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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주요변수 중에서 열차와 더불어 그 기능과 위상, 지역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뿐만 아니라 여전히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큰 철

도역(驛)을 대상으로 철도역(驛)의 규모가 철도역(驛)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은 조직이론학자 Daft(2004)의 조직규모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Daft는 규모와 성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로 인해 효율성은 높아지고 반대로 조직규모가 작으면 고객 요

구(Needs)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 대응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큰 규모의

조직은 효율성은 높으나 대응성이 낮고 작은 규모의 조직은 대응성은 높으나 효율

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재로서의 성격

이 강한 철도역(驛)의 경우 Daft의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한 조직규모에 관한 이론

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직원이 종사하지 않는 무인역(無人驛)을 제외하

고 직원이 종사하는 332개의 철도역(驛)을 대상으로 철도역(驛)의 규모가 철도역

(驛)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우선, 독립변수

인 철도역(驛) 규모를 직원수와 지출액으로 하고 종속변수인 철도역(驛) 성과를 생

산성, 안전성, 대응성으로 하였다. 그리고 조직연령, 평균근속연수, 조직유형을 통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생산성의 경우 직원수는 유의미한 결과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출액은 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철도역(驛)의 지출액이 많을수록 1인당 매출액은 높아진다’는 가설이 기각되었

다. 이는 철도역(驛)의 지출액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로서

본 연구자의 기대나 Daft의 이론과 비교할 때도 반대의 결과이다. 이렇게 본 연구

자의 기대와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은 철도역(驛)이 민간조직에는 존재하지 않

는 공공재로서의 고유한 특성, 수송수요 및 열차운행계획 등과 같은 다른 영향요인

이 지출액보다 더 강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안전성의 경우

는 직원수가 증가할수록 사고건수도 증가하는 안전성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직원수가 많을수록 안전성은 낮아진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직

원수가 많이 종사하는 규모가 큰 철도역(驛)일수록 열차의 운행횟수 및 고객이용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철도역(驛)에 비해 사고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출액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리더십, 평균근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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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직무몰입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이 지출액보다는 안전성에 더 많은 작용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응성의 경우는 직원수 및 지출액 모두 유의미한 결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응성(고객만족도)의 독립변수인 철도역(驛)의 직원수와

지출액은 철도역의 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 등

과 같은 다른 요인이 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분석한 철도역(驛)의 그룹별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선형모형과는 다소 다

른 결과가 나타났다. 여객역(驛)의 경우, 기본선형모형과 유사하게 ‘직원수가 많을수

록 사고건수가 높아져 안전성이 낮아진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화물역(驛)의 경우

는 생산성에 있어서 직원수, 지출액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직원수는 음

(-)의 관계가 나타났고 지출액은 기본선형모형과 달리 양(+)의 관계로 나타나 ’지출

액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기본선형모형과 달리 화

물역의 생산성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여객역에 비해 화물역은 매표업무를 수

행하지 않아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에 소비되는 지출비용이 거의 없고 수입이 상대

적으로 여객역에 비해 커서 인당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물역의 안

전성은 기본선형모형과 같게 지출액이 많을수록 사고건수가 증가하는 가설 지지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합역의 경우는 안전성에 있어서 양(+)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지출액의 경우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철도역(驛)을 고속철도역(驛)과 일반철도역(驛)으로 분류하여 철도역(驛)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철도역(驛)만이 음(-)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났는데 이는 일반철도역(驛)은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있는 재정상황이 조직성

과에 부정적인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속철도역(驛)은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났지 않았는데 이는 고속철도역(驛)의 특성이 인원수와 지출액 보다는

역(驛)이 위치한 지역의 안정적인 고객수요 및 운임 등 다른 영향요인의 강한 작용에

기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철도역(驛) 규모를 지출액으로 측정한다면 철도

역(驛) 규모가 클수록 철도역(驛) 생산성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Daft(2004)의 조직규모와 조직성과와의 관계 연구가 공공재로서의 철도역(驛) 조직

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변수는 직원

수와 지출액보다 수요나 열차운행횟수 변화, 리더십, 조직몰입도 등이 더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도역(驛) 규모를 직원수로 측정할 때 ‘철도역(驛) 규모

가 클수록 철도역(驛) 안전성이 낮아진다’는 가설이 지지된 것으로 보아 안전성 강

화는 직원수보다는 통제한 평균근속연수나 리더십, 직무몰입도와 같은 변수의 영향

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철도역(驛)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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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을 추진할 때 철도역(驛) 규모의 적정 인력산정 및 재배치, 경영효율화계획 및

예산편성 수립 시 기초자료 활용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

료된다.

주요어 : 철도역, 철도역 규모, 철도역 성과, 생산성, 안전성, 대응성

학  번 : 2013-2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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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철도역(驛) 규모가 철도역(驛)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에서 제물포(33.2km)를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

도 개통을 시작으로 철도역(驛)은 철도산업의 입구이자 출구일 뿐만 아니라 상징으

로 114년의 우리나라 철도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1960년대에 건설되어 1970년대 이전까지 대표적인 수송수단의 관문이었고 철도

의 대량수송능력의 창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나아가 타교통수단에 비해 환

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높고 고객에게 친숙한 철도역(驛)은 고속철도

(KTX, Korea Train eXpress) 출현 등 철도산업의 기술적 발달 및 팽창으로 인해

그 기능과 위상만큼 규모도 커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및 주요 도시는 고속철도역사 신설1)로 인해 철도역(驛) 규모가 외형적으로

도 인력·재정 면에서도 커지는 반면 지방소·도시 등 벽지노선의 철도역(驛)은 상대

적으로 그 규모의 변화가 미미하거나 축소·폐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철도산업의 상징인 철도역(驛) 규모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고질적인 철도산업의 부채문제 해결 및 타 교통산업 대비 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된 2004년 ‘철도산업구조개혁’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그림-1> 철도산업구조 전·후 비교2)

1) 2012년말 기준, 고속철도역사는 41개역으로 경부선 16개, 호남선 11개, 전라선 7개, 경전선 6개, 경
의선 1개로 구성되어 있다.

2) ‘좌’는 기존, 철도산업구조, ‘우’는 현재, 철도산업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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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과 같이 2005년 정부기관이었던 철도청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조직구

조의 변화3) 및 우리나라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철도역(驛)의 규모의 대·소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철도역(驛) 규모 변화에는 성과주의라는 행정 및 경영에서의 패러다임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이는 1980년 중반부터 세계적인 트렌드로 인식되어

온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흐름 속에서

더욱 확대되었고 이론적으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Peters &

Pierre, 1998).

지종원·김옥일(2007)에 따르면 공공조직의 성과관리란 정부의 조직과 구성원들로

하여금 투입과 과정 그리고 수단 위주의 행정관리로부터 산출과 결과를 지향하는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하고 이로부터 행정의 생산성과 성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적으로는 인력감축을 포함한 철도역(驛) 규

모의 통·폐합, 신설역 개통에 따른 인력 증원 등의 인력효율화라는 수단을 통해 조

직규모의 축소라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개혁이 철도역(驛)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규모 전체를 조직성과와 연관 지어 상관관계를 찾고자 하는

연구는 다소 존재(이혜연, 2010)하나 이 또한 공공기관의 성격상 민간조직과 같이

재무적 성과로만 측정할 수 없으면서도 공익성을 강조하는 정부조직처럼 비재무적

성과를 간과할 수 있는 조직도 아니기에 공공조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변

수의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철도공사의 하부조직인 철도역(驛) 규모가 철도역(驛) 성

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다.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공기업 중 민영화 등 이슈가 많고 단일 공공조직으로는

가장 조직규모가 커서 하부조직인 철도역(驛)의 규모와 성과에 대한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작게는 철도역(驛)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조직

및 인력, 예산 운영의 적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크게는 현재 광범위하

게 이루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조직 통·폐합, 직원 수 감축 현상이 바람직한 방향인

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나아가

앞으로 공공기관의 조직개편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는데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특별법)을 제정, 기존 1963년 발족
하여 약 40년 동안 정부기관으로 철도를 관리한 철도청을 2004년에는 건설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
공단, 2005년에는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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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驛) 정의

업

무

내

용

상

보통역
운전 취급, 여객·화물 취급 등 철도역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역으로 업무 책임자로서 역장이 배치

여객역 화물 취급이 없는 역으로 운전과 여객 취급을 수행하는 역

화물역
여객 취급이 없는 역으로 화물만 전담하여 처리하는 역으로 화물

취급이 운전이 필수조건이기에 거의 보통역 위상을 지님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철도역(驛)은 법적으로나 건축물로 ‘철도시설4)’에 포함되는 시설물로 정의하며

보편타당성 및 철도로 인한 특수성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및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문화생활 기능 등 종합적인 도

시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철도역(驛)은 법령상은 보통역

과 간이역, 기능상으로 여객과 화물을 모두 취급하는 혼합역, 여객만 취급하는 여객

전용역(이하, 여객역), 화물만 취급하는 화물전용역(이하, 화물역), 업무내용에 따라

서는 보통역, 여객역, 화물역, 조차장, 차량기지, 신호장 및 신호소, 역 이용객 규모

에 따라서는 대역, 중역, 소역, 역장 지위에 따라서는 관리역, 보통역, 간이역(배치간

이역), 무인역(무배치간이역)으로 구분하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대외적으

로는 업무내용에 따른 분류, 내부적으로는 역장 지위에 따른 분류를 사용한다.

<표-1> 철도역(驛) 분류

분류기준 철도역(驛)

법령상 보통역, 간이역

기능상 혼합역(여객+화물역), 여객전용역, 화물전용역

업무내용상 보통역, 여객역, 화물역, 조차장, 차량기지, 신호장 및 신호소

이용객 규모상 대역, 중역, 소역

역장 지위상 관리역, 보통역, 간이역(배치간이역), 무인역(무배치간이역)

<표-2>철도역(驛) 분류상 정의

4)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포함), 역시설(물류시설, 환승 및 편의시설 포함) 및 철도운영을 위
한 건축물, 건축설비, 선로 및 차량의 보수·정비를 위한 기지와 시설, 그 밖의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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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장
여객과 화물 취급이 없이 운전 취급, 그 중에서도 입환을 위해 특

별히 마련된 곳

차량

기지

전동차와 같이 운행 전 별도의 열차 조성작업 없이 운행하는 고정

편성 열차를 유치, 점검하는 곳

신호장

(신호소)

신호장은 운전 취급의 일부, 즉 열차의 교행 및 대피만을 수행, 신호소

는 분기와 합류만을 위한 상치 신호기의 취급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이

용

객

규

모

상

대역
1일 승강인원수 15,000명 이상, 열차회수는 120～160회 정도로 대

도시 거점역

중역
1일 승강인원수 6,000명 이상, 열차회수는 24～120회 정도로 도시

거점지역이나 교통중심지에 위치한 역

소역
1일 승강인원수 2,000명 이상, 열차회수는 8～24회 정도로 간이역

이나 소도시에 위치한 역

역

장

지

위

상

관리역
철도청 시절 3급(부이사관), 4급(서기관) 역에 해당하며 현재는 1

급역과 2급역에 상당, 역종 구분 시는 보통역(1급, 2급)으로 구분

보통역 철도청 시절 5급(사무관), 6급(주무관) 역헤 해당, 현재 3급역

간이역 그 이용객 규모와 관계없이 여객 취급역중에서 운전취급이 없는 역

무인역 역무원(역장 포함)이 없는 역, 보통역이 관리

본 연구대상을 철도역(驛)으로 선정한 이유는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에서 개

략적으로 선술(先述)하였듯이 최근의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 단일조직으로는 가

장 큰 조직규모라는 점, 전국에 철도역(驛)이 분포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부조직이었던 철도청 시절의 부채문제와

영업적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철도산업구조개혁 취지인 건설과

운영의 분리를 통해 재정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철도구조개혁

을 단행한 지 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영업적자와 부채는 지속되고 있어 본 연구

에서는 성과에 미치는 주요변수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경영효율화 일환으로 추진되

었던 철도역(驛)의 규모 변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철도역(驛) 중 역무원이 배치된 404개역(2012

년 기준) 중 경성자료(Hard Data)가 존재하는 철도역(驛)이며 연구범위는 2008년

～ 2012년까지로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에서 매년 발표하는 철도통계연보 및 공공

기관혁신포털시스템(Alio Public Information in One, 이하 ‘알리오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철도통계연보 및 알리오시스템에서는 역현황, 직원수, 연혁, 수입,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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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량 등 경영공시 자료를 활용하고 조직성과 평가기준의 참고자료로는 기획재정

부가 공개한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와 철도사고통계자료, 고객만족도점수 등 한국철

도공사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3장 연구설계에서 자세하게 후술하겠으나 연구

과정에서 조직연령, 평균근속연수, 조직유형은 통제하고자 한다.

