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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합 공공기관의 조직 갈등과 리더십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한국환경공단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실제

사례를 AHP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문헌조사, 참여관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토대로 인사갈등, 보수갈등, 구조

조정갈등 이 세가지 핵심 갈등 요인을 도출해 낸 후, 조직갈등 

극복 및 조직융합이라는 최상위 목표 아래에 ①핵심 갈등요인,

②핵심 갈등요인 극복을 위한 각 리더의 리더십, ③리더십의 세부

항목이라는 3계층의 AHP 계층을 구성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인사갈등(0.4303)과 보수갈등

(0.4376)의 상대적 중요도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일치하는 박빙의 

양상을 보여줬는데 이는 인사와 보수라는 두 가지 희소자원에 대한

경쟁이 그만큼 첨예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출신

기관 간 분석에서도 완전히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둘째, 핵심 

갈등 요인 극복에 있어 기관장의 리더십이 세가지 갈등 모두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제1․제2노조위원장의

리더십의 상대적 중요도의 합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기관장 

못지않게 제1․제2노조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셋째, 리더십 세부항목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비교에서 기관장과 제1․제2노조위원장 모두 ‘카리스마’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합기관의 리더에게는 통합 

직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제시 및 사명감 고취와 

같은 카리스마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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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직갈등 극복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한국환경공단의

리더에게 주어진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였는데, 통합 기관의 조직 갈등은 결코 내부적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칙과 지침만을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한국환경공단의 리더에게 주어진 향후과제는 업적과

능력에 따라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성과주의 문화의 

정착과 함께 양노조의 통합을 통한 제2차 조직융합 노력이 필요

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합 공공기관의 조직융합을 위해 

리더는 희소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관리전략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정부는 필요시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 통합기관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

었다. 아울러, 조직융합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조 통합의 전략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통합, 조직 갈등, 조직 융합, 변혁적 리더십, AHP, 사례연구

학  번 : 2014-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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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총 36개(→16개)의 공공

기관이 유사·중복 기능 해소, R&D 사업관리 전담 등의 명목으로 통합되

었다(2009.1월~2010.8월).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수십 년 간 각자의 조직체계·제도·문화 

속에서 그 나름의 기능을 수행해 왔던 기관들을 제대로 된 준비과정도 

없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일년여 만에 서둘러 통합시키고 경영효율화를

강권하는 정부의 행태에 해당기관의 구성원들은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 이후에 더 심각해진다. 내부에서의 조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과거 각 기관의 체제우위성을 내세우며 통

합기관에서 헤게모니를 선점하기 위한 생사를 건 쟁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 싸움의 선봉에 각각의 노동조합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의 

연대와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할 노동조합이 어느 순간 자기가 속했던 과거

조직의 이익을 위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치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첨예하게 나타났는데, 평가·승진·보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서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싸움으로 인해 조직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

기도 했다. LH가 그러했고1), 이번 사례분석 대상인 한국환경공단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양 노조위원장이 서로 경쟁하듯 인사위원회의 단상을 

엎어 인사파행에 앞장섰으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이사장실을 동시에 

점거하는 등의 희귀한 일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Coser(1968)2)의 사회적 갈등(social conflict)에 대한 

1) 주공-토공 승진갈등 심화 : 주택공사 노조위원장 자해소동(2013.1.2., 매일노동뉴스)

2) Lewis A. Coser, 1968, "Conflict: Social Aspects," in David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3, New York:

Macmillan, pp.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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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Coser는 사회적 갈등을 “신분,

권력 및 희소자원 등과 같은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상대편을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갈등은 개인 간, 집단 간, 또는 개인과 집단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갈등을 개인이나 집단들 상호간에

“희소 자원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투쟁”이라는 구체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한국환경공단의 사례는 희소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제아무리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력을 가진 

기관장이라 할지라도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왜냐하면 앞서 살펴봤듯 

물불을 가리지 않는 양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

기관의 기관장은 자신의 인사원칙·소신은 일단 접어두고, 주요 보직에 

대한 1 : 1 기계적 배분 및 크로스 매칭3)이라는 통합기관의 독특한 인사

관리시스템에 순응해 어정쩡한 행보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통합기관의 기관장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은 조직

