtz et al., 1985]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좁게 보아 조직통제는

성과에 한 표준을 설정하여 구성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표준에서 일탈된 것이 있

으면 그 행동을 교정하는 순환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넓게 보면 경 자가 종업

원들의 순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발, 감

독, 조직구조설계 등은 모두 종업원들의 순응을 증 하려는 조직통제 활동의 일환으

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직과 개인은 모두 목표를 추구하는 실체이므로, 각각의 목표는 불일치 할 수 있

다. 따라서 조직설계를 통해 특정한 조직이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Ouchi, 1979]하게 되고, 조직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이 조직의 목

표를 내재화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므로 조직통제의 의도는 조직목표와 일치하는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도록 향력

을 행사하는 것이다[Flamholtz et al., 1985].

조직에서는 조직통제시스템을 통해 상하관계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부서간에도 협

력을 증진시킨다. 즉, 개인이 조직과 부합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여 위험을 줄여주며, 부적절한 행동이 교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Veliyath, Hermanson, & Hermanson, 1997]. 따라서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조직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아주 사소한 통제의 잘못이 때로는 조

직에 매우 커다란 손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과도한 통제 역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통제 자체는

조직에 직접적으로 가치를 부가해주지는 않으면서도 통제로 인해 조직의 유연성과

혁신이 방해받게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점은 특히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

하는 현재에 더욱 중요하게 두되고 있다. 따라서 안정성과 유연성 사이에서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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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2. 조직통제 모델

사람들의 행동에 향을 주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조직통제는 조직통제 모델

(organizational control framework)에 의해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조직통제 모델은

사람들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증 시키기 위해 설계

된 과정과 기법을 포함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메커니즘에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는 핵심통제시스템(core control system)과 간접적

으로 향을 주는 통제 맥락(control context), 그리고 조직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조직

통제 형태로 구성된다[Flamholtz et al., 1985; Peterson, 1984; Tosi, 1983].

1) 핵심통제 시스템

핵심통제시스템은 목표와 표준의 설정, 측정, 비교, 평가,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행

동교정의 과정이다. 계획활동을 통해서 과업목표의 목록을 세우고 이에 관련된 운

시스템의 표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운 시스템의 결과물은 앞서 세워진 목표나 표준

과 비교하여 다양한 측정시스템에 의해 평가된다. 이때 일탈행동이 관찰되면 다시 운

시스템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행동교정을 하고 계획단계에서는 목표와 표준을

수정하게 된다. 측정과 피드백을 통해 얻은 정보는 평가와 보상으로 이어진다. 감독,

성과비교, 보상제공 등의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는 핵심통제시스템은 목표와 표준을

설정하는 계획, 운 시스템, 결과물(성과 또는 직무태도), 측정, 프드백 그리고 평가

와 보상의 여섯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2) 통제의 맥락

핵심통제시스템은 보다 넓은 통제의 맥락에 배태되어 있다. 통제의 맥락에는 조직

구조, 기술, 조직문화, 외부환경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핵심통제시스템의

유효성에 향을 주어 기능을 촉진하거나 반 로 방해할 수 있다. 조직구조, 기술, 조

직문화, 외부환경 등의 요소들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여 조직통제에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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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 자체가 통제메커니즘은 아니다. 그러나 통제의 범위, 기능적 전문화, 수

직적/수평적 다각화, 집중화, 공식화, 표준화 등과 같은 조직구조의 차원들은 과업행

동의 변동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통제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적 요

인으로서 특히 지식의 전이과정이 잘 알려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 가는 통제의 유형에

향을 준다. 지식의 전이과정이 잘 알려져 있으면 최종 생산물의 생산메커니즘까지

설계할 수 있지만 불완전하게 알려져 있으면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한 특정의 규정이

나 절차를 설정해두어야 한다. 또한 과업의 다양성 정도 역시 통제의 유형에 향을

준다. 과업다양성이 높을수록 규정, 절차, 방침 등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조직문

화 또한 조직통제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개인은 사회화를 통해서 조직의

가치, 규범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목표일치성이 높아지면 개인의 행동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지식의 전이과정이 불완전하고 그 결

과의 측정가능성이 낮을 때 조직문화를 통한 통제가 적절하다. 조직의 외부환경으로

서 보다 넓은 사회적 환경이 조직통제에 향을 줄 수 있다. 한 시점에서 지배적인 과

업가치, 직업교육의 수준, 고객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요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III. 조직통제 유형에 관한 주요 연구들

일반적으로 조직통제는 공식통제(formal control)와 비공식통제(informal control)로

나눌 수 있다[Daft & Macintosh, 1984]. 공식통제는 행동의 표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표준을 각 상황에 적용할 것인가, 새로운 표준이 어떻게 채택되어야 하는가를

주된 이슈로 삼고 있다. 공식통제에서는 첫째 몰인격적이고 일관적이며 즉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the hot stove principle), 둘째 종업원의 위반에 해 엄격한

벌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the fairness principle), 셋째 흔히 나타나는 위반행동에

한 벌칙을 공표하여 일탈행동의 결과에 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의 부담을

줄인다는 원칙(the slide rule principle) 등을 주요 원리로 한다[Fortado, 1994]. 

그러나 조직통제에 해 주요 연구자들은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을 구분

하고 있다. 주요 연구자들의 유형구분을 연구의 초점과 그들이 사용한 분류기준에 따

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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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및 집단간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

이런 분류의 연구는 조직에서 상 적으로 미시적인 부분에 주요 관심을 두고 조직

통제에 해 접근한 연구경향으로서, Simons(1995)의 연구가 표적이다.