<표-3> 한국철도공사 역(驛)사 현황(2012.12.31 기준)

역구분

지역본부
관리역

소속역
신호장 신호소 합계

역무원배치 역무원무배치

서울본부 5 22 18 45

수도권서부본부 11 50 24 85

수도권동부본부 11 61 31 103

강원본부 3 13 10 3 29

충북본부 6 20 11 9 46

대전충남본부 10 40 20 4 74

전북본부 4 13 20 37

광주본부 4 15 7 1 1 28

전남본부 3 13 15 3 34

경북본부 4 23 14 7 2 50

대구본부 8 23 18 3 52

부산경남본부 9 33 29 1 2 74

합계 78 326 217 31 5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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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철도역(驛)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철도역(驛)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철도역(驛, Railroad Station)의 기원적 의미는 역마(驛馬)를 갈아타는 곳으로 인

마(人馬)와 마차(馬車)가 머무르는 여관과 차고의 기능과 통신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한 도시의 중심지로서의 의미가 일찍이 존재하였다.5) 현대에 들어와서는

사전적으로 ‘열차와 승객이 도착하고 떠나는 곳으로, 지붕이 있는 공공건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6). 그러나 보다 엄밀히 개념적 정의를 법령상7)에서 들여

다보면 ‘철도(鐵道)8)'는 운송체계의 접점에서 열차와 승객이 머물고 이동하는 곳이

다. Luca Bertolini and and Tejo Spit(1998)는 철도역(驛)을 교통 결절점으로서 중

심지와 활동공간의 중심지로 구분하고 두 가지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도시의 중심

장소로 정의하였다. 김현웅(2004)은 철도역이 철도승객의 승하차, 열차의 편성 등을

위한 장소이며 이것은 네트워크의 시작이라고 정의하였다.

철도역(驛)은 과거부터 도시의 중요한 기반교통시설이면서 대표적인 이용객, 시

민교류의 장소로서 도시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발전하였다(김도년, 2012). 산업

혁명 이후 철도역(驛)는 시기에 따라 기능과 위상이 변화하였고 역세권 개발로 개

념이 확대되고 이는 도시발전의 바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도네트워크를 이용하

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회·경제·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커다란 파급효

과를 미치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다(문대섭, 2002).

더불어 2004년 고속철도(KTX) 개통에 따라 서울∼부산의 통행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시키므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실현(오재학·이주연, 2012)하였고 2010년 정부

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9)에 따라 고속철도역사(驛舍)는 국제·광역·지역교통

과 연계된 교통의 허브, 지역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의 핵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5) 김도년(2012), 역 도시생태계의 중심이 되다(KTX경제권발전전략), 한국교통연구원
6) 브리태니커 비주얼사전(2012)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
8)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

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9) 2020년까지 고속철도망을 통하여 주요 거점도시간 90분내 통행을 추진, KTX 정차역을 중심으로 30

분대 광역급행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국토해양부(2010.9)



-7-

연구자 연구내용

문대섭(2002),

김현웅(2004),

김병웅(2008),

박영태(2010)

문대섭(2002)은 고속철도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환경적 여

건에서 철도역의 발전적 역할을 조명하였고 김현웅(2004)은 고

속철도역이 철도승객의 승하차, 열차 편성 등을 위한 장소이자

네트워크의 시작이라고 철도역의 정의하였고 김병웅(2008)은 고

한편으로는 철도산업의 기술발달 및 높은 고객 Needs는 고속철도역(驛)의 규모

를 크게 만들었으나 고객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소도시에 위치한 일반철도역(驛)은

점점 그 인력과 예산 등 조직규모면에서 축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고속철도역(驛) 중심으로 맞추어지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

라 수익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과다한 수요예측에 기인한 건설로 인해 오히려 수익

성, 공익성 측면에서 비효율이 더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2. 철도역(驛)에 관한 선행연구

철도역(驛)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철도역사의 기능과 위상, 역세권 개발, 고

속철도의 파급효과, 교통연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대섭(2002)의 ‘철도역사의 기능과 위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2004년 고속철도시대

에 진입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환경적 여건에서 철도역의 발전적 역할을 기초적 수

준에서 재조명하였다. 김병웅(2008)은 2004년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하여 통행시간이

단축되어 철도의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철도역 위상이 변화하고 이에 철도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곽노상(2004)은 철도위주의 교통체계 구축과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역세권 개발을 제안하였고 이창훈(2004)은 교통연계 및

환승체계에 관하여 고속철도 2단계 완공이후 효율적 국가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김광모(2010)는 외국 철도환승체계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사

점을 도출, 환승센터 구축 시 주요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공통적으로 철도역(驛)을 기능과 역할,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 도시와

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로 조직이론 차원에서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철도

역(驛)의 규모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선행논문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

<표-4> 철도역(驛)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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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통행시간 단축으로 철도역의 위상이 변화

하였고 철도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박영태

(2010)는 철도역 개념을 반영하여 철도역의 특성과 기능을 분석

하여 향후 도시와의 일체적 개발을 제안

곽노상(2004),

이응현(2004),

최진석(2004)

곽노상(2004)은 철도위주의 교통체계 구축과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역세권 개발을 제안하였고 이응현(2004)은 고속철도역세

권 개발과 도심 재생의 정의 관계를 분석·도출하였고 최진석

(2004)은 고속철도역세권 중심지역 특성화 발전전략과 교통시설

을 기반으로 도시발전 정책방안을 도출

이창훈(2004),

김광모(2010)

이창훈(2004)은 고속철도 2단계 완공 이후 효율적 국가교통체계

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김광모(2010)는 외국철도

환승체계를 분석하여 고속철도역사의 환승센터 구축 시 주요방향

에 대해 고찰

제2절. 조직규모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조직규모 개념 및 이론적 논의

철도역(驛)은 직제상 한국철도공사의 하부조직으로 조직이론적 견지에서 조직규

모에 대한 논의가 병행된다면 더욱 철도역(驛) 규모를 이해하는데 깊이가 배가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조직규모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서도 조직규모에 대한 정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Blau(1972)는 조직규모를 조직과 그 책임범위로 정의하였

고 Aldrich(1972)는 사업의 크기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규모라는 개념을 사

용함에 있어 Kimberly(1976)는 조직의 규모(organizational size)는 조직의 크기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조직크기는 조직구조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인식

되고 있지만 조직의 규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아직은 미숙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 또는 하부조직과 같은 조직규모라는 개념이 미숙한 것은 측정단

위를 미리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상당수

의 조직연구자들은 연구의 대상이나 목적과 관련하여 조직의 규모를 조직에 속하고

있는 인력의 크기로 정의하고, 측정 지표로 ‘조직 구성원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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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Kimberly(1976)는 조직 구성원의 수를 포함한 수용능력, 고객 수, 순자산, 그

리고 판매량 등이 규모의 측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금까

지 문헌에서 사용된 규모에 관한 다양한 조작적 정의로부터 조직규모의 네 가지를

중요한 측면으로 추출하였다. 이는 조직의 물적 수용능력, 유효 인적자원, 투입 또

는 산출, 유효 재량자원이다. 그는 각각의 개념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이긴 하

나 개념적으로는 독립적이라고 하였으며 조직 연구를 할 때 조직규모의 서로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Robbins(1983)는 조직의 규모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대부분의 경험적

인 연구에서 종업원의 수가 다른 측정치들보다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서 종업원

수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결론짓고 있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조직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직규모를 ‘종업원의

수’로 측정하는 견해가 다른 측정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물

론, 정규직원외 비정규직 포함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모호한 것

도 사실로 존재한다.

2. 조직규모에 관한 선행연구

Frederick W. Talyor, Luther Gulick, James Mooney, Alan Reilly 등 많은 조직

이론학자들은 조직규모는 조직구조에 있어서 측정변수로 인식하고 조직구조는 종업

원의 행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다. 고전적인 조직이론에서 주로 논의했던 구조

의 핵심변수로는 복잡성, 집권화, 공식화, 분권화 등을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정우일

(2006)는 1990년대 이후 최근에는 조직구조에 대한 연구는 약해지고 있으나 조직구

조는 여전히 권력, 의사결정, 전략, 리더십, 능률, 효율성, 효과성 등에 관한 함축적

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였다. 반면에 조직규모가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기도

한다. 규모가 조직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조직규모와 구조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Blau(1970)와 Child(1973) 등은 조직규모가 증가하면 세분화, 분화, 계층수준의

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Blau(1970)는 53개의 주정부 고용기관과 대학

및 백화점을 포함하는 1,201개의 지역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고 규모가 증가

하면 세분화, 공간적 분화, 계층화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해 Hall, Hass, Johnson(1967)은 규모의 절대성에 대하여 비평을 하면서

규모는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주요요소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6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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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서비스 기관을 연구한 Dewar와 Hage(1978)는 조직규모와 구조의 인과관계를 부

정하였고 Blau(1970)의 규모의 중요성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Aldrich(1972)는 규

모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술이 구조를 결정하고 그 후 규모를 결정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규모가 아닌 기술이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조직규모와 조직구조와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서 조직규모가

조직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조직성과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탈피해 조직규모가 직접적으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조직규모가 조직성과에 대한

독립변수로 더러 인식되어 연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규모와 조직성과

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조직이론 분야에서 여전히 매우 논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Armandi & Mills, 1982; Blau & Schoenherr, 1971; Daft, 2010; Dalton et al.

1980). 그러나 경제학자나 조직이론학자들은 대체로 조직규모와 규모의 경제(The

economy of scale)의 긍정적 관계를 가정하고 있으며(Katz & Kahn, 1978;

Mintzberg, 1979) 대규모 조직은 소규모 조직에 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용이

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데 동의한다(e.g. Stanford, 1980; Williamson,

1975). 이처럼 조직규모를 조직성과 측면으로 볼 때 규모가 큰 조직이 작은 조직에

비해서는 성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조직이론학자 Daft이다.

<표-5> 대규모·소규모 조직의 차이10)

대규모 조직 소규모 조직

· 규모의 경제, 글로벌적인 접근 가능

· 수직적 계통, 기계적 성향 多

· 복잡한 특성 有

· 안정된 시장에 적당

· 대응성, 유연성이 高

· 지역적 접근 용이

· 수평적, 유기적 특성 有

· 단순성, 특화 시장에 적당

Daft(2004)는 조직규모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기업들이 경쟁을 위해서는 거대한

자원과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며 대규모 조직이 신제품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자

할 수 있고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 조직

은 표준화되어있고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복잡하여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

는 복잡성은 조직안에 수많은 기능적 전문영역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10) 김병조(2010) 논문내용을 일부 보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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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조직은 기업의 성공요인인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력과 유연성은 상대적

으로 소규모 조직에 비해 떨어지며 오히려 소규모 조직은 고객 니즈에 빠르게 대응

할 수 있고 유기적이며 자유스러운 경영기조를 가지고 있어 혁신을 촉진하며 종업

원들은 기업 사명에 보다 쉽게 동화되며 조직에 대한 애착과 동기부여도 강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일부 조직이론학자들은 오히려 큰 조직에 비해서 작은 조직이 비효율적

인 관료제의 영향을 피하기 쉽고 유연하며 성장과 적응이 용이하고 변화의 수용과

실행에 있어 어려움을 덜 겪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Fleishman, 1980; Damanpour, 1991; Weber, 1947). 또한 큰 조직은 조직 내 거래비

용(Transaction cost)이 증가하고(Williamson, 1975) 관료제화의 역기능이 발생하여

조직성과를 저해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전영한·금현섭, 2011).

