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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제도주의는 최근 상당히 주목받는 분
야이다. 그런데 이런 신제도주의 내에서도 제도를 규정하는 방식과
연구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으로 신제도주의를 간단
히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조직장
(organizational field)을 분석 수준으로 하며,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
여 제도를 문화처럼 비공식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일명 사회학적 신
제도주의에 집중하였다.
비용과 편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고전경제학 이론은 여전
히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점점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갈래로부터 파생된 대안 이론
들이 고전경제학의 편협함을 비판하고 동시에 보완하고 있다. 사회
학적 신제도주의는 정당성 지향과 같은 차별화된 조직행태의 동기
를 조명했다는 그 자체로도 의의가 크지만,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네트워크 분석, 정치적 의
존관계 등 다양한 기타 개념들과 결합하여 비로소 좋은 설명력을
갖추는 일종의 재료와도 같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조직 연구는 사실상 Meyer and
Rowan(1977)와 특히 DiMaggio and Powell(1983)의 연구부터 주목
받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신제도주의는 더 이상 신선하거
나 생소한 주제는 아니며, 사회과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학사

과정 중 한 번은 들어볼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조직이 정당성을 얻
기 위해 주변의 눈치를 보고, 서로를 따라하면서 결국 모두가 비슷
해지는, 소위 동형화 현상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
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론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이론을 각종 연구방법에 적용하는 데에 적지 않
은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lbert and Zucker(1999),
Mizruchi and Fein(1999)의 연구는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모델에 기반을 둔 후속 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이
다. Tolbert and Zucker(1999)는 비공식적 제도가 역사를 거쳐 형성
되기 때문에 제도가 어느 수준의 형성단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제
도가 조직에 발휘하는 영향력의 종류와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역
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간적 요소를 간과하는 단순 횡단면 연구방
법은 한계가 뚜렷하며 시계열 분석 및 질적 연구방법이 보다 적절
하다. 또한 Mizruchi and Fein(1999)의 경우 다수의 선행연구가
DiMaggio and Powell의 세 가지 동형화 메커니즘을 인용할 때 이
모형이 정치적 역학관계, 조직 간 네트워크 등의 내용까지도 포함한
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모방적 요인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
실을 지적하고 있다. 추측건대, 모방적 동형화라는 용어가 마치 모
방적 요인(mimetic factor)에 의해서만 모방이 가능한 것처럼 헷갈
리게 만들고, 정당성, 모방, 순응 등 관련된 각종 용어들의 개념정의
가 아직 불확실한 것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특히 병원조직의 행태에 적
용한 국내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는데, 다만 규모가 큰 병원들이

직접적인 이윤 창출보다는 정당성 확보를 통해 지위경쟁을 하려고
암센터를 설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오상택(2014)의 연구가
돋보인다. 이러한 국내연구 경향은 Fennell(1980), Covaleski etl.
al.(1993), Zucker(1987b) 등 이미 해외에 병원조직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는 것에 비하면 놀라운 것이다.
이 연구는 우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론의 해석과 변수정
의 및 측정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동형화
메커니즘의 이론적 배경을 면밀하게 고찰하였다. 또한 이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취득행위에
적용하여 전국 194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제도적 요인들 모두 인증 취
득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연구의 후반부에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는데, 이는 대부분 실증연구
방법 및 변수활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우선 조직진단평가센터에서
진행하는 패널서베이가 2014년도에 자료 수집을 시작한 관계로 1개
년도 자료만 확보되어 사실상 패널서베이의 의의가 사라졌고 단순
횡단면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불확실성 데이터를
측정하지 못하여 모방적 요인 변수에 Frumkin and
Galaskiewicz(2004)의 측정을 그대로 따르는 등 이론을 반영할 만큼
의 변수를 설문자료가 모두 담지 못했다. 연구자들이 추후 이와 같
은 부분들을 보완해서 연구모형을 설계한다면 발전된 연구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론적 내용들과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논의한 부분 등은 후속연구
에 분명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제도적 정당성, 모방, 순응, 제도적
동형화, 의료기관 인증
학번 : 2014-2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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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제 1 절 연구목적과 의의
과거에는 제도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에 치중했던 구제
도주의 유행이 있었고, 그 후 이에 대항한 조직 내 인간의 실제 행
태에 집중하는 행태주의가 등장했다. 최근에는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라는 이름 아래 여러 학자들이 다시 ‘제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구제도주의와는 달리 제도를 독립·종속변수로
두어 그 영향력을 동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조직연구에서 이러한 신
제도주의가 대두된 것은,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로
간주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부터이다(하연섭, 2003).
그런데 신제도주의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그 속에서도 제도
를 바라보는 학문 관점이나 분석수준이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모태
가 되는 학문에 따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정치학적 신제도주
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으로 보인
다(Hall and Taylor, 1996; Koelble, 1995). 다만 이것이 유일한 정답
은 아니고, 오히려 여러 학문적 관점이 함께 적용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다분히 오해의 소지를 만든다는 주장도 있다. 신제도주의를
비환원론적·환원론적 제도주의(e.g., 김난도, 1997; Clemens and
Cook, 1999) 혹은 기능주의·반기능주의(Koelble, 1995)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들이 대표적이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이하 사회학적 제도주의)라고 통칭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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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풍의 성격은 위의 주장들을 참고하여 볼 때 비환원론적·반기능주
의적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institution)를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고안해낸 산물도 아닌 것으로 본다. 오히려 역사의 과정 속
에서 사회 내에 자리잡은 일종의 관습·문화 등 비공식적 성격을 갖
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해 조직은 그 제
도로부터 실제로 경제적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제도를
모방하거나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여 따르게 되고, 그 결과 점차 비
슷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Meyer and Rowan, 1977).
최근 국내에서 이른바 ‘메르스 사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었다. 비록 국민들이 우려하던 수준만큼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안타까운 희생자도 발생하였으며 관광침체 등 기타 사회
문제까지 불러왔다. 비교적 의료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지리적으로도 먼 중동을 진원지로 하는 메르스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의료계의 대대적인 반성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메르스 사태
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의료기관 인증’이다. 보건의료노조
등 다수의 의료업 종사자들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중국 관
광객의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침체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
한브랜드병의원협회가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통해 해외 환자들의 신
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1)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1) 박효순, “브랜드병의원협회 ”국내 의료관광 침체, 한·중 교류로 뚫는다”,
경향신문,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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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인
증평가원의 의료기관 인증 조사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국제의료질관
리학회(ISQua,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care)의
인증을 취득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조직진단평가
센터 2014년도 1차 패널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원 중 절
반 정도는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진료과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병
원들이 똑같이 강제성도 없는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을까?
왜 어떤 병원은 자비를 들여서까지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하고 있지
만 어떤 병원은 그러지 않는 것일까? 본 연구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했다. 과연 한국 병원의 사례에서도
의료기관 인증 취득을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까?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은 무엇을 뜻하는가?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은 어떤 양상으로 병원에 전달되는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였다.
첫째, Dequech(2003)등 최근 일부 학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배태성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이해하고자
했다. 특히 신경제사회학의 주요 개념인 배태성에 대한 Zukin and
DiMaggio(1990)의 분류와, 제도 확산(diffusion of institution)의 요
인에 대한 Tolbert and Zucker(1999)의 접근을 참고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무엇이며, 배태성 의 시각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할
수 있다. 요컨대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주요 쟁점인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의 존재와 그것이 조직에 전달되는 양상은 배태성 개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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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용어의 해석, DiMaggio and Powell(1983)의 동형화
메커니즘을 이용한 변수 정의 및 측정 등에 대해 선행연구를 비판
적으로 검토하였다. 용어의 해석에 관해서는, 표준·기준의 의미를 가
지는 ‘norm’이 ‘규범’으로 번역되면서 정당성과 함께 의미상 혼란을
유발하기도 한다. 예컨대 장석인(2013)의 경우 규범적 동형화를 ‘도
덕적 판단’과 결부시키고 있으며, 현선해(1999)의 경우 ‘제도적 규범’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제도의 속성을 규범적인 것으로 국한시키
고 있다. norm을 번역한 ‘규범’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명확해
지지 않는다면 의미 전달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변수 정의 및
측정에 관해서는, 예컨대 Frumkin and Galaskiewicz(2004)는 측정
대상인 모방행위를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 측정 문항으로 이용
하고 있는 등 선행연구들 사이에 변수의 개념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포함해 전체적인 구성개념(construct)에 대해 심각한 혼동이 발생하
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의 후반부에서 상세히 다루었
다.
셋째,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인증 취득현상을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에서는 전국단위 병원들을 대
상으로 한 사회학적 제도주의 연구가 전무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나아가서 보건복지부 산하 인증기관이 주관
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구 결과는 정
책적 관점에서도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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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질문을 재차 강조하면 다음과 같다.
왜 어떤 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하지만 어떤 병원은 취득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여러 병원들이 인증을 취득할수록 제도적 확산
(institutional diffusion)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제도적 확산
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제도적 요인에 의한 인증 확산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며 Tolbert and Zucker(1999)의 연구 등 다수의 선
행연구가 제도적 확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병원은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대상인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요소에 기인한다. 첫째로, 대상조직이 경제적 요
인의 영향을 덜 받을수록 제도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적절한데
(Tolbert and Zucker, 1999), 우리나라는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자본의 투자경로가 막혀있고 의사 개인의 인건비
명목으로만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요인
의 영향에 덜 노출되어 있다. 둘째로, Tolbert and Zucker(1999)의
접근에 따르면 제도적 행태에는 모방과 순응의 두 측면이 존재하는
데, 특히 객관화(objectification)단계2)에 이른 제도의 경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전제하여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병원이 인증을 취
득한 다른 병원을 모방하거나, 인증제도로부터 비롯된 정당성의 압
력에 순응하여 인증을 취득한다는 것을 모두 전제하였다. 마지막으
로,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이 이미 병원의 행태를 사회학적 제도주의
2) 제도형성 단계에 대해서는 연구의 뒷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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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사항이 된다(e.g., Covaleski
et al. 1993; Lee, 1971; Fennell, 1980; Pfeffer, 1973; Zucker, 1987b).
위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검토와 설문조사를 병
행하였다. 관련 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폭넓게 검토하
였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직진단평가센터에서 주관한 2014년
도 1차 조직패널서베이를 통해 전국 194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얻은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분형 종속변
수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
수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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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제도적 확산 요인의 이론적 고찰
1. 사회학적 제도주의 및 배태성 이론 고찰
왜 ‘사회학적’ 제도주의인가? 이것은 제도를 중요한 변수로
강조하되 특히 사회학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
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쟁점
이 발생한다. 첫째,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둘째,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은 조직에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면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가
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지나치게 제도 결정론적·문
화 결정론적 입장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정정길, 2010).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합리성’과 어울리
지 않는다는 판단을 섣불리 내려서는 안 된다. Oliver(1991)는 이와
관련하여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론가들은 제도적 환경에 따른 조직

의 동질성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조
직의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반응을 간과해왔다” (1991: 151)고
역설한다. 인지적 수준에서 조직이 문화(제도)적 맥락(context) 속에
서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와중에 그러한 방식으로 행위할 수도
있지만,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도 다양한 방식으로 행위자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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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동시에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인간은 의식적·전략적으로 경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특히 신경제사회학파(new sociological
economist)의 주요 이론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들은 ‘배
태성(embeddedness)’ 개념을 들어 오로지 고전경제학적 시각에서
정의된 합리성은 편협하다고 비판하면서, 행태의 합리성·비합리성
구분은 인위적인 것일 뿐 실제로 가능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고 주
장하기도 한다3)(Beckert, 1996; Dequech, 2003; Granovetter, 1985 ;
Granovetter and Swedberg, 2001; Koeble, 1995).
배태성 개념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조
직의 행위가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회
학적 제도주의의 기본 주장은 곧 조직의 행위가 제도적 환경에 배
태되었음을 뜻한다. 최근에는 Dequech(2003), Nee and
Ingram(1998), Brinton and Nee(1998) 등이 배태성 개념을 통해 제
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선행연구는 논지를 전개하면서 ‘배태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배태성 이론을 연관시키고 있다(e.g.,
Casile and Davis-Blake, 2002; Deephouse and Suchman, 2008;
DiMaggio and Powell, 1983; Lownpes, 1996; March and Olsen,
1983; Palmer et al., 1993).