갈등 극복 및 조직융합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관장이 제아무리 완벽

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무장해 구성원들을 융합시키려 노력한다 해도, 양 

노동조합의 협조 없이는 진정한 화학적 융합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기관의 조직체제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노동조합만이 

과거의 조직체제·문화를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역사적 존재, 과거기관의 

구심점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기관장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가치판단과 노동조합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노조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통합기관이 

조직 갈등을 극복하고 조직융합을 이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

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관장과 양 노조위원장, 이 세사람의 리더십이 어

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주요부서장(기획처장, 인사처장 등)을 출신기관별로 안분하고, 그 밑의 팀장은 각각

다른 기관 출신으로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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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통합된 기관들 중 규모면

(통합정원 : 1,815명)에서 LH, 근로복지공단에 이어 세번째 순위를 차지

하는데, 통합 후 그 어떤 기관보다도 극심한 조직 갈등을 겪었고

(2010~2011), 이러한 갈등상황의 수습 또한 신속했다(2012~2013)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공공기관 통합 추진현황(규모면 상위 3개기관, ’10.8.19 기재부 보도자료)

부처 통합
기관명

통합前
기관명

통합
일자

통합前
정원

통합後
정원

감축
정원 비율(%)

국토부
한국토지
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09.10.1 7,367 5,600 △1,767 △24.0

환경부
한국환경

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 환경관리공단 ’10.1.1 2,165 1,815 △350 △16.2

노동부
근로복지

공단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재의료원 ’10.4.28 5,080 4,531 △549 △10.8

실제로 조직융합 수준진단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은 한국환경

공단이 통합 후 겪어야 했던 조직 갈등과 극복 과정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표 1-2> 한국환경공단 조직융합(PMI) 수준진단 결과(딜로이트컨설팅, ’12.12.26)

구분 2010년 2012년 증감

전체수준 47.0 72.1 +25.1

<그림 1-1> ’12년 1월 이후 현수막 게시 등의 갈등 표출 제로화(’12년 경영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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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한국환경공단 경영실적 평가결과(2010~2013)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등급 C D C C

본연구는 한국환경공단이 극심한 조직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리더십의 관점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한국환경공단의 핵심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핵심 갈등요

인을 극복하는데 있어 기관장과 양 노조위원장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

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리더에게 

주어진 향후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중요한 리더십의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4) 이론을 적용해 한국환경

공단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통합 공공기관의 갈등극복에 있어 변혁적 

리더십의 실제 활용도와 유용성 여부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급증했던 은행합병, 정부의 신공공관리 정책기조로 

인해 양산된 공공부문 통합의 선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통합전 기관에서 

근무했던 기존직원들이 모두 퇴직하고 통합후 입사한 직원들만 남을 때

까지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진정한 조직융합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하곤 한다. 이는 그만큼 조직융합이 어렵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어떠한 통합 조직도 곧바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정 기간의 갈등과 침체기를

겪은 후 재도약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결국, 여기

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 갈등과 침체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 리더십의 역할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4) Bass, B.M, 1990, "From transactional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 learning

to share the vision," Organizational Dynamics, 18(3), pp.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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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틀

<그림 1-2> 분석틀

한국환경공단의 조직융합의 수준은 계량적인 수치로 도출되어 있고,

조직 갈등의 극복 모습 또한 몇 가지의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본 연구는 조직융합이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리더십’

이라는 독립변수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사례연구는 그 특성상 객관성과 실증성에서 한계를 노출하는 경

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결정자의

판단과 경험을 조직화, 구조화 및 체계화하여 계량적 접근이 어려운 

분야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5)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5) Saaty에 의해 처음 개발된 AHP 기법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몇 개의 계층

(hierarchy)으로 구성된 구조로 파악한 후에,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한 판단을 통해 상대적 우선순위(relative

priority)를 정하는 기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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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통합과 조직 갈등

1. 갈등 일반론

(1) 갈등의 개념

갈등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

서는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데, Whittaker(1966)6)는 갈등을 어떤 

개인에게 두 개의 상반된 세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경험하는 심리상태로 정의한다. 사회학적 관점