Simons(1995)는 진단적 통제 시스템(diagnostic control system), 신념통제 시스템

(beliefs control system), 경계통제 시스템(boundary control system), 상호작용적 통제시

스템(interactive control) 등의 네 가지 통제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개인 및 집단의 창의

성과 조직통제의 긴장관계를 해부하고자 하 다. 

첫째로, 진단적 통제는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판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작동을 찾

아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중요한 목표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준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산출물 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성장율이나 시

장점유율과 같은 목표의 향상을 측정하여 사전에 설정된 표준과 비교함으로써 전략

적으로 중요한 목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적 통제의 목적은 지속적인 감시

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적 통제시스템은 원하는 통제가 실패했

을 경우 조직은 상당한 압박을 받게되고 심지어 위기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며, 기계

적인 비교만을 강조하게 되어 종업원들에게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신념통제시스템은 조직이 바라는 가치와 방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

는 것으로 기업의 핵심 신념으로 종업원이 주목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핵심가치로 종업원의 몰입을 증진시키게 된다. 하지만, 신념통제시스템은 과거에는

기업의 미션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나 급변하는 환경, 복잡한 환경에서는 조직

의 목표와 방향에 해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워졌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다운사이징, 구조조정 등은 종업원들이 기업의 가치에 해 믿지 못하고 의문을 가지

게 만들었다.

세 번째로, 경계통제시스템은‘하지 말아야 할 것(what not to do)’에 해 제시해

줌으로써 조직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표준작업절차 등을 통해서 해야할 것

을 제시하기보다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최소의 표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창의성과

혁신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등 신뢰에 기초한

박 오 수 247



명성이 핵심적인 경쟁자산일 경우에 적절하다. 반면, 경계통제시스템에서는 종업원

이 재량권을 너무 많이 사용하여 기업에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적 통제시스템은 일기예보를 하듯이 경 자들이 부하들의 의

사결정에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공식적인 정보시스템이다. 이를 통해서 경 자들은

부하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조직의 목표에 주목하면서 핵심적인 전략적 이슈에

해 파악할 수 있으며, 기술상의 변화, 고객욕구의 변화, 정부의 규제, 산업내 경쟁

등 전략적인 불확실성에 해 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Peterson(1984)은 조직통제를 위계적 통제(hierarchical control), 동료에 의한

통제(collegial control), 비위계적 통제(non-hierarchical control)로 구분하고 있다. 위

계적 통제는 규율, 절차, 방침에 따르거나 결과의 평가를 통한 감독에 의해 조직위계

상 상급자에 의해 수행되며, 동료에 의한 통제는 전문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료들의 기 나 규율에 의해 제약될 때 수행된다. 그리고 비위계적 통제는 내면화된

규범이나 가치 혹은 조직외부에서 규정되는 강력한 사회적 힘(과업가치 등)에 의해

수행된다. 

2. 거시적인 전략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

Schrey gg & Sternmann(1989)는 거시적인 전략과정에 초점을 두어 조직통제를 크게

피드백통제와 전략적 통제로 구분하고 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피

드백통제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미리 계획된 표준과 비교하여 계획-실행(조직, 배

치, 지휘)-측정-피드백의 순서로 진행하여 행동교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통제시스템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피드백은 사후적인 행동통제이므

로 전략적 수준의 피드백은 반응이 지연되어 수정하기에 너무 늦어지게 된다. 그리고

단일순환(single loop)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표준은 당연시되어, 변동

이 발생하면 수단이 의문시되지 목표 자체는 고려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조직은 시

간과 유연성을 잃게 된다.

전략적 통제는 피드백통제와는 달리 전략계획의 타당성에 해 지속적으로 확인하

여 시간소비를 줄이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략적 통제는 계획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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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과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통제시스템의 목적은 환경의 위

협에 해서 현재의 전략 과정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략적 통제는 다음의 세 가지의 활동으로 구별할 수 있다.

① 전제의 통제(premise control): 전제의 통제는 전략과정의 배경이 되는 전제에

해 계획과 실행과정 동안에 계속해서 유효한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② 실행통제(implementation control): 실행통제는 전략적 계획이 실행되는 단계에

적용되는 통제로서 전략의 실행절차가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

인 전략과정이 과거의 사건에 비추어 보아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다. 이에 따라 새로이 제시되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멈출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를 결

정하게 된다. 따라서 전략의 기본 방향에 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③ 전략적 감독(surveillance): 앞의 두 가지는 통제 자체에 주목한 것에 비해 전략

적인 감독은 전략적 행동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내∙외부의 사건에 해 검토하는

것이다. 일종의 환경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3. 생산과정의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

조직에서 산출물의 생산과정에 초점을 두어 통제유형에 해 연구한 학자들로는

Ouchi(1977, 1980)와 Das(1989)가 표적이다. 우선, Ouchi(1977)는 통제의 유형을

통제의 상물에 따라 행동통제와 산출통제로 구분하 다. 행동통제가 가능한 조건

은 수단-목적 관계에 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투입에서 산출로의 변환이 통제가

획득되기 전에 감독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반면 산출통제가 적용되는 상황은 산출물

의 변환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산출물만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Ouchi(1977)는 변환과정에 한 지식의 정도와 산출물의 측정가능성을 두 축으로 삼

아서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네 가지 통제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통제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행동통제보

다는 산출통제를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된다. 즉 규모가 커지면서 수평적 다각화가 이

루어지고 이에 따라 성과 측정간의 비교가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행동통제보다는

산출통제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수평적 다각화가 되면서 각 부문 내부적으로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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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이 높아지게 되어 부문관리자는 감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통

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Ouchi(1980)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거래비용 접근법을 이용하여 효율성에 기

초한 특정한 조직형태를 예측하는 프레임웍을 제시하 다. 그는 목표불일치성과 성

과모호성의 두 요소를 이용하여 세 가지의 기본적인 통제메커니즘을 제시하 는데,

이 모형에 Das(1989)가 전략적 접근을 추가하여 <표 1>과 같이 수정, 보완하 다.

