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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계약관리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논의들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의 관계 및 이들 관계에 대한 계약기간의 조절효과 검증을 목

적으로 한다. 민간위탁 성과는 효율성과 대응성의 차원에서 이용자비율과 이용자만족도로 구분

하였으며, 관리요인은 공식・비공식 업무협의, 지도감독, 성과평가로 구성하였다. 1998-2008
년 서울시 시설위탁의 이용자비율 및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패널FGLS분석을 각각 실시

한 결과, 이용자비율에 대한 비공식 업무협의의 효과,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비공식 업무협의,

성과평가 강도의 효과가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위탁성과-관리요인 간

의 관계에 대한 계약기간의 조절효과도 상당 수준 검증되어 시설위탁 이용자비율 및 이용자만

족도에 대한 관리요인의 효과는 계약기간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

한 분석결과는 민간위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설계에서 규제적 관리요인과 관계적 관리요인의

계약기간에 따른 상대적, 비선형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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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0년대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에 기초한 민영화(Savas, 1987) 논

의로부터 출발하여 한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활발하게 도입하기 시작하였다(김준기 외, 1999). 그 결과, 민간위탁은 전

통적 직영 방식을 제외할 경우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대안적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2008년 기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10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94%

가 공공서비스의 대안적 전달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채택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8).  

이처럼 광범위한 민간위탁 방식의 활용 수준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민간위탁 성과

(contracting performance)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요인에 대한 탐색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에 기초하여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정부의 계약관리능력을 강조하고 있다(Van 

Slyke, 2003). 이러한 정부 관리요인(managerial factors)은 민간위탁 성과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쟁, 제도, 서비스 및 수탁기관 특성 등의 외부 요인들을 일정 수준 자체적으로 통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은 연구의 맥락, 대상, 방법 등에 따라 서로 일관적

이라기보다 상당히 복합적이다. 상당수 연구들은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검증하고 있는 반면(Brown & Potoski, 2003a; 황혜신, 2005; Yang 외, 2009), 일부 연

구들은 양자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Fernandez, 2009). 

이와 같은 경험적 증거들 간 복합성의 원인으로 무엇보다 정부 관리요인의 구성개념

(constructs)에 대한 정의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정부 

관리요인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리요인의 구성개념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선

행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합의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지금까지 전

통적 다수 연구들은 관리요인을 지도감독 중심의 규제적(regulatory) 관리개념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였다. 이와는 달리, 최근 일부 연구들은 관리요인을 의사소통 중심의 관계적(relational) 

관리개념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고 있다(Fernandez, 2009). 이러한 양자의 관리방식은 각각 수

탁기관에 대한 통제와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상충적이다. 따라서 관리요인 

구성개념의 구체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존재한다. 관리요

인 구성개념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관리요인 구성개념별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상대적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성과

에 가장 강력하게 기여할 수 있는 세부 관리요인 구성개념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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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민간위탁 성과와 각 구성개념별 관리요인의 관계는 선형적일 것인가, 만약 아니

라면 민간위탁 성과와 각 구성개념별 관리요인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조건은 무엇

인가에 대한 추가적 탐색 역시 정책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일부 연구들은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의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는 기존의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양자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검증하고 있다(Yang 외, 2009). 이와 같은 양자 간 관계의 비선형성

(non-linearity)에 주목할 경우 민간위탁 성과와 각 구성개념별 관리요인의 관계와 상호작용하

는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s)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일부 연구들은 민간

위탁 성과와 관리요인의 관계를 조절하는 상호작용변수로 계약기간, 서비스 및 수탁기관의 

특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Fernandez, 2009). 

한편, 국내에서도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관리요인의 역할을 검증하는 상당수 의미 있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황혜신, 2005; 강인성, 2010; 김용훈･이환성, 2010; 김재훈, 2010), 

아직 관리요인의 세부적 구성개념에 대한 논의나 민간위탁 성과와 각 구성개념별 관리요인 

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 관계와 상호작용하는 조절변수에 대한 탐색과 검증 등은 이루어지

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연구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또한, 민간위탁 성과 요인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방법론적으로 사례연구나 횡단분석 등 정태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시계열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동태적 패널분석 등 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이 

적용될 필요도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민간위탁의 성과와 관리요인 간의 관계 및 이를 조절하는 민

간위탁 계약기간의 효과를 1998-2008년 서울시 시설위탁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가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 

특히, 계약기간(contract duration)에 주목한 이유는 최근 계약기간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 제

고를 위한 관리방식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이

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

부 연구들은 계약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민간위탁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적 관리의 효과는 

감소됨을 주장하고 있다(Yang 외, 2009). 동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1998년 

IMF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연혁적으로 유사한 민

간위탁 사업들을 비교･분석하기 용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

장 최근까지의 서울시 시설위탁 자료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분석범위는 시설위탁과 사무위

탁의 실무적 목적, 운영 등의 차별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계약기간이 장기적인 관측치의 비

중이 높아 계약기간의 조절효과 검증이 용이한 서울시 시설위탁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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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민간위탁 성과

민간위탁 성과는 효율성, 대응성, 민주성, 형평성 등 복수 차원으로 구분하는 다차원적 접

근방법(multi-dimensional approach)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1) 다수 연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서는 부분적으로 서비스 질이 희생될 수 있는 등 민간위탁 성과의 각 차원 목표들 간 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성과를 각 차원별로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Kettl, 1993; Smith 

& Lipsky, 1993). 아울러, 대다수 연구들은 민간위탁의 민주성, 형평성 차원의 성과보다는 

효율성, 대응성 차원의 성과인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개선에 주요 초점을 두어 왔다. 

수많은 연구들이 1970년대 후반부터 민간위탁의 효율성 및 대응성 차원의 성과를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시도하였으나(Savas, 1977; Edwards & Stevens, 1978; 

황윤원, 1991; Domberger & Hall, 1995; Australian Industry Commission, 1996; 이정은, 1998; 

황혜신, 2005; 강은숙 외, 2009; 권경환, 2010; 김인, 2010),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은 여전

히 일관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Boyne, 1998; 김준기 외, 1999; Sclar, 2000; 

Bel 외,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연구들은 민간위탁으로 인해 성과가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결과적 분석에서 벗어나, 과연 어떠한 조건에서 민간위탁 성과가 개선될 것인가에 대

한 원인적 분석에 관심의 초점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민간위탁 성과의 차원을 서비스 성격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Lamothe & Lamothe, 2010). 구체적으로, 경성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의 성과는 비용 절감, 서비스 질의 개선 두 차원 모두로 보아야 하는 반면, 연성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는 서비스 질의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위탁 성과는 이상의 각 성과 차원의 상충가능성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대응성 차원의 성과로 각각 구분하였다. Lamothe & Lamothe(2010)의 주장과 같이 서비스 특

성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 차원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분석대상이 된 서비스는 사회

보장, 복지증진, 근로자, 문화・관광, 산업, 환경, 의료, 교통, 공원‧체육, 상수도 등 서울시가 

시설위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전체이므로 이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 차원의 구분 논

의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1) 효율성(efficiency)은 비용 및 업무 효율성, 대응성(responsiveness)은 서비스 질과 그에 대한 만족도, 민
주성(democracy)은 책임성 및 신뢰, 형평성(equity)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의 관계에 대한 계약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서울시 시설위탁에 대한 패널분석 167

2. 민간위탁 성과 영향요인

1) 관리요인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에 기초하여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관리요인의 역할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2) 이처럼 관리요인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민간위탁 성과 요

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쟁, 제도, 서비스 성격, 수탁기관 특성 등의 외부 요인들을 정부의 