3) 신경제사회학파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배태된 사회구조가 고려된 경제행
위의 합리성을 ‘두텁게 정의된 합리성(thick rationality)’이라고 표현하기
도 한다(Clemens and Cook, 1999 ; Ne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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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으로서의 제도(institution as knowledge)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일컫는 ‘제도’는 인간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고안한 산물이 아니다(김난도, 1997;
DiMaggio and Powell, 1991). 이는 제도를 거래비용 최소화 등의 목
적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간주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입장과
는 대비되는 것이다. 김난도(1997)는 이러한 논지에서 신제도주의를
분류할 때에는 모체가 되는 학문의 이름을 따기보다 환원론적·비환
원론적 신제도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지
적하기도 한다. 또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기능주의적
(functionalism)인 것으로 보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반기능주의적인
것으로서 대비시키는 관점도 있다(하연섭, 2003). 본 연구는 신제도
주의 중에서도 비환원론, 반기능주의적,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
을 종합하여 취한다(이하에서는 축약하여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통
일한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는 관습·문화 등을 포괄
하는 비공식적 제도이자 지식으로서의 제도이며, 이는 행위자보다
사회를 먼저 전제할 때 가능한 개념이다(Goldman, 1999; Rouse,
1987). Berger and Luckman(1966)은 지식으로서의 제도가 사회적으
로 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사회구성론(social
constructionism)’, ‘지식사회학’으로 통칭된 이들의 이론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뼈대 역할을 한다(Scott, 1987). 핵심 내용은, 우리가 일
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지식은 객관적으로는 제도의 형태로 외부
에 구성되며, 동시에 주관적으로는 개인에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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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습관화를 거쳐 제도화된다. 일상생활에서 우
리는 행위에 필요한 지식을 모두 조목조목 비판하거나 반문해보지
는 않는다(Giddens, 1984). 처음에 있었던 구체적인 맥락은 사라지
고, 상호 유형화(reciprocal typification)된 습관들이 당연시된
(teken-for-granted) 제도로서 굳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제
도는 사람들의 인지적 수준에서 선호를 형성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
에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정당성(legitimacy)이 없다는 비판에 직
면하기도 한다.
모든 제도는 형성과정으로서 역사를 가진다(Scott, 1987;
Tolbert and Zucker, 1983; 1999; Zucker, 1977). 이와 관련하여
Tolbert and Zucker(1999)는 어떤 행태(behavior)가 사회학적 제도
주의 이론에 의해 설명되는 것인지를 단순히 횡단면 연구로 검증하
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김태은(2015)은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모형이 조직의 선택에 따른 행동을 제도의 비공식
적 영향력에 의한 것임을 기정사실로 전제해버린다는 점을 지적한
다. 이러한 주장들의 공통분모는 같은 행위도 서로 다른 행태에 대
한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에만 특히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며 엄격한 실험법을 적용
하기 어려운 사회과학의 근본적인 한계이자 특히 인간의 내면 동기
를 탐구하기 어려운 양적 방법의 단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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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연시됨, 정당성과 인상관리
일단 제도가 형성되면 이것은 당연시(taken-for-granted) 받
아들여지는 일종의 관습과도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러한 제도는 정형
화된 양식으로서 선호(preference), 목표와 수단 등을 인지적 수준에
서 형성시키기도 하지만, 모방의 선택지나 정당성의 압력으로 기능
하기도 한다.
이 중 정당성 개념은 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이다.
조직이 제도적 기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정당성이 결여되
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Deephouse and Suchman, 2008).
Suchman(1995)은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정당성 개념이 정작 매
우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그 개념 정의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경향을 반영하여 설득력 있는 정당성
개념정의를 제시했는데 본 연구는 이를 직접 인용하였다.

“정당성은 어떠한 독립체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범,
가지, 신념 혹은 정의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고 적절하거나
적합하다는 일반화된 인식 혹은 가정이다.”(Suchman, 1995;
574)
정당성은 사회적 표준 내지 기준에의 부합(congruence to
social norms)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고(Parsons, 1956), 따라서 정당
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도에 따르는 것이다
(Suchman, 1995: 587). 여기에서 정당성을 평가하는 표준·기준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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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식으로서의 제도’인 것이다. 요컨대 조직의 정당성은 그 조직
의 행위가 제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여부(congruence)에 따라 달라
진다.
이러한 맥락은 인상관리이론(impression-management
theory)을 통해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Goffman(1959)이 제
창한 인상관리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
아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무대에서 배우가 연극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인간은 외부로부터 기대된 역할(role)에 맞는 행동을
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
한 논의는 Mead(1934)의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4)에 근거한다. 즉 자아는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며, 인간은 스스로를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객관화 능력
을 지녔기 때문에 인상관리이론를 비롯한 모든 논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정당성을 지향하는 조직의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
거가 되는데, Leary and Kowalski(1990)가 나열한 인상관리의 동기
(motive)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나타난다.
인간이 외부에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4) 상징적 상호작용론 : 인간은 상징(symbol)을 통해 다른 인간과 상호작
용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그 상황에서 외부의 객관적인 시
선에서 적절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즉 타인의 시선으로 자아를 바
라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습·사회기대 등을 반영한 객관적
자아(Me)를 형성하게 된다. 반대로 주관적 자아(I)의 경우 외부의 시선
과 상관없이 상호작용에서 본인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일종의 주장을 펼치는 자아이다. Mead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진정한 자아(self)가 형성된다고 역설했다.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for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ur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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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대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한다5). 또한 상호작용에서
기대된 역할(role)에 얼마나 부합하는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의 인상이 좌우되는 것처럼, 조직 역시 사회적으로 형성된 제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비록 인상관리이론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지만
조직을 단위로 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연구에도 중요한 이론적 기
반을 제공한다(Ashforth and Gibbs, 1990; Elsbach and Sutton,
1992).
요컨대, 사회학적 제도주의 연구는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
에 의한 조직의 행태를 다룬다(e.g. DiMaggio and Powell, 1983;
1991; Meyer & Rowan, 1977; Tolbert and Zucker, 1977; Zucker,
1977; 1987a; Finnemore, 1996). 그런데 조직은 정당성을 얻기 위해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기도 하지만, 정당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그것
이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인지해서 제도를 모방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정책이전(Policy transfer) 현상을 설명
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e.g. Bulmer and Padgett, 2005;
Lodge, 2003; Radaelli, 2000). 이 경우에는 제도는 조직이 처한 불
확실성에 대처하여 모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Bulmer and
Padgett, 2005).
5) Tolbert and Zucker(1999)는 Giddens(1984)의 구조화이론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인용하면서, 아무리 조직구조가 제도에 동형화 되었다고 해도 조
직의 실제 행위가 조직구조와 괴리되었다면(decoupled) 실질적으로 제도
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본 연
구는 이 관점에 따라 구조와 행위가 분리되는 Meyer and Rowan(1977)
의 ‘decoupling’은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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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경제사회학과 사회학적 합리성
무엇이 ‘합리적인 행위’일까? 합리성(Rationality)을 정의하는
방법은 많고, 다양한 상황에서 ‘합리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그런
데 적어도 사회과학에서만큼은 합리성은 경제학과 가장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다. 이는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서
최적 효율성을 지향하는 선택행위를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합리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동일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Simon, 1955; 1956; Tversky and Kahneman, 1986; Green and
Shapiro, 1994; Ostrom, 1998).
합리성을 정의하는 방법에 유일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경제
학적 관점에서 정의된 합리성 개념을 우세한 것, 나아가 유일한 것
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간 행태는 편익과 비용
이외에도 역할, 의무, 문화 등 다양한 방식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Finnemore, 1996), 자칫 이러한 다른 모든 설명방식들이 ‘비
합리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그
러한 다른 설명방식들이 모두 비용편익의 논의로 ‘환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Brinton and Nee(1998)는 Becker(1978)가 경제학적
접근으로 모든 인간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한 것에 대해 “정
치학과 사회학에 대한 합리적 선택 이론의 제국주의적 확
장”(Brinton and Nee, 1998; 40)이라며 경계하기도 했다. 요컨대 이
러한 접근의 가장 큰 단점은, 다양한 설명들을 부분적으로 조화하거
나 한 가지 행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다는 점이다. 따라서 합리성 개념에 숨어있는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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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심리학적 대안
많은 학자들이 고전경제학적 합리성 개념을 비판하였다. 대
부분은 인간 심리 측면에서의 비판이었으며, 주로 기대효용이론
(expected utility theory)의 가정대로 인간이 효용계산을 하지 않거
나 못한다는 점에 대한 것이다.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을 주장한 Simon(1955; 1965)은 인간의 정보처리능력, 인지능력 및
구체적 상황에서의 심리적 요인들로부터 비롯되는 합리모형의 한계
를 지적하였다. Kahneman and Tversky(1979)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 역시 기대효용이론의 약점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낮은 가능성에도 민감하게, 높은 가능성에도
둔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험이 평가도구로
(heuristic) 사용되면서 일종의 편견(bias)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감수해야 하는 손해를 완벽히 동등하게 인식
하지도 않는다. 즉 전망이론의 핵심은 위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이 신고전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에서 가정하는 대로
계산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Tversky and Kahneman,
1973; 1974; 1979; 1981; 1992). 이러한 접근방식은 추후에 행동경제
학(behavioral economics)이라는 학문 분과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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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학적 대안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신고전경제학의 경직된 합리성 개념
(strictly defined rationality)을 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신경제학파
의 대표적인 학자인 Granovetter(1985)는 인간의 합리적 행위가 효
용극대화의 결과물이라는 해석은 기능주의적, 환원론적인 것에 불과
하다고 말하면서 경제행위의 배태성(embeddedness)을 대안 개념으
로 제시했다. 경제행위가 사회구조에 배태된다는 것은, 사회적 조건
들 속에서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고립되고 원자화된 상
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위가 배태된 사회적 조건들
은 ‘최적 효용 추구’라는 기준으로 볼 때 경제행위를 촉진(promote)
하거나 제한(constrain)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함
께 미친다(Miller and Banaszak-Holl, 2005; Uzzi, 1997).
Zukin and DiMaggio(1990)은 배태성 개념을 확장하여 이를
문화적(cultural)·정치적(political)·인지적(cognitive)·구조적
(structural) 측면으로 분류했다. 구조적 측면의 배태성은 신뢰
(trust)·상호성(reciprocity)·상호 협력(cooperation) 등 경제행위 시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관련된다(Nee and Ingram, 1998;
Granovetter, 1992; 2005). 대부분의 초기 신경제학파 학자들은 구조
적 배태성과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에 집중하였다. 반면 문화적·인지
적·정치적 측면의 배태성은 사회구성론(social constructionist) 및 사
회학적 제도주의와 상당부분 관련된다(Dequech, 2003; Uzzi, 1997).
최근에는 Dequech(2003) 등이 배태성 이론이 지나치게 구조적 측면
에 집중되어 발전해온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행위가 배태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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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들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Brinton and
Nee(1998) 역시 신제도주의를 논하지 않고 단순히 행위자 간 네트
워크 분석만으로는 배태성의 온전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DiMaggio and Powell(1983)의 동형화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동
형화 메커니즘 역시 배태성 개념으로 설명된다.
배태성의 다양한 측면들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전제하거나 그에 의존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
관된다(Emirbayer and Goodwin, 1994). 예컨대 네트워크가 발달되
어 있을수록 제도가 빨리 퍼질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 배태성이 구
조적 배태성에 의존함을 의미하는데(DiMaggio, 1994; Krackhardt
and Kilduff, 2002) 이는 DiMaggio and Powell(1983)의 동형화 메커
니즘을 적용한 본 연구의 모형에도 반영되는 논리이다.
또한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배태성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는 내용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직접 주장하거나(e.g. Brinton and
Nee, 1998; Martin, 2000; Dequech, 2003; 김철, 2003), 논지의 전개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e.g. Deephouse and Suchman,
2008; Casile and Davis-Blake, 2002; Palmer et al., 1993).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을 논의하는 것은 곧 행위자가 제도적 환경에 배태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행위가 배태된 환경은 의식·무의식 수준에서, 경제행위를 보
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Lownpes, 1996). 예컨대 관습으로 인해 경제적 사고가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선호를 형성하고 수단과 목표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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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데에 선택지가 된다는 측면에서 경제행위를 촉진한다고 볼
수도 있다6). 이와 관련하여 Beckert(1996)는 행위자가 문화, 제도,
구조 등에 의존하여(rely on)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이 경제행위를 보완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Ostrom(1998)
은 신뢰, 상호성 등이 딜레마(social dilemma)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효용을 추구하도록 돕는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배태된
환경이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3) 소결
합리성과 배태성, 그리고 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매우 방대하
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두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 간략한 논의를 통해서도 다음의 중요한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Finnemore(1996)가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가 곧 동질
화(homogeneity)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역설한 것은 이를 함축적으
로 드러낸다.
첫째, 행위는 고전경제학이 가정하는 대로 비용편익의 논리
에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Beckert(1996)는 이를 홉스 문제7)의
6) 제도의 역할을 경제행위를 제한하거나 보완하는 등 부정적·긍정적인 것
으로 나누는 것이 점차 무의미해졌다는 주장도 있다(Clemens and
Cook, 1999). 예컨대 행위자 간 네트워크도 사회적 교환관계와 경제행위
에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일
종의 제약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양면적이다(Nee and Ingram,
1998; Powell, 1991; Uzzi, 1997).
7) 홉스의 원자화된 개인의 효용극대화 가정은 철학에서도 뜨거운 주제이
다. 예컨대 Habermas(1996)는 서로 고립된 개인이 본인의 이익을 극대
화하기 위한 선택이 모인 결과물을 사회계약이라고 주장한 홉스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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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장(reintroduction of Hobbsian problem)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는 원자화된 개인이 온전히 백지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는 가정의
허점을 비유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Lownpes, 1996).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나 배태성 개념이 경제학 이론과
전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망이론의 관점을 취
한다고 해서, 인간이 보다 높은 효용을 추구하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다. 구조화된 영역 속에서의 인간
행태는 사회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의해 완
전히 결정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성을 띈다(Giddens, 1984).
배태성 개념 역시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인간을 상정하는 과소사회
화와 인간의 자율적 행위를 전면 부정하는 과대사회화 개념을 모두
반박한다(Granovetter, 1985; Orru, Biggart and Hamilton, 1991; 유
홍준, 1994; 1997). 다수의 학자들은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비롯한 사
회학적 접근들이 경제학적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서로
‘다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며(Meyer and Scott, 1991; Jepperson,
1991; Scott, 1987; 1991; Powell, 1991; Friedland & Alford, 1991;
Suchman, 1995; Hall and Taylor, 1996; Zucker, 1987; Carruthers,
1995; Eisenhardt, 1988),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행태를 분석
할 때에도 그 속에서의 전략적 논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역
설하는데(Hitt and Tyler, 1991; Hrebiniak and Joyce, 1985;
Goodstein, 1994), 이들은 모두 경제학 이론과 사회학적 설명들 간의
를 반박한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의사결정의 절차적 측면을 간과하면 사회적 행위와 사회제도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고, 기능주의·환원론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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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행위는 제도적 환경에만 배태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측면의 배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제도·문화 결정론적 관점에 빠지면 동질성에만 주목하게 되어 정작
조직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역
설한다(Covaleski and Dirsmith, 1988; DiMaggio, 1988; DiMaggio
and Powell, 1991; Elsbach and Sutton, 1992 ; Mezias, 1990;
Oliver, 1991; Goodstein, 1994).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요인
들’이란 꼭 경제적 요인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제도 이
외에 행위가 배태된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DiMaggio and Powell(1983)이 제시한 동형화 메커니즘은
이러한 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 가지 동
형화 메커니즘은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도대체 어떻게 행위자
인 조직에 전달되는지를 조직이 배태된 다양한 측면을 중심으로 설
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조직은 제도적 환경에 배태되어 있으며 제도의 비공식
적 영향력에 노출되지만 제도적 배태가 조직의 배태된 양상을 전부
설명하지는 않는다.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맥
락, 제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직들 간 네트워크의 형성 정도, 조
직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한계 등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고려해야
만 행위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DiMaggio and
Powell(1983)은 추후 경험적 연구과제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제시했는데 이는 조직이 다른 조직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즉 어떻게 구조적으로 배태되었는지(structurally embedded)8)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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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가설이다.