<표 1>을 간단히 살펴보면 시장에 의한 통제는 목표불일치성이 높고 성과모호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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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uchi, W. G. 1977.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contro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2: 95-113.

[그림 1] 전제조건에 따른 통제유형

행동통제 / 산출통제

(캔 공장)

산출통제

(생명보험사)

행동통제

(더블플레이)

의식

(외교업무)

변환과정에 한 지식

완 전 불 완 전
산
출
의

측
정
가
능
성

높

다

낮

다

<표 1> Ouchi(1980)와 Das(1989)의 조직통제 모형

통제의 목표 성과
전략적 접근 요구되는 정보

유형 불일치성 모호성

시장 높다 낮다 성과모호성 최소화 강조, 가격, 경쟁, 

목표불일치에는 관심없음. 교환관계(상호성)

관료제 중간 중간 성과모호성 최소화 강조, 교환관계(상호성), 규칙, 규정,

목표불일치는 두 번째 표준, 합법적 권위

문화(clan) 낮다 높다 목표불일치 최소화 강조, 교환관계(상호성), 합법적 권위, 

성과모호성은 관심없음 전통, 신념과 믿음, 공유된 가치

출처: Ouchi, W. G. 1980. Markets, bureaucracies, and cla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2: 95-113.
Das, T. K. 1989. Organizational control: An evolutionary perspectiv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6: 459-475.



낮은 경우에 효율적이며, 관료제에 의한 통제는 두 가지 요소가 중간정도일 때 효율

적이다. 그리고 문화에 의한 통제는 목표불일치성이 낮고 성과모호성이 높은 경우에

효율적이다. 시장은 가격에 의해 지배되므로 조직간 통제에 적합한 유형이며 관료제

는 분명한 표준과 감독에 의해 개인과 집단에게 명령과 지휘를 하는 공식적인 통제유

형이다. 문화에 의한 통제는 개인의 몰입에 기반하여 사회화 과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통제유형이다.

4. 수평적인 과업수행 흐름에 초점을 둔 연구

Veliyath, Hermanson, & Hermanson(1997)은 수평적인 과업수행의 흐름에 초점을

두어 기업의 투입에서 산출까지의 변환과정에서 통제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따라

크게 과정적/예방적 통제(process/preventive control)와 산출/탐지적 통제(output/

detective control)로 구분하고, 여기에 최근에 기업에서 환경변화에 따라 산출물의 변

환과정을 분명히 알 수 없는 특징을 반 하여 사회화/적응적 통제(socialization/

adaptive control)를 추가하 다(<표 2> 참조).

먼저, 과정적/예방적 통제는 구체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편차가 발생하면 행동교정

을 통해 변환과정 이전에, 즉 산출물이 생산되기 전에 수행되는 것을 말하며, 산출/

탐지적 통제는 변환과정을 통해서 산출물이 발생한 후 사전에 계획된 기준과 실제 결

과를 비교하여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통제유형은 변환과정이

분명히 정의되어있고 상 적으로 결과를 측정하기 쉬운 상황에 적용될 수 있었다. 그

러나 실제의 많은 경우에는 변환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산출을 쉽게 측정할

수도 없으므로, 사회화/적응적 통제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통제에서는 조

직의 가치를 개인에게 전파하여 사회화를 촉진하고, 개인은 이러한 가치에 동조하여

자신의 과업상황에 적용하게 된다. 이때 조직의 규범과 가치는 광범위하게 정의되므

로 적응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사회화/적응적

통제를 활용하는 곳의 예로는 회계법인, 연구소, 법률사무소, 의사집단 등 구성원들

의 지적자본이 조직의 중요한 자산인 전문가 조직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적/적응적 통제의 단점으로는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의 기술, 성실성 등을 가지고 있

어야 하며, 또한 통제수단이 주관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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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Veliyath et al.(1997)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조직통제를 Ouchi(1977)가

제시한 변환과정에 한 지식의 정도와 산출물의 측정가능성을 두 축으로 한 매트릭

스에 적용하여 <표 3>과 같이 상황에 따른 적절한 통제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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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환과정에 따른 통제유형의 구분

투입 변환 산출

과정적/예방적 통제 산출/탐지적 통제

특징 사전적 통제(ex-ante control) 사후적 통제(ex-post control), 
피드포워드(feed-foward control) 개선적 통제(remedial control), 
교정적 행동(corrective action) 실제와 계획의 비교

산출을 측정하는 것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 때. 변환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위험이 크지 않을 때

단점 사전에 많은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성과는 표준을 중심으로 변동하므로, 오류가 아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하기 어렵다. 닌 것이 오류로 인식될 수 있음.

제때 통제모델을 수정하기 어렵다. 행동이 발생하기 위해서 예외가 필요

출처: Veliyath, R., Hermanson, H. M., & Hermanson, D. R. 1997. Organizational control systems:
Matching controls with organizational levels. Review of Business, 18: 20-24.

<표 3> 상황별 적절한 통제의 유형

산출물의

측정가능성
높다 변환과정에 한 지식 낮다

높다 과정/예방적 산출/탐지적

산출/탐지적

낮다 과정/예방적 사회화/적응적

기타 고려사항

잠재적 손실의 규모 과정적/예방적 통제를 보다 매력적이도록 하는 위험

종업원 성격 교육정도 높고, 전문직 종업원들은 사회화/적응적 통제가 적당

경제적 기술적 변화 빠른 변화는 사회화/적응적 통제가 보다 적당

출처: Veliyath, R., Hermanson, H. M., & Hermanson, D. R. 1997. Organizational control systems:
Matching controls with organizational levels. Review of Business, 18: 20-24.