민간부문에 관한 연구 중 제조업에 있어서 큰 규모의 조직은 일정기간 규모의

경제(The economy of scale) 효과를 통한 안정적인 성과가 창출되어 기업이 지속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고 하였지만(곽상훈, 2007)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대체

로 조직규모와 조직성과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음(-)의 관계를 보였

다. (최홍석·김재훈·정재진2007)은 298개 준정부기관의 직원수(log)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직원 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경영성과 수준은 감소한다고 하였

고 권민정·윤성식(1999)은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경영평가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조직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좋은 기관일수록 인적자원과 여유재원이 풍

부하나 정원규모와 경영평가 종합평점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한

점을 볼 때 규모와 성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직의 성격, 분야, 특징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조직성과 개념 및 이론적 논의

철도역(驛)의 조직성과는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측면까지 매우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난다. 김근세 등(2005)은 전통적 조직이론에서 현대 조직이론에 이르

기까지 조직연구의 궁극적인 관심이 조직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하였지만 공

공기관의 조직성과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황(전영한, 2004)11)에서 조직성과 극대

화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연구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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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조직성과의 개념은 조직체계와 조직과정의 결과(Outcome)를 의미하며

기업에서는 조직성과를 생산성이나 수익성, 경제적 산출 등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 반면에 공공부문은 성과를 경제적 산출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접근의 조심성

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성과를 정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조직 효과성과 성과와의 관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효과성은 조직이 그 목적

을 실현하는 정도로 정의되나 이 정의가 내포하는 모호성 때문에 학자들마다 효과

성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의 효과성은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이론 학자들의 논의로 보인다.

Rainey(2003)는 조직성과를 조직효과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고

Rogers(1990)는 조직성과를 효과성의 상위개념으로 보았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조

직성과가 하나의 개념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 조직성과를 구성하는 하위개념에

대한 고찰은 필요하다. Brewer & Selden(2000)은 능률성, 효과성, 공정성을 성과의

구성요인으로 보았고 Rogers(1990)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서비스 수준, 대응성

을 성과의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이처럼 연구자들이 제시한 조직성과의 하위개념들

을 볼 때 효과성을 목표 달성도의 측면에서만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효과

성을 미시적으로 정의하면 성과의 하위개념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성

을 거시적으로 보면 성과와 동일하기도 하나 결국 연구자가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효과성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해보면 효과성은 조직성과와 동일 개념

으로 보아도 무방해 보이며 조직성과를 정의할 때는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대응

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조직성과는 관리부문의 연

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종속변수이다. 조직성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질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양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지표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분분하다. 특히 행정의 가장 큰 가치는 공익을 창출하고 배분하는 것이 근

본이념이기 때문에 가치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2. 조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공공기관 조직규모와 조직성과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선행연구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2절 2항에서 선술(先述)하였듯이 국내·외 대다수의 연구가 조직

11) 전영한(2004)은 ‘공공조직 목표 모호성: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를 통해 그간의 선행연구의 조직
목표의 모호성을 일차원적으로 개념화 한 것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따라 다차원별로 서로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고 조직목표를 명료화 하는 것이 공공조직의 책임성과 성과를 향상시키
는 데 필수적이라며 조직목표의 모호성을 명료화하는 전략개발 선결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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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내용

Daft

(2004)

조직규모 크기에 따라 조직성과를 측정하는 변수의 변동 발생

하는데 대규모 조직은 경제, 글로벌 접근, 수직적 계통, 기계적

복잡성 등으로 안정된 시장 접근은 용이하나 반응적 대응, 유연

성, 지역적·수평적 접근 등 특화 시장 접근에는 열악함을 제시

Blau(1970),

Child(1973)

Blau(1970)는 53개의 주정부 고용기관과 대학 및 백화점을 포함

하는 1201개의 지역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고 규모가 증

규모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다른 조직의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연

구하였다.

최홍석·김재훈·정재진(2007)은 298개의 준정부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공공기

관 경영성과 영향요인 중 하나로서 직원 수를 고려하여 경영성과 지표 점수를 평균

화하여 직원수 1명이 많아질수록 경영성과 수준이 0.041만큼 감소한다고 하였다.

권민정·윤성식(1999)은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좋은 기관일수록 우수한 인적자원

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개선활동에 동원할 수

있는 여유자원이 풍부하여 경영평가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가설을 실증 검

증하여 그 결과 정원규모와 경영평가 점수간의 상관관계가 0.312만큼 음으로 나타

났다. 즉 실제로는 소규모 기관들이 오히려 점수를 높계 받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

는 것을 알려준다. 대상을 공공기관에 한정시키지 않을 경우, 조직규모와 조직성과

에 대한 연구는 보다 다양하다. 김계정·이진규(2003)은 재무지표를 활용하여 경영성

과를 산정한 결과, 중·대규모 조직이 소규모 조직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민간조직의 특성상 공공기관과는 기업의 성격이 다르긴 하나 어느 정도는 민간

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조직규모와 재무적 성과에 대한 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Boyne(2003)는 공공서비스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65개의 경험적 연구에 대해 부

정적 검토를 했다. Boyne가 검토한 조직요인 중 조직규모와 성과에 관한 결과를 보

면 조직규모와 성과간의 선행관계가 나타난 연구는 18개(27.6%)로 조직규모 측정지

표로는 직원수, 인구, 병상 수,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삼았다. 이 중 ⅔에 해당하는

경우 계수(coefficient, 係數12))는 유의미 하지 않고 양(+), 음(-) 상관관계가 모두 뚜

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6> 조직규모·조직성과 선행연구

12) 상수와 변수로 이루어진 단항식 또는 다항식에서 지목된 변수 이외의 부분(나머지 인수 전체)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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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면 세분화, 공간적 분화, 계측화가 증가한다는 결론 제시

Lawrence

& Lorsch

(1967)

Aston그룹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조직기술보다는 조직의 규

모가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하다고 제시함

Rogers

(1990)

조직성과를 효과성의 상위개념으로 보았고 공공부문의 조직성

과가 하나의 개념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 조직성과를 구성

하는 하위개념에 대한 고찰은 필요하다고 제시

권민정·윤성식

(1999)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좋은 기관일수록 우수한 인적자원을 많

이 보유하고 있어 경영평가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가

설을 실증 검증하여 그 결과 정원규모와 경영평가 점수간의 상

관관계가 음(-0.312)으로 나와 실제로는 소규모 기관들이 오히

려 점수를 높게 받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증명

김계정·이진규

(2003)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지표를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산정한

결과, 중·대규모 조직이 소규모 조직보다 우수함을 연구

하상군

(2006)

팀제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조직성과를 구성

하는 요인으로 효과성, 능률성, 대응성을 설정하여 효과성 요인

은 제도적 측면, 능률성 요인은 구조적 측면, 대응성 요인은 인

사제도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최홍석·김재훈

·정재진(2007)

298개의 준정부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공공기관 경영성과

영향요인 중 하나로서 직원 수를 고려하여 경영성과 지표 점수

를 평균화하여 직원수 1명이 많아질수록 경영성과 수준이 0.041

만큼 감소함을 연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역(驛)의 규모,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

행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의 검토 하에 Daft의 민간조직의 대상으로 한 조직규

모의 크기에 따른 조직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이론적 바탕으로 한다. 종합

해보면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에서 선술(先述)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철도역(歷)이 정부와 민간의 조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공공

기관의 거점으로 철도역의 규모와 성과와의 관계가 과연 양(+)의 관계에 있는지 음

(-)의 관계에 있는지 또는 유의미하지 않아 다른 요인에 영향을 더 받는지를 알아

보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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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1절 연구의 가설과 분석틀

1.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철도역(驛)의 규모 정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 이론적 기반으로는 Daft(2004)의 조직규모에 관한

연구를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Daft는 조직규모가 크면 효율성, 생산성 등 내적활동

에는 양(+)의 효과가 나타나고 대응성과 같은 외적 활동에는 음(-)의 효과 나타난

다고 하였다. 반면에 조직규모가 작으면 대응성이 양(+)의 효과가 나타나고 생산과

관련된 내적활동은 큰 규모의 조직에 비해 음(-)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Daft의 조직이론을 철도역(驛)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입해 본

다면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고속철도역사(驛舍) 규모의 거대화, 기존 일반철도

역사(驛舍)의 축소 등 기술발달, 고객 니즈 변화 등의 다양한 요인한 의한 철도역

(驛) 규모변화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철도역(驛)의 규모와 성과와의 상

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 향후 철도역(驛)의 운영에 대한 방향 정립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연구 가설1> 철도역의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은 높아진다.

1-1 : 철도역의 직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매출액은 높아진다.

1-2 : 철도역의 지출액이 많을수록 1인당 매출액은 높아진다.

<연구 가설2> 철도역의 규모가 클수록 대응성은 낮아진다.

2-1 : 철도역의 직원수가 많을수록 고객만족도는 낮아진다.

2-2 : 철도역의 지출액이 많을수록 고객만족도는 낮아진다.

<연구 가설3> 철도역의 규모가 클수록 안전성은 낮아진다.

3-1 : 철도역의 직원수가 많을수록 사고건수는 높아진다.

3-2 : 철도역의 지출액이 많을수록 사고건수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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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분석틀

기존 선행 연구들은 민간조직 규모와 조직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

고 공공조직에 있어서도 성격이 다른 다수의 공공기관을 표본으로 규모와 성과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다룬 측면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각 조직규

모의 성격이 설립 목적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직구성상 단일기관의 하부조직이자 철

도산업 전체에서도 공공재로서의 상징성이 높은 동질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철도역

(驛)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선행연구 한계를 보완하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림-1>과 같이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해 보았다.

<그림-2> 연구 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철도역(驛) 규모

직원수, 지출액

철도역(驛) 성과

생산성 : 인당 매출액

대응성 : 고객만족도

안전성 : 사고건수통제변수

철도역(驛) 조직연령

철도역(驛) 조직유형

평균근속연수

독립변수는 철도역(驛)의 규모(직원수, 지출액)가 종속변수인 철도역(驛)의 성과

(생산성, 대응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가설>로 시작한다. 변수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철도역(驛)의 ‘조직연령, 조직유형, 평균근속연수’은 통제하고

추가적으로 ‘철도역(驛)의 조직유형’을 ‘그룹1 : 여객역, 화물역, 혼합역’과 ‘그룹213) :

고속철도역, 일반철도역’으로 나누어서 종속변수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본

선형모형과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13) ‘그룹1’의 형태는 철도역의 기능상 분류에 해당하나, ‘그룹2’의 분류는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분류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다. 다만, 고속철도 등장에 따라 고속철도역사도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요도를 감안, 본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분류하여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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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독립변수 : 철도역(驛) 규모

철도역(驛) 규모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규모의 개념으로 종업원

수 또는 조직 구성원 수를 의미하는 직원수만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원수와 지출액을 규모변수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조직규모를 연구한 조직이론학자 중 Kimberly(1976)의 네 가지 차원

에서 살펴본 규모 변수14)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결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첫째,

조직의 물적 수용능력은 병원의 병상 수 등을 의미하는데 철도역(驛)에는 병원의

병상과 같이 모든 역에 널리 적용되어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특정한 물적 자원이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규모변수 설정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인적자원은 조직을 구성하는 직원수로 측정한다. Hall(1972)은 규모의 준거

로서 종업원 수를 사용할 때는 전일제 종업원과 시간제 종업원의 포함 여부의 논의

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정규직만을 포함시킬지 비정규직을 포함

시킬지 역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경영효율화 일환으로 철도역(驛)의 인력수급에 있어서 위탁인력이 일정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 하나 경영평가 시 평균보수, 평균 근속연수

등 직원수가 고려되는 변수 측정 시 정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원수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직원수는 정규직원수로 한정하였고 이는 한

국철도공사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셋째, 조직의 투입 혹은 산출에 있어서는 투입을 고려하였다. 조직의 산출물 역

시 조직규모를 나타내는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산출물은 많은 연구에서 조직성과 변

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조직규모와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입 혹은 산출 중에서 규모변수를 택하고자 할 때

투입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철도역(驛)의 투입은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인 2008년

∼ 2012년까지의 연도 지출액을 측정한다. 지출액에는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기이월이 반영된다.

넷째, 재량 자원은 대개 조직의 부(Wealth) 또는 자산으로 측정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이 지출과의 상관관계 중 지출액이 직원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을 것

으로 가정하고 규모변수 중에서 지출액만 택하겠다. 이는 Robbins(1983)의 주장처

14) Kimberly는 규모변수로 조직의 물적 수용능력, 유효 인적자원, 투입 또는 산출, 유효 재량자원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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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규모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여러 측정치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종속변수 : 철도역(驛) 성과

1) 생산성 : 인당 매출액

생산성은 조직성과를 측정하는 주요변수 중에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

는 지표로서 높을수록 시장 점유율 및 경쟁력이 양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출액/종업원 수'으로 철도역(驛)의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왔듯이 조직성과를 측정하는 변수 중 효과성과 효율

성은 생산성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지표이다. 그러나 효과성15)은 학자들마다 다양

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듯이 기본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태다. 조직성과를 효과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Rainey, 2003) 상위 개념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해

서(Rogers, 1990)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

효율성의 경우는 생산성과 구분하지 않고 혼동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효율성은 주어진 산출량을 최소의 투입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

적인 개념인 반면에 생산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하는 정

도로서 생산성 증가율, 생산성 변화 등의 동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오미영, 2008).