자체적 내부 관리를 통해 일정 수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Sclar, 2000). 구체적으로, 

Kettl(1993)은 잠재적 계약자들 간의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부재할 경우 현명한 구매자로서 

경쟁을 조성, 촉진할 수 있는 공공관리능력에 주목하였다.3) 

이처럼 최근 다수 연구들이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관리요인의 역할에 주목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관리요인의 구체적 구성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

다. Brown 외(2006)는 계약관리능력을 민간위탁 과정의 단계구분에 기초하여 실행가능성 사

정능력(feasibility assessment capacity), 집행능력(implementation capacity), 평가능력(evaluation 

capacity)의 세 가지 구성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Yang 외(2009)는 Brown 외(2006)의 개

념을 일부 확장하여 계약당사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집행능력에 초점을 두고 계약

관리능력을 의제설정능력(agenda-setting capacity), 형성능력(formulation capacity), 집행능력

(implementation capacity), 평가능력(evaluation capacity)의 네 가지 구성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이상 계약관리능력의 구성개념들은 일종의 양적 관리(managerial 

quantity)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등에 대한 질적 관리(managerial quality) 개념을 추가적 관리요인의 구성개념으로 포섭하고 

있다(Coggburn & Schneider, 2003; Nicholson-Crotty & O'Toole, 2004; Meier 외, 2006).  

한편, 일부 연구들은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요인의 구성개념을 관계적 

접근방법과 규제적 접근방법으로 대별하여 검토하고 있다. 먼저, 관계적 접근방법은 계약관

2) 학자마다 개념정의, 용어사용 등에 있어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한다 하겠으나, 민간위탁 분야에서 관

리요인은 대체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관리능력(public management capacity) (Van Slyke, 2003) 또
는 계약관리능력(contract management capacity) (Brown & Potoski, 2003a), 계약모니터링(contract mon-
itoring) (Amirkhanyan 외, 2007; Fernandez, 2009)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공

관리능력, 계약관리능력, 계약모니터링 등을 통칭하면서 민간위탁 과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제반 관리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관리요인(managerial factors)’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였다. 

3) Behn & Kant(1999)는 서비스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질 경우 대리인 문제

로 인한 거래비용이 높게 발생함으로써 공공관리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Sclar(2000) 역시 수탁기관이 정부 관리자가 이용할 수 없는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할 경우 정

보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계약관리능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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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능력의 구성개념을 계약당사자 간의 ‘파트너십’ 또는 ‘의사소통’ 등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

고 있다(Hart & Moore, 1999; Artz & Brush, 2000; Levin, 2003; Van Slyke, 2008). 실제로, 

Fernandez(2009)는 이러한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성과의 핵심 요인이 모

니터링이 아닌 수탁기관에 대한 ‘신뢰’ 임을 검증하였다.4) Yang 외(2009)도 사회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모니터링의 효과는 감소하는 반면, 수탁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에 기초한 파트너십, 의사소통의 효과는 증가할 수 있음을 검증하고 

있다. 반면, 규제적 접근방법은 계약관리능력의 구성개념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또

는 ‘성과평가’ 등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였다(Seidenstat, 1999; Savas, 2000; ICMA, 2002; 황혜

신, 2005; Lamothe & Lamothe, 2010; 강인성, 2010).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관리요인의 역할

에 주목한 대다수 연구들은 이러한 전통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계약관리능력을 수탁기관

에 대한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 모니터링으로 간주하였다(Van Slyke, 2003).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관리요인의 구성개념을 관계적 관리변

수와 규제적 관리변수로 구성하였다. 관계적 관리변수로는 공식적・비공식적 업무협의를, 

규제적 관리변수로는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를 선정하였다. 특히, 업무협의의 경우는 공식적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의 효과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의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양자의 협무협의를 구분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

인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구체적으로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수탁기관과의 공식적 업무협의 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위탁 성과는 높을 것이다.

가설 1-2: 수탁기관과의 비공식적 업무협의 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위탁 성과는 높을 것이다.

가설 1-3: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도가 강할수록 민간위탁 성과는 높을 것이다.

가설 1-4: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강도가 강할수록 민간위탁 성과는 높을 것이다.

2) 계약기간

최근 경영학, 조직학 등 다수의 연구 분야에서 기업생존, 조직성과에 대한 ‘시간(time)’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Mitchell & James, 2001; Harrison 외, 2002; Agarwal 외, 2002). 공공서

비스 민간위탁의 경우 시간변수인 계약기간은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주효과와 함께, 민간위

탁 성과와 관리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5) 

4) Yang 외(2009)는 규제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모니터링 중심의 계약관리능력은 민간위탁 성과에 비선

형적 효과(curvilinear effect)를 가질 수 있음을 시간의 조절효과를 통해 검증, 설명하고 있다.

5) 연구에서 사용된 계약기간의 주효과는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독립변수로서 계약기간의 효과를, 계약

기간의 조절효과는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 간의 관계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상호작용변수로서 

계약기간의 조절효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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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계약기간의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주효과는 이론적 논쟁이 존재할 여지가 크

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정(+)의 방향으로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습이론, 관계적 계약이론, 주인-대리인이론 등에 기초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호혜적 학습 및 관계적 계약의 형성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Senge, 1994; 

Argyres & Mayer, 2007; Van Slyke, 2008). 즉, 계약기간이 단기일 경우 대리인으로서 수탁기

관은 비대칭정보 상황에서 자신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학습(strategic learning)을 선택

할 유인이 크고, 이 경우 주인으로서 정부는 수탁기관에 대한 규제적 계약(regulatory 

contract)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달리, 계약기간이 장기일 경우 대리인으로서 수탁

기관은 주인인 정부에게도 이로운 호혜적 학습(beneficial learning)을 선택할 유인이 크고, 이 

경우 주인으로서 정부는 수탁기관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을 강

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길수록 관계적 계약의 형성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계약기관의 민

간위탁 성과에 대한 주효과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6)  

가설 2-1: 계약기간이 길수록 민간위탁 성과는 높을 것이다.

두 번째로, 계약기간은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하는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다.7) 계약기간의 주효과 가설에 따를 경우, 계약기간이 장기일 경우 호혜적 학습

의 발생, 관계적 계약의 형성 가능성이 높다.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6) 그러나 계약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주인-대리인 간의 호혜적 학습 및 관계적 계약 선택은 본 연구의 

가설과는 배치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존재함에 주의해야 한다. 상당수 연구들은 

계약기간 장기화로 대리인의 책임성 확보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기간이 길어질수

록 민간위탁 성과는 저하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Bardach & Lesser, 1996; Kamarck, 2002; Smith 
& Smyth, 1996). 이들은 계약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관리자가 수탁기관 관리자와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킬 경우 민간위탁 성과는 오히려 낮아질 우려가 있음을 주장한다. 수탁기관과 장기적

으로 밀접한 유대를 쌓은 정부는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도 우호적이기 쉽고 계약의 

재입찰이나 종결보다 계약관계의 유지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Fernandez, 2009: 94-5). 이처럼 민

간위탁 성과와 계약기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는 이들 논쟁

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최근 다수 연구들의 주장에 기초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7) 선행연구들은 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에 기초하여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 간의 관계와 상호

작용하는 대표적 조절변수로서 계약기간(Van Slyke, 2006), 서비스 특성(Brown 외, 2006), 수탁기관 

유형(Bryce, 2005; Cooper, 2003)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계약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서비스의 불확실

성과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수탁기관이 영리기관일수록 대리인인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증

가하고 이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관리요인의 효과는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계약기간의 조절효과에 주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서비스 특성, 수탁기관 유형은 

통제변수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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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조절효과를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구성개념별로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장기일 

경우 정부와 수탁기관 간의 파트너십, 협력을 제고하려는 의사소통 효과는 강화될 수 있는 

반면,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모니터링 효과는 완화될 수 있다

(Van Slyke, 2007, 2008; Fernandez, 2009).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은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관리요인의 각 구성개념별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 계약의 초기단계에서 정부는 수탁기관을 주인과는 상이한 목표를 가진 대리인으로 

보고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규제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계약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와 수탁기관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한 가치의 공유, 신뢰

의 축적 등이 발생하여 규제적 관리의 편익은 감소되는 반면, 관계적 관리의 편익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Granovetter, 1985; Doney & Cannon, 1997). 따라서 계약기간이 길수록 지도감

독, 성과평가와 같은 규제적 관리의 효과는 완화되는 반면, 공식적・비공식적 업무협의와 

같은 관계적 관리의 효과는 강화될 수 있다.8)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의 민간위

탁 성과와 관리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 가설을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2-2: 계약기간이 길수록 수탁기관과의 공식적 업무협의 수준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강화될 것이다.