5. 역사적인 조직통제의 합리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

조직통제를 조직과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파악한 Edwards(1981)는 현

조직이 구성원들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제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

시하 다. 첫째, 단순통제(simple control)는 기업의 소유주나 고용된 관리인에 의해

과업수행자에 해 직접적이고, 권위적이며 인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써

19C의 공장과 현재의 가족중심으로 운 되는 소규모 기업에서 나타난다. 둘째, 기계

적 통제(mechanic control)는 전통적인 량생산 공장의 조립라인과 같이 물리적 기술

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형태로서, 연속흐름생산에 적합하며, 착된 감독에서 벗어

나서 통제의 범위가 확 된 것이다. 셋째, 관료적 통제(bureuacratic control)는 종업원

의 활동이 몇 가지 작업표준으로 정의되고 그에 따라 작업지시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통제형태로서, 여러 위계를 두고 승진정책을 사용한다. 이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

태로써 위계에 기초한 사회관계에서 파생되었으며 체계화된 합리적, 법적 규정에 따

라 순응에는 보상을 하고 비순응에는 벌을 준다.

Edwards(1981)는 매 단계가 앞 단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출현하 다고 보고 있

다. 즉, 단순통제에서 노동자 소외, 불만족, 전제주의적 통제, 기술의 진보가 문제가

되어 기계적 통제유형이 출현하 고 이 단계에서 다시 노동자의 저항, 태업 등이 발

생하자 관료적 통제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Barker, 1993]. 

Weber는 현 사회의 지배적인 통제형태로 관료제를 제시했고, 관료적 통제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통제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유형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

선 합리적 규정은 관료적인 형식주의(red tape)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사람들을 고려

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서만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를 제약하고 환경변

화에 무디어 질 수 있다. 점차로 법적, 규정적인 위계만 만들고 그에 따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료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Weber는‘관료제의 철창(Iron cage)’이라

고 표현하 다. 이는 한번 구조화되면 관료제는 해체하기 어렵고 관료제가 구체화될

수록 역으로 개인의 행동이 제약된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Burris(1989) 역시 Edwards(1981)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조직통제의 합

리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급격한 경쟁환경하에서 기술적, 조직적, 이데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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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변화가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관료제

(technocracy)라는 새로운 통제구조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역사적으로

출현하 던 통제구조를 합리화 과정에 따라서 다음의 <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장인/길드 통제: 전( )자본주의 시 에 나타났던 이 통제구조는 가족중심 생산

과 장인/길드조직에 의해 통제력이 행사되고 도제제도를 통해서 유지되었다. 노동의

분화는 유동적이었고 작업속도와 과업의 질은 변화가 많았으며 개는 작업자의 통

제하에 있었다. 이런 통제구조는 생산과 생산과정 모두에서 통제가 불충분하 고 자

본주의의 출현과 함께 변화되었다.

② 단순 통제: 보다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방식으로서 소규모 기업에 효과

적이고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 다. 오늘날에도 많은 소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강압적인 통제는 노동자의 저항을 가져왔고 기업이 점차 규모화되면서 덜 효과

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통제유형의 약점은 서로 다르게 구조화된 세 가지 통제유형의 출현으로 귀

결되었다. 기계적 통제는 블루칼라를 통제하기 위해, 관료적 통제는 화이트칼라를 통

제하기 위해 출현하 으며, 전문가 통제는 비구조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환경하에서

통제하기 위해 출현하 다. 이 세 가지 모두 이전 단계보다 더욱 구조화된 형태로써

효율성에서 높고, 질서가 잡혀있으며 노동자의 저항도 적게 받았다. 또한 정실주의나

임의적인 권위의 사용도 적어졌다. 

③ 기계적 통제: 기계적 통제의 문제점으로는 노동자가 전통적인 기술을 잃어버리

게 되고 노동과정이 덜 유연적이게 되었으며 노동자의 소외와 반숙련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또한 점차로 노동자의 저항이 생겨났고 경 (구상)과 노동(실행)의 이분화

가 발생하 다. 

④ 관료적 통제: 이러한 통제유형의 특징으로는 노동이 위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수준마다 과업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승진의 기초로써 연공이 사용

되었고 각 서열간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⑤ 전문가 통제: 이런 통제유형의 특징으로는 상 적으로 자율적인 과업환경하에

서 동료들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고객지향적이며 서비스를 강조한다. 그러나 개

인의 이익을 강조하게 되고 금전적 동기가 강하게 나타나며 전문기술과 윤리헌장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특징은 점차로 관리의 책임이 부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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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직통제구조의 변천

통제구조 시기 특징 모순

장인/길드 전자본주의 시기 ∙도제제도 ∙노동과정과 생산이

가족생산 (18C 이전) ∙분산화 불충분하게 통제됨

∙유동적, 단체형성

∙계급불평등과 성( )에

한 신정주의 이념

단순통제 18C�현재 ∙직접 감독 ∙명백한 강압

∙강압적 권위 ∙노동자 저항

∙시간의 지배 ∙거 기업에서는 부적절

구 기계적 통제 19C�현재 ∙기계시스템에 배태된 통제 ∙가시적인 속도와 통제

조 ∙기계가 속도 규정 ∙노동자 저항

화 ∙노동자 소외 ∙생산시스템의 비유연성

된 ∙탈숙련(deskilling)