나아가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평균직원수로 노동생산성을 통해 산정되는데

현재 각 철도역(驛) 단위 노동생산성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제외하였다.16)

2) 대응성 : 고객만족도

철도역(驛)의 ‘고객만족도’는 성과를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과측정변수이다.

철도역(驛)은 공공기관으로 민간조직과는 달리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만 성과를

15) 일반적으로는 ‘조직이 목적을 실현하는 정도’로 정의되어 변수로 측정치를 정하는데 합의된 사항이 
부족한 상황이다.

16)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을 산출물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공공조직의 노동
생산성을 구할 때 평균직원수를 부가가치로 나누어서 구한다.(기획재정부, 2008). 그런데 부가가치에
는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이익, 인건비와 이자비용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를 제한 순금융비용,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는데 각 철도역(驛)의 부가가치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한국철
도공사는 역(驛)단위 노동생산성을 세분화하고 있지 않다.) 지표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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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민주적이며 공정한 대응성을 가져야하는 조직으로 공공

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변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Daft(2004)는 효율성, 효과성은 대규모 조직이 유리하다고 한 반면에 대응성, 유

연성은 소규모 조직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이는 소규모 조직이 유기적이며 혁신에

유리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업사명에 보다 쉽게 동화되어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정리해보면 철도역(驛)이라는 조직규모가 작을수록 대응성 즉

고객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고객만족도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조사모델(PCSI)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발표하는 고객만족도 점수결과를 활용하였다.17)

3) 안전성 : 사고건수

철도역(驛)의 성과측정에 있어서 사고건수는 안전성을 판단기준이 되는 주요 변

수이다. 철도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특성과 공공기관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고객 안전보장이라는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안전성은 조직의 성과 측정에서 가장

기본이자 뼈대가 되는 측정변수로서 고객에게 가장 안전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된다. 더불어, 세계철도연맹(UIC, Union Internationale

Chemins De Fer)은 안전성과 정시성을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운영기관의 성과평가

항목 중 주요기준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Daft(2004)는 조직규모와 성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규모가 클수록 복

잡성이 증가하고 수직적 계통이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반면에 조직규모가 작을

수록 조직이 유연하여 대응성은 높아지고 수평적이며 유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를 철도역(驛)의 조직특성과 대입해보면 철도역(驛)의 규모가 크다는 것

은 여객 및 화물열차의 열차횟수가 많다는 것이며 소규모 철도역(驛)보다 복잡한

운송취급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는 안전성은 저하될 수 있다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철도역(驛)별 사고건수를 안전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설정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사고건수는 철도통계연보 및 한국철도공사가 매년 작성하는 철도

사고통계,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행하는 연도별 철도사고분석보고서를 활용한다. 그러

나 사고건수를 측정변수로 사용 시 선로에 뛰어들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자살,

천재지변 등과 같은 철도역(驛)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고건수는 제외하고 측정한다.

17) 한국철도공사는 고객만족도(역•열차 모니터링) 종합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조사, 발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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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 조직연령, 조직유형, 평균 근속연수

1) 조직연령

조직연령은 기간이 지속될수록 안전성이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조

직이 오래 운영된 만큼 경험과 신뢰가 쌓여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조직수명주기’인데 크게 창업단계,

집단공동체 단계, 공식화 단계, 정교화 단계 4단계로 나뉘어진다(Quinn & Cameron,

1983). 이는 위기～극복～지속～성과 창출의 단계를 거친다는 요지로 조직성격 및

규모에 따라 조직수명주기가 달라 일률적인 판단이 다소 무리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조직연령이 높으면 성과가 높다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따라서, 철도역(驛) 규모와

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조직연령이 미치는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다. 철도역(驛)의 조직연령은 ‘현재년도 - 설립년도’로 측정하였다.

2) 철도역의 조직유형(혼합역, 여객역, 화물역)

철도역(驛)은 기능상 조직유형으로 여객과 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혼합역, 여객만을

취급하는 여객전용역 그리고 화물만 취급하는 화물전용역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일

반적으로 철도역(驛)의 인력 비중은 혼합역, 여객역, 화물역 순으로 구성되어 있지

만 매출액은 인력 비중 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부산진역과 같은 화물역은 보통역

(역장분류에 따른 구분)18)보다 매출이 높은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철도역(驛)이 기능상으로 분류되는 세 가지 조직유형을 통제변수로 삼고

기능유형에 따라 철도역(驛) 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통제하고자 한다.

3) 평균 근속연수

평균 근속연수 또한 공공조직의 성격이 있는 철도역(驛)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통제변수 중 하나이다. ‘평균보수’에서 살펴본 Miere & Bothe(2000)는 통솔의 범위

와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교사 경력연수’를 ‘근로자의 근속연수’로 대체하여

학군 내 평균 교사 경력연수는 한 조직 내에서 근로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종사했는

18) 역장 분류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는 보통역 : 과거의 5급(사무관) 및 6급(주무관) 역에 해당하며 현재
는 3급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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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나타내는 평균 근속연수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평균 급여와 마찬가지로

평균 근속연수도 조직성과에 양(+)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철도역(驛)도 조직 구성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길수록 해당 조직업무에

익숙해져 숙련도가 높아져 조직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제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제하였다.19)

<표-7> 변수의 측정과 변수명 정리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변수명

독립

변수
철도역 규모

직원수 = 종업원수 X₁

지출액 = ln(지출액 합계) X₂

종속

변수
철도역 성과

인당 매출액 = 연간 매출액/종업원수 Y₁

고객만족도 = 역별 고객만족도 점수 Y₂

사고건수 = 역별 사고건수 Y₃

통제

변수

조직연령 = 2013년 – 조직의 설립연도 X₃

조직유형

(기능상분류)

= 혼합형 = 1,

여객역 = 2,

화물역 = 3

X₄

평균근속연수 = 당해 직원 평균 근속 연수 X5

제3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8년～2012년까지 5년 동안 철도통계연보 및 경영공시 등 한국

철도공사 자료를 통해 철도역(驛)의 직원수, 지출액, 사고건수 등을 수집·측정한다.

연구대상의 자료 수집을 2008년부터 하는 이유는 철도역(驛)을 관할하는 한국철

도공사가 2005년 탄생되기는 하였으나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시스템

19) 평균 근속연수는 알리오에서 공개한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연수로서 호봉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조
직에 따라서는 조직연령보다 평균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도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직원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을 때 유사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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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축된 시점이 2007년으로 각 역(驛)별 매출액, 지출액 등 각 변수별 측정값 산

정을 위한 원시자료(raw data)가 2008년부터 수집이 가능하고 더불어, 고속철도 개

통에 따라 신설된 고속철도역사 실적자료도 ERP시스템이 구축된 시점 이후부터 수

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0)

표본 수는 역무원이 배치된 332개역(2012년 기준)을 대상으로 표본을 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고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 다중

회기분석은 독립변수(n)가 동시에 종속변수(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통계기법으로 다중회귀 모형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할 수 있으며 회귀계수를 통해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했을 때 해당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본 연구에서 통계기법으로 사용하였다.

20) 한국철도공사는 ERP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 2004년 IRIS(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를 통해 열차운행, 예
약발매, 발권 등의 data를 수집·관리하였으나 역 단위까지 관리되지 않고 지역본부 단위까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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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론의 학자 중 Daft(2004)의 조직규모에 관한 이론과 같이

규모와 성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공성이 추구되는 철도역(驛)의 ‘규모’라는 원인이

철도역(驛)의 ‘성과’라는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

철도공사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연도별 철도통계연보 데이터 및

내부 데이터를 재설계하고 다양한 철도역(驛)의 특성을 통제함으로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철도역(驛)의 규모가 철도역(驛)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분석 이전에 기

술통계분석을 통해 철도역(驛)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의

계량화된 기본통계수치를 살펴보았다.

제1절 기술통계분석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철도역(驛) 성과는 생산성, 대응성, 안전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생산성은 인당 매출액을 사용하였고 대응성은 철도공사에서 외부 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의 철도역(驛) 고객만족도 점수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안전성은 철도공사의 사고통계보고서의 사고건수를 사용하

였다.

먼저, 인당 매출액(생산성)에 관한 기술통계량의 경우 철도역(驛)의 평균 생산성

은 약 2,086.07(백만원)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역(驛)은 평균 인당 매출액이 약 2,086

백만원이라는 것이다. 생산성의 최소값은 45,728.9원(봉양역)이며 최대값은 100,585

백만원(부산역)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은 철도역(驛)의 이용객 규모상 분류21)에

해당하는 소역과 대역의 승강직원수과 열차횟수가 그대로 인당 매출액에 반영되는

결과로 분석된다. 추가로 부산역이 철도역(驛)의 상징인 서울역보다 인당매출액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화물취급이 서울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고건수(안전성)에 대한 기술통계량의 경우 철도역(驛)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건수는 연 평균 0.54만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의 시스템적

21) 대역 : 1일 승강직원수 15천명이상, 열차회수 120~160회 정도의 대도시 거점역, 소역 : 1일 승강직
원수 2천명이상, 열차횟수 8~24회 정도의 소도시에 위치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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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거점에 해당하는 철도역(驛)보다는 열차, 레일 등 철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차량, 전기, 시설에서 사고발생의 귀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값은

0.00건이며 최대값은 8.00건이다. 참고로 2008 ∼ 2012년 동안 가장 사고가 많이 난

철도역(驛)은 영등포역으로 나타났다. 영등포역은 1급 관리역으로 여객과 화물을 동

시에 취급하는 혼합역의 성격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최신 시설이

구비된 고속철도역이 아닌 보통역인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 점수(대응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볼 때 철도역(驛)의 평

균 고객만족도 점수는 96.55점으로 나타났다. 최소값은 86.21점(금정역)이고 최대값

이 100점(묵호항역, 가평역)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철도역(驛)과 가장 낮은 철도역

(驛)의 차이가 약 14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철도역(驛) 성과에 관한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생산성(백만원) 332 0.045728 100,585.93 2,086.07 6,920.74

ln생산성 332 10.73 25.33 19.95 2.094

안전성 332 0 8 .54 1.138

대응성 102 86.21 100.00 96.56 2.26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철도역(驛) 규모를 Daft(2004), Blau(1972) 등과 같은 조직이론학

자들이 조직규모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하는 직원수과 규모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Kimberly(1976)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 지출액 역시 규모를 측정하

는 변수로 추가하여 직원수과 지출액을 철도역(驛) 규모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

였다.

직원수에 관한 기술통계량의 경우 철도역(驛)의 평균 직원수는 20.43명으로 나타

났다. 최소값은 3.0명(봉성역, 청리역), 최대값은 144.4명(부산역)으로 나타나 직원수

로 측정한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은 가장 작은 규모의 조직의 약 48배에 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22)

22) 참고로, 서울역의 경우 2008~2012년 평균 직원수는 144.2명으로 332개 역 중 2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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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에 관한 기술통계량의 경우, 철도역(驛)의 연간 평균 지출액은 약 1,321백

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가장 작은 철도역(사릉역)은 약 181백만원, 지출이 가장

큰 철도역(서울역)은 약 11,133백만원으로 약 6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철도역(驛)의 규모는 조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철도역(驛)의 구조적인 특성이 지리적, 업무내용상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출액에 대해서는 조직별로 편차를 줄이고 데이터의 정합성을 높이

기 위해 지출액을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해 분석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통계량은 아

래 표와 같다.