가설 2-3: 계약기간이 길수록 수탁기관과의 비공식적 업무협의 수준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강화될 것이다.

가설 2-4: 계약기간이 길수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도가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완화될 것이다.

가설 2-5: 계약기간이 길수록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강도가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완화될 것이다.

3) 통제변수 

이상 연구에서 주목한 관리요인, 계약기간 이외에도, 선행연구들은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요인으로 정치적 리더십, 이용자의 참여, 시장의 경쟁, 서비스의 성

격, 수탁기관의 특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리더십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와 같은 정치적 요인이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igdal, 1994; Vigoda, 2002; Fernandez & Smith, 2006; 국민권익위원회, 

2010; Kim & Kaneko, 2011). 기관장 등의 정치적 리더십이 민간위탁의 도입 및 집행과정에 

8) 공식적 업무협의는 ‘공식적’ 관리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부 규제적 관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기
본적으로 정부와 수탁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업무협의’에 초점을 두는 관리방식이라는 점

에서 본 연구에서 관계적 관리로 분류하였다. 다만, 연구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업무협의를 구분한 

이유는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관리 설계방안을 보다 세분해서 살펴보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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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일 경우,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전달과정에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민간위탁 성

과는 제고될 수 있다. 

둘째, 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쟁과 민간위탁 성과 간의 관계는 경쟁시장이론, 공공

선택이론 등에 기초한 다수의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Borcherding, 1977; Schlesinger 외, 

1986; Pack, 1989; DeHoog, 1990).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강할수록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의 

교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민간위탁 성과는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논의와는 반대로, 최근의 연구들은 민간위탁 성과의 다차원성 논의

에 기초하여 경쟁과 민간위탁 성과의 복합적 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Fernandez, 2009; Lamothe & Lamothe, 2010). 민간위탁 성과의 각 차원들 간의 목표가 상충

될 경우 경쟁은 민간위탁 성과 차원들 중 효율성에는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반면, 서비

스 질이나 연속성 등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Kettl, 1993; Provan 

& Milward, 1995).9) 

셋째, 서비스 특성 역시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래비용이론에 기초할 

경우 서비스 특성은 자산 특정성과 측정 용이성의 두 기준을 통해 결정된다(Williamson, 

1981). 일부 연구들은 자산이 특정적일수록, 측정이 어려울수록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계약실

패의 가능성이 상승하여 민간위탁 성과는 감소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Milward, 1996; 

Brown & Potoski, 2003b). 

넷째, 수탁기관 유형, 규모 등과 같은 수탁기관 특성도 민간위탁 성과와 관계가 있다. 상

당수 연구들은 수탁기관이 영리기업일 경우 민간위탁 성과 차원 중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

성이 높은 반면, 수탁기관이 비영리기관 등일 경우 서비스 질 등 대응성이 제고될 수 있음

을 주장하였다(Fernandez, 2009). 또한, 수탁기관의 인적, 물적 규모가 크고 안정적일수록 민

간위탁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어 민간위탁 성과는 제고될 수 있다(김용훈・
이환성, 2010). 

Ⅲ. 연구설계 

1. 연구의 분석틀

9) 예를 들어, 경쟁은 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반면, 서비스의 질과 연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은 서비스 질의 저하 또는 크리밍(creaming)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

으며, 경쟁을 통한 공급자의 주기적 교체는 공공서비스 전달을 중단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Smith, 
1996; Smith & Lipsk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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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위탁의 성과와 관리요인 간의 관계 및 이들 관계와 상호작용하는 계약기

간의 조절효과를 1998-2008년 서울시 시설위탁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검증함에 목적이 있

다. 이러한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종속변수로서 민간위탁 성과는 효율성과 대응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용자비율과 이용

자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로서 관리요인은 관계적 접근과 규제적 접근을 결합하여 

수탁기관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업무협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성과평가의 세부변수

로 구성하였다.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의 관계와 상호작용하는 조절변수로서는 계약기간

을 선정하였다. 계약기간은 선행적으로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추가적 독립변수로도 분석되

었다. 

이들 설명변수와 조절변수 이외에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요인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 시장 특성으로서 경쟁, 자산 특정성과 측정 용이성의 기준에 따른 

서비스의 특성, 수탁기관 특성으로서 인적・물적 규모와 유형을 포함시켜 가능한 모형설정

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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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및 측정

1) 종속변수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연간 서울시 시설위탁의 성과로 정의하였다. 살펴보았듯이, 민간위

탁 성과는 세부차원들 간의 상충가능성으로 인해 각각의 세부차원별로 구분해서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성과의 세부차원으로는 효율성, 대응성, 민주성, 형평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효율성과 대응성이 다수의 연구들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이들 세부 민간

위탁 성과 차원의 측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실제산출물과 최대가능산출물의 비교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Rogers, 1990: 15). 

그러나 공공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의 경우 배분적 효율성의 측정상 어려움

으로 인해 주로 관리적 효율성을 의미하는 기술적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10) 기술적 효율성 차원에서 효율성은 목표 대비 비용 절감, 인력 절감, 또는 업무 

경감 등에 따른 운영 효율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Boyne, 1998; 행정자치부, 2008). 한편, 김

용훈・이환성(2010)은 효율성을 위탁시설의 이용활성화 정도로 보고 이를 이용자비율을 통

해 측정하였다. 

둘째, 대응성은 대체로 서비스 질에 초점을 두고 측정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적

으로 살펴보면, 대응성은 서비스 수요자인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등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 정확성, 적시성, 접근가능성, 편의성, 편리성, 전문성, 지역주민

과의 관계성,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 친절성, 투명성, 서비스만족도 등의 척도를 

통해 측정되고 있다(Wagenheim & Reurink, 1991; Palfrey, 1996; 최준호, 1997; 김왕식, 2005; 

차경은, 2008; Lee & Fan, 2010). 일부 연구들은 서비스 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대한 기대치

의 비교일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의 결과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Parasuraman 외, 1988; Bitner, 1990; Bolton & Drew, 1991).