통 관료적통제 19C�현재 ∙구조의 차별화 ∙전문가/관료의 갈등

제 ∙구체화된 직무, 과업 ∙정실주의 vs 객관주의

∙잭관적 표준에 기초한 승진 ∙비전형적인 경우에

비효율성과 비유연성

전문가통제 19C�현재 ∙지위 집단 ∙전문가/관료의 갈등

∙자기규제 ∙의도된 이익 vs 윤리, 자기규제

∙윤리헌장

∙훈련의 공식화

∙전문적 기술

기술관료제 통제 1960년 �현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양분 ∙진보적 기술의 생산가능성이

(technocratic ∙내부 직무경로 소멸 방해받음

control) ∙권위의 기초로써 ∙비전문적 노동자에 한

기술적 전문가 의존이 증가

∙신뢰장벽 ∙중립성 vs 인종, 성 차별

∙가장전문화된 부문-팀조직

∙기술의 재구조화

∙집중화/분산화

∙기술중시이념

출처: Burris, B. H. 1989. Technocratic organization and control. Organization Studies, 10: 1-22.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통제유형을 출현시키게 된다. 

부분의 조직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구조화된 통제유형 중에서 하나 이상의 통제

시스템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복잡하고 더욱 합법화된 형태인 기술

관료적 통제(technocratic control)로 통합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⑥ 기술관료제 통제(technocratic control): 이러한 형태의 통제구조는 자동화 생산공

장, 하이테크 연구개발 기업, 컴퓨터 사용율이 높은 기업 등에서 나타나는데, 관료

제의 위계가 점차로 수평화 되고 전문가 역과 비전문가 역으로 양분되며 주요 권

위의 원천으로 지위보다 전문가가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내부경력경로가 붕괴되고

외부적인 신뢰장벽을 가지게 되었으며 집중화/분산화의 배치가 유연하게 되었다.

6. 제 조직통제 유형구분의 공통점

위에서 제시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표 5>에 요약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연구자마

다 조직통제에 해 연구의 초점과 구분은 다르지만 현 조직에서 필요한 조직통제

의 유형으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바로 연구자들마다 신념통제

[Simons, 1995], 비위계적 통제[Peterson, 1984], 전제의 통제[Schrey gg &

Sternmann, 1989], 사회화/적응적 통제[Veliyath et al., 1997] 등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조직이 개인의 행동에 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행동의 전제를 제공함

으로써 암묵적인 통제를 획득하는 것으로서, 불개입적 통제(unobtrusive control) 혹은

사회통제(social control)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다[O’Reilly & Chatman, 1996].

변화하는 조직환경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 불개입적 통제, 사회통제의 두에 해

Perrow(1986)는 조직이 개인의 행동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조직통제의

이념형(ideal type of control)을 제시하면서‘불개입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표 6> 참조). 그는 조직통제에 해 조직이 개인에게 과업의 순서를 정해주고 직

접적인 감독과 룰에 의해 통제하는‘직접적이고 완전한 개입전략(1차적 통제)’, 노

동의 분화와 위계에 기반하여 프로그램과 루틴을 개발하여 활용하는‘관료적 통제와

부분적 개입전략(2차적 통제)’,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정과 정의 즉,

인지적 전제(premises)를 통제하여 종업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행동의 범위를 제한

하도록 하는‘완전 불개입 전략(3차적 통제)’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점차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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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 조직통제 유형구분의 비교

연구자 통제유형 구분 사회통제와 유사점

Simons(1995) 진단적 통제 시스템 신념통제 시스템

신념통제 시스템

경계통제 시스템

상호작용적 통제 시스템

Peterson(1984) 위계적 통제 비위계적 통제

동료에 의한 통제

비위계적 통제

Schrey gg & 피드백 통제 전제의 통제

Sternmann(1989) 전략적 통제

전제의 통제

실행통제

전략적 감독

Ouchi(1977) 행동통제

결과통제

Ouchi(1980) 시장 문화

관료제

문화

Veliyath, Hermanson, 과정적/예방적 통제 사회화/적응적 통제

& Hermanson(1997) 결과/탐지적 통제

사회화/적응적 통제

Edwards(1981) 단순통제

기계적 통제

관료적 통제

Burris(1989) 장인/길드 통제

단순 통제

기계적 통제

관료적 통제

전문가 통제

기술관료제 통제

Perrow(1986) 1차적 통제: 직접적/완전 개입전략 3차적 통제: 

2차적 통제: 관료적 통제와 부분 개입전략 완전 불개입 전략

3차적 통제: 완전 불개입 전략

Martin et al.(1998) 관료적 통제 규범적 통제

규범적 통제

페미니스트 조직관



이 비루틴화되어 있고 분석불가능하며 이해불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불개입

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Martin, Knopoff, & Veckman(1998)은 직접적인 개입전략과 불개입

전략으로 크게 구분하여 Perrow(1986)의 분류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를 Weber의 관료

제 모형과 합쳐서 전통적인 관료적 통제(bureaucratic control)라고 보았고, Perrow의

세 번째 유형을 규범적 통제(normative control)라고 보았다. 

또한, Veliyath et al.(1997)은 전략적 통제, 관리적 통제, 운 통제 등의 조직 수준에

맞춘 전통적 구분과 자신들이 제시한 통제유형을 결합하여 설명하면서 불개입적 통

제의 필요성에 해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통제는 사회화/적응적 통제를

이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관리적 통제는 과정적/예방적 통제와

산출/탐지적 통제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운 통제는 주로 산출/탐지적

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상 적으로 지식노동자가 적었고, 안정적인

조직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꽤 안정적인 시장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경쟁의 수준도

심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기업의 상황에 부합된다. 하지만, 현 의 조직은 극심한 세

계적 경쟁에 직면해 있고 기술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중요 경쟁자나 소비자

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해지고 지속가능한 경쟁우위의 요소 역시 희소해지고 있다. 이

러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직통제의 유형에서도 사회화/적응적

통제가 중요하게 두되고 있다.