“가설 A-5 : 조직 관리자가 전문 단체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그 조직이 그 영역의 다른 조직들과 더욱 비슷해질 것이
다.“(DiMaggio and Powell, 1983; 155)
Brinton and Nee(1998)는 신경제사회학자들이 네트워크 분
석에만 집중하고 제도의 영향력을 간과하면 배태성을 온전히 설명
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는데, 이는 어느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함을
역설한 것이 아니라 배태된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반복하여 강조하면, 선행연구에서 가장
흔히 인용되고 있는 DiMaggio and Powell(1983)의 동형화 메커니즘
은 다양한 배태 측면들을 반영하여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8) 여기에서 쓰이는 ‘구조’는 조직구조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는 배태성 분
류에 사용된 개념으로,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를
나타낸다는 네트워크 의미에서의 ‘구조’이다. Zukin and DiMaggio(1990)
는 이를 구조적 배태성(structural embeddedness)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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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동형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다(e.g. DiMaggio and Powell, 1983; Radaelli, 2000;
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LeTendre et al., 2001; Lai et al.,
2006; Tuttle and Dillard, 2007; D’Aunno et al., 1991; Beckert,
2010; Calvin and Cindy, 1993; Lowrey, 2005). 이들의 동형화에 대
한 공통된 중심 연구질문은 ‘왜 서로 다른 조직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가?’이다. 사회학적 제도주의 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을 주장하는데 이는 Hannan and Freeman(1977)
등 조직군생태학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조직군생태학 이
론은 환경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아낸 조직들만 마치 ‘자연선택
(natural selection)’처럼 세월을 거치며 살아남았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이것은 경제학적 설명과 크게 다
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동형화 현상은 이처럼 ‘왜 서로 다른 많은 조직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지
만, 실제로 직접 측정해야 할 대상변수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 예
컨대 동형화를 종속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들의 비슷한 정
도’를 나타내는 지수나 지표를 설계해야 하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특정 구조나 정책, 제도9)를 대상
으로 ‘제도적 확산(diffusion)’. ‘제도 채택(adoption)’. ‘제도적 변화
9) 이 제도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통용되는 비공식적 제도 개념과 다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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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change)’, ‘제도에의 반응(responsiveness)’ 등 제도적
동형화로 이르는 각 조직들의 제도적 행태를 분석하였다. 다만 이들
은 겉보기에 표현이 다를 뿐 같은 현상을 일컫는데, 이를테면 조직
이 제도를 채택한다는 것은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많은
조직이 제도를 채택할수록 제도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하에는 이
에 관한 대표적인 실증연구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다.
[표 1] 선행연구의 분석대상 및 제도적 행태
제도적
연구자
분석 대상
행태(현상)
혁신(Civil 제도적 확산
Tolbert and Zucker(1983) 공공서비스
Service Reform)
탁아서비스(child care 서비스 채택
Goodstein(1994)
service)
Frumkin and
관료제적
Galaskiewicz(2004) 관리(bureaucratic control) 조직구조 차용
AACSB
Casile and
인증기준(accreditation 제도에의 반응
Davis-Blake(2002)
standard)
Davis(1991)
포이즌 필(Poison Pill)10) 제도적 확산
M형
Palmer et al.(1993)
구조(Multi-dimensional 구조 채택
form)
소매상 보상제도(Retail 정책 시행
Eisenhardt(1988)
sales compensation)
학교 커리큘럼(curriculam 제도적 확산
Rowan(1982)
programs)
10) 포이즌 필(Poison Pill) :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기 위한 방책을 의미한다.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6th Edition © HarperCollins
Publisher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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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메커니즘에 관
한 이론적 논의
‘제도적’동형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형화 현상이 사
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을 통해 설명된
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Tolbert and Zucker(1999)에 따르면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
력에 의한 제도적 확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조직은 실제로 유용하다고 인지하여 제도를 모방(imitate)한다. 둘째
로, 조직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정당성에 대한 제도적 압력에 순
응(conform)한다. 요컨대,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 하에서 조직이 다
른 조직의 제도적 행태를 모방하거나 혹은 제도적 압력에 순응한다.
전자의 경우 제도는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표준)이 되며, 후자의
경우 제도는 조직이 모방할 수 있는 선택지 혹은 대안이 된다.
[표 2] 두 가지 종류의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
제도적 확산 요인
(impetus for diffusion)
제도가 모방의 선택지 제공
제도로부터 정당성의 압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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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제도적 행태
다른 조직의 제도적 행태
모방(imitate)
제도적 압력에 순응(conform)

1) 제도적 확산 요인의 기본 논의
(1) 모방의 선택지 제공
모방에 의한 제도적 확산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여’
다른 조직의 제도적 행태를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제
도가 기존에 인정받은 것으로서 일종의 안정적인 모방의 선택지가
된다.
이는 최근 정책학에서 논의되는 정책이전(Policy transfer)
현상과도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정책이전은 조직 수준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는 외부로부터 성공적이라고 인정되는
정책을 조직에 수입하는 행위를 뜻한다(Dolowitz and Marsh 1996;
2000; Evans and Davies 1999; Radaelli 2000; James and Lodge
2003, Lodge 2003, Bulmer and Padgett 2005). 예컨대 어떤 경영관
리기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정평이 난 경우, 조직이 이 기법을 통
해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인지하여 모방했다면 정책이전 현
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벤치마킹 역시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수의 학자들이 벤치마킹을 조직이 경제적 목표를 추구할 때 기존
에 성공적이라고 인정된 사례를 모방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Vorhies and Morgan, 2005; Zairi, 1998).
제도는 모방의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인지적
한계에 대한 일종의 대안이 된다. 일례로 DiMaggio and
Powell(1983)은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거나 환경이 복잡할수록 주변
조직의 제도적 행태를 모방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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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조직의 인지적 여건들에 따라 제도 모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쉽게 말해, 최선의 대안(optimal solution)을 스
스로 찾아내기 어려운 조직이 차선으로 취할 수 있는 행태가 바로
모방이며, 모방의 대상이 되는 다른 조직의 행태가 ‘이미 성공적이
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즉 그러한 비공식적 제도가 사
회에 형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Dolowitz and Marsh(2000)가 제시한 정책이전 연속선은 특
히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정책이전을 자발적·강제적인 것으로 나누
면서, 연속선상의 좌측 극단에 합리모형을 상정하고 중간에는 인지
적 한계·사회제도 등을 반영하였다. 이 연속선은 제도적 확산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제한된 합리성에 의한 학습(lesson-drawing)은
곧 모방에 대응된다. 행위자의 인지적 한계로 인해 행위자 홀로 목
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고안하지 못하고, 기존에 성공적이라
고 인정받은 정책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보다 우측에 위치
한, 자발적이지만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정책이전은 뒤에서 살펴볼
제도적 압력에의 순응과 대응된다. 즉 감지된 필요성(perceived
necessity)에 바로 제도적 정당성의 획득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림 1] 정책이전 연속선(Policy transfer continuu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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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성의 압력 행사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한데(Duncan, 1972; Child, 1972; Raymond, Charles, Alan and
Coleman, 1978),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 역시 이러
한 환경의 범주에 포함된다. 조직은 제도적 환경 속에서 정당성
(institutional legitimacy)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방법으로 가장
쉬운 것은 제도에 따르는 것이다12)(Suchman, 1995). 이 때 제도는
정당성을 평가하는 표준(criteria)이 되며, 이는 곧 조직에 ‘제도적 압
력(institutional pressure)’으로 발현된다. 왜냐하면 제도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면 정당한 것이고, 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순응과 모방은 모두 조직들이 비슷해지는 제도적 동형화 현
상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서로 같아진다는 점에
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왜
그렇게 같아지는지의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적용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이러한 두 가지 설명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이로써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규정된 제도의 비공식
11) Dolowitz, D. P. and D. Marsh (2000). "Learning from abroad: The
role of policy transfer in contemporary policy�making."
Governance13(1): 5-23에서 직접인용
12) Suchman(1995)은 제도 자체를 조작(manipulate)하는 등 제도에 따르는
것 이외에 조직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strategy)들을 제시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주요한 것으로 꼽히는
모방과 순응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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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간단히 요
약하면,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으로 인해 조직은 다른 조직의 제도
적 행태를 모방하거나,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고 그 결과 많은 수의
조직들이 점차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비공식적 영향력은 어떻게 조직에 전달되는가? 언제 어디서나 동일
한 정도로 전제될 수 있는 개념인가? 결론부터 밝히면 그렇지 않으
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배태성(embeddedness)이다. 사실
상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은 조직이 배태된 환경의 다양한 측면
중 하나를 다룬 것일 뿐이다. 실제로 어떠한 양상으로 조직이 제도
적 행태를 하게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Zukin and
DiMaggio(1990)이 설명한 배태성의 네 가지 측면을 모두 고찰할 필
요가 있다
(3) 배태성의 네 가지 측면
Granovetter(1985)가 구체화한 배태성 개념의 요지는 인간은
고립된 채로 경제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태성의 종류를 살
피기 전에 먼저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학적 제
도주의는 배태성 개념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제도가
조직에 모방의 대안을 제공하거나 정당성의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
은 곧 조직이 제도적 환경에 배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사
회학적 제도주의는 배태성 개념과 따로 떼어서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두 이론을 함께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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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Zukin and DiMaggio의 네 가지 배태성13)

둘째, 행위의 배태성은 어느 한 가지 측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초기 신경제사회학자는 네트워
크 시각(network-based perspective)에 근거하여 구조적 배태성
(structural embeddedness)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했지만, 사실상 행
위는 구조적 측면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 배태된다. Brinton and
Nee(1988)은 이러한 점에서 오로지 네트워크 분석에서 접근한 배태
성 개념만으로는 신고전경제학의 행위가정을 비판하기에 한계가 있
다고 말하면서 제도의 영향력을 같이 고려해서 분석해야 함을 다음
과 같이 역설했다.