이상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민간위탁 성과 척도를 세부변수별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10) 효율성은 민간부문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술

적 효율성은 관리적 효율성으로 투입 대비 최대산출능력을, 배분적 효율성은 투입요소가격과 생산

기술이 주어진 경우 최적비율로 투입요소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Farrell,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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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세부변수 척도

효율성
비용 절감

비용절감; 인력절감;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잔
여기준효율성(slack-based model of efficiency, SBM)

운영 효율성 제도･업무개선; 인력･조직･재정운영 효율성; 수익성; 이용자비율

대응성
서비스 질

서비스 질; 전문성; 연속성; 신속성; 정확성; 적시성; 접근가능성; 편의성; 
편리성, 지역주민과의 관계성;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 친절성; 
투명성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서브퀄(SERVQUAL)

<표 1> 민간위탁 성과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에 기초하여 서울시 시설위탁의 성과를 효율성과 대응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민간위탁 효율성은 연간 위탁시설 예산규모 대비 서비

스 이용자비율로 측정하였으며, 민간위탁 대응성은 서울시가 실시한 위탁시설 서비스 만족

도에 대한 설문문항 응답점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11) 

2) 독립변수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서울시의 시설위탁 관리능력을 통칭하여 관리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관리요인을 대체로 계약관리능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민간위탁 과정별

로 구분하여 세부변수를 구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rown 외(2006)는 계약관리능력을 실행가능성 사정능력, 집행능력, 평가능력

으로 민간위탁 과정별로 구분하여 개념을 구성, 측정하고 있다. 이들 연구뿐만 아니라 다수 

연구들은 계약관리능력을 조작화하기 위해 ICMA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행가능성 사

정능력, 집행능력, 평가능력별 응답점수를 활용하였다. 

이후, Yang 외(2009)는 이상 Brown 외(2006)의 계약관리능력을 확장하여 <표 2>와 같이 

계약당사자들 간의 파트너십,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집행능력에 초점을 두고 의제설정능력, 

형성능력, 집행능력, 평가능력으로 구분함으로써 ICMA 척도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척도 

개발을 시도하였다.

11) 그러나 서울시 위탁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문항은 연도별로 다소 간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측정 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시한 위

탁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문항 응답점수의 연도별 평균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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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변수 척도 (7점 척도)

의제설정
능력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도입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가 여부; 모든 서비스 유형을 
주의 깊게 분석한 다음 민간위탁에 적합한 서비스를 식별하였는가 여부; 정부가 직접 제
공할 것인지, 민간에게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였는가 여부; 정
부가 직접 제공할 것인지, 민간에게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조정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팀이 조직되었는가 여부

형성능력

계약을 협상하고 개발할 때 전문조직의 자문을 받았는가 여부; 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일
련의 표준절차를 개발하였는가 여부; 계약자와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확보
하였는가 여부; 계약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특정적이었는가 여부; 계약서는 책임성 관
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였는가 여부 

집행능력

계약된 서비스의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계약자와 정기적 미팅을 가졌는가 여부; 계약 집
행기간 동안 계약자와의 협력과 상호지지를 강조하였는가 여부; 운영상의 문제들을 확인
하여 해결하기 위해 계약자와 빈번한 의사소통을 하였는가 여부; 명확하고 표준화된 서
비스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계약당사자와 작업을 하였는가 여부; 적절한 자원이 계약 집
행에 이용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하였는가 여부 

평가능력

계약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들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공식적 모니터링 시스
템을 확립하였는가 여부; 서류감사, 정기적 평가, 이용자에 대한 인터뷰와 같은 모니터링 
기법을 활용하였는가 여부; 서비스 운영에 대한 규칙적인 공식적 성과보고를 필수요건으
로 하였는가 여부; 민간위탁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약된 서비스를 모니
터링 하였는가 여부

자료: Yang 외(2009: 683-685)

<표 2> 계약관리능력 척도 예시

본 연구에서 관리요인으로서 서울시의 계약관리능력은 이상의 논의들에 기초하여 집행능

력과 평가능력의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관계적 관리요인으로서 집행능력은 수탁기관

과의 업무협의 수준을 세부변수로 설정하였다. 수탁기관과의 업무협의 횟수는 공식적 채널

을 통한 업무협의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업무협의의 효과를 분리하여 검증하기 위한 취

지에서 공식, 비공식 업무협의 횟수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규제적 관리요인으로서 평가능

력은 지도감독 강도와 성과평가 강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지도감독 강도는 연간 서울시의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횟수, 성과평가 강도는 연간 서울시의 위탁시설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횟수를 통해 각각 측정하였다.

3) 조절변수

연구에서 조절변수는 민간위탁 계약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계약기간을 

민간위탁 계약관계가 지속된 총계약년수 또는 총계약월수로 측정하고 있다(Fernandez, 2008; 

Yang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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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서 계약기간은 서울시 시설위탁 계약관계가 지속된 기간으로 정

의하여 최초계약기간과 재계약기간을 누적적으로 합한 총계약년수로 측정하였다. 

4) 통제변수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이용자 참여, 경쟁, 서비스 및 수탁기관 특성이다. 이들 제3변수의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이론, 뉴거버넌스이론, 사회 속 국가 거버넌스이론 등에 기초할 경우 서비

스 이용자 참여는 민간위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서비

스 이용자 참여를 자원봉사자비율로 측정하고 있다(Kim & Kaneko, 2011). 본 연구에서는 위

탁시설의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서비스 수요자의 참여변수를 위탁시설규모 대비 자원봉

사자비율로 측정하였다.  

둘째, 공공선택론, 경쟁시장이론 등에 기초할 경우 민간위탁 시장의 경쟁성은 민간위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시장 경쟁성은 입찰과정 경쟁점수(Ya 

Ni & Bretschneider, 2007), 서비스 공급자 수(Brudney 외, 2005), HHI지수(Hirschman-Her 

findahl Index) (현승현・윤성식, 2011), 시장 경쟁점수(Hefetz & Warner, 2011), 또는 대리변수

로서 인구규모 또는 대도시 입지여부(Miralles, 2009) 등을 통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경쟁성을 서울시 위탁시설 입찰과정의 경쟁 여부로 보고 경쟁입찰이 아닐 경우 1, 경

쟁입찰일 경우 2로 측정하였다. 

셋째,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이론 등에 기초할 경우 자산 특정성, 측정 곤란성이 높은 

서비스의 성격은 민간위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수 연구들은 서비스 특성

을 자산특정성 점수와 측정가능성 점수로 측정하고 있다(Nelson, 1997; Levin & Tadelis, 

2008; Hefetz & Warner, 201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비스 특성을 

경성, 연성서비스로 구분하여 경성서비스일 경우 1, 연성서비스일 경우 2로 측정하였다. 구

체적으로, 분석대상이 된 10개 유형의 서비스 중 산업, 환경, 의료, 교통, 공원‧체육, 상수도

서비스는 경성서비스로, 사회보장, 복지증진, 근로자, 문화・관광서비스는 연성서비스로 분

류하였다.

넷째, 수탁기관의 특성 역시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수 연구들은 이를 측

정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인적・재정적 규모, 수탁기관 유형을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조임곤, 

2006; Fernandez, 2009). 본 연구에서 수탁기관의 인력규모는 정규인력비율 및 전문인력비율

로, 수탁기관의 재정규모는 보조금규모 및 재정자립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수탁기관의 유형

은 비영리성 여부로 영리기업이 아닌 비영리기관, 서울시 산하기관 등은 비영리성을 가진다

는 가정에 기초하여 영리기업일 경우 0, 영리기업이 아닐 경우 1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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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연구의 분석틀에 선정된 세부변수 및 이의 측정방법을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변수 측정

종속
변수

효율성
이용자
비율

연간 사업원가+관리비 대비 이용자비율

대응성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문항 응답점수 합의 평균

설명
변수

수탁시설
관리요인

공식 
업무협의

위탁기관 관리자와 수탁시설 관리자 간의 시설위탁 관련
공식적 업무협의 횟수

비공식 
업무협의

위탁기관 관리자와 수탁시설 관리자 간의 시설위탁 관련
비공식적 업무협의 횟수

지도감독 
강도

위탁기관 관리자의 수탁시설 지도감독 횟수

성과평가 
강도

위탁기관 관리자의 수탁기관 성과평가 횟수

조절
변수

계약기간 계약기간
시설위탁 사업의 총 계약기간–
최초계약 기간과 재계약 기간의 합12)