불개입적 통제는 조화적 통제(concertive control)라고 불리우고 있다[Barker, 1993;

Tompkins & Cheney, 1985]. 조화적 통제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팀웍과 협동을 강조하

고 라인과 스탭의 차이를 두지 않으며 조직의 위계는 더욱 수평화 된다. 루틴화되지

않은 의사결정에 해서는 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유연성과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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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불개입적 통제의 특징

개입적 통제 불개입적 통제

통제주체 기업소유자, 리인, 조립라인 전제를 공유한 작업자

통제수단 부정적 제재 긍정적 인센티브, 동일시, 공통의 사명

통제성격 개인적, 부분적, 심한 변화 비개인적, 전체적, 예측가능

출처: Perrow, C. 1986. Complex organizations (3rd ed.). New York: Random House.



추구하며, 기업의 합의적/규범적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조화적 통제에서는 통제의

위치(locus of control)가 경 에서 작업자로 이동하여 작업자 스스로가 자신의 통제수

단을 개발하며, 조직과 개인의 합의적 가치가 반 되어 있어서 과거 명시적으로 문서

화된 규율과 규정에 따르던 작업자는 적절한 행동의 전제에 해 추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화적 통제에서 행위자는 감독의 관리없이도 스스로의 행

동방식에 해 추론하고 가치가 부여된 전제는 행동을 유도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조화적 통제는 전문가조직(회계사, 변호사, 공학자 등)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IV. 전통적‘관료제 통제’에서 새로운‘사회통제’로 변화

물질적인 보상을 최적화하는 효용주의에 입각한 전통적인 통제방식에서는 과업세

분화, 표준화, 엄격한 통제 등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창의성을 억누르고 조직의 유연

성을 침해하며, 종업원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Picken & Dess, 1997]. 새로운 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환경이 복잡하고,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사회에서는 지식노동자의 수가 증 하고, 조직구조는 점차로 수평화되고 있으

며, 전지구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중요 경쟁자와 고객의 행동은 더욱 예측

하기 어려워지고, 시장조건과 기술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쟁이익

의 원천은 더욱 희소해지고 있다. 이렇게 유연성, 혁신, 창조성이 요구되는 현 조직

에서는 전통적인 통제방식과 다른 새로운 조직통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50~60년 의 기계식 관료제 통제하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과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해 알려주고 이를 감독하 다. 이러한 방식은 표준화가 효율성에 중요할

때(예, 조립라인), 가치 있는 자산의 도난 위험이 클 때(예, 카지노), 과업의 질과 안

전성이 중요할 때(예,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역동

적이고 심한 경쟁이 격화되는 시장조건하에서는 감시와 감독이 불가능하며 인센티브

만으로는 효과적인 통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종업원들 스스로가 과업공정을 개선하

고 고객의 요구에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통제는 누군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발생하므

로 효과적인 통제시스템은 다른 사람(예, 상사 등)이 나의 과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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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유지된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자신의 순응이나 비순응에

해 제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통제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조직통제를 위해 전통적인 관료제 통제방식은‘공식성(formality)’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데, 체계적인 감독, 계획, 규정, 표준작업절차, 구조, 조직위계, 예산시

스템, 보상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주로 인관계에서 나타난다. 공식통제에서는 첫째

외재적 보상(보상, 부가급부 등)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런 보상은 직무와 관련

된 행동에 직접적으로 제때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둘째, 부하는 조직의 권위를

순응할 가치가 있고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어떤 행동이나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

을 알고 있다는 두 가지의 가정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몇 가지 부분에

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가정과 관련해서는 불확실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무척 어렵고 또 바람직한 행동에 맞게 보상하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행동과 성과에 해 직접적인 감독을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또한 행동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이 외재적 보

상에 의해 동기부여 되는 지도 확실치 않다. 두 번째 가정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은 자

유행동을 유지하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인 통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외부적 통제에 반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하의 성과에 해 감독자가 평가하려하

면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식 통제시스템은 부하들이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과업환경이 예측불가능하고 불확실해지면서 유연성

과 적응성에 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 공식 통제시스템은 점차로 효과가 줄어들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따라서 보다 유연적인 과업배치와 덜 공식적인 통제시스템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맡은 일에 해 누군가가 세 한 주의를 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행동할 때 이에 해 지적해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공식적인 통제가

발휘되는 반면에, 과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행동에 해 합의하고 다른 사람들에 해

관심을 가지고 과업수행을 하게되면 사회통제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O’Reilly

& Chatman, 1996]. 우리는 항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식통제에 따르면서 동

시에 사회통제에도 따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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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제는 서비스, 안전, 다른 사람에 한 존경 등 바람직한 조직결과를 위한 적

절한 가치, 행동, 태도에 초점을 둔다. 공식통제는 규정이나 절차에 기초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통제는 가치, 규범, 동료의 향, 실재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등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통제 형태이다. 그리고 사회

통제는 긍정적인 연 의식(feeling of solidarity)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자율성

(autonomy)을 가져다준다. 나에게 중요한 어떤 암묵적인 존재가 내가 조직에 순응하

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하는지 말해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사회통제는 작용

한다. 사회통제에서는 선택과 점진적인 몰입과정이 사용되며, 유사성, 공통가치, 긍

정적 강화의 사용 등을 강조하여 정서적인 애착(affective attachments)이 발달하게 된

다[O’Reilly & Chatman, 1996].