“실제로 행위주체 간 네트워크만을 설명변수로 고려하는 신경
제사회학은 국가, 법, 규제, 계약, 소유권제도, 기타 조직 등
13) 본 연구는 배태성 이론에 근거하면서도 특히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입
각한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 배태성을
강조하기 위해 음영을 어둡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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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제도 뿐 아니라 사회 규범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의
역할도 적절히 설명해낼 수 없다.”(Brinton and Nee, 1988;
23)
Zukin and DiMaggio(1990)은 배태성을 인지적·문화적·구조
적·정치적 배태성으로 나누었으며 Dequech(2003)은 이를 일목요연
하게 정리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각각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
다.
문화(제도)적 배태성(cultural embeddedness)은 “경제적 목
표를 추구할 때 공유된 집합적 이해의 역할”로 정의된다(1990; 17).
공유된 집합적 이해의 역할이란,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을 대변하는데 여기에서 제도가 바로 그 사
회 내의 공유된 이해이다. 요컨대, 제도가 모방의 선택지를 제공하
고 행위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표준이 된다는 것은 행위가 문화적으
로 배태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문화와 제도는 결국 서로 같은 의
미로 사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문화적 배태성은 곧 제도적 배태성을
뜻한다. 문화와 제도의 대응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의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다루었다.
인지적 배태성(cognitive embeddedness)은 “경제적 사고를
제한하는 행위자의 인지적 능력의 한계”를 뜻한다(1990; 15-16).
Simon(1965)이 주장한 제한된 합리성이 대표적이다. 인간의 인지능
력으로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완벽하게 효용을 계산할 수
없다. Dolowitz and Marsh(2000)가 제시한 정책이전 연속선에도, 정
책이전이 인지적 한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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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행위자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모색하기에
는 환경이 불확실하거나 정보의 수준이 높은 등의 경우에 이에 대
한 대안을 탐색하게 된다. 기존에 성공적인 것으로 인정된 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하나의 손쉬운 방법이다. 이는 모방적 동형화와 관련
된다.
구조적 배태성(structural embeddedness)은 대부분의 신경제
사회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배태성의
한 측면이다. 신경제사회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평가되는
Granovetter(1973)는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을 아우를 수 있는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조적 배태성
연구에 집중했다. 행위자 간 네트워크의 양상이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strom(1998)은 행위자 간 신뢰(trust)와 상호성(reciprocity) 등의
양상이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구조적 배
태성은 제도 모방 혹은 제도적 압력에의 순응과도 깊게 연관된다.
예를 들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과 더 많이 교류할수록
해당 조직들이 속한 조직장의 제도에 의한 정당성의 압력이 강해질
수도 있다. 이는 표준(규범)적 동형화와 관련된다.
정치적 배태성(political embeddedness)은 “경제제도 혹은 경
제적 의사결정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권력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양
상”을 의미한다(1990; 20). 이를 제도분석에 적용하면, 제도 간 경쟁
혹은 제도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행위자들 간의 경쟁에 개입되
는 힘의 불균형의 양상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Dowling
and Pfeffer(1975)은 조직이 다른 특정 조직에 생존에 필수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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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측면에서 더욱 많이 의존하고 있을수록 그 조직으로부터 파생
된 제도의 영향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정부(government)야말로 각종 인증과 자격부여 등의 정책을 통해서
제도를 형성하고 보급하는 강력한 주체로 평가받고 있는데, 정치적
배태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정부의 통제·의존 관계를 파악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강제적 동형화와 관련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전제하거나 그에 의존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
로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이다(Emirbayer and Goodwin, 1994).
2) 배태성의 양상과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메커니즘
앞에서 Tolbert and Zucker(1999)의 논의를 검토하며 특히
제도적 배태성에 집중하여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의 구체적인 내
용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력이 조직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는 다른 측면의 배태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것이
DiMaggio and Powell의 세 가지 동형화 메커니즘이며, 이는 Zukin
and DiMaggio(1990)의 각 배태성 양상들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강제적 동형화는 정당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정치적 영
향력에서 비롯된다; 2) 모방적 동형화는 불확실성에 대한 규
범적인 반응으로서 나타난다; 3)규범적 동형화는 전문화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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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비롯된다”(DiMaggio and Powell, 1983; 150)

강제적 동형화는 행위자와 동등하지 않은 권력을 가진 외부
주체와의 관계로부터 발생한 제도적 영향력의 결과이며, 정치적 배
태성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모방적 동형화는 행위자가 처한 인지적
여건에 대해 발생한 제도적 영향력의 결과이며 이는 인지적 배태성
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동형화의 경우 행위자가
과연 어떠한 네트워크 속에 있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단체나 행위자
들과 상호작용하였는지의 양상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이며 이는 구조
적 배태성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이하에서는 각 동형화 메커니즘을
유발하는 요인들과 관련된 배태성의 개념을 연관시켜 논의하였다.
(1)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과 제도적 배태성
조직이 다른 조직의 제도적 행태를 모방하거나, 제도로부터
의 정당성의 압력에 순응하여 제도에 따른다는 것은 조직이 제도적
환경에 배태됨을 뜻한다. 그런데 Zukin and DiMaggio(1990)는 이를
문화적 배태성이라고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문
화와 비공식적 제도가 동일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Dequech(2003)는 Hodgson등 다수의 학자들이 문화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지만, 이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목적에 맞게 먼저 정확히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와 ‘제도’가 사회학적 제도주의 입장
에서는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Dequech(2003)
은 Gruchy(1987)가 신고전경제학의 homo economicus의 대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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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 culturalis와 homo institutionalis을 상호 대체 가능한 개념으

로 제시한 것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Berger
and Luckman(1966)의 지식사회학의 내용에 기반하여 정의내린 ‘제
도’는 곧 문화와 상호 교환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유홍준(1997)에 따르면 DiMaggio 등을 포함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이러한 관점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론적 관점’으로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14).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병원은 제도적 환경에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취득행위를 모방하거나, 의
료기관 인증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당성의 압력에 순응하여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DiMaggio and
Powell의 세 가지 동형화 메커니즘을 인용하였으며, 이하에서는 메
커니즘의 각 유형을 배태성의 양상들과 연관시켜 자세하게 고찰하
였다.
(2) 모방적 동형화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모방적 동형화 메커니즘은 불확실성 등 조직이 처한 인지적
한계와 연관된다. 미국에서의 혁신 확산을 다룬 Walker(1969)의 고
전적인 연구는 기존에 사회에서 성공적이라고 인정받는 사례를 모
방하는 것은 인지적 한계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자발적인 노력의
14) 유홍준(1997)의 경우 신경제사회학과 문화론을 분리하고 있다. 하지만
추후 Dequech(2003)의 연구 등 후속연구에 따르면 이들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행위가 배태된 측면의 일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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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임을 역설한다. 여기에서 조직이 마주한 환경이 불확실하거나
조직의 목표가 모호한 등 모방을 촉진하는 요인들은 곧 조직의 인
지적 배태 양상을 의미한다15).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하며, 불확실
성은 조직행태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환경변수로 언급되고 있
다(Thompson, 1967; Lawrence, Lorsch and Garrison, 1967;
Williamson, 1975; Scott, 1987, Weitz and Shenhav, 2000). 불확실성
은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 따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를 필
요한 정보와 인과이론에 대한 불확실성, 가능한 결과들이 발생할 확
률 및 확신의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등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조직이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개념
으로 접근할 개념이라는 점이다(Duncan, 1972).
조직은 인지적으로 배태된 양상에 따라, 즉 각자가 불확실
성을 인지하는 방식과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대처한다.(Thompson,
1967; Duncan, 1972). 조직은 서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신뢰
를 쌓을 수도 있고(Ostrom, 1998), 기존에 형성된 제도를 모방할 수
도 있다(DiMaggio and Powell, 1983). 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일명
벤치마킹 혹은 모델링의 행위와 대응된다(Cohen and March, 1986 ;
DiMaggio and Powell, 1983). 이 경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
15) 주의할 것은 모방적(mimetic) 동형화가 아니라 규범적 동형화 속에서
도 제도 모방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전문지식을 접한 조직이 이를
모방(imitate)할 수도 있는 것이다.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메커
니즘은 결과로서의 제도적 행위를 분류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모
방과 순응 등의 제도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원인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모형임을 명확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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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만큼 기존에 인정받은 제도를 모방하
는 것은 조직에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3) 강제적 동형화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강제적 동형화 메커니즘은 조직의 정치적 배태양상과 밀접
하게 관련된다. Berger and Luckman(1966)은 제도가 구성될 때 일
종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권력16)을 서로
다르게 보유한 조직들 간에는 경쟁이 발생하는데(Pfeffer and
Salancik, 1978; Zald, 1970; Benson, 1975), 이는 비공식적 제도를
둘러싼 조직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Hall and Taylor, 1996;
Carruthers, 1995; Galaskiewicz, 1985; Finnemore, 1996; DiMaggio,
1988; Clemens and Cook, 1999). 이러한 정치적인 경쟁은 하나의 제
도를 둘러싼 조직들 간 뿐 아니라 복수의 제도 사이에서도 위계서
열(hierarchies of institutional demands)의 형태 등으로 가능하다
(Scott, 1987; Finnemore, 1996; D’Aunno, Sutton and Price, 1991).
이와 관련하여 DiMaggio and Powell(1983)은 강제적 동형화가 정치
적 영향력에서 비롯된다고 명확히 주장하고 있다.
James and Lodge(2003)는 신제도주의 분석이 강제적 정책
확산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역학에 대한 시야를 제공한다고 주장하
는데, 이는 정치적 배태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16) 사회적 권력 : “한 행위자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의 저항에도 불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의 척도”. 하버마스, 위.,
Habermas, J., 한상진, & 박영도. (2010). 사실성과 타당성. 파주: 나남출
판에서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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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신제도주의를 모(母)학문의 명칭을 따서 명
명하는 것은 다양한 학문들의 이론적 기여를 이해하는 데 방해된다
는 김난도(1997)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가. 정부의 역할
Deephouse and Suchman(2008)은 정당성의 원천(sources of
legitimacy)을 파악하는 것이 사회학적 제도주의 연구에서 매우 중
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당성의 원천이란, 비공식적 제도를 주로 생산
하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주체
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정부
(government)이다(Zucker, 1987a; DiMaggio and Powell, 1983;
Thomas and Meyer, 1984; Scott, 1987). 정부는 각종 인증
(accreditation), 승인(approval), 홍보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정책들을 통해 제도를 형성하고 사회에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DiMaggio and Powell(1983)은 중심이 되는 정부와 기타 조
직들의 정치적 의존관계에 따라 제도가 확산되는 과정을 강제적 동
형화라고 불렀는데 이는 두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는
정부와 같은 강력한 주체가 법과 정책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정당성
있는 제도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며, 둘째로는 조직들은 특히 스스로
가 의존하는 대상에게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
가 강제적 동형화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는 현대 사회에서 합법
적인 권력을 가진 가장 강력한 주체이며 동시에 대부분의 조직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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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역시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병원들의 강제적 동형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정부 간 정치적 의존관계가 어떻게 형성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조직 유형을 유의미한 변수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조직유형
구분의 실익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가 조직연구에 있어서 과연 유효한 기
준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조직과 민간조
직은 점점 더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영역들이 점점 서로 겹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나누기도 어렵다(Haque, 2001; Kettl, 1993;
Weisbrod, 1997; 2000).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조직을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하는 단순 이분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Bozeman,
1987; Simon, 1991; 1998). 일부 학자들이 소유관계 및 재정지원, 공
공성 등의 다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들을 제시했으나
(Bozeman, 1987; Wamsley and Zald, 1973) 이들 역시 완벽하게 배
타적이거나 포괄적이지는 못하다.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과 마주한
사회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공공과 민간의 단순 이분법적
구분이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Rainey, 2009).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구별이 무의미
한 것은 아니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다른 선험적 근거(a priori
rationale)를 가진다(Rainey, 2009).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경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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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실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
를 보인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이다(전영한, 2009). 본 연
구에서도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정부에 대한 의존도에 차이가 있
다고 가정하고 강제적 요인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제도주의 연구에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가 다양하고, 그 중 어느 부분에 집중하여 연구에 적용할 것인
지에 따라 모형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Frumkin and
Galaskiewicz(2004)같은 경우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를 산출
(output) 측정과 투입(input) 통제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파악하였
다. 이들은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투입과 산출을 명확히 통제
하고 측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특징은 DiMaggio and Powell의 세
가지 동형화 촉진요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
라는 가설을 세운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직유형 더미변수가
조절변수로서 모형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유형
변수를 조절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공공조직이
민간조직에 비해 정부에의 의존도가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자
체가 강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착안한 결과이다.
(4) 규범적 동형화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표준(규범)적 동형화 메커니즘은 조직의 구조적 배태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DiMaggio and Powell(1983)은 이를 특히 전문
화(professionalization)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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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점차 전문가와 전문집단에서 생산되는 전문지식으로부터 제도
화가 촉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전문화’보다도 조직들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주변 조직과 상호작용하는지, 조직이 어떤 집
단에 소속되었는지 등 네트워크의 양상이다. 즉 핵심은 ‘전문성’이
아니라, 이러한 전문성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산되고 퍼져
나가는지 여부이며, DiMaggio and Powell(1983)는 그들의 원 글에
인력 채용 및 이동, 같은 교육기관에의 소속 등의 예시를 통해 명시
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 배태성을 염두에 둔 표준(규범)적 동형화를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조직이 속한 전문단체, 조직들
의 상호작용 빈도 등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변수들을 통해 규범적
동형화를 측정하고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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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이상에서는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메커니즘이 배
태성의 양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제도적 동
형화는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 때문에 발생한다. 조직은 제도를 모
방하거나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여 제도에 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서로 다른 조직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둘째, 이러한 제도
적 영향력은 모든 조직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며 조직이 인지적·구조
적·정치적으로 배태된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모두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지만, 이것은 조직의 행
태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이하에서는 제도 확산에 영향
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로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고찰하였다. 첫째로,
제도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요인이다. 제도의 비공식적 영
향력은 사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제도가 얼만큼의 기간을 통해 어
느 정도 성숙했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의 양상과 강도가 달라진다.
예컨대 유명해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떠한 신경영기법이 있다고
할 때 그로부터 발생하는 정당성의 압력은 미미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제도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기 때문에 Tolbert and
Zucker(1999)은 단순한 횡단면연구(cross-sectional research)는 사회
학적 제도주의 연구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둘째로, 조직의 선택 행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설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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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경제학적 설명이다.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갖는 의의가 대단
히 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학문의 이론적 성과를 완전히 대
체할 수는 없으며 비용편익에 따라 선택을 한다는 합리적 인간에
대한 경제학의 가정은 여전히 강력하다. 따라서 병원이 경제적 효용
을 목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영향력을 통제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제도 형성과정 : 시간적 요인
횡단면 연구에서 제도 형성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의 비
공식적 영향력이 언제나 동일한 정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전제해버
리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Tolbert and
Zucker(1999)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단순 횡단면 연구를 실시하면서
도 분석대상 제도의 형성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공식적 영향력을
전제했다는 점을 비판한다. 국내연구 중에서는 김태은(2015)이 이를
적절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특히, 기존의 제도적 동형화 3가지 압력은 그 자체로
유용한 메커니즘임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 정책수단, 혹은 제
도가 선택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제약적이다. 특히, 이들 3가지
압력의 대 전제는 ‘선택’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중략)
이는 동형화 이론이 갖는 모호성(ambiguity)을 보여주기도 한
다.”(김태은, 2015;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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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bert and Zucker(1999)는 제도 형성과정을 크게 세 단계
로 나누었다. 처음에 특정 사건으로 인해 제도 혁신(innovation)이
발생하고 나면, 이것은 완전하게 제도로 자리 잡기까지 습관화
(habitualization), 객관화(objectification), 토착화(sedimentation)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객관화 단계와 토착화 단계를 예를 들어볼 수
있다. 토착화 단계, 즉 조직은 완전히 자리 잡은 제도를 모방하기보
다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기 쉽고, 동시에 상당
한 정도의 동질성을 띈다. 반대로 그보다 덜 성숙한 객관화 단계의
제도를 조직은 모방하기도 하고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기도 한다. 그
리고 이 단계에서는 모든 조직이 제도에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중
간 정도의 동질성이 나타난다.
[표 3] 제도 형성 단계별 차이17)
차원
(Dimension)
단계
확산 요인
(Impetus for
diffusion)
제도적 행태의
편차
(Variance in
implementation)