<표-9> 철도역(驛) 규모에 관한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직원수(명) 332 3.0 144.4 20.43 22.40

지출액(백만원) 332 181.4 11,133.0 1,321.2 1,605.7

ln(지출액) 332 19.02 23.13 20.64 .74

3. 통제변수

1) 조직연령

철도역(驛) 연령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보면 철도역(驛)의 평균연령은 약 69년으

로 나타났다.23) 최소값을 지닌 철도역(驛) 연령은 2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례역

을 포함하여 8개24)의 철도역(驛)이 2010년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이다. 최

대값을 갖는 철도역(驛)은 노량진역과 제물역을 포함하여 9개 철도역(驛)이 해당25)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철도역(驛) 연령에 관한 기술통계량

23) 우리나라의 최초 열차개통이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역과 제물포역을 잇는 구간(33.2km)에서 출발
하는데 그 기간은 2012년 기준으로 113년이라는 장고한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철도역의 평균연령
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24) 8개역 : 진례역, 금강역, 서동탄역, 김천구미역, 신경주역, 창원중앙역, 울산역, 부산신항역
25) 9개역 : 영등포역, 부평역, 부천역, 오류동역, 동인천역, 노량진역, 주안역, 대방역, 제물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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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조직연령 2 113 69.14 32.50

다음으로 철도역(驛) 연령에 관한 빈도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철도역(驛)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철도산업 역사가 고스란히 철도역(驛)으로 그대로 투

영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899년 최초로 노량진역과 제물포역 33.2km를 잇는 열

차가 운행된 이래 50년 이상된 철도역(驛)이 70% 수준을 넘을 정도이며 10년 이하

된 철도역(驛)은 7%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벽

지노선을 포함한 전국 어디에나 열차가 운행되어야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철도역

(驛) 연령의 빈도 증가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표-11> 철도역(驛) 연령에 관한 빈도분석

연령 구분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0 이상 ∼ 10 미만 16 4.8 16 4.8

10 ∼ 20 30 9.0 46 13.9

20 ∼ 30 13 3.9 59 17.8

30 ∼ 40 17 5.1 76 22.9

40 ∼ 50 15 4.5 91 27.4

50 ∼ 60 25 7.5 116 34.9

60 ∼ 70 8 2.4 124 37.3

70 ∼ 80 56 16.6 180 54.2

80 ∼ 90 38 11.3 218 65.7

90 ∼ 100 45 13.4 263 79.2

100 이상 69 19.5 332 100

<표-12>은 철도역수의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이다. 2003년 철도역

은 636개에서 2012년에는 26개나 증가했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2008년 대비 2012년만 철도역수를 비교해보더라도 23개나 증가한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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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驛)의 수가 증가한 몇 가지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은 영업키로 증가와 고속철

도 개통에 무게가 크다. 도로, 항공과 같은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동북

아시대 국제적인 철도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고속

철도 역사가 20여개 신설되었고 영업키로 또한 2003년 대비 약 430km나 늘어난 점

이 철도역 수의 증가에 밀접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공공재로서의 철

도역(驛)을 경영효율화 입장에서 조직 통폐합 및 조직축소가 2005년부터 지속되긴

했지만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인한 고속철도 역사의 신설 등의 양적 증가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12> 철도역수의 변화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역수
(개)

636 638 649 643 640 639 639 652 652 662

영업
키로
(km)

3,140.3 3,374.1 3,392 3,392 3,399.1 3,391.2 3,377.9 3,557.3 3,558.9 3,571.8

2) 평균근속연수

332개 철도역(驛) 평균근속연수의 평균값은 약 18년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철도공사에 종사하는 영업, 운전, 차량, 전기, 시설 모든 종사원의 평균근속연수가

19년과 거의 유사한 근속연수에 해당한다. 최소값은 8년, 최대값은 34년으로 노동집

약적인 산업의 특성상 업무의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철도역에 종

사하는 종사자의 근속연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한국철도공사

가 2005년 공사로 전환되기 이전에 정부조직인 철도청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왔고

해당 직원들이 고용 승계되어 근무하는 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평균근속연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직원수나 규모면에서 가장 큰 서울역

의 경우 조직연령은 112년이나 되었지만 직원의 평균근속연수는 10년밖에 되지 않

아 평균이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는 조직의 지리적·상업적·상징적인 중요도나 열차

운행률, 고객대응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철도역(驛)에 비해 젊은 직원들을 많이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평균값에 비해 현저히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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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평균근속연수에 관한 기술통계량

통제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근속연수(년) 8 34 18.38 4.95

3) 철도역(驛) 유형

본 연구에서 철도역(驛) 유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철도역(驛) 분류상

유형 중 기능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26) 기능상 철도역(驛)은 여객역과 화물역 그리

고 여객역과 화물역을 함께 취급하는 혼합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여객역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332개 철도역(驛) 중에서 226개

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철도의 중심이 여객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혼합역이 88개로 26.5%, 가장 적

은 철도역(驛)의 유형은 화물역으로 18개 5.4%의 비중순으로 나타났다.

<표-14> 철도역(驛) 유형에 관한 기술통계량

철도역(驛) 유형 빈도 백분율

기능상 분류

여객역 226 68.1

화물역 18 5.4

혼합역(여객+화물) 88 26.5

추가적으로 고속철도역(驛)과 일반철도역(驛)의 경우는 332개 철도역(驛) 중에서

41개를 차지하는 고속철도역(驛)의 비중은 12.3%이며 291개를 차지하는 일반철도역

(驛)은 87.7%를 차지하고 있어 KTX의 중요도에 비해 고속철도역(驛)의 비중은 적

게 나타났다.

<표-14> 고속철도역과 일반철도역에 관한 기술통계량

철도역(驛) 유형 빈도 백분율

고속철도역 41 12.3

일반철도역 291 87.7

26) 이외에도 철도역(驛)은 법령상 ‘보통역과 간이역’, 업무내용상 ‘보통역, 여객역, 화물역, 조차장, 차량기지, 신호
장 및 신호소’, 이용객 규모상 ‘대역, 중역, 소역’, 역장 지위상 ‘관리역, 보통역, 간이역, 무인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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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다중회귀분석 등의 결과

1. 다중공선성 진단

본 연구에서는 철도역(驛) 규모가 철도역(驛)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서 독립변수 2개 이상을 추정식에 이용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SPSS Statistics 21을 통해 활용하였다. 김병섭(2010)은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예측 및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설명력의 크기를 검증하는 분석에서는 정확한

예측보다는 설명을 주목적으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독립변

수를 확인하고 관계의 방향 그리고 관계의 상대적 크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

다.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진단이 필요하

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들간에 상관관계가 높을 때, 즉 독립변수들 간에 선형관

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규석(2011)은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선형

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 있지만 상관관계가 너무 큰 경우는 회귀모델의 유의성

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상관관계가 높은 두 변수를 동시에 모형에 넣게 되면 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

다. 이러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고전적 방법은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피어슨 상

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김영필(2009)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의 일

반적인 특징을 열거하면서 첫째, 상관계수의 범위는 -1.0에서 1.0 사이의 값을 갖으

며 둘째, 상관계수의 크기는 관련성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값이 크면 두

변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절대값이 작으면 두 변수 간의 관련성

이 낮음을 의미한다. 셋째, +는 양의 상관을 -는 음의 상관을 나타낸다. 그러나 상

관관계 정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학계내에서 명확히 동의하는 기준은 없지만 변수

간에 상관계수가 0.7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27)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16>와 같다.

27) ① 김영필(2009), 남궁근(2012)에 따르면 상관관계 정도를 해석하는데 학자들이 동의하는 기준
은 없고 대체로 Pearson 상관계수가 0.2이하이면 무시할만한 상관관계, 0.2～0.4이면 낮은 상
관관계, 0.4～0.7이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0.7～0.9이면 높은 상관관계, 0.9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② 성태제(2007)의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0.2이하이면 상관이 매우 낮고, 0.2~0.4이면 상관이 낮
고, 0.4~0.6이면 상관이 있고 0.6~0.8이면 상관이 높고, 0.8~1.0이면 상관이 매우 높다고 해
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학자들마다 다소 해석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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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X1 X2 X3 X4 X5

X1 1

X2 .728
** 1

X3 .241
**

.338
** 1

X4 -.284
**

-.309
** -.028 1

X5 .108
*

.240
**

.155
** .018 1

· X1 : 직원수, X2 : 지출액, X3 : 조직연령, X4 : 평균근속연수, X5 : 조직유형

구분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독립변수
직원수(X1) .304 3.292

지출액 .268 3.728

통제변수

조직연령 .875 1.143

평균근속연수 .889 1.125

조직유형 .906 1.104

<표-16> 독립변수간 상관계수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직원수

(X1)와 지출액(X2)의 경우 Pearson 상관계수 값이 .728로서 0.7과 유사하다. 다중공

선성이 문제가 되는 상관계수 0.7이상이 없다는 것(김영필, 2009)을 고려하면 다중

공선 문제는 약간 존재하나 연구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

(VIF, Variance Infaltion Factor)가 활용된다. VIF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 인해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VIF가 10보다 크면 다

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해야 한다. 공차한계는 VIF의 역수로서 0.1보다 작으면 다중

공선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들에 대해 다중공선

성 여부를 진단해본 결과, 모든 변수들의 VIF값이 10보다 작았으며 공차한계 역시

0.1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는 [표-17]와 같다.

<표-17> 공차한계 및 분산팽창계수(V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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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7,687.801 18,771.159 2.540 .012

직원수 45.089 32.746 .131 1.377 .169

ln지출액 -1,882.404
** 934.137 -.205 -2.015 .045

조직연령 -20.013 13.041 -.087 -1.535 .126

평균근속연수 -360.390
*** 86.577 -.231 -4.163 .000

화물역 6,358.431
*** 1,853.996 .186 3.430 .001

혼합역 382.683 965.812 .022 .396 .692

· R2 = 0.098 (Adjusted R2 = 0.081), F = 5.966, p = 0.000

· *p<0.1, **p<0.05, ***p<0.01

2.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2-1. 독립변수를 전체로 둔 경우

1) 철도역(驛)의 규모와 생산성과의 관계

우선 철도역(驛)의 규모가 생산성(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표-18> 생산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R2값이 0.098(수정된 R2값 0.081)로

나타나 약 8%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5.966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000으

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지출액이 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의 회귀계수는

약 –1,882로 지출액 1단위(백만원)가 증가할 때 생산성은 1,882(백만원)으로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수의 회귀계수는 0.1 유의수준에서조차 통계적으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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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205 2.539 .869 .386

직원수 .023
*** .004 .460 5.248 .000

ln지출액 -.079 .126 -.058 -.625 .532

조직연령 .002 .002 .046 .874 .383

평균근속연수 -.035
** .012 -.153 -3.008 .003

화물역 .314 .251 .063 1.254 .211

혼합역 .049 .131 .019 .374 .709

· R2 = 0.240 (Adjusted R2 = 0.226), F = 17.380, p = 0.000

· *p<0.1, **p<0.05, ***p<0.01

하지 않게 나타나 직원수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변수 이외의 통제변수들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평균근속연수

는 유의수준 0.01에서 약 –360으로 평균근속연수가 1단위(년) 증가할 때 생산성은

360(백만원)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물역은 여객역에 비해 약 6,358(백만

원)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철도역(驛)의 규모와 안전성과의 관계

다음은 철도역(驛)의 규모가 안전성(사고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9> 안전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R2값이 0.240(수정된 R2값 0.226)으

로 나타나 약 23%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17.380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직원수가 안전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의 회귀계수는

0.023으로 직원수이 1단위(명) 증가할 때 안전성은 .023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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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09.160 14.307 7.630 .000

직원수 .006 .019 .069 .300 .765

ln지출액 -.698 .692 -.232 -1.009 .315

조직연령 -.007 .007 -.107 -1.005 .317

평균근속연수 .167
** .073 .246 2.288 .024

화물역 .367 1.653 .023 .222 .825

혼합역 .100 .507 .021 .198 .844

· R2 = 0.128 (Adjusted R2 = 0.073), F = 2.323, p = 0.039

· *p<0.1, **p<0.05, ***p<0.01

났다. 그러나 지출액의 회귀계수는 0.1 유의수준에서조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게 나타나 지출액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규모 이외의 통제변수들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평균근속연수

는 유의수준 0.05에서 –.035로 평균근속연수가 1단위(년) 증가할 때 안전성은 오히

려 0.035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철도역(驛)의 규모와 대응성과의 관계28)

다음은 철도역(驛)의 규모가 대응성(고객만족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0> 대응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대응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R2값이 0.128(수정된 R2값 0.073)으

로 나타나 약 7%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2.323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039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 대응성 지표인 ‘고객만족도 점수’의 경우, 표본수가 102개로 생산성과 안전성의 332개 표본수와 차
이가 있다. 이는 매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고객만족도조사(역·열차 모니
터링 결과보고서)의 대상역이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2011~2012년 고객만족도조사를 시행
한 해당역 102개를 대상으로 평균값을 이용,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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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4,240.602 17,450.200 1.389 .166