통제
변수

이용자 
참여

자원봉사자
비율

자원봉사자인력비율–
수탁시설 전체 인력규모 대비 자원봉사자비율

시장 
특성

입찰과정 
경쟁성

입찰과정 경쟁 여부-
경쟁입찰이 아닐 경우 1, 경쟁입찰일 경우 2 

서비스 
특성

연성서비스
여부

서비스 자산특정성 및 측정가능성 점수에 대한 대리변수-
경성서비스일 경우 1, 연성서비스일 경우 2 

수탁기관 
특성

인력안정성 전체 인력규모 대비 정규직 인력규모

인력전문성 전체 인력규모 대비 전문직 인력규모 

보조금수입 연간 보조금수입 규모

재정자립도 수탁기관 재정자립도

비영리성 
여부

비영리기관 여부-
영리기업일 경우 0, 영리기업이 아닐 경우 1 

<표 3> 변수 및 측정

4. 자료 및 분석방법

1) 자료

연구문제인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 간의 관계 및 계약기간의 이들 관계에 대한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998-2008년까지 서울시 시설위탁에 대한 패널데이터가 구축되었다. 

12)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조절변수로서 조절효과 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나, 독립변수로서 주효과 분석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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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이용자비율, 독립변수인 공식적, 비공식적 업무협의, 지도감독, 성과평가, 조절변

수인 계약기간, 통제변수인 이용자 참여, 시장 특성, 서비스 특성, 수탁기관 특성의 대부분 

변수들의 측정을 위해서 분석기간 동안의 서울시 시설위탁 내부자료가 활용되었다. 추가적

으로, 종속변수 중 이용자만족도는 서울시의 시설위탁에 대한 내부 설문조사 자료가 활용되

었다. 

2) 분석방법

민간위탁 성과(효율성, 대응성)에 대한 관리요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분

석기간 동안 서울시 시설위탁 자료에 대한 패널분석이 활용되었다. 첫째, 패널분석은 종속

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독립변수로 포함되지 않은 누락변수(omitted variables)가 존

재할 경우 나타나는 OLS분석 추정의 불안정성을 보완해 준다(Wooldridge, 2010: 66-67). 둘

째, 횡단면 또는 시계열데이터에 비해 많은 표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과추정이 용이하여 

효율적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셋째, 관찰되지 않은 패널그룹의 특성이 고려되어 모형 설

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넷째, 횡단데이터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가 확보되므로 다중공

선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Hsiao, 1985; Baltagi, 1996; Kennedy, 2003: 302; 

민인식, 2009: 1-4). 

특히, 연구는 패널일반최소자승추정분석(panel feasible general least square analysis)을 기본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유는 패널선형회귀분석결과 고정 및 확률효과모형이 모두 유의

하지 않거나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Breusch & Pagan 검정, 

Wooldridge 검정을 통한 패널그룹 내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geneity) 및 자기상관

(autocorrelation)이 각각 확인되었기 때문이다.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FGLS분석모형을 수식으로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14) 

    
  



     식(1)

    
  



     식(2)

13) 패널데이터는 횡단면데이터와 시계열데이터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오차항에 이분산성이나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OLS 추정법은 비효율적 추정량을 도출할 우려가 있다

(민인식, 2009: 90). 

14) 식(1), 식(2)는 각각 오차항의 이분산성 및 자기상관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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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 식(2)에서 종속변수  ,  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년도 민간위탁 성과의 

각 차원인 이용자비율, 이용자만족도이다(  ,    ). , 는 각 

종속변수별 상수항, , 는 각 종속변수별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년도 개의 통

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의 각 계수 벡터, , 는 각 종속변수별 해당 기초지방자치

단체 의 년도 개의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의 각 세부변수 벡터를 의미한다.  , 

 는 각 종속변수별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년도 오차항이다.

특히, 연구에서는 계약기간의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주효과, 그리고 계약기간의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패널FGLS분석이 실

시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설명변수인 각 관리요인 변수로 

모형을 구성하였고, 2단계에서는 추가적 독립변수로 계약기간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끝으로, 

3단계에서는 설명변수인 각 관리요인 변수와 계약기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모형을 최

종적으로 구성하였다(Aiken & West, 1991; Ramamurthy, 1995; Cohen 외, 2003).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통제변수로는 자원봉사자비율. 입찰과정경쟁, 연성서비스, 인력안

정성, 인력전문성, 재정자립도, 보조금수입, 비영리성, 설명변수로는 공식업무협의, 비공식업

무협의, 지도감독강도, 성과평가강도가 설정되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설정된 통제변수, 

설명변수 외에 추가적 독립변수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었다. 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설정된 

통제변수, 설명변수 외에 조절변수로서 공식업무협의×계약기간, 비공식업무협의×계약기간, 

지도감독강도×계약기간, 성과평가강도×계약기간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설정된 각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은 <표 4>와 같다. 종속변수인 서울시 시설위탁 성과 평균을 각 성과 차원별로 살펴보면, 

이용자비율은 0.16%, 이용자만족도는 81.03점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관리요인의 세부변수 평균을 살펴보면, 공식적 업무협의 횟수는 48.71회, 비

공식적 업무협의 횟수는 116.14회로 상대적으로 비공식적 업무협의가 2배 이상 빈번하게 활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값, 최소값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은 평균 1.98회, 성과

평가는 평균 2.41회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로서 계약기간은 분석기간 동안 평균 7.71년, 최대 3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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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 단위

종속변수
이용자비율 15.65 19.85  0.01 110.32  456 %

이용자만족도 81.03 7.87  60.00 98.00  170 점

관리변수

공식적 업무협의 48.71 108.02  9.00 768.00  537 회

비공식적 업무협의 116.14 320.39 38.30 2,880.00 462 회

지도감독 강도 1.98 2.50 0.00 24.00 630 회

성과평가 강도 2.41 3.31 0.00 16.00 644 회

조절변수 계약기간 7.71 7.36  0.00  37.00  926 년

통제변수

자원봉사자 비율 46.59 44.02  0.00  100.00  767  %

입찰과정 경쟁성  1.40  0.49  1.00 2.00 1,050 1-2

연성서비스   1.74   0.44   1.00  2.00 1,051 1-2

인력안정성 76.98 33.65  10.03  100.00  570 %

인력전문성 62.64 34.63  0.00  100.00  629 %

보조금수입 1,376 1,350  0.00 10,700 526 백만원

재정자립도 37.78 34.75  0.00 100.00  419  %

비영리성 여부 0.80 0.40 0.00 1.00 1,051 0-1

<표 4> 기술통계량

로 나타났다. 시설위탁 단위 계약기간이 평균 3년임을 감안하다면, 서울시 시설위탁은 대체

로 2회 이상 재계약, 갱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자원봉사자 비율은 평균 46.5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

다. 그러나 비전문적 자원봉사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이러한 수치는 자원봉사 참여의 실제 

실효성을 의미하지는 않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입찰과정 경쟁성은 평균 1.40으로 상당 

수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연성서비스 여부

는 평균 1.74로 분석기간 동안 위탁된 서비스는 연성서비스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

탁기관 특성 요인을 살펴보면, 인력안정성은 76.98%, 인력전문성은 62.64%로 상대적으로 위

탁시설 인력의 전문성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수입은 수탁기관당 평

균 연간 14억 정도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수탁기관의 성격에 따라서는 보조금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등 시설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평

균 37.78%로, 다수의 수탁기관들이 보조금수입 등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

다. 보조금수입에 대한 결과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의 경우 소수 사례이기는 하

나 보조금수입 등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100% 자체재원이 충당되는 관측치가 발견되었다. 