초기 제도화 준 제도화
성숙 단계
(Pre-instituti (Semi-instituti
(Full
onalization) onalization) institutionalization)
습관화
객관화
토착화
모방

모방/순응

순응

많음

보통

적음

17) Tolbert, P. S., & Zucker, L. G. (1999).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stitutional theory. Studying Organization. Theory & Method.
London, Thousand Oaks, New Delhi, 169-184.에서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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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회에 널리 알려진 지 얼마 안 된 정부시책에
대해 제도적 압력에 의한 조직 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
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정부시책은 혁신 혹은 습관화 단계에
머물러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적 압력이 발생할 만
큼 성숙하지도 않았으며 확산의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과 제도적 배태성을 논의하기 쉽지 않을 것
이다.
의료기관 인증은 정부로부터 실시되는 전문 인증이라는 점
에서 정부와 전문기관의 제도 생산에 주목한 DiMaggio and Powell
의 동형화 메커니즘을 적용하기에 알맞다는 판단이 가능하고,
Casile and Davis-Blake(2002) 등의 학자들에 따르면 인증의 경우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아직 연구
가 부족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 분석방
법을 채택하는 만큼 시간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로 제도적 행태의 편차를 이용하였다. 의료기관 인증제의 경우 194
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절반의 병원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채택의 편차(variance in implementation)
가 중간(moderate)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제적 요인
조직이 처한 환경은 크게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양쪽 환경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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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arruthers, 1995; Powell, 1991; Dimaggio and Powell, 1983;
Meyer & Scott, 1991; Jepperson, 1991; Scott, 1987; 1991;
Friedland & Alford, 1991; Suchman, 1995, Hall and Taylor, 1996;
Zucker, 1987a). 기술적 환경이란 조직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의미한다. 기술
적 환경에 대해 조직은 경제학적 논리로 대응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도 가장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자 한다. 수요와 공급, 가격, 서비스의 질 등 행위의 경제적 효용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기술적 환경의 구성요소이다. 이와 달
리 제도적 환경은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을 의미
한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환경은 조직이 마주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환경일 뿐 반드시 모순되는 관계는 아니다. 오히려 조직은 이
러한 양쪽의 환경 모두에 영향을 받으며 상당한 경우 동시에 영향
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쪽에 초점을 두더라도, 반대쪽 환경요
인들의 영향력도 연구에 함께 통제변수 선정 등을 통해 함께 반영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Tolbert and Zucker(1999)는 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인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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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향후 성과가 기대되는 이론 분야이지
만, 아직까지 관련 연구들이 일관된 합의를 이루고 있지는 못한 상
태이다. Tolbert and Zucker(1999)는 제도주의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유희적 표현을 통해 핵심 개념의 정의, 측정 및 방법론상
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아직까지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도 다방면으로 충분히
축적되지는 못한 상태이다(Galaskiewicz, 1985).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정당성’과 ‘규범’ 등 용어의
해석 및 번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용어는
‘norm’이다. 일례로 normative isomorphism의 경우 ‘규범적 동형화’
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
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부분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는지를 이하에
서 자세히 고찰하였다.
둘째로, 대부분의 연구가 DiMaggio and Powell(1983)이 제
시한 강제적(coercive), 모방적(mimetic). 표준(규범)적(normative) 동
형화 메커니즘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은 동형화의 주
요 요인들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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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만큼 유명해졌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배태성 개념 등과
관련하여 면밀히 고찰하지 않으면 실증연구의 변수 정의 및 측정에
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들 사이
에서 동일한 연구모형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변수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증연구에서 변수 정의에서 발생한 오류
는 연구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논의이다.

1. 용어 이해에서의 유의점
국내 연구들은 ‘normative isomorphism’을 ‘규범적 동형화’라
고 번역하여 인용하고 있다(e.g. 현선해, 1999; 최창수, 2008; 최세경·
현선해, 2011; 장석인, 2013; 박지영, 2013; 강영철·이철주, 2009; 정
병걸, 2004; 정다민, 2013). 김훈호 et. al.(2011)은 규범적 동형화를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어떠한 문화적인 공감대가 조직 동질화를
유도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강영철, 이철주(2009)는
전문기관 등에 의해 조직형태에 관한 규범이 보편화되는 것을 규범
적 동형화로 이해하면서 특히 ‘규범론적 논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백평구(2013) 역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언급하며 김훈호 et. al.과 거의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
다. 그런데 ‘규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러한 해석들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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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당성’과 ‘규범’이 동어반복의 문제를 일으킨다. ‘제도
라는 기준에 마땅히 부합해야 한다’는 개념은 ‘제도적 정당성’이다.
정당성의 압력은 곧 제도가 조직이 제도에 부합하는 행태를 보이도
록 만드는 압력이다. 여기에서 정당성은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속성을 띄기 때문에 일종의 규범이다. 따라서 norm을 규범으로,
normative isomorphism을 규범적 동형화로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
은, 이를테면 ‘정당성적 동형화’로 이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
지만 ‘정당성적 동형화’는 논리적으로 모순인데, 그 이유는 정당성은
규범적 동형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동형화 유형을 포함
한 모든 제도적 행태의 ‘동기’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제도에 따라야
한다’는 정당성의 압력은 곧 ‘제도에 따라야 정당하다’는 것을 뜻하
고, 따라서 정당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한 규범이라는 단어를 당
위성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제도의 내용이 반드시 규범성을 띄지는 않음에도 규범
이 제도의 내용(content)을 규정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훈호 et. al.(2011)이 제시한 규범적 동형화의 두 가지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다. 이들은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도입된 미국식 경영기법
과,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두 가지 사례로 꼽
았다. 미국식 경영기법이란 이를테면 특정 기법이 경영효율을 증진
한다는 사실(fact)과 관련된 인과관계의 총체를 의미할 뿐 규범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은 대학생은
봉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규범성을 띈
다. 이렇듯 비공식적 제도가 반드시 규범성을 띄는 것은 아님에도
norm을 규범으로 번역하게 되면 자칫 제도의 속성을 규범으로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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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arch and
Olsen(2005)은 공동체성과 시민성을 설명하면서 전자를 도덕적 사
려, 후자를 규칙과 제도를 지키는 부합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와 결부시키고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부합성과, 그 기준 자체가 띄는 규범적 속성은 전
혀 다른 이야기이다. 결국 규범적 압력(normative pressure)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그 내용의 성격마저 규정한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norm’18)은 규범이라기보다는 표준 혹은 기준
등의 다소 중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연구에 용이할 것이다.
norm은 정당성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할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
은 맥락으로 normative isomorphism 역시 ‘전문성으로부터 생산된
표준’에 따른 결과 발생하는 동형화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
다. 규범적 동형화라는 용어가 이미 폭넓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지만, 용어의 이해에 대해
서는 위와 같은 논의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Norm : 1. 표준, 일반적인 것 2. 규범 3. 기준.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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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의 문제
많은 수의 선행연구가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메커
니즘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에서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명확한 변수의 정의와
측정은 실증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의 소
지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예컨대 제도적 동형화는 ‘서로 다른 조
직들임에도 엇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일종의 결과(result)
적 현상이자 설명해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선해(1999) 등
일부 선행연구는 이를 독립변수 자체로 정의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하에서는 이를 비롯하여 선행연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의 문제
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1)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메커니즘의 기본 이해
DiMaggio and Powell의 세 가지 동형화 메커니즘은 반복하
여 강조하면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조직에 ‘도대체 어떤 방식으
로’ 행사되는지를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실제
로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역학관계, 주체 간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
등 배태성의 기타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Mizruchi and
Fein(1999)은 이러한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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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은 DiMaggio and Powell의 글에서 …(중략)…
제도주의가 정치적 관계, 강제력,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 등의
내용에 적용된다는 것이다(Powell, 1991; Scott, 1991). 그러나
D&P의 유형론을 주요 저널에서 인용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
은 기타 요소들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인다.”(Mizruchi and
Fein, 1999; 679)
즉, 모방 혹은 순응은 조직의 선택행위를 설명하는 행위인
동기(motivation)인 것이지, 독립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 세 가지 요
인들과는 구별됨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는 예컨대 경제학 이론
에서 인간이 재화를 구매하는 행위를 ‘이윤추구’라는 동기를 전제하
여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윤추구는 행위에 가정되는 동기일
뿐, 그 자체가 독립변수로 활용될 수는 없다. 재화의 가격, 감가상각
등 이윤추구라는 동기를 가정했을 때 고려되는 각종 요인들이 독립
변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동형화 모형에서
강제력, 모방, 정당성 등의 개념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를 헷갈
리고 있다. 이하의 도표를 통해 각 개념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
는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메커니즘
강제적 요인
모방적 요인
규범적 요인

제도적 행태 :
모방, 순응
(imitate, con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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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동형화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많은 선행연구들이 DiMaggio and Powell의 세 가지 동형화
메커니즘을 연구모형에 분석틀로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Slack and Hinings, 1994; Lawrence, 1999;
Covaleski and Dirsmith, 1988; Carruthers, 1995; Oliver, 1991;
Mckinley et. al. 1995) 국내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다
(e.g. 김주태, 2008; 백평구, 2013; 장석인, 2013; 정다민, 2013; 최세
경 & 현선해, 2011; 현선해, 1999). 물론 DiMaggio and Powell의 동
형화 메커니즘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며,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Oliver(1991)와 Goodstein(1994)
의 연구는 그 중에서도 돋보인다.19) 하지만 사회학적 제도주의 연구
에서 이들의 동형화 모델은 거의 표준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문제는 동일한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선행연구들 사이에서
도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에서 공통된 합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메커니즘 분류가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서 비롯되
었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하의 도표에서는 모방적 동형화를 예로 들어 각 연구들이 독립변수
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했는지를 정리하였다.
19) Oliver(1991)는 다음 다섯 가지 물음을 기준으로 제도적 요인을 선별하
였다. ‘왜 제도적 압력이 발생하는가?’ ‘누가 제도적 압력을 행사하는가?’
‘제도적 압력의 내용이 무엇인가?’ ‘제도적 압력이 어떻게 행사되는가?’
‘어디에서 제도적 압력이 발생하는가?’
- 52 -

[표 4] 모방적 동형화에 대한 독립변수 정의 및 측정 사례
연구자
독립변수
Frumkin and 모방적 압력
Galaskiewicz(2004)
모방적
현선해(1999)
동형화
장석인(2013)

모방적
동형화

김주태(2008)

불확실성

측정
· 다른 조직의 행동을 둘러보는
정도
· 사립유치원의 공개수업 횟수
· 자율 장학회 연수횟수
· 원장의 연수횟수
· 정부나 성공한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중요성 등
5개 항목
· 과거의 경영성과
· 부채 비율

도표에서 나타난 선행연구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선해(1999)와 장석인(2013)은
결과적 현상인 동형화를 오히려 원인으로서 독립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직관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형화
는 ‘조직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현상’으로 독립변수가 아닌 설
명해내야 하는 대상이다. 오히려 독립변수는 ‘모방적 압력’, ‘모방적
요인’ 등 모방적 동형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정의해야 옳을 것이다.
둘째, 모방적 요인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DiMaggio and Powell은 모방적 동형화를 촉
진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불확실성과 꼽았다. 이는 그들이 모방
적 동형화를 어떻게 개념정의 했는지, 추후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볼만한 가설로 무엇을 제시했는지를 토대로 명백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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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대처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방적 동형화”(DiMaggio
and Powell, 1983; 150)
“가설 A-4 : 조직의 목표가 모호할수록, 조직은 성공적이라고
인지하는 조직을 모방할 것이다.”(DiMaggio and Powell,
1983; 155)
김주태(2008)의 연구는 이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이들은 한국기업의 이사회 개혁에 대해 모방적 동형화가 발생했
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불확실성이라는 모방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기업의 과거 성과가 부실할수록, 기업의 부채 비
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측정하였다. 비록 불확실성을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정
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가능하지만, 변수간의 관
계 설정은 적절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와 대비하여 나머지 세 가지의 연구사례를 살펴보
면 각각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Frumkin and
Galaskiewicz(2004)는 ‘모방적 압력(mimetic pressure)’ 독립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다.