직원수 30.524 26.129 .161 1.168 .244

ln지출액 -917.452 857.586. -.153 -1.070 .286

조직연령 -3.544 8.541 -.028 -.415 .679

평균근속연수 -215.289
*** 59.929 -.250 -3.592 .000

대응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 직원수 및 지출액의

회귀계수는 0.1 유의수준에서조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직원수과 지

출액모두 대응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규모 이외의 통제변수들이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평균근속연수

는 유의수준 0.05에서 .167로 평균근속연수가 1단위(년) 증가할 때 대응성은 .167만

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철도역(驛) 규모를 그룹(여객역·화물역·혼합역)으로 나눈 후 종

속변수와의 관계

철도역(驛)은 기능상 여객전용역, 화물전용역, 혼합역으로 구분하고 있다.29) 앞서

살펴본 철도역 전체의 선형적인 회귀분석과 철도역을 기능상 조직유형을 각각 분류

하여 분석 시 종속변수와 어떠한 인과적 차이가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각 표본수

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역(驛)과 종속변수와의 관계

첫 번째, 226개의 여객역(驛)의 경우 생산성(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1> 생산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29) 기능상 분류에 따르면 여객전용역, 화물전용역이 맞는 표현이나 본 연구에서는 통상 표기되는 형태
인 여객역, 화물역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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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176 4.016 .791 .430

직원수 .021
*** .006 .439 3.457 .001

ln지출액 -.129 .197 -.086 -.653 .514

조직연령 .003 .002 .095 1.539 .125

평균근속연수 -.035
** .014 -.163 -2.542 .012

· R2 = 0.202 (Adjusted R2 = 0.187), F = 13.960, p = 0.000

· *p<0.1, **p<0.05, ***p<0.01

· R2 = 0.063 (Adjusted R2 = 0.046), F = 3.703, p = 0.006

· *p<0.1, **p<0.05, ***p<0.01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수정된 R2값 0.046로 나타나 약 5%

의 낮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3.703이고 이에 대한 p값은 0.006으로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역만 구분하여 볼 때 독립변수인 직원수 및 지출액은 생산성이라는 종속변

수에 대해 회귀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0.05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직규모 이외의 통제변수들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평균근

속연수만 유일하게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는데 평균근속연수가 1단위(년) 증가할 때 생산성은 215(백만원)만큼 오히려 감소하

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두 번째, 226개의 여객역(驛)의 경우 안전성(사고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표-22> 안전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수정된 R2값이 0.187로 나타나 약

19%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13.960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000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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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13.470 16.827 6.743 .000

직원수 .015 .022 .183 .687 .495

ln지출액 -.944 .816 -.305 -1.156 .252

조직연령 -.004 .009 -.065 -.510 .611

평균근속연

수
.193 .098 .249 1.965 .054

· R2 = 0.107 (Adjusted R2 = 0.051), F = 1.894, p = 0.123

· *p<0.1, **p<0.05, ***p<0.01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인 직원수

의 경우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직원수이 한 단위(명) 증가할 때 안전성(사고건수)은 .021만큼 증가하는 양(+)의

영향이 나타났다.

다만, 조직규모 이외의 통제변수들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평균근

속연수만 유일하게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01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는데 평균근속연수가 1단위(년) 증가할 때 안전성(사고건수)은 .035만큼 오히려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68개의 여객역(驛)의 경우 대응성(고객만족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3> 대응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대응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수정된 R2값 0.051로 나타나 약

5%의 낮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1.894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123로 유의

수준 0.05보다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객역의 표

본수(68개)가 분석을 위한 표본수보다 적은 것이 요인 중 하나라 판단된다. 따라서,

대응성에 대한 회귀결과도 유의수준 0.05보다 커서 독립변수인 직원수, 지출액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직원수 및 지출액은 대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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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328,851.965 263,402.915 -5.045 .000

직원수 -2,840.571
*** 525.754. -1.502 -5.403 .000

ln지출액 67,491.207
*** 12,765.775. 1.691 5.287 .000

조직연령 132.381 154.635 .153 .856 .407

평균근속연수 -1,088.408. 797.085. -.223 -1.365 .195

· R2 = 0.768 (Adjusted R2 = 0.696), F = 10.748, p = 0.000

· *p<0.1, **p<0.05, ***p<0.01

(2) 화물역(驛)과 종속변수와의 관계30)

첫 번째, 18개의 화물역(驛)의 경우 생산성(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4> 생산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화물역의 경우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수정된 R2값 0.696으

로 나타나 약 70%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10.748이고 이에 대한 p

값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역의 독립변수인 직원수 및 지출액은 생산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

수 값을 살펴본 결과, 직원수과 지출액 모두 0.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낮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직원수 경우 직원수이 한 단위(명) 증가할 때 생산

성은 2,840백만원만큼 감소하는 음(-)의 관계를 나타냈고 지출액의 경우 지출액이

한 단위(백만원) 증가할 때 생산성은 6,749백만원 증가하는 양(+)의 관계로 나타났

다. 그 외 통제변수들은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두 번째, 18개의 화물역(驛)의 경우 안전성(사고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화물역의 경우, 고객만족도 점수(대응성 측정지표)가 있는 역이 묵호항, 부산신항 2개밖에 표본수가 
존재하지 않아 대응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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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

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4.717 16.078 -2.781 .016

직원수 -.009 .032 -.072 -.266 .794

ln지출액 2.255
** .779 .900 2.894 .013

조직연령 .017 .009 .318 1.827 .091

평균근속연

수
-.097 .049 -.315 -1.984 .069

· R2 = 0.781 (Adjusted R2 = 0.713), F = 11.570, p = 0.000

· *p<0.1, **p<0.05, ***p<0.01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표-25> 안전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화물역이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수정된 R2값 0.713으로

나타나 약 71%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11.570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역은 안전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

인 지출액의 경우만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01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즉, 지출액이 한 단위(백만원) 증가할 때 안전성(사고건수)은 2.255만

큼 증가하는 양(+)의 영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표본수가 18개로 매우 적어 화물역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통제변수들은 안전성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3) 혼합역(驛)과 종속변수와의 관계

첫 번째, 88개의 혼합역(驛)의 경우 생산성(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6> 생산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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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2.595 8.255 2.737 .008

직원수 .063
*** .013 1.163 4.870 .000

ln지출액 -1.103
*** .405 -.684 -2.723 .008

조직연령 .000 .004 -.003 -.034 .973

평균근속연

수
-.023 .026 -.090 -.882 .381

· R2 = 0.381 (Adjusted R2 = 0.351), F = 12.774, p = 0.000

· *p<0.1, **p<0.05, ***p<0.01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4,384.725 38,422.233 .895 .373

직원수 29.961 60.206 .148 .498 .620

ln지출액 -1,471.155 1,885.223 -.245 -.780 .437

조직연령 9.546 20.612 .055 .463 .644

평균근속연수 -190.466 121.084 -.201 -1.573 .120

· R2 = 0.053 (Adjusted R2 = 0.012), F = 0.750, p = 0.561

· *p<0.1, **p<0.05, ***p<0.01

혼합역의 경우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수정된 R2값이

0.012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F값은 0.750이고 유의

수준도 0.05보다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원수와 지출액이

생산성(인당 매출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통제변수

들이 생산성(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더라도 조직연령, 평균근속연수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88개의 혼합역(驛)의 경우 안전성(사고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7> 안전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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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76.756 31.703 2.421 .022

직원수 -.049 .039 -.629 -1.243 .225

ln지출액 1.108 1.522 .371 .728 .473

조직연령 -.030
** .014 -.366 -2.127 .043

평균근속연

수
.031 .111 .050 .278 .783

· R2 = 0.325 (Adjusted R2 = 0.225), F = 3.247, p = 0.027

· *p<0.1, **p<0.05, ***p<0.01

혼합역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수정된 R2값이 0.351로

나타나 약 35%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12.774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000

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인 직원수

(0.000)와 지출액(0.008) 모두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즉, 직원수가 한 단위(명) 증가할 때 안전성(사고건수)은 .063만큼 증가하는

양(+)의 영향이 나타났고 지출액은 한 단위(백만원) 증가할 때 안전성(사고건수)은

1.103만큼 감소하는 음(-)의 영향이 나타났다.

다만, 조직규모 이외의 통제변수들이 안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세 번째, 32개의 혼합역(驛)의 경우 대응성(고객만족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8> 대응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대응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수정된 R2값 0.225로 나타나 약

25%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3.247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027로 유의수준

0.05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혼합역은 안전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인 직원수과 지출액 모두 유

의수준 0.05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조직규모 이외의

통제변수들 중 조직연령의 경우 유의수준 0.05보다 낮은 .043으로 조직연령이 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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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차역

경부선(16개)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수원역, 광명역, 천안아산역, 오송역,

대전역, 김천구미역, 동대구역, 신경주역, 울산역, 경산역, 밀양역,

구포역, 부산역

호남선(11개)
서대전역, 계룡역, 논산역, 일산역, 김제역, 정읍역, 장성역, 광주

송정역, 나주역, 목포역, 광주역

전라선(7개) 전주역, 남원역, 곡성역, 구례구역, 순천역, 여천역, 여수엓포역

경전선(6개)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 진영역, 함안역, 진주역

경의선(1개) 행신역

위(년) 증가할 때 대응성(사고건수)은 .030만큼 감소하는 음(-)의 영향을 나타냈다.

2-3. 철도역(驛) 규모를 그룹(고속철도역·일반철도역)으로 나눈 후

종속변수와의 관계

철도역(驛)은 법령상, 기능상, 역장지위상 등 다양하게 조직유형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2005년 고속열차 개통과 더불어 고속열차(KTX)역과 일반철도역으로도 구분

할 수 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의 등장은 KTX 정차역과 일반열차 정

차역으로 구분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과 같이 일반열차만 정

차하는 철도역(驛)과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KTX 정차역은 종속변수에 어

떠한 인과적 차이를 보이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KTX 정차역은 2012년 기준 41개

로 아래 표와 같다.

<표-29> KTX 정차역(고속철도역) 현황

1) 고속철도역(驛)과 종속변수와의 관계

첫 번째, 고속열차(KTX)가 정차하는 41개의 철도역(驛)의 경우 생산성(인당 매

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0> 생산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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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030 15.589 -.130 .897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9,885.197 28,028.559 .709 .483

직원수 46.548 30.981 .553 1.502 .142

ln지출액 -559.823 1,332.413 -.151 -.420 .677

조직연령 -31.864 13.559 -.338 -2.350 .025

평균근속연수 -312.551
** 114.905 -.406 -2.720 .010

· R2 = 0.348 (Adjusted R2 = 0.273), F = 4.670, p = 0.004

· *p<0.1, **p<0.05, ***p<0.01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수정된 R2값 0.273로 나타나 약

27%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4.670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004으로 유의수

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직원수과 지출액 모두 0.1 유의수준에서조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규모 이외의 통제변수들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조직연령은 유

의수준 0.05에서 0.025로 조직연령이 1단위(년) 증가할 때 생산성은 약 32백만원만

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근속연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010으로 평균근속

연수가 1단위(년) 증가할 때 생산성은 313백만원만큼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두 번째, 고속열차(KTX)가 정차하는 41개의 철도역(驛)의 경우 안전성(사고건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1> 안전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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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013 .017 .309 .774 .444

ln지출액 .137 .741 .072 .185 .855

조직연령 .011 .008 .219 1.405 .169

평균근속연수 -.070 .064 -.178 -1.101 .278

· R2 = 0.233 (Adjusted R2 = 0.145), F = 2.656, p = 0.049

· *p<0.1, **p<0.05, ***p<0.01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10.571 27.147 4.073 .000

직원수 .016 .031 .285 .514 .612

ln지출액 -.786 1.278 -.343 -.615 .544

조직연령 -.011 .009 -.256 -1.167 .255

평균근속연수 .225 .119 .407 1.893 .070

· R2 = 0.219 (Adjusted R2 = 0.088), F = 1.679, p = 0.188

· *p<0.1, **p<0.05, ***p<0.01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수정된 R2값 0.145로 나타나 약

15%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2.656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049으로 유의수

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0.05보다

커서 독립변수인 직원수, 지출액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직원수

및 지출액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고속열차(KTX)가 정차하는 29개31)의 철도역(驛)의 경우 대응성(고객만