사회통제는 조직의 향력에 한 구성원들의 개방성을 증 (여기에는 개인이 이

전에 가지고 있던 신념을 해빙시키는 것도 포함)시키고 공유된 기 를 통해 후속적인

신념과 행동에 향을 주는 통제유형이다[O’Reilly & Chatman, 1996]. 가치 있는 존

재(예, 조직, 사회, 동료 등)로부터의 인정을 바라는 욕구에서 파생된 강한 공유된 기

는 개인적인 행동의 차이를 감소시키게 되고 개인은 조직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

하게 되고 결국 조직의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치와 규범이 적

용되는 사회통제 하에서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성장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 

최근 들어 몰입이나 응집성에 한 관심에서 문화로써 조직현상을 설명하려는 시

도가 많아지고 있는데[O’Reilly & Chatman, 1986; Wood, 1996], ‘조직구성원들의 적

절한 태도와 행동을 정의하는 공유된 가치와 규범의 시스템[O’Reilly & Chatman,

1996]’또는, ‘제도에 결정화된 가치, 규범, 상징 등의 공유된 시스템[Nussbaum-

Gomes, 1994]’으로서 문화는 가치에 한 기 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사회통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 사회와 같이 유연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태도와 행동에

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통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직접적인 감

독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아닌 문화와 같이 규범적이고 상징적인 유인을 통해서 효

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기업의 특정한 문화는 종업원들에게‘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에 한 암묵

적인 기준이 되어 구성원들이 항상‘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커다란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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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편안함 등을 제공하므로 사회통제시스템은 공식 통제시스템보다 훨씬 효과적

으로 작동할 수 있다[O’Reilly, 1989]. 이상적인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문화(목표와

가치)를 자신의 무의식적 행동으로 내면화시키고 그에 따라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통

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한편, 최근 들어 문화와 함께 새로운 사회통제유형으로써 몰입 전략이 부각되고 있

다[Walton, 1985]. 조직몰입은‘조직에 한 동일시와 조직의 가치와 목표에 한 수

용[Salancik, 1977]’이라고 정의되는데, 조직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종업원이 조직을

위해 노력을 확 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기업의 성과는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로 인식된다. 기업의 성과는 단순히 종업원들이 복종하는 것이 아닌 몰입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몰입전략에서는 직무를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

하게 설계하여 계획과 실행을 조화시키고, 과업활동의 개선을 위한 종업원의 적극적

인 노력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책임과 성과기 는 더욱 높아지고, 지

속적인 개선을 강조하여 조직목표를 확장해 갈 수 있다. 또한 지위상의 차이가 최소

화되어 조직위계가 평탄해지며 수직적인 협동과 통제가 공유된 가치에 기반하여 보

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보상정책에서도 집단의 성과를 중시하여, 이득분배제,

이윤분배제, 종업원지주제 등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사회통제의 유형으로서 몰입전략이 조직성과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지만

종업원의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잠재적인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 우선, 종업원의

몰입을 위해 연공을 고려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인가에 해 고려해야 한다. 또

한, 몰입전략하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낸 종업원에 해 더욱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

다. 그리고, 감독자들이 적절한 훈련이 없이 감독에 나서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충분한 감독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노조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식적인 외부통제를 줄이고 사회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조직의

가치와 일치하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문

화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리학습(vicarious learning)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행동모

델로서 경 자가 종업원들에게 적절한 예시가 되어 이끌도록 해야 한다[Picken &

Dess, 1997].

공식통제시스템은 사람의 창조성과 정서적 몰입을 획득하지 못하지만 사회통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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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사람에게 행동방향과 목적을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있으며 개인적

인 책임감과 자율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사회통제는 잘못 사용될 경우 사

회적 일탈행위와 개인적/사회적 착취가 발생할 수 있다[O’Reilly & Chatman, 1996].

즉, 나찌군 와 같이 비윤리적인 행동이 표출되기도 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여 조직에 오히려 해가되는 방식으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사회통제에 의한

과도한 동일시는 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를 억제할 수 있으며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하에게 부여되는 규범이나 가치가 전략적으로 부적

절하거나, 구성원이 과도하게 내부화되어 있어서 아무런 주저없이 현존하는 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다른 안을 모색하지 않으려 할 때에 사회통제를 사용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조직통제의 제반 유형에 해 개괄하고 급변하는 경 환경 하에서 현

조직에 새로운 조직통제 유형으로써 불개입적인(unobtrusive) 사회통제가 필요함에

해 검토하 다. 사회통제는 인간에 해 개인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사회인 모델(social man model)의 가정에 입각하여 조직문화, 몰입, 자율성 등

에 주목하고 있다. 조직에서는 전통적인 관료적 통제와 함께 사회통제를 동시에 적용

하고 있는데 점차로 사회통제의 중요성과 비중이 증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에

서는 사회통제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조직만의 독특한 조직문화적 특성들을 활용하

고 있는데,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강하고 효과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조직문화는 사람, 조직구조, 행

동규범을 창조하는 공유된 가치(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와 공유된 신념(과업은 어떻

게 수행되는가?)의 시스템으로서 공유된 가치를 통해서 개인이 조직과 조직의 목표

를 동일시하도록 유도한다. 모든 조직에 문화가 있지만 생명력 있고 생산적인 문화만

이 강화되고 유지될 수 있으므로 각 조직에 효과적인 조직문화를 개발하여 사회통제

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계를 설정하여 불개입적 통제를 구현해야 하는데, 개별 행동에 한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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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역을 설정하여 조직에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Perlow, 1998]. 특히,

지식산업의 조직들은 수행되는 과업이 개방형이고, 창의적이며 개성적인 유형을 띠

는 경우가 많아서 표준화되지 않고 사전에 계획이 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식노동자는 더 많은 책임성을 필요로 하게 되고 과업 그 자체에서 만족