“얼마나 본인 조직과 비슷한 조직의 행위에 관심을 둡니
까?”(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296)
이들은 모방행위를 설명할 독립변수를 또다시 모방행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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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구성개념
의 의미가 사실상 중복된다. 이러한 측정방식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얼마나 다른 병원을 모방하는가?”로 측정된 독립변수로 “의료기관
인증을 (모방하여) 취득했는가?”로 측정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
이 된다. 본래 모방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제도적 행태는 병원이 의
료기관 인증을 취득한 다른 병원을 모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는 이를테면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행태를 설명하는 독립변수
를 “얼마나 이윤을 추구하십니까?”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한 것과 다
름없다.
둘째, 장석인(2013)의 연구의 경우 모방적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들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모방적 요인을 측정하고 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예컨대 정부나 성공적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의 양이 많고 중요성이 높을수록 조직이 그를 모방하게 될 것이라
는 것이다. 현선해(1999)의 연구 역시 공개수업 횟수 혹은 연수 횟
수를 통해 모방적 요인을 측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요인들은
사실 모방적 요인이 아니라 표준(규범)적 동형화를 촉진하는 규범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조직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집단
내에서 얼마나 자주,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교류하는지에 따라
제도에 따르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은 네트워크 배태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방적 요인을 ‘모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
와 같이, 모방적 요인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인지적 배태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구분해내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규범적 요인에 의해서
도 모방행위는 가능하다. 따라서 예컨대 모방적 요인이 아닌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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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모방행위는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
선해(1999)의 연구에서 연수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새로운 교육방식
(제도)을 더욱 모방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틀린 것이 아
니다.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DiMaggio and Powell이 사용한 ‘모방적 동형화’라는 용어로 인해
연구자들이 조직의 모방행위는 모방적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 가능
하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DiMaggio
and Powell(1983)은 동형화 메커니즘이 제도적 동형화에 이르는 조
직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틀이며, 결과로서의 조직의 행위 그 자체
를 분류하기 경험적인 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밝히고 있다.
요컨대, 모방과 순응, 모방적 동형화, 정당성 등 사회학적 제도주의
의 주요 개념들이 실증연구를 설계할 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를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이 반복해온 오류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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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증연구 설계
제 1 절 변수 선정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에서 출발한다.
왜 서로 다른 병원들이 강제성도 없는 의료기관 인증을 동일하게
취득하고 있는가? 왜 어떤 병원은 자비를 들여서까지 인증을 취득
하는데 어떤 병원은 그렇지 않은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연구모
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해 측정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실제로 각 변수들을 어떻게 정의
하고 측정했는지를 소개하였다.

1. 자료 출처 및 수집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직진단평가연구센터에서는 주요
조직들을 전국 단위로 패널서베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한 패널서
베이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대학, 병원 및 연구소 중 병원자료를 이
용하였다.
조직을 분석단위로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해당 조직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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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당자와 재무담당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얻었다. 병원의 경우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15개 모수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94개 병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2. 종속변수의 정의와 측정
모방과 순응의 대상은 조직구조, 전략 등 다양할 수 있다
(Suchman, 1995; Deephouse and Suchman, 2008). 실제로 예산 관
리기법(Carruthers, 1995), 관료제 조직구조(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미국의 공공서비스 혁신(civil service
reform)(Tolbert and Zucker, 1983), 배출권 거래제도(김태은, 2015)
등 다양한 대상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특히
‘의료기관 인증’의 확산을 분석했는데, 의료기관 인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 대상으로서 의의가 크다.
최근에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전문 인증제도를 연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테면 Durand and Mcguire(2005)와
Casile and Davis-Blake(2002)의 AACSB(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가
대표적이다. Deephouse and Suchman(2008)은 이러한 측면에서 인
증을 주도하는 정부나 각종 인증기관 등과 관련된 정치학과 행정학
의 이론들이 향후 사회학적 제도주의 연구에 기여할 부분이 기대된
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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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증’을 둘러싼 사회학적 제도
주의 학자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Casile and
Davis-Blake, 2002). 의료병원 인증평가제와 관련해서도 국내에 이
미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모두 병원성과, 병원 운영효과 등
경제학 이론에 기초하여 병원 경영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었다(e.g. 신문주, 2014; 유진영, 이종화, 2015; 이혜승, 양유정, 2014;
이희태, 2014; 황복주, 김재열, 2015). 만약 실제로 병원이 경제학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결론들이 병원의 인증취득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
에서 의료기관 인증 취득행위를 설명하고자 병원의 인증 취득 여부
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5] 종속변수 정의 및 측정문항
종속변수
의료기관 인증 취득

측정문항
· 의료병원 인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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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모방적 요인(mimetic factor)
앞서 모방적 동형화를 촉진하는 모방적 요인은 조직의 인지
적 배태성, 즉 “행위자의 경제적 사고에 인지적 한계를 불러일으키
는 정신상태”(Zukin and DiMaggio, 1990; 20)로부터 도출됨을 살펴
보았다. 특히 주된 제도적 변화가 발생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조건
속에서 새로운 정책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와 관련된다
(Evans and Davies, 1999). 불확실성의 정의와 측정에는 다음과 같
은 선행연구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표 6] 선행연구의 불확실성 정의
변수유형

연구자
내용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정도
김주태(2008) ·· 과거의
부채 비율 정도
불확실성 김철(2003) ·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
· 인터넷의 확산
Eisenhardt(198 · outcome uncertainty
8)

불확실성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기 때
문에 특히 조작적 정의와 측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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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는 불확실성 개념이 점차 다차원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말하면
서, 환경 복잡성과 환경 동태성을 불확실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
로 간주하고 있다. Duncan(1972) 역시 복잡성과 동태성에 의해 조직
불확실성이 결정된다고 말하는데, 특히 그는 불확실성이 인지적 요
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환경의 불확실한 상태보다 조직이 얼마나
주관적으로 환경 불확실성을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안타깝게도 병원이 처한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측정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론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Frumkin and Galaskiewicz(2004)의 논
문에서 사용된 변수를 오류의 가능성을 인지한 채로 참고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방적 요인을 “주변 조직에 관심을 가
지는 정도”로 정의했다. 물론 이는 이론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측면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론적
인 측면에서 그것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인지하는
데에서 만족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밀한 모형 구성과
자료 수집을 통해 실증분석에도 논의를 반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항을 통해 모방적 요인을 측정하
였다.
[표 7] 모방적 요인 정의 및 측정
모방적 요인 독립변수
측정문항
주변 관심도
· 다른 동일기관 업무에의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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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적 요인
강제적 동형화를 유발하는 강제적 요인은 정치적 배태성, 즉
“경제제도 혹은 경제적 의사결정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권력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양상”(Zukin and DiMaggio, 1990; 20)과 관련됨을 살
펴보았다. 조직이 제도와 관련된 다른 특정 조직에 많이 의존할수
록, 그 제도의 영향력에 더욱 쉽게 순응하게 된다는 내용은 이와 연
관된다(DiMaggio and Powell, 1983; Pfeffer and Salancik, 1978). 의
료기관 인증은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와
병원의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
제적 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 선별은 다음과 같은 선
행연구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표 8] 선행연구의 강제적 요인 정의
변수유형
외부
자원의존
정부의
규제통제

연구자
Palmer,
Jennings and
Zhou(1993)
장석인(2013)
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장석인(2013)

내용
· Financial dependence on MDF
firms
· 정부 인건비 지원 정도
· 조세제도 경감 정도
· Subject to reviews/accreditation
/licensing
· 정부의 법률제도의 제도적 압력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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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ndence of organization on
female employees
Goodstein(1994)
자원·규제
· dependence of organization on
이외의 주요
employees who are parents
구성원 의존
Palmer,
Nonfinancial dependence on MDF
jennings and ·firms
Zhou(1993)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원과 규제의 측면에서 주요 구성원과
의존관계를 측정하고 있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분석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의존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했다. 예를
들어 Goodstein(1994)은 분석 대상제도가 보육혜택제도(child-care
benefit), 직장유연성(workplace flexibility)이었는데 이 때 조직 외부
가 아닌 내부 구성원인 여성 직원과 부모인 직원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제적 요인을 “병원의 제도적 행태에 영향
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 개념 정의한다. 앞서 강제적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한 정부의 병원에 대한 통제는 조직 자율성의 정도로 파
악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전영한(2014)의 시장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라는 조직 자율성 측정기준을 참고하여 변수를 선정하
였다. 즉,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정치
적, 경제적으로 높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를 변수화하였으며,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정부에 대한 시
장적·정치적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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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강제적 요인 정의 및 측정
강제적 요인 독립변수
측정문항
조직유형(공공 / 민간) · 조직 유형(공공 / 민간)

3) 규범(표준)적 요인(normative factor)
규범적 동형화를 발생시키는 규범적 요인은 구조적 배태성,
즉 “경제행위의 행위자 간 상호관계 패턴에 대한 맥락화
(contextualization)”(Zukin and DiMaggio, 1990; 18)와 관련됨을 살
펴보았다. 조직이 소속된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고 상호작용이 잦을수록, 조직은 대중의 기대와 감시에 노출
되고 그로부터 압력을 받는다는 내용은 이와 연관된다(Freeman
and Gilbert, 1988; Mintzberg, 1983). DiMaggio and Powell(1983)은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전문화
를 강조한 것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전문지식으로부터 제도적 표준
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이 연구의 후반부에서 규범적 요
인으로 소개한 것들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특정 교육기관
에서 교육받은 조직원들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지 등이었으
며 이는 결국 상호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의 양상을 대변한다. 규범
적 요인의 조작적 정의와 변수 측정문항 선별은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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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선행연구의 규범적 요인 정의
변수유형

연구자
Frumkin and
Galaskiewicz(2004)
단체
Casile and
소속여부 Davis-Blake(2002)
김동배(2010)
Baum and
Oliver(1992)
연결성
장석인(2013)

내용
· Belongs to association of similar
organizations
· Member of AACSB
· 경영자단체 소속 여부
· 기업집단 소속 여부
· Relational density
· 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참가 정도
· 전문단체 내 네트워크 친밀함 정도

공적단체 소속과 관련해서는 Frumkin and
Galaskiewicz(2004)는 비슷한 조직들이 이루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
었는지 여부를 독립변수로 선정했다. 또한 Casile and
Davis-Blake(2002)는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 소속 여부를
경영 인증제도 채택에 대한 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Goodstein(1994)는 Oliver(1991)의 연구를 이어받아 환경 연결성 정
도를 구조적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Baum and
Oliver(1992)는 구조적 배태성을 보여주는 요소로서 연결성 밀도
(relational density)를 사용하였다. 이는 모두 DiMaggio and
Powell(1983)이 그들의 고전 연구에서 규범적 요인으로 소개했던 내
용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범적 요인을 “병원의 제도적 행태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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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상호관계적 요인”으로 개념 정의한다. 앞서 대표적인 규
범적 요인으로 전문집단 소속 여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를 변수
로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병원이
공적단체에 소속되었으면 전문집단에 소속된 것으로 정의한다.
[표 11] 구조적 요인 정의 및 측정
규범적 요인 독립변수
측정문항
공적단체 소속
· 공적 단체 소속 여부

4. 통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의료인증 취득에 관한 연구에서 통제해야 할 주요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경제적 목적을
위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적 요인을 통제해야 한다. 둘째,
조직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조직의 기본적인 특성요인이
의료기관 인증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해야 한다. 통제변수의 조
작적 정의와 변수 측정문항 선별은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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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선행연구의 통제변수 정의
변수유형

연구자
Casile and
Davis-Blake(2002)

시장적 요인

Goodstein(1994)
Palmer, Jennings
and Zhou(1993)
Frumkin and
Galaskiewicz(2004)
Frumkin and
Galaskiewicz(2004)
김달곤 and
조직의 규모 이재열(2008)
이미혜 and
김종경(2013)
Frumkin
and
조직의 형태 Galaskiewicz(2004)

내용
· Business students percent
· Out-of-state students percent
· Annual tuition
· Revenue per student
· Perceived child care benefits
· Perceived child care costs
· Profitability
· Competitive product/service ma
rket
· number of employees in
establishment
· 의사 수
· 병상 수
· 매출액
· 한국건강산업기관의 병원규모 분
류기준
· Union pressure