족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2> 대응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31) 41개의 고속철도 정차역 중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는 각 역별 고객만족도점수(대응성 지
표)는 29개에 해당하며 조사대상기간도 2011~2012년 2년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44-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81,954.712 28,255.500 -2.900 .004

직원수 -196.388
*** 56.128 -.427 -3.499 .001

ln지출액 4,590.916
*** 1,410.008 .403 3.256 .001

조직연령 -27.957 13.353 -.122 -2.094 .037

평균근속연수 -269.659 91.813 -.179 -2.937 .004

· R2 = 0.080 (Adjusted R2 = 0.067), F = 6.200, p = 0.000

· *p<0.1, **p<0.05, ***p<0.01

대응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수정된 R2값 0.088로 나타나 약

9%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1.679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188로 유의수준

0.05보다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속철도 정차역의

표본수(29개)가 분석을 위한 표본수보다 적은 것이 요인 중 하나라 판단된다. 따라

서, 대응성에 대한 회귀결과도 유의수준 0.05보다 커서 독립변수인 직원수, 지출액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직원수 및 지출액은 대응성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철도역(驛)과 종속변수와의 관계

첫 번째, 일반열차가 정차하는 292개의 철도역(驛)의 경우 생산성(인당 매출액)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3> 생산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수정된 R2값 0.067로 나타나 약 7%

의 낮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6.200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000으로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독립변수인 직원수과 지출액 모두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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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5.218 3.573 1.460 .145

직원수 .031
*** .007 .507 4.433 .000

ln지출액 -.235 .178 -.153 -1.317 .189

조직연령 .000 .002 -.004 -.075 .941

평균근속연수 -.026
** .012 -.127 -2.231 .026

· R2 = 0.191 (Adjusted R2 = 0.179), F = 16.899, p = 0.000

· *p<0.1, **p<0.05, ***p<0.01

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수의 경우 유의수준 0.05에서 .001

로 직원수이 한 단위(명) 증가할 때 생산성은 196백만원만큼 감소하는 음(-)의 영향

을 나타내고 있고 지출액의 경우 유의수준 0.05에서 .001로 지출액이 한 단위(백만

원) 증가할 때 약 4,591백만원만큼 증가하는 양(+)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조직규

모 이외의 통제변수인 조직연령과 평균근속연수는 각각 음(-)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일반열차가 정차하는 292개의 철도역(驛)의 경우 안전성(사고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4> 안전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수정된 R2값 0.179로 나타나 약

18%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16.899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000으로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0.000으로 직원수이 안전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원수이

1단위(명) 증가할 때 안전성은 0.031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출액

의 회귀계수는 0.1 유의수준에서조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지출액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규모 이외의 통제변수들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평균근속연수

는 유의수준 0.05에서 .026로 평균근속연수가 1단위(년) 증가할 때 안전성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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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07.556 15.983 6.729 .000

직원수 -5.718 .025 -.001 -.002 .998

ln지출액 -.618 .777 -.178 -.795 .429

조직연령 -.009 .010 -.114 -.972 .334

평균근속연수 .179
** .087 .242 2.061 .043

· R2 = 0.124 (Adjusted R2 = 0.073), F = 2.409, p = 0.058

· *p<0.1, **p<0.05, ***p<0.01

–0.026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일반열차가 정차하는 73개의 철도역(驛)의 경우 대응성(고객만족도 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5> 대응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대응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수정된 R2값 0.073로 나타나 약 7%

의 낮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F값은 2.409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058로 유의수

준 0.05보다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수(73개)가

적은 것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라 판단된다. 따라서, 대응

성에 대한 회귀결과도 유의수준 0.05보다 커서 독립변수인 직원수, 지출액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직원수 및 지출액은 대응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합

철도역(驛) 규모가 철도역(驛)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전체

로 볼 때 첫째, 직원수의 경우 유의수준 0.05에서 안전성에 양(+)의 영향으로 나타

나 직원수가 많을수록 사고건수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출액의 경우 유

의수준 0.05에서 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출액이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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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생산성

(인당매출액)

안전성

(사고건수)

대응성

(고객만족도점수)

모형 전체
직원수 .023**

ln지출액 -1,882**

그룹1

기능상

(여객역)

직원수 .021**

ln지출액

기능상

(화물역)

직원수 -2,840***

ln지출액 67,491*** 2.255**

기능상

(혼합역)

직원수 .063***

ln지출액

그룹2

고속철도역
직원수

ln지출액

일반철도역
직원수 -196*** .031***

ln지출액 4,591***

인당 매출액은 감소한다는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직원수와 지

출액이 대응성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는 발견할 수 없었다.

추가적으로, 철도역(驛)을 여객역, 화물역, 혼합역이라는 그룹으로 분류하였을 때

철도역(驛)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첫 번째 여객역(驛)은 안전성에 있

어서만 직원수의 회귀계수 값이 양(+)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화물역은 생산성에 있

어서 직원수와 지출액 모두 유의수준(0.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직원수의 회

귀계수 값이 음(-)으로 나타났고 지출액의 회귀계수 값은 양(+)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혼합역은 안전성에 있어서만 직원수가 유의수준(0.01)에서 회귀계수 값이 양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살펴본 ‘고속철도(KTX) 정차역과 일반철도

정차역’의 경우 일반열차 정차역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 생산성에 있어

서 직원수의 회귀계수 값이 음(-)으로 나타났고 지출액의 회귀계수 값은 양(+)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안전성에 있어서는 직원수의 회귀계수 값이 양(+)으로 나타났다.

<표-36> 회귀분석 결과 종합(독립변수 vs 종속변수)

< *p<0.1, **p<0.05, ***p<0.01, 인당 매출액 : 백만원 >

통제변수가 철도역(驛)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모형은 조직연령은 종속변수

어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평균근속연수의 경우 생산성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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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음(-)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대응성의 경우에는 양(+)의 영향을 나타냈다. 화물

역은 여객역을 기준으로 할 때 생산성에 있어서 양(+)의 영향이 나타났고 그 외 안

전성과 대응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룹1의 경우 여객역은 평균

근속연수만이 생산성과 안전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이 나타났고 혼합역

의 경우는 조직연령이 대응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나타냈다. 그룹2의

경우는 생산성에 있어서는 조직연령, 평균근속연수 모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이 나

타났으며 안전성과 대응성에 있어서는 평균근속연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특히, 직원수와 평균근속연수가 안전성(사고건수)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것

은 직원수가 많은 역이라고 해서 평균근속연수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

다. 예를 들어, 서울역이나 부산역과 같이 직원수가 많은 역은 신속한 고객대응업무

처리, IT활용비중 증가 등으로 작은 역에 비해 신입직원 비중이 높아 평균근속연수

가 작은 역에 비해 낮아진다. 반대로 작은 역의 경우는 업무처리가 일상화되어 고

객대응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근속연수가 오래된 고령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두 변수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가 배치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37> 회귀분석 결과 종합(통제변수 vs 종속변수)

변수명
생산성

(인당매출액)

안전성

(사고건수)

대응성

(고객만족도

점수)

모형 전체

조직연령

평균근속연수 -360*** -.035** .167**

화물역 6,358***

혼합역

그룹1

기능상

(여객역)

조직연령

평균근속연수 -215*** -.35**

기능상

(화물역)

조직연령

평균근속연수

기능상

(혼합역)

조직연령 -.030**

평균근속연수

그룹2

KTX

정차역

조직연령 -31**

평균근속연수 -313*** - -

일반열차

정차역

조직연령 -28** - -

평균근속연수 -270*** -.026**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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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p<0.05, ***p<0.01, 인당 매출액 : 백만원 >

본 연구의 이론적 기준으로 수립한 Daft(2004)의 조직규모와 조직성과와의 관계

에 있어서도 일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Daft는 조직규모가

크다는 기준으로 직원수과 지출액의 증가는 조직의 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

다고 했으나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철도역(驛)의 경우, 직원수은 유의미하지 않았으

나 지출액은 반대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역(驛)의 공

공재적인 특성과 지속적인 적자구조, 고속철도 개통이라는 매출액 증대요인에 비하

여 고객의 높은 서비스 수준 요구에 따른 비용요소 증가 등 철도역(驛) 규모의 다

양한 변화 요인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설 검정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철도역(驛) 규모를 직원수와 지출

액 측면에서 철도역(驛)의 다양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8> 연구가설 검증결과

가설 내용 결과

1 철도역의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은 높아진다. 기각

(1-1) 철도역의 직원수가 많을수록 인당 매출액은 높아진다. 기각

(1-2) 철도역의 지출액이 많을수록 인당 매출액은 높아진다. 기각

2 철도역의 규모가 클수록 안전성은 낮아진다. 부분 지지

(2-1) 철도역의 직원수가 많을수록 사고건수는 높아진다. 지지

(2-2) 철도역의 지출액이 많을수록 사고건수는 높아진다. 기각

3 철도역의 규모가 클수록 대응성은 낮아진다. 기각

(3-1) 철도역의 직원수가 많을수록 고객만족도는 낮아진다. 기각

(3-2) 철도역의 지출액이 많을수록 고객만족도는 낮아진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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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철도역(驛)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가설1-2의 ‘지출액이 많을수록 인당

매출액이 증가한다’라는 가설에 비해 오히려 매출액은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것은 준정부조직 규모가 조직성과에 양(+)의 형태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이혜연

(2010)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연구자의 예상과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각 성격이 다른 준정부조직 전체의 지

출액과 생산성(노동생산성)의 관계를 비교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원인변수

인 철도역(驛)이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사업장이라는 성격이 강한 하부 조직

단위라는 점과 공공재로서 수익성 창출에 제한적인 구조를 가지고 점, 그리고 한국

철도공사의 경영적자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32)가 지출액과 생산성의

음(-)의 관계를 형성하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 철도역(驛)의 안전성의 경우에는 가설2-1의 ‘직원수가 많을수록 사고건

수가 높아진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철도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비용경쟁

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 되었다. 이러한 철도 역할의 확대는 안전사고에 대

해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책임이 양산되었다. 상대적으

로 큰 규모의 철도역(驛)은 작은 규모의 철도역(驛)에 비해 업무분야와 업무량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어서 인력이 많다고 해도 오히려 안전에 투영할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

족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직규모가 큰 철도역(驛)일수록 오히려 조직규모가 작은 철

도역(驛)에 비해 사고건수가 높아지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출액 규모로는 유의미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안전성에는 철도역(驛)에 투입되는

지출액보다는 리더십, 직무몰입, 철도역(驛)과 운행열차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 다

른 요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철도역(驛)의 대응성의 경우에는 직원수나 지출액 모두 모형 설명이 낮

았으며(R2 = 0.128, Adj R2 = 0.073) t값도 1미만의 수치로 매우 낮아 유의미한 결

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철도역(驛)의 성과(대응성)의 설명요인으로

서 철도역(驛) 규모(직원수와 지출액)는 Daft의 연구와 달리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으로서 조직 규모의 특성뿐만 아니라 직무동기,

공공서비스 동기(Brewer & Seldon, 2000)나 리더십, HRD(인적자원개발), 동기부여

(Rainey & Steinbauer, 1999) 등을 고려하기도 하는데 철도역(驛)의 성과(대응성)에

대한 연구설계를 할 때에는 조직규모 및 구조적 특성(조직연령, 평균근속연수 등)뿐만

32) 한국철도공사는 경부고속선과 경의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노선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이는 한국철도
공사의 방만경영 등 내부적 요인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으나 운임인상의 어려움, 벽지노선 운영
에 따른 PSO(공공서비스의무) 보상 부족, 선로사용료 과다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훨씬 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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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른 영향요인들을 포함하여 연구 설계를 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한 통계적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던 철도역(驛)을 기능상(여객역, 화물역, 혼합역)으로 분류하여

철도역(驛)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첫 번째, 226개의 여객역만 국한한 경우 332

개 전체 철도역(驛)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안전성(사고건수)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직원수 : 여객역 0.021 < 전체역 0.023) 여객역(驛)과 전체 철도역(驛)간의

안전성은 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18개의 화물역만 국한한 경우

생산성(인당 매출액)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철도역(驛)을 대상으

로 한 음(-)의 영향과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지출액 : 화물역 67,491 > 전체역

-1,882) 이것은 화물역이 여객역에 비해 컨테이너 등 화물을 취합하여 상대적으로 매

출단위는 크고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소비

되는 지출액 단위는 적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세 번째, 88개의 혼합역의

경우는 사고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수 : 여객역 .021 < 전체역 .023