비영리성 여부 변수는 평균 0.80으로 나타나 다수의 경우 영리기관이 아닌 비영리기관이나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위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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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는 효율성과 대응성의 차원에서 위탁시설의 이용자비율, 이

용자만족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두 차원의 종속변수에 대한 패널

FGLS분석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1) 이용자비율에 대한 분석결과

서울시 시설위탁의 효율성 차원 성과인 이용자비율과 관리요인 간의 관계, 추가적 독립변

수로서 계약기간의 주효과 및 시설위탁 이용자비율과 관리요인의 관계에 대한 계약기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 5>와 같이 단계적 패널FGLS분석이 실시되었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설명변수인 각 구성개념별 관리요인 변수로 모형을 구성하였고, 2단계에서는 계

약기간을 추가적 독립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3단계에서는 이전단계에서 구성된 

통제 및 설명변수 외에, 설명변수인 각 구성개념별 관리요인 변수와 계약기간의 상호작용항

을 추가하여 모형을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독립변수로서 추가된 

2단계의 유의미한 설명력이 1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각 관리요인과 계약기

간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3단계의 유의미한 설명력이 2단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순차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 관리요인의 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단계의 분석에서 관리요인인 공식적 업무협의, 비공식적 업무

협의, 지도감독 강도의 시설위탁 이용자비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비공식적 

업무협의는 이용자비율과 가설 1-2를 지지하는 방향인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공식적 업무협의, 지도감독 강도는 시설위탁 이용자비율과 가설과는 반대방

향인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일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과평가의 강도는 이용자비율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비공식적 업무협의에 대한 분석결과는 추정계수가 크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에 기초한 의사소통과 이를 통한 파트너십 제고에 초점을 두는 정부의 관계적 관리역

량을 강조한 최근의 연구들(Van Slyke, 2008; Yang 외, 2009; Fernandez, 2009)과 유사한 경

험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공식적 업무협의에 대한 결과가 비공식적 업무협의에 대한 분석결과와 반대방향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공식적 업무협의는 비공식적 업무협의에 비해 신뢰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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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소통으로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공식적 업무

협의는 의사소통이 공식화됨으로써 계약당사자간 파트너십 제고 역할이 비공식적 업무협의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신뢰성, 측정의 타당성, 모형 설정의 불안

정성 등 다양한 한계들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지도감독 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대리인으로서의 수탁기관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두고 정부 모니터링을 강조한 다수의 선행연구들(Hefetz & Warner, 2004; Lamothe & 

Lamothe, 2010; 강인성, 2010)과는 반대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오히려, 분석결과는 최근 수탁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 Fernandez(2009) 등의 연구에서 모니터링의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의 유의성이 확인된 증거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들을 지지하

고 있다. 

요컨대, 비공식적 업무협의에 대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분석기간 동안 서

울시 시설위탁의 맥락에서 민간위탁 성과는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적 관리보다 오히려 의사

소통을 통한 협력적 관리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술통계 분

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기간 동안 서울시 시설위탁의 누적 계약기간이 평균 7.71년

으로 (단위 계약기간이 평균 3년임을 감안할 경우) 대체로 2회 이상 재계약 갱신이 이루어

진 관계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역

시 자료의 신뢰성 및 측정의 타당성, 모형의 정확성 한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계약기간의 주효과 및 조절효과

2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수로서 계약기간은 시설위탁 이용자비율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방향성에 있어 

계약기간이라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호혜적 학습 및 관계적 계약의 형성가능성을 주장한 

선행연구들(Van Slyke, 2008; Yang 외, 2009)과 유사한 경향성이 있다는 해석 정도를 아주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장기화에 따른 대리인의 책임성 

확보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성과 저하를 우려하는 반론이 존재하

는 만큼(Bardach & Lesser, 1996; Kamarck, 2002),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후속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한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3단계 분석에서 세부 조절효과변수

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 계약기간은 비공식 업무협의, 

지도감독 강도, 성과평가 강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종속변수인 이용자비율에 유의미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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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의 비공식 업무협의와 이용자비율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정(+)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을 지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아울러, 계약기관의 지도감독 강도와 이용자비율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 

계약기간의 성과평가 강도와 이용자비율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부(-)의 방향성을 가

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4, 2-5를 지지하였다. 

요컨대, 계약기간이 길수록 수탁기관과의 비공식적 업무협의 수준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

치는 정(+)의 효과는 강화된 반면, 계약기간이 길수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도가 민

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부(-)의 효과,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강도가 민간위탁 성과에 미

치는 정(+)의 효과는 완화되었다.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협력을 제고하려는 의사소통의 

효과는 강화될 수 있는 반면, 수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의 효과는 완화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Van Slyke, 2007, 2008; Fernandez, 2009)과 유사한 결과이다. 

(3) 기타 통제요인 효과

그밖에도, 기타 통제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비영리성 여부, 재정자립도, 인력전문성의 효

과가 대체로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비영리성 여부는 모든 단계의 분석결과에서 설명변수로 설정된 관리요인 세부변수

들보다 민간위탁 성과와 강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탁기관 유형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Fernandez, 2009)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역시 모든 단계의 분석결과에서 설명변수로 설정된 관리요인 세부변수들보다 

민간위탁 성과와의 강한 상관성이 확인되어 위탁시설 성과와 재정자립도 간의 관계를 강조

하는 일부 연구들(김용훈・이환성, 2010)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전문성도 모든 단계의 분석결과 시설위탁 이용자비율과 정(+)의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어 수탁기관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들(DeHoog, 1990; 

Romzek & Johnston, 2005)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입찰과정 경쟁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강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과는 반

대방향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경쟁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수 연구들(Van Slyke, 2003; Brown 외, 2006)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오히

려, 이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경쟁과 민간위탁 성과는 관계가 없음을 검증한 Lamothe & 

Lamothe(2010)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연성서비스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강하게 확인되었으나 가설과는 반대방향의 상관

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성서비스는 자산특정성 및 측정곤란성이 높아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여 민간위탁 성과에 부정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Milwar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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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 Potoski, 2003b)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론 역시 자료의 정

확성과 측정의 타당성, 모형의 정확성 등이 보다 강화된 상태에서의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변수명
종속변수: 이용자비율

1단계 2단계 3단계

통
제
변
수

자원봉사자 비율 1.007* 1.007 1.001 

입찰과정 경쟁성 -2.832*** - 2.806*** - 2.122***  

연성서비스 4.578*** 4.552***  4.996***  

인력 안정성 -1.053** - 1.053**  - 1.051**  

인력 전문성 1.077*** 1.077** 1.055** 

재정자립도 5.854***  5.841***  5.726*** 

보조금수입 0.001 0.001 0.001  

비영리성 여부 5.861*** 5.863***  5.758***  

관
리
변
수

공식 업무협의(E1) -1.080*** - 1.080***  - 1.078**  

비공식 업무협의(E2) 1.218*** 1.218***  1.203**  

지도감독 강도(E3) -1.776***  - 1.783***  - 1.248***  

성과평가 강도(E4) 1.546 1.554 1.113  

조
절
변
수 

계약기간(M) 0.008 0.358  

상호작용(E1×M) 0.001  

상호작용(E2×M) 0.004***  

상호작용(E3×M) - 0.298***  

상호작용(E4×M) - 0.098**  

관측치수 155 155 155

Wald chi-square(12) 473.04*** 472.80*** 603.40*** 

주:  *, **, *** 는 각각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5> 이용자비율에 대한 패널FGLS분석 결과