시장적 요인과 관련하여 Casile and Davis-Blake(2002)는 인
증제도 취득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유인을 기술적 요인(technical
factor)으로 이름 붙여 독립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Goodstein(1994)는 보육지원에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을 공히 경제적
결정요인(technical determinants)로 모형에 반영하였다. Frumkin
and Galaskiewicz(2004) 역시 시장의 경쟁 정도를 시장적 요인으로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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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기본적인 특성요인도 통제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조직
의 규모는 조직연구에서 대표적인 변수로 간주된다. Frumkin and
Galaskiewicz(2004) 역시 관료제 조직구조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통제변수로 조직의 규모를 언급하고 있다. 병원의 규
모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병상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였다(e.g. 장인순, 박승미, 2011; 김달곤, 김재열, 2008; 이미혜,
김종경, 2013). 또한 병원이 진료과목의 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하는 병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병원의 기
능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병원이 경쟁의 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경쟁이 심한 것으로 정의한
다. △병원의 크기는 총 병상 수로 정의한다. △병원의 기능은 진료
과목 수로 정의한다. 각 변수의 측정문항은 아래의 도표에 정리하였
다.
[표 13] 통제변수 정의 및 측정
통제변수
시장의 경쟁 정도
병원의 규모
병원의 기능

· 경쟁의 정도
· 병상 수
· 진료과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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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5. 연구모형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연구모형
· 시장의 경쟁 정도

통제변수

· 병원 규모
· 병원 기능

강제적 요인
· 주변 관심도

제도적 독립변수

모방적 요인
· 공적 단체 소속여부

규범적 요인
· 공공병원 / 민간병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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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증 취득

제 2 절 연구가설 설정
1. 모방적 요인에 관한 가설
제도는 조직에 모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며, 조직은
특히 인지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제도를 모방하게 된다. 즉 모방적
요인과 특히 관련된 것은 조직의 인지적 여건이다. 본 연구는 병원
이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한 다른 병원들을 모방하게끔 만드는 모방
적 요인으로 병원의 목표모호성과 병원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병원
이 환경을 불확실하다고 인식할수록, 또한 병원의 목표가 모호할수
록 병원은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주변에 성공적이라고 인정받은 제
도를 모방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병원의 주변 관심도는 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취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강제적 요인에 관한 가설
강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병원에 미치는 강제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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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은 특히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담
당하기 때문에 정부를 중심으로 정치적 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앞서
선행연구의 논의에 따라 병원의 정부에 대한 자율성을 시장적 측면
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 바 있다. 결국 병원이 정부에
자원을 많이 의존할수록, 또한 병원이 정부로부터 규제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병원은 의존하는 대상인 정부가 담당하는 의료인증을 취
득한 다른 병원을 모방하거나 의료인증으로부터 발생한 제도적 압
력에 순응하기 쉬울 것이다.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가설 2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더욱 취득할
것이다.

3. 규범적 요인에 관한 가설
규범적 요인은 유사조직 간 네트워크와 상호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가 조직의 제도적 행태에 영향을 미
친다는 내용이다. DiMaggio and Powell(1983)은 이를 특히 전문화
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는데, 이는 현대사회에서 전문지식이야말로 모
방의 대상이자 정당성의 압력을 행사하는 제도를 형성하는 요인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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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병원이 다른 병원들과 자주 교류할수록, 병원이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공적단체에 소속되었을수록, 또한 병원의 크기
가 크고 언론보도가 자주 되는 등 외부로부터의 주목 정도가 높을
수록 병원의 해당 조직장에 대한 구조적 배태의 정도가 높아지며,
따라서 해당 조직장에 형성된 전문지식으로서 제도를 모방할 가능
성이 커지거나, 혹은 그로부터 행사되는 정당성의 압력에 더욱 노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3 병원의 공적단체 소속 여부는 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취득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모형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취득의
영향요인을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 DiMaggio and Powell(1983)의 세 가지 동형화 메커니즘과 이
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Zukin and DiMaggio(1990)의 배태성 분류와
Tolbert and Zucker(1999)의 두 가지 제도 확산요인을 고찰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의료기관 인증 취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모방적 요인, 규범적 요인, 강제적 요인을 각각 독립변수로 선정하
였고, 시장적 요인과 조직 특성 요인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반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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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종합한 본 연구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수식모형

Ln(Py/1-Py) = α + (β1χ1 + β2χ2 + β3x3) + (β4χ4) +
(β5χ5 + β6χ6) + e
<종속변수>
y = 의료기관 인증 취득 여부
<독립변수>
모방적 요인 : χ1 = 주변 관심도
강제적 요인 : χ2 = 조직 유형(공공/민간)
규범적 요인 : χ3 = 공적단체 소속여부
<통제변수>
시장적 요인 : χ4 = 경쟁 정도
조직 특성 요인 : χ5 = 병상 수, χ6 = 진료과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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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종속변수 기술통계분석
종속변수는 분석대상 병원들의 의료기관 인증 취득여부이다.
이는 ‘귀 병원은 의료병원평가인증원에 의한 의료병원인증을 받았습
니까?’의 설문항목을 통해 예 혹은 아니오로 답변을 얻었다. 또한
결측치 및 잘못된 응답결과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집 가능한 정보로 대조하여 보완하였다. 다만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인과관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속변수
는 독립변수들과 달리 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취득하지 않은 병
원을 0, 취득한 병원을 1로 코딩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약 55퍼센트의 병원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고,
45%가량의 병원은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인증을
취득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의 숫자가 비슷한 결과는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우선, 인증을 취득한 병원과 취득하지 않은 병원 숫
자의 차이가 극단적이지 않다는 것은 제도가 초보적이지도, 지배적
으로 성숙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모두가 인증을 취득하고 있
다면 이미 정당성의 압력이 강력한 정도로 병원조직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며 주위를 모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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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병원만이 인증을 취득했다면 아직 정당성의 압력은 미미했
을 것이며 오히려 혁신의 일종으로 모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욱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종속변수가 나타내는 적당한
(moderate) 분포는 주변 모방과 정당성 압력에 순응하는 두 가지 제
도적 행태를 모두 분석하기에 알맞다. 또한, 종속변수의 편차가 적
당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
하기에 그만큼 수월하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대부분 인증을 취득
하고 있거나, 혹은 인증을 취득하고 있지 않다면 독립변수들의 차별
화된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총 194개
분석대상 중 종속변수에는 결측치가 하나 발생하였으며, 빈도분석표
는 아래와 같다.
[표 14] 종속변수 빈도분석
인증 취득현황
아니오
예

빈도
88
105

백분율
54.4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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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백분율
54.4
100

2. 독립변수 기술통계분석
독립변수는 세 가지로 강제적 요인, 모방적 요인, 규범적 요
인으로 구성된다. 우선 모방적 요인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확보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
하여 우선은 결함을 인지한 채로 Frumkin and Galaskiewicz(2004)
의 조작적 정의를 그대로 참고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모방적 요인
인 주변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귀 병원은 다른 병원의 업무 수
행 방식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보십니까?’를 설문 문항으로
사용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을 받았다. 관심이 매우 없다
면 1, 관심이 매우 많다면 5점을 부여하여 코딩하고 변수로 활용하
였다.
우선 분석결과 21개의 결측치가 발생하였다. 결측치를 처리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결측치를 아예 배제하고
분석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통계적 편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기 때문에, 결측값을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선형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결측값을 추정하
는 회귀대체(regression imputation)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잔차를
완전한 케이스로부터 무작위로 추가하여 보정하였다. 결측치를 대체
하기 전과 이후의 기술통계분석표는 다음 장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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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모방적 요인 기술통계분석
모방적 요인 관측치
주변관심도 172

평균
3.837

표준편차
0.6816

최소값
2

최대값
5

[표 16] 회귀대체 이후 모방적 요인 기술통계분석
모방적 요인 관측치
주변관심도 194

평균
3.830

표준편차
0.6956

최소값
2

최대값
5

또한 강제적 요인 독립변수인 조직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귀
병원의 법적 소유자(혹은 최대주주)는 누구입니까?’를 설문 문항으
로 사용하였다. 설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타 공기업 혹은 공
공기관, 비영리민간법인, 영리민간법인, 개인, 기타로 답변을 받았으
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은 공공병
원으로, 비영리민간법인, 영리민간법인 및 개인은 민간병원으로, 기
타는 다시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민간병원은 0, 공공병원은 1로 재코
딩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조직유형의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결측치는 총 8개이다.
조직유형
민간병원
공공병원

[표 17] 강제적 요인 빈도분석
빈도
백분율
136
73.1
50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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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백분율
73.1
100

마지막으로 규범적 요인인 공적단체 소속여부와 네트워크
형성 정도 역시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공적 단체 소속은 ‘귀 병
원은 유사한 일을 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공적 단체에 속해 있습니
까?’를 통해 예 혹은 아니오로 답변을 얻어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0, 소속되었으면 1로 코딩하였다. 공적
단체 소속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단체 소속
아니오
예

[표 18] 규범적 요인 빈도분석
빈도
백분율
49
28.3
124
71.7

누적백분율
28.3
100

3. 통제변수 기술통계분석
1) 경제적 요인 통제변수
우선 병원이 인식하는 의료시장에서 직면한 경쟁의 정도를
의미하는 변수로서 시장의 경쟁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Frumkin and Galaskiewicz(2004)의 변수 활용을 참고한 것이다. 시
장의 경쟁 정도는 ‘귀 병원의 의료서비스가 의료시장에서 직면한 경
쟁의 정도는 어떠합니까?’로 측정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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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획득했다. 경쟁을 아주 적다고 생각하면 1점, 아주 많다고 생
각하면 5점을 부여하여 코딩하고 변수로 활용하였다. 시장의 경쟁
정도 통제변수 역시 36개의 결측치가 존재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결측값을 대체하였다. 결측값을 처리하기 이전과 이후의 기술통계분
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9] 경제적 요인 기술통계분석
경제적 요인 관측치
경쟁의 정도 158

평균
3.873

표준편차
0.8274

최소값
1

최대값
5

[표 20] 회귀대체 이후 경제적 요인 기술통계분석
경제적 요인 관측치
경쟁의 정도 194

평균
3.830

표준편차
0.8619

최소값
1

최대값
5

2) 조직특성요인 통제변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원조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고려
하는 요인으로 병원의 규모와 병원의 기능을 통제하였다. 병원의 규
모는 병상 수, 병원의 기능은 병원의 진료과목 수를 기준으로 하였
으며,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 병상 수와
진료과목 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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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조직특성요인 기술통계분석
조직특성요인 관측치
병상 수
194
진료과목 수 193

평균 표준편차
434.361 343.5989
18.171 5.6593

최소값
106
8

최대값
2696
35

제 2 절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는 각 독립변수들이 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를 더미변수로 활용하였기 때문
에 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없고, 예 혹은 아니오의 두 개의 응
답지를 가지고 더미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1. 다중공선성 진단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역시 독립변수들 사이에 강한 상
관성이 발견되면 독립변수의 설명력에 편향(bias)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해야 한다. 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모두 분산팽창요인
(Variance of inflation)이 최대 2를 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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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지 않았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는 다음
장에 제시된 표와 같다.
[표 22]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변수
모방적 요인
규범적 요인
강제적 요인
시장의 경쟁 정도
병원 규모
병원 기능

공차
.980
.967
.975
.974
.562
.555

공선성 통계량

VIF
1.020
1.034
1.025
1.026
1.780
1.801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입각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형적합도 검정결과 유의확률
이 0.369로 유의수준 0.05보다 큰데, Hosmer & Lemeshow 검정의
경우 유의수준보다 유의확률이 커야만 모형이 적합하기 때문에 본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편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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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참고하는 모형의 설명력으로서 Nagelkerke의 R² 수치가
0.406인 것으로 볼 때 모형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약
40.6%가량 설명하고 있다20).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실질
적으로 모형으로 종속변수 발생을 얼마나 정확히 분류해내고 있는
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 분류정확도는 74.5%로 이 또
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의 회귀계수는 선형회귀분석에서처럼
독립변수의 한 단위 증가로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로짓(logi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종속변수의 발
생확률을 0과 1사이로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으므로 해석방법이 달
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인증
을 취득할 확률’, 즉 ‘승산(odds)’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 혹은 통제변수는
조직 유형, 병원 규모였다. 0.1의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기준으로 유
의성을 판단한다면 병원 기능까지도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조직 유형의 경우, 병원이 공공병원일 경우 민간병원일 경우에
비해 인증을 취득할 승산이 35.3% 수준으로 감소한다(승산이 64.7%
감소한다). 병원 규모의 경우, 병상 수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인증을
취득할 승산이 0.4%증가한다. 마지막으로 병원 기능의 경우 병원의
진료과목 수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인증을 취득할 승산이 10% 증가
20) 물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R²은 상대적으로 수치가 작게 나오며, 로
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각 오차분산의 발생이 예측된 확률에 따라 달라
지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형의 설명력으로 사용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
진다는 지적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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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타 독립변수들과 시장의 경쟁 정도 통제변수는 인증 취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의료기관 인증
취득