< 혼합역 .063) 이것은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취급하는 철도역(驛)의 일반적인 특성상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철도역(驛)을 고속철도역(驛)과 일반철도역(驛)으로 분류하여 철도역(驛)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철도역(驛)만이 직원수에 음(-)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철도역(驛)은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있는 재정상황

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음(-)의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속철도역

(驛)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지 않았는데 이는 고속철도역(驛)의 특성이 인원수와

지출액 보다는 역(驛)이 위치한 지역의 안정적인 고객수요 등 다른 영향요인의 강한

작용에 기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직유형변수를 통제변수로 살펴본 기본모형은 두

가지 가설(1-2, 2-1)만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 가설 2-1만이 지지가

되었다. 이는 철도역(驛)의 직원수가 클수록 안전성은 낮아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

고 추가적으로 살펴본 철도역(驛)의 기능상 분류에서는 생산성에 대한 지출액의 영향

력의 크기는 조직유형 분류에 따라 달라지며(전체역은 음(-), 화물역은 양(+)) 직원수

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성과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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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철도역(驛) 규모가 철도역(驛)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Daft(2004)의 조직규모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가

설을 설정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철도역(驛)의 규모와 철도역(驛)성과에 대한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직원수와 지출액, 통제변수는 조직연령,

평균근속연수, 조직유형을 두었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생산성, 안전성, 대응성으로 설

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조직유형을 그룹1(여객역, 화물역, 혼합역), 그룹2(고속철도역,

일반철도역)으로 각 분류하여 성과와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검증을 위한 모형결과부터 살펴보면 생산성에

있어서는 지출액만이 유의미한 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안전성에 있어서는

직원수만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응성에 있어서

는 어떠한 경우에도 철도역(驛) 규모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종합해보면 <가설2-1 철도역의 직원수가 많을수록 사고건수는 높아진다.>만

이 지지되어 <가설2 철도역의 규모가 클수록 안전성은 낮아진다.>는 일부만 지지

(Partial Support)되었다.

추가적으로 살펴본 철도역(驛) 조직유형인 그룹1(여객역, 화물역, 혼합역)의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생산성에 대한 지출액의 영향력의 크기는 조직유형에 따라 달라지

며(화물역 67,491 > 전체 -1,882),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수도 철도역(驛) 성과에 있어

유의미(화물역, –2,840)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전성에 대한 직

원수에 대한 영향력 크기는 조직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고 거의 유사한 영향(여객

역 0.021 <전체 0.023)의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응성의 경우는 가설검증을

위한 모형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조직을 분류하더라도

철도역(驛)의 성과(대응성)의 설명요인으로서 철도역(驛) 규모(직원수와 지출액)는 적

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그룹2(고속철도역, 일반철도역)의 분석결과에서는 일반철도역(驛)만이 직원

수를 기준으로 음(-)의 관계에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고속철도역(驛)

에 비하여 일반철도역(驛)은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있는 재정상황이 조직성과

에 부정적인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속철도역(驛)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지 않았는데 이는 고속철도역(驛)의 특성이 인원수와 지출액 보다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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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驛)이 위치한 지역의 안정적인 고객수요, 열차운행횟수 등 다른 영향요인에 더 강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리하자면, 철도역(驛)의 생산성에 있어서는 지출액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서 유

의미하며 그 영향력은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고 철도역(驛)의 안전성에 있

어서는 직원수가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영향력은

조직유형을 구분하더라도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철

도역(驛)의 규모(직원수, 지출액)가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없었는데 이는 모델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때 다른 영향요인이 더

강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제2절 정책적 함의

철도역(驛)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깊다. 법령상33) 철도(鐵道)는 열

차와 승객이 머물고 이동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철도역(驛)은 교통결절점34)이자 활동

공간의 중심지로 두 가지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교통체계 접점을 넘어서는 도시의

중심장소이기도 하다. 더불어 고속철도(KTX) 개통에 따른 속도경쟁에서 철도역(驛)은

역세권 개발로의 개념 확대, 지역경제 및 도시발전의 파급효과 등 그 기능과 위상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철도역(驛)은 그 사회적 중요성,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고속철도역

(驛)의 과잉 건설, 소도시 철도역(驛)의 경제력 저하 등 철도역(驛) 인력과 예산 등 조

직 규모면에서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측면을 강조하는 경영효율화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처한 ‘환경변화의 본격화’35)로 인해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철도역(驛)도 그 대상이 되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철도역(驛) 규모와 그 성과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는 최근 일련의 환경변

화의 본격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기초자료로 시의적절

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조직규모는 조직의 성과를 넘어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

3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
34) 교통결절점이란 전철/지하철이 교차하는 교차역세권에서와 같이 여러 교통수단 혹은 간선교통망이 

집중되어 토지이용이 고도화되고 교통활동이 왕성한 지역을 말한다. 도시의 성장은 이들 교통결절점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통결절점은 지역개발의 잠재력이 뛰어나고 그 파급효과가 커서 도시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35) 2005년 정부기관에서 공사로 전환된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수서발KTX 운영회사 분리, 적자노선 축
소·폐지, 부채비중 감소를 위한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일환의 일련의 조직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본 연구자는 ‘환경변화의 본격화’라고 표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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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공공산업에 있어서 조직규모와 조직성과의 관계, 영향정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조직규모를 원인변수로 보지 않고 통제변수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조직규모는 여전히 조직의 경영효율화

를 추구할 때 가장 많이 실제적으로 조정·사용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도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더불어, 공공조직의 조직성과는 재무적 관점에서 대부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관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공공조직의 성과

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공조직의 서비스에는 공공

재로서의 다양한 형태의 비재무적 또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공공재로서의 철도역(驛) 규모도 재무적·비재무적 성과 측정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서 생산성, 안전성, 대응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철도역(驛) 관리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첫째, 직원수를 기준으로 보는 철도역(驛) 규모의 경우 생산성, 대응성에는 유의미

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고 안전성에만 부(-)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철도역

(驛)에 직원수이 많다고 해서 안전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직원들의 직무

만족, 동기부여 등과 같은 원인변수에 대한 제고방안이 안전성 제고에 영향을 줄 것으

로 판단된다. 철도역(驛)의 직원수가 생산성에 유의미한 통계적 의미를 주지 못한 다

양한 요인 중에 인당 매출액의 수입이 여객, 화물 수입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일 수

도 있다. 따라서 직원수가 많을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는 화물역의 경우에는 화물역 유

휴부지 활용 등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출액 기준으로 보는 철도역(驛) 규모의 경우 생산성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출액을 줄이는 비용절감 노력은 생산성 제고에 어느 정도 타당

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지출액 절감노력과 더불어 철도역(驛)이 지역경

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역세권개발, 물류시설 개발, 교통환승체계 구축 등 철

도역(驛)의 활용방안을 확대하는 형태로 지출액을 사용한다면 생산성에 양(+)의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안전성과 대응성은 지출액의 많고 적음과는 유의미

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직무만족,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최신 정보기

술(IT) 도입 등 다양한 원인변수 제공방안 노력이 병행되어야 안전성 및 대응성 제고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통계적 결과를 가지고 철도역(驛)에 동일한 처방을 내리는

것은 다소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철도역(驛)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조치

및 철도역(驛) 성과와 조직성과의 연계방안 모색 등 다양한 고려 요소를 세밀한 검토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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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철도역(驛) 규모가 철도역(驛)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철도역(驛)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철도역(驛) 규모가 철도역(驛) 성과를 넘어 조직성과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력과 예산(지출) 운용, 지역경제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 등 비용

절감과 새로운 수익원 확보라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거점과 지역의

특성, 수송수요 등을 고려해서 철도역(驛) 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철도역(驛)

이 운송수단의 정점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부합하는

성과 제고방안을 검토해야하는 정책적 시사점이 결론적으로 있다고 하겠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철도역(驛) 규모와 성과와의 연구에 있어서 근본적 한계로서 연구대상이 되는 표본의

수가 일부 변수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미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012년 기준 역무원이 종사하는 철도역(驛)은 404개에 달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생산성, 안전성의 연구대상 수는 332개이며 대응성의 경우는 102개에 불과해

통계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존재한다.36) 이러한 연구대상 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철도역(驛)의 대상으로 역무원이 종사하지 않는 무배치역을 포함한다

거나 역무, 차량, 시설, 전기 분야별 규모와 성과를 비교하는 방법도 향후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한다.

둘째, 지출액의 경우 각 철도역(驛)별 영업외 비용도 포함한 계정이라는 점이다. 각 역

별 지출액을 온전히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여 철도역(驛)별 코스트 계정

을 지출액으로 사용한 것은 데이터 신뢰성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출액을 영업비용으로 국한하여 데이터 코딩을 취해야 보

다 통계적 유의미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모형을 설계함에 있어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본 연

구에서는 철도역(驛)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서 철도역(驛) 규모

를 원인변수로 삼았지만 철도역(驛) 규모외 영향요인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조직의 구조적 특성만을 고려하고 그 외의 영향요소들(내부평가, 리더

36) 특히, 추가적으로 살펴본 철도역(驛)의 기능별 분류를 취하면 생산성·안전성의 경우, 여객역은 226
개, 화물역은 18개, 혼합역 88개로 줄어들어 여객역을 제외하고는 통계적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고 
대응성의 경우는 연구 대상 수가 102개에서 여객역은 68개 화물역은 2개, 혼합역은 32개로 통계적 
일반화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렇게 연구대상 수가 적은 이유로 대응성은 전체 또는 그룹1,2 모
두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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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직무만족, 각 철도역의 특성 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만약, 철도역(驛) 규모와 생

산성의 관계에 있어서 교통수요, 대응성에 있어서 직무몰입, 직무만족도 등 각 종속별

로 특성에 맞는 통제변수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면 보다 모형 적합성도 높아질 수

있으며 철도역(驛) 규모가 철도역(驛) 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

이 강하게 나타났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여객역, 화물역, 혼합역 등 각

철도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한다면 통계적 의미와 영향정도를 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종속변수 중 하나인 안전성 지표 사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인 Daft의 조직이론은 조직성과 측정지표로 생산성과 대응성을 주

로 선행연구 결과로 소개하고 있다. 안전이 매우 중요한 철도산업의 특성 및 비재무적

지표를 설정 사용함으로서 재무적 지표 한계를 극복하고자하는 취지로 안전성이라는

종속변수는 추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조직성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사용하는데는

이론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철도역(驛)에 국한한 것으로 조직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며 앞으로 철도역(驛)이외의 차

량, 전기, 시설 등 한국철도공사 하부조직 및 조직전체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본 연

구의 한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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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 of
 Railroad Station Size on Railroad 

Station Performance

Lee, Hyoung-Ju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railroad station size on 
railroad station performance in KORAIL(Korea Railroad Corpor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d the hypotheses based on the ideas of 
the size and performance of a railroad station, and conducted 
multi-regression analysis. As independent variables number of employees 
and expenditure are used to measure railroad size. At the same time, 
railroad station age, railroad station types, railroad station average tenure 
are controlled. As dependent variables productivity(sales per capita) and 
responsibility(customer satisfaction) and safety(number of accidents) are 
used to measure railroad station performance. 
  Followings are the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in 
respect of sales, only expenditure negatively affects performance and the 
effec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in respect of number of accidents, 
only number of employees positively affects performance and the effec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under any circumstance the resul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espect of customer satisfaction. Thus, this study 
was supported partial support only in the hypothesis 2(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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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 considering the grouping effect are as follows. First, the 
influence of number of employee and expenditure on productivity no 
matter which criterion of railroad station types is considered, number of 
employee is negatively, and expenditure is positively affects performance 
and the effec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freight station. Second, in 
safety only number of employees positively affects performance and the 
effec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passenger station, and expenditure 
positively affect performa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freight 
station and only number of employees positively affect performance and 
the effec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mixed station(passenger station 
plus freight station). Third, under any circumstance the resul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KTX station and General station.
  As a result, when estimating railroad station size as number of employee, 
railroad size is appropriate for explaining safety(number of accidents). On 
the other side, Daft’s theory on organizational size and productivity(sales 
per capita) and responsibility(respect of customer satisfaction) can not be 
applied to Railroad station. Therefore, other variables shoud be considered. 
In addition, it is very important to classify railroad station when analyzing 
them because of the grouping effect.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provide 
some useful policy implications in railroad station reform and structural 
regulation to improve performance.

 
keywords : railroad station, railroad station size, railroad station performance, 
sales per capita, customer satisfaction, number of accident
Student Number : 2013-2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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