2)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서울시 시설위탁의 대응성 차원 성과인 이용자만족도와 관리요인 간의 관계, 추가적 독립

변수로서 계약기간의 주효과 및 시설위탁 이용자만족도와 관리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계약

기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 6>과 같이 단계적 패널FGLS분석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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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독립변수로서 계약기간의 주효과 및 시설위탁 이용자만족도와 관리요인 간의 관

계에 대한 계약기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설명

변수를, 2단계에서는 추가적 독립변수로서 계약기간을, 3단계에서는 이전단계에서 구성된 

통제 및 설명변수 외에, 설명변수인 각 구성개념별 관리요인 변수와 계약기간의 상호작용항

을 추가하여 모형을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1단계에 비해 2단계

의 유의미한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2단계에 비해 3단계의 유의미한 설명력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관리요인의 효과

이용자비율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모든 단계의 분석에서 대체로 공식적 업무협의, 

비공식적 업무협의, 성과평가 강도의 시설위탁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

되었다. 비공식적 업무협의, 성과평가 강도는 이용자만족도와 가설 1-2, 1-4를 지지하는 방

향인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공식적 업무협의는 이용자만족도와 

가설과는 반대방향인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변수별 세부 분석결과는 이용자비율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추가적 

논의를 생략하였다. 다만, 이용자비율에 대한 결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성과평가 강도의 

유의성이 일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분석결과는 수탁기관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두어 정부

의 성과평가를 강조한 선행연구들(Brown & Potoski, 2003a)을 지지하고 있다. 

(2) 계약기간의 주효과 및 조절효과

2단계 분석에서 추가적 독립변수로서 계약기간은 시설위탁 이용자만족도와 정(+)의 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용자비율에 대한 분석결

과와 마찬가지로, 이는 계약기간에 따른 호혜적 학습 및 관계적 계약의 형성가능성을 주장

한 선행연구들(Van Slyke, 2008; Yang 외, 2009)과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매우 제

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추론은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3단계 분석에서 세부 조절효과변수에 대한 유의미한 결

과가 이용자비율에 대한 분석과 유사하게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 계약기간은 공식 업무협의, 

비공식 업무협의, 지도감독 강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종속변수인 이용자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비율에 대한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계약기간의 공식 업무협의와 이용자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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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과는 반대방향인 부(-)의 유의미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의 비공

식 업무협의와 이용자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정(+)의 유의미한 방향성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기관의 지도감독 강도와 

이용자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부(-)의 유의미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어 가설 2-4를 지지하였다. 

요컨대, 가설과는 달리 수탁기관과의 공식적 업무협의 수준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부

(-)의 효과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강화되었다. 반면, 수탁기관과의 비공식적 업무협의 수준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강화되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도가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완화되었다. 이

는 대체로 계약기간이 길수록 협력을 제고하려는 의사소통의 효과는 강화될 수 있는 반면, 

수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의 효과는 완화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Van Slyke, 2007, 

2008; Fernandez, 2009)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계약기간이 길수록 민간위탁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공식적 업무협의의 부(-)의 효과가 강화된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업무

협의가 공식화될 경우 의사소통 기능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민간위탁 성과에 부정적 효과

를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효과는 계약관계가 장기화될수록 커질 수 있다는 하나

의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해석 또한 추가적 연구를 통해 보다 주

의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3) 기타 통제요인 효과

그밖에도, 기타 통제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이용자비율에 대한 분석에서 유의성이 확인

되었던 비영리성 여부, 재정자립도, 인력전문성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원봉사자비율, 연

성서비스 여부, 보조금수입 효과가 대체로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검증되었다. 

세부적으로, 비영리성 여부, 재정자립도, 인력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이용자비율에 대한 해

석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이용자비율에 대한 분석결과와 차별성이 있는 부분에 논의

의 초점을 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자비율에 대한 분석결과와 달리 자원봉사자비율과 시설위탁 이용자만족도 간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확인되어 이용자 참여요인이 서비스 성과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일부 연구결과들(Vigoda, 2002; Agranoff & McGuire, 2003; Meier & O’Toole, 2003)을 지

지하였다. 

다음, 연성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비율에 대한 분석결과와는 반대로 자산특정성 및 측정곤

란성에 따른 거래비용 발생으로 민간위탁 성과에 부정적이라는 이론적 논의들(Pack, 1989; 

Brown & Potoski, 2003b)을 지지하는 방향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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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조금수입은 추정계수가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비율에 대한 분석과 

달리 정(+)의 유의성이 확인되어 보조금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일부 연구들(Geys & 

Mosen, 2009)과 제한적이나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종속변수: 이용자만족도

1단계 2단계 3단계

통제
변수

자원봉사자비율 1.199** 1.174* 1.021**

입찰과정 경쟁성 - 1.511 - 2.285 - 2.417 

연성서비스 - 2.565* - 2.551* - 2.675*

인력안정성 -1.076** - 1.064*  - 1.041*

인력전문성 1.036* 1.039* 1.204

재정자립도 6.111*** 6.393* - 5.409

보조금수입 0.001*** 0.001** 0.001*

비영리성 여부 6.577*** 6.121*** 6.526***

관리
변수

공식 업무협의(E1) -1.126** - 1.105*  - 1.068* 

비공식 업무협의(E2) 1.351* 1.317* 1.174* 

지도감독 강도(E3) -1.691 - 1.256 - 2.196

성과평가 강도(E4) 1.403* 1.393 1.608*

조절
변수 

계약기간(M)  0.275 1.077 

상호작용(E1×M) 1.030** 

상호작용(E2×M) 1.040*

상호작용(E3×M) - 1.366** 

상호작용(E4×M) - 1.005

관측치수 135 135 135

Wald chi-square(12) 237.82*** 204.52*** 183.89***

주:  *, **, *** 는 각각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6>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패널FGLS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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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 간의 관계 및 이에 대한 계약기간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1998-2008년까지 서울시 시설위탁에 대한 단계적 패널FGLS분석을 실시하였

다. 종속변수로서 민간위탁 성과는 효율성과 대응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용자비율과 이

용자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로서 관리요인은 관계적 접근과 규제적 접근을 결합하여 

공식적 업무협의, 비공식적 업무협의, 지도감독 강도, 성과평가 강도의 네 가지 세부변수로 

구성하였다. 

첫째, 효율성 차원 성과인 이용자비율에 대한 관리요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로 비공

식적 업무협의는 이용자비율과 가설 1-2를 지지하는 정(+)의 방향의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공식적 업무협의, 지도감독 강도는 가설과는 반대방향인 부(-)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2단계 분석에서 추가적 독립변수로

서 계약기간은 시설위탁 이용자비율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

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3단계로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분석에서 계약기간의 비공식 업무협

의와 이용자비율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정(+)의 방향으로, 지도감독 강도와 이용자

비율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 성과평가 강도와 이용자비율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

는 부(-)의 방향으로 확인되어 가설 2-3, 2-4, 2-5가 각각 지지되었다. 그밖에, 비영리성 여부, 

재정자립도, 인력전문성의 효과는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입찰과정 경쟁성, 연성서비스 여부는 가설과는 반대방향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

었다.