독립변수
모방적 요인
규범적 요인
강제적 요인
시장의 경쟁 정도
병원 규모
병원 기능

Exp(B)
.840
1.182
.353
1.107
1.004
1.100

N = 165
Nagelkerke’s R² = 0.406
Hosmer & Lemeshow’s test : χ² = 8.326, df = 8, p = 0.402
분류정확도 : 74.5%
통계적 유의도 :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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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40
.697
.016**
.638
.008***
.094*

3. 가설검정과 해석
1) 강제적 요인에 관한 가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동형화 촉진요인이 실제로 병원이
제도적 동기로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
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강제적 요인으로 선정한 병원의 소
유형태 여부는 병원의 제도적 인증취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다소 의외인 것은 공공병원일 경우 민간병
원에 비해 인증 취득의 승산이 오히려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해 공공병원일 경우 인증 취득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는 가
설 2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다. 의료기관 인증은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만큼 정부에 정치적·경제적으로 크게 의존
하는 공공병원일수록 더욱 인증을 취득함으로서 발생하는 정당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고자 할 것이라고 추측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민
간병원이 더욱 인증을 취득하려 한다는 이러한 통계적 검증결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병원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인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 84 -

2) 모방적 요인에 관한 가설
모방적 요인인 주변 관심도 역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설 1을 기각하는 결과
이다. 주변을 모방하여 제도가 확산된다는 것은 혁신확산이론
(innovation-diffusion theory)과도 관련이 깊다21).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병원의 제도주의적 동기에 입각한 의료인증 취
득행위에는 주변 관심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병원들이 ‘다른 병원의 업무 수행’이라는 설문 문항에 인증 취득행
위도 포함된다고 여기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병원이 인증에 관한 정
보를 다른 병원이 아닌 보건복지부로부터 직접 얻었거나, 혹은 인증
취득이 병원의 주변에 대한 관심 혹은 모방의 정도와는 실제로 전
혀 상관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3) 규범적 요인에 관한 가설
마지막으로 규범적 요인에 관해서도 독립변수들이 인증 취
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이 유사
21) 경제학적 관점에서 혁신도입을 다룬 Jensen(1982)의 연구에서도, 그 도
입이 조직에 어떤 효용을 가져올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음에도 그 효
용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과정에서 모방이 발생하는 것임을 가
정하고 있다. 시장실패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정보비대칭에서의 ‘정보’란
교환행위가 가져올 비용편익 뿐 아니라 교환할 수 있는 재화(혹은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 자체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모방은 대
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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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로 이루어진 공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병원
이 다른 병원들과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었다고 인식하는지 여부 모
두 인증 취득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학 분야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의사들 혹은 병원들
로 구성된 공적 단체에서 인증이라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라는 추측에 가설 3을, 비슷한 병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할
수록 더욱 정당성의 압력이 쉽게 퍼지고 동시에 모방할 기회가 늘
어날 것이라는 추측 하에 가설 4를 세웠지만,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
과 모두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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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실증분석 결과 가설 1부터 가설 3까지 지지된 가설이 하나
도 없었다. 오히려 통제변수인 병원의 규모와 병원의 기능이 모두
인증 취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규모
와 기능은 통상적으로 예산, 인력 등 조직의 기본적인 역량을 나타
내는 지표일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병원들의 의료
기관 인증 취득 행위에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적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
다. 우선 가장 생각해볼 수 있는 해석은 병원의 의료인증 취득은 정
당성이 아닌 다른 행태 동기를 충족하려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
다. 예컨대 민간병원의 경우에 공공병원에 비해 인증취득 승산이 크
게 증가한다는 통계적 검증결과로 미루어볼 때, 병원이 혹시 명성
(reputation)에 의한 광고효과를 노리고 인증을 취득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 Deephouse and Carter(2005)의 경우 정당
성과 명성(reputation)의 개념을 상당부분 겹치면서도 본질적으로 서
로 다른 것으로 구분했는데, 전자의 경우 얼마나 조직이 사회적 제
도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지만, 후자의 경우 다른
조직들에 ‘비교해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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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동형화가 꼭 정당성 뿐
아니라 명성 등 다른 가치들을 지향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며,
특히 낮은 명성을 가진 조직들은 다른 조직을 따라하면서 쉽게 일
정 수준의 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성과가 높은 경우
정당성보다는 조직 명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과, 명
성이 낮다고 해서 그 조직이 정당성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 등도 주목할 만하다22). 사실 DiMaggio and Powell은 동형화
모형을 설계할 때 모방과 순응을 동등한 것으로 취급했지만,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사실상 구분되는 것이 적절하다. 불확실한 환
경에서 조직이 다른 조직을 따라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최소한 정당성을 얻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조직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높은 확률로 높은 효율을 지향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정당성도, 직접적 효율 추구도 아닌 DeepHouse
and Carter의 명성 개념처럼 광고효과를 통한 지위경쟁을 도모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제도적 정당성이 경제적 효용과 다른 차원에 있다
고는 하지만, 이들이 개념적으로 겹치고 모두 조직의 생존에 미친다
는 공통점 등을 고려할 때 서로를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모방과 순응, 정당성과 명성 및
광고효과, 경제학적 합리성과 사회학적 합리성 등 본질적인 개념들
에 대한 면밀한 개념정의가 추후 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이 의료인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직은 제도적 영
22) Deephouse and Carter(2005)의 조직 정당성과 조직 명성에 대한 연구
는 명성의 수준에 따른 정당성의 변화, 조직 성과와 명성 및 정당성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고찰한 의미 있는 연구이다. 관련 내용은 논문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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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발휘하기에는 미성숙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
다. 아무리 병원이 정당성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인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인증제도는 2011년에 처음 시작되어 2012년에 국제의료질관리
학회의 국제 인증을 취득하는 등 아직까지 완전히 정비된 제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제도의 비공식적 영향력은 질적 연구 및 시계
열 분석방법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측정한 독립변수들이 사회학
적 제도주의 이론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통계적으로 적절히
검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풍부한 내용
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자가 원하는 만
큼의 설문문항과 변수를 모두 활용하지는 못했고, 최대한 보수적으
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선행연
구를 검토한 결과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모형을 통해 제
도적 동형화를 분석하는 실증연구들 간에 변수 정의 및 측정에 아
직까지 이렇다 할 학문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이다. 예컨대
Oliver(1991)은 조직 규모가 정당성 압력에 노출되는 중요한 요인이
라며 이를 제도적 변수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가 참고한
Frumkin and Galaskiewicz(2004)의 변수 선정에서는 조직 규모를
일반적 조직 특성요인으로 간주하여 통제변수로 규정했다. 이에 따
르면 병원의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본 연구의 연구결과도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실증연구의 숫자 역시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하다(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이렇듯 본 연구결과가 가설들을 모두 지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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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이유는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각각에
집중한 추후 연구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여
러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본 연구는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
화 모델을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대다수의 실증 선행
연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수의 개념 정의와 조작적 정의 혼동을
지적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성을 얻는 것, 주변 조직의 제도
적 행태를 모방하는 것은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조직 행태의 동기(motive)라는 사실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행태의
동기를 실증연구모형에서 변수로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의
소지가 많은데, 사실 겉보기에 동일한 현상도 각기 다른 행위 동기
로부터 발생한 것일 수 있음을 쉽게 간과하게 되는 것이 양적 방법
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둘째로,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메커니즘이 네 가
지 배태성 종류와 깊이 연관됨을 Zukin and DiMaggio(1990)의 연구
를 비롯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적하였는데, 배태성 개념
을 동형화 모델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이제껏 거의 없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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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면 의미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다. Granovetter와 같은 초기
신경제사회학 학자들이 네트워크 배태성에 집중했지만,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들은 배태성 개념을 확장하고 그 종류를 세분화하고 있다.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메커니즘도 사실상 세 가지 측면의
배태성에 입각한 것으로, 모두 신고전경제학의 원자화되고 고립된
인간에 대한 가정을 비판하고 보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네
트워크 분석, 정치학 및 행정학 이론 등 사회과학 각 분야의 전문적
인 이론들이 사회학적 제도주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무
궁무진하다고 판단된다.
셋째로, 연구결과 요약의 후반부에 밝힌 것과 같이 분석 결
과 모든 가설이 기각된 것은 추후 연구에 시사점이 된다. 우선 방법
론적으로 단순 횡단면 연구가 아닌 시계열 분석 등의 방법으로 더
욱 심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설문 문항도 더욱 구성개념
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조
직진단평가센터 1차 패널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횡단면
연구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설문문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모방적 요인으로 활용해야 마
땅한 불확실성의 경우, 이 다차원적 구성개념을 적절히 조사할 설문
문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고, Frumkin and Galaskiewicz(2004)의
변수를 대신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은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사설계 전반에 걸쳐 고려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
확한 데이터와 연구방법으로 발전된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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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nstitutionalism receives considerable attention in social
science recently. There are a variety of ways to define
institution

and

plenty

of

research

- 109 -

methods

within

new

institutionalism so it is very difficult to account for new
institutionalism in a simple way. This research especially
focuses

on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which

has

organizational field level of analysis, and defines institution
as informal, accentuating cognitive aspect of it.
Neo-classical

economics

which

consider

cost

and

benefit the most important is still one of the most powerful
theories to explain social phenomenon. However, there are
lots of alternative theories such as behavioral economics and
economic sociology derived from psychology or sociology that
criticize the

narrowness

of

Neo-classical

economics

and

supplement them as well.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surely
deserves credit in itself in that it cast light upon innovative
behavioral

motives

such

as

conformity

for

institutional

legitimacy or imitating successful models, but as we can see
in the DiMaggio and Powell’s isomorphic mechanism, it is like
a ingredient which can increase the power to predict when
combined with other critical theories and concepts such as
network analysis, political dependency and so on.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actually started to get
great attention after Meyer and Rowan(1977) and DiMaggio
and Powell(1983)’s eminent studies. This is not a new issue
anymore, and now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social
science encounter new institutionalism at least one time

- 110 -

throughout their curriculum. Stories that organizations make
strong efforts to gain institutional legitimacy, and imitate
each other to end up being similar, so-call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lmost seems banal.
Nevertheless, there is an immense confusion among
previous

researches

on

interpreting

crucial

theoretical

contents or on the ways of applying research methods to the
theory. Tobert and Zucker(1999), Mizruchi and Fein(1999) has
conducted representative researches that point out these
recent problems. Tolbert and Zucker(1999) strongly asserted
that informal institution has certain formation process, and
the aspect and intensity of that institution’s influence on
organizational behavior crucially depends on the stage of the
formation

process.

Following

this

assertion,

time-series

analysis method based on panel data is more desirable than
simple

cross-sectional

diverse

aspect

of

analysis
single

which

may

institution’s

overlook

the

influence

on

organizations. Mizruchi and Fein(1999) also criticize that lots
of

researches

referring

DiMaggio

and

Powell’s

three

isomorphic mechanism usually ignore the fact that DiMaggio
and

Powell’s

institutional

isomorphism

motives,

model

imitating

or

not

only

conforming,

premise
but

also

critically reflects other kinds of concepts such as political
dependency, network formation, cognitive conditions et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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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rly focus on mimetic isomorphism only. Supposedly
interrelated notions such as legitimacy, imitation, conformity,
mimetic process are not defined thoroughly enough so that
this field of study lacks core agreement regarding conceptual
and operational definition and so on. For example, the
terminology ‘mimetic isomorphism’ cause misunderstanding
that

organization’s

imitative

behavior

only

results

from

mimetic factor.
Also,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dealing with
hospital’s behavior in South Korea, except the fact that
Oh(2014)’s
hospitals

research
try

to

concluding
establish

that

especially

cancer

center

big
to

sized

acquire

institutional legitimacy rather than to pursue economic utility
uniquely stands out. This recent research tendency in South
Korea

ignoring

hospital

behavior

is

quite

surprising

considering studies like Fennell(1980), Covaleski et. al.(1993),
and

Zucker(1987b)

especially

focused

on

hospital’s

with

frequent

institutional behavior.
The

research

misunderstanding

of

first
DiMaggio

deals
and

Powell’s

isomorphic

mechanisms and lack of agreement in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by

thoroughly

reviewing

theoretical

contents, and then conducts empirical examination on 194
hospitals’ acquisition of healthcare accreditation. Ac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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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analysis result, none of the three institutional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hospitals’

acquisition of healthcare accreditation. As elucidated in the
latter

part

of

this

thesis,

this

result

presents

several

implications.
There surely are several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which are mostly related to utilized variables and research
method. As I mentioned in the body, time-series research
method

is

more

appropriate

to

empirically

examine

institutional logic. However, my data sou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Organiz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center’s panel
survey started its initial survey in 2014, which made only
simple

cross-sectional

method

available.

Furthermore,

especially as for mimetic factor which plenty of previous
researches got confused with, I had to refer to Frumkin and
Galaskiewicz(2004)’s measurement which may be theoretically
irrelevant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get the appropriate
data

that

measures

hospital’s

environmental

uncertainty.

Researchers will be able to draw more reasonable and
developed

outcome

with

more

sophisticatedly

designed

research model complementing these weaknesses. Although
this research couldn’t empirically demonstrate the hospital’s
behavior with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still
rigorously examined theoretical contents and several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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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versies will become significant foundation for follow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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