을 느끼며 전문가로 우받기를 원한다. 한편으로는 환경개방성에 따라 신뢰에 기반

하여 실수의 여지를 두기도 해야한다. 이와 같은 지식노동자의 경험, 사고, 감정에

해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경계를 설정하여 불개입적 통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셋째, 경 자의 상징적 행동으로 종업원들의 모델링(modeling)을 유도한다. 조직에

서 구성원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한다. 이때 개인이 정보를 얻는 중

요한 방식은 자신보다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향력은 조직의 상층으로 갈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경 자의 모델링

기능은 구성원들에게 사건을 해석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경 자의

행동은 종업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과업의 내재적인 중요성은 어떤 것인지

에 관한 신호를 주며, 종업원들의 사건해석에 향을 주어 모티베이션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 자는 종업원들에게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이 되어 그들의 모델링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말과 행동의 일치는

조직문화의 응집력을 높이고 종업원들의 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 ‘행동하는 로

말하지 말고, 말하는 로 행동하라(Do as I say, not as I do)’는 적절한 격언이다.

넷째, 종업원들의 참가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한다. 참가시스템은 사람

들의 몰입을 고취시키며 개인에게 그가 가치 있다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 참가유형에

는 QC(quality control) 등과 같이 공식적인 것에서부터 제안제도, 경 자와의 면담

등과 같이 비공식적인 것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참가를 통해

선택권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행동에 한 책임감을 높여간다는 점이다. 

다섯째, 동료간 적절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해야 한다. 경 자의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료들의 메시지 역시 중요하다. 통제는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누군가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료 역시

조직통제에 향을 줄 수 있다. 동료들의 분명하고 일관적인 메시지는 개인의 신념과

행동을 형성하는데 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위기상황이나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사건에 해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는지에 더욱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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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모순적인 상황에 한 해석을 최소화하고 합의성이 높은

사회실재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포괄적인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조직의 핵심 규범과 가치

에 한 순응의 표본에 해 보상하기 위하여 보상시스템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보다

는 칭찬이나 인정 등의 사회적이고 내재적인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조

직에 소속감과 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핵심적인 것은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통해

외부적 통제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발 초기부터 조직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경 자가 행동모델을 제공하여 종업원들을 이끌어야 한다. 아울러, 보상시

스템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오늘날 사회통제의 관점에서 활용되는 통제기법으로 자주관리팀(self-management

team)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의 옹호자들은 자주관리팀이 전통적인 관리/권위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불필요한 감독과 기타 관료적 스탭을

제거하여 보다 생산적이며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또한 환경변화에 보다 반응이 빠르

고 종업원들의 몰입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감독과 명령은 참가적 구조로 바

뀌어 일상적인 작업을 종업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관장하며 작업장 내의 정보

를 조합하여 행동하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주관리팀에서

수행되는 동료들에 의한 통제는 조직에서 전체적인 통제의 양을 증가시켰다고 설명

한다[Barker, 1993]. 이러한 사회통제를 통해 하위단계 경 자의 비용을 줄이고, 종업

원의 모티베이션, 생산성, 몰입을 얻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관료제의 부정

적인 측면인‘관료제의 철창(iron cage)’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에 해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향후 연구과제를 수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사회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리더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조직화

이론에서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으로써‘의미형성(sensemaking)’을 중요하게 다루

면서, 종업원들에게 조직상황에 적절한 의미를 제공하기 위한 리더의 역할에 주목하

고 있다[Smircich & Morgan, 1982; 박오수, 2000]. 따라서 최근의 급변하는 조직환경

하에서 리더가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의미관리의 수단으로 불개입적 통제전략을 보다

적절히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의미형성과 제반 사회통제 전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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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리더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조직과 개인 또는 조직내 구성원들간의 자율성과 신뢰 정도와 사회통제전

략의 관계에 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사회통제 전략

의 수용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조직과 개인 또는 개인간의

신뢰 정도에 따라 사회통제 전략의 수용정도 역시 달라질 것이다. 

셋째, 조직이나 집단 차원에서 과업의 성격과 통제유형의 정합관계에 따라 만족,

이직율, 스트레스 등의 조직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관료제 통제가 적합한 과업에서 관료제통제와 사회통제의 정도는 어떠

해야 하는지, 반 로 사회통제가 적합한 과업에서 관료제 통제와 사회통제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해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서와 통제유형의 관계에 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사한 상황

이라 하더라도 관료제 통제와 사회통제 등의 통제유형에 따라 구성원들이‘느끼는 정

서(felt emotion)’와‘표현하는 정서(displayed emotion)’가 다를 것이며, 그에 따라 실

제 표출되는 행동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나아가 특정 조직이 사용하는 사회통제하에

서‘전형적으로 표현되는 정서’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조직행동 연구에서 조직통제의 유형으로서 사회통제는

매우 커다란 중요성과 연구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지적

된 연구방향에 기초하여 조직행동의 타 이슈와 연관을 지어, 보다 심화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실무적인 적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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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rol as an Organizational Control Mechanism

Oh-Soo Park*

ABSTRACT

Based on ‘organizational control system’, organizations have people internalize

organizational goals and introduce behaviors coincident with them. Organizational control

which has been considered main issue in organization after M. Weber’s era obtains more and

more importance in these turbulent business environment which task range and complexity

are exemplified and organizational members vary in their diversities. With this regards, many

researchers pay continuous attention to organizational control, which pursue optimal balance

between stability and flexibility. This paper first, classified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control into several categories, and second suggested unobtrusive ‘social

control’ as a new control type in the changeable era. In addition, future research agendas as

well as effective methods to perform social control were proposed.

Keywords: organizational control, social control, coordination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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