둘째, 대응성 차원 성과인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관리요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로 비

공식적 업무협의, 성과평가 강도는 이용자만족도와 정(+)의 상관성이 확인되어 가설 1-2, 1-4

가 각각 지지되었다. 반면, 공식적 업무협의는 시설위탁 이용자만족도와 가설과는 반대방향

인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추가적 독립변수로서 계약기간은 이용

자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가지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3단계로 상호작용항

이 포함된 분석에서 계약기간의 공식 업무협의와 이용자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

는 가설과는 반대방향인 부(-)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의 비공식 업무

협의와 이용자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정(+)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기관의 지도감독 강도와 이용자만족도 간

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부(-)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4를 지지하였

다. 그밖에, 이용자비율에 대한 분석에서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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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성 여부, 재정자립도, 인력전문성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비율, 연성서비스, 보조금수입의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인력안정성은 이용자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설과는 반대방향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설계에 

있어 제한적이나마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관계적 관리가 민간위탁 성과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

비율 및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비공식 업무협의의 정(+)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결과는 신뢰에 기초한 파트너십 제고에 초점을 두는 최근 연구결과들(Van Slyke, 2008; 

Yang 외, 2009; Fernandez, 2009)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연구의 분석결과는 관계적 관리 중

에서도 비공식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식적 업무협의가 비공식적 업무협의와

는 반대로 시설위탁 성과와 부(-)의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업무협의

의 계약당사자 간 파트너십 제고 역할은 의사소통이 공식화될 경우 오히려 약화될 수 있음

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규제적 관리가 민간위탁 성과 개선에 필연적 요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용자만족

도에 대한 성과평가 강도의 효과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의 방향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성과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연구들(Seidenstat, 1999; ICMA, 

2002; Brown & Potoski, 2003a)이 부분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비율에 대한 지

도감독 강도의 효과는 가설과 반대로 부(-)의 방향으로 나타나 모니터링의 유의성을 발견하

지 못한 최근 일부 결과들(Fernandez, 2009)을 상당 수준 지지하고 있다. 

셋째,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적 관리방식인 공식, 비공식 업무협의의 효과는 강화될 

수 있는 반면, 규제적 관리방식인 지도감독, 성과평가 강도의 효과는 약화될 수 있다. 이는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협력을 제고하려는 의사소통 효과는 강화될 수 있는 반면, 수탁기관

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는 약화될 수 있다는 일부 연구들(Van Slyke, 2007; Fernandez, 2009)

과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이용자비율과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분석 모두에서 비공식 업무

협의의 정(+)의 효과는 계약기간에 따라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절됨이 확인되었다. 

그밖에도, 제3변수로서 수탁기관 특성인 비영리성 여부, 재정자립도, 인력전문성의 민간위

탁 성과와의 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비영리기관일수록 공익적 목표가 강화되어 

민간위탁 성과가 개선된다는 연구들(Fernandez, 2009),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수탁기관의 독

립적 물적 규모가 강화되어 민간위탁 성과가 개선된다는 연구들(김용훈・이환성, 2010), 인

력전문성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제고되어 민간위탁 성과가 개선된다는 연구들(Romzek & 

Johnston, 2005)을 각각 지지하고 있다. 반면, 입찰과정 경쟁성은 가설과는 반대방향의 유의

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어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경쟁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수 연구들(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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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DeHoog, 1990; Van Slyke, 2003; Brown 외, 2006)의 주장과는 배치되었다. 분석결과는 

오히려 사회서비스의 경우 경쟁과 민간위탁 성과는 관계가 없음을 검증한 Lamothe & 

Lamothe(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연성서비스, 자원봉사자비율, 보조금수입이 일부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비율 분석에서 이들의 유의성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 연성서비스는 거래비용

이 높아 성과에 부정적이라는 기존의 연구들(Milward, 1996; Brown & Potoski, 2003b), 자원

봉사자비율이 높아 자발적 참여가 강화되면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는 연구들(Agranoff & 

McGuire, 2003)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보조금수입 역시 이용자비율 분석에

서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민간위탁의 성과를 자동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일부 

연구들(Vanden 외, 1993; De Borger & Kerstens, 1996; Moesen & van Cauwenberge, 2000; 

Kalb, 2010)의 주장에 대한 참고적 준거가 될 수 있다. 

요컨대, 연구에서 이용자비율에 대한 비공식 업무협의의 효과,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비공

식 업무협의, 성과평가 강도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위탁성과-관리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계약기간의 조절효과도 상당 수준 검증되어 시설위탁 이용자비율 및 이용자만

족도에 대한 관리요인의 각 구성개념별 효과는 계약기간에 따라 강화 또는 약화될 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민간위탁 성과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서 관리요인의 

구성개념을 관계적 관리변수와 규제적 관리변수로 세분하여 정의하고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간위탁 성과와 각 구성개념별 관리요인의 상대적, 비선형적 관계를 이들과 상호작

용하는 계약기간의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존재한다. 아

울러, 연구는 민간위탁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설계에서 관리요인뿐 아니라 이의 효과를 조

절하는 계약기간에 대한 고려가 아울러 필요함을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갖는

다. 즉, 분석결과는 계약기간에 따라 형성되는 계약당사자 간 관계의 성격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방식의 초점이 차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첫째, 2차 자료 중심의 변수들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모형 설정과 

변수 측정의 타당성 측면에서 한계를 배제하기 어렵다.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서울시 시설위

탁의 성과는 자료의 가용성에 대한 제약 등으로 연간 위탁시설 예산규모 대비 서비스 이용

자비율과 위탁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문항 응답점수 평균으로 한정하여 측정하였

다는 점에서 모형 설정 및 변수 측정 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종속변수 외에도, 기타 누락된 

통제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설명 및 통제변수 등의 측정 오차를 배제하기 어렵다. 아

울러,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설정된 계약기간은 오히려 관리요인에 선행적으로 영향을 줄 수

도 있어 매개변수인 관리요인의 선행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의 분석결과는 매우 주의 깊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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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위탁 성과에 대한 계약기간의 효과는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

가적 증거의 확보를 통한 보다 정교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분

석결과와는 반대로 장기 위탁에 따른 성과 저하의 문제가 제기되어 2010년 3회 이상 또는 

10년 이상 갱신, 재계약되는 경우를 제어하기 위한 조례 개정 시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1998-2008년까지 서울시 시설위탁의 성과 요인을 포괄적으로 패널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다수 표본에 대한 동태분석을 실시하였다는 강점을 가지나, 동시에 사례연

구 등을 통한 심층적 질적 분석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갖는다. 분석모형은 서비스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고 있으나 연성서비스 여부로 양분할 뿐 구체적 서비스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 추가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규제적 관리

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계약의 구체성이 반드시 관계적 관리가 중시하는 관계지향성과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Amirkhanyan 외, 2012)가 시사하듯, 관계적 관리와 규제적 관리 

의 개념적 배타성에 대한 일부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의 

축적, 이에 기초한 적절한 모형의 구성과 척도의 활용, 이를 통한 보다 정확하고 정교한 분

석결과의 제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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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 of Contract Du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 Performance and Managerial Factors

Ju-ae Kim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 performance and managerial 
factors, and a moderating effect on their relationship. Contract performance is divided 
into facility user ratio and facility user satisfaction in order to measure contract 
efficiency and contract responsiveness, respectively. Managerial factors are composed 
of official cooperation, unofficial cooperation, 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e effect of unofficial cooperation on user ratio, and that of unofficial cooper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n user satisfaction were verified and the hypotheses was thus 
supported by conducting feasible general least square analyses on Seoul Metropolitan 
facility contracting data panel from 1998 to 2008.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 performance and managerial factors have partially 
verified that the effect of managerial factors on user ratio and user satisfaction score 
can be strengthened or weakened, depending on contract duration.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relative and non-linear effects of contract duration on regulatory and 
relational managerial factors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improve contract 
performance.

【Keywords: contract performance, managerial factors, contract duration,

moderating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