에서는 개인보다는 거시적인 조직, 계급, 계층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Coser(1968)7)는 사회적 갈등을 신분, 권력, 및 희소자원 등과 같은 

가치를 획득하기 위하여 상대편을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갈등은 개인 간, 집단 간, 또는 개인과 집단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갈등을 개인이나 집단들 상호 간에 희소 자원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투쟁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행정학이나 

정책학적 관점에서는 주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정책 갈등을 중시하는데,

Abcarian & Palmer(1974)8)는 갈등을 개인, 집단, 조직들 내부 또는 이들 

상호간에 나타나는 대립적 상호작용으로서 특히 권력 등과 같은 희소자

원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경쟁적 집단들 사이의 투쟁을 의미한다고 설

명함으로써 희소자원의 배분 문제를 다루는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6) Whittaker, J. O, 1966, Introduction to Psycology. Philadelphia : W. B. Sounder

Co.

7) Lewis A. Coser, 1968, "Conflict: Social Aspects," in David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3, New York:

Macmillan, pp. 232-233.

8) Abcarian, Gilbert and Palmer, Monte, 1974, Society in Conflict : An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 San Francisco : Canfiel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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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의 유형

갈등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박영배(2010)는 갈등을 

개인 내 갈등과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조직 간 갈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개인 내 갈등’은 개인이 가지는 욕구와 

목표가 서로 상충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때 개인이 내부적으로 겪는 갈등

을 말한다. 둘째, ‘개인 간 갈등’은 각자의 목표,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로 조직 구성원들이 흔히 겪게 되는 현상으로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집단 간 갈등’은 집단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조직 내의 부서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가장 보편적

인데, 보통 조직 갈등(organizational conflict)으로 일컬어지는 갈등은 

집단 간 갈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조직 간 갈등’은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경쟁기업 간, 정부의 관련 부처 간,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갈등의 진행과정

<그림 2-1> 갈등의 진행과정(출처 : 국민대통합위원회 공식블로그)

갈등의 정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 발생→갈등 증폭→갈등 유지

→갈등 감소→갈등 해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갈등 진행 과정에 

따른 원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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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갈등의 진행과정에 따른 원인(출처 : 국민대통합위원회 공식블로그)

증폭 유지 감소

- 흑백논리가 뚜렷할 때

- 보다 확실한 증거 확보

- 왜곡 정보 입수

- 유리한 정보만 선택

- 자기논리에 갇혔을 때

- 협상 기술이나 카드 부재 시

- 사회적 지지를 못 받을 때

- 더이상 자신의 논리를 입증 

못할 때

- 더 싸울 의사를 잃었을 때

- 상대가 계속 무반응 할 때

- 상대가 무조건 양보할 때

- 상대가 너무 완강할 때

- 자신이 무관심, 회피할 때

- 중재과정에 접어들 때

2. 선행 연구 

장재호(2005)는 통합 조직의 갈등은 문화행태적인 차이와 희소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비롯되고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조직융합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지적하는데, 조직융합을 위해 보다 유효한 전략은 

조직문화 관리전략 보다는 희소자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관리 전략이고, 따라서 통합 이후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과

원인 그리고 결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조직통합 이후 문화통합의 논리 하에 자주 이용되는 강제적인 교차인사는

오히려 내집단을 강화시켜주는 감정진통과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바람직

하지 않고, 통합 이전 조직에 맞추어 계열별 라인을 세워주되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새로 유입되는 구성원들로 라인을 줄여나가는 자연스런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진우(2000)는 부처합병 후 조직 내부의 부서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을 관할권 갈등으로 보았는데, 관할권 갈등의 근저는 결국 승진

보직 등 인사문제의 유 불리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내부 

갈등의 근본 원인은 승진 보직 등을 둘러싼 개인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조직융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확립한 후 이에 근거하여 인사 조치를 취하되, 단기적으로는 

통합에 따른 인사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위 직급(4급이상 공무원)의 

승진 및 보직인사에 한해 과거 소속 부처의 인사 경로를 따라 승진시키고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9 -

3. 검토

한국환경공단이 통합 후 겪어야 했던 갈등은 개인 내, 개인 간, 조직 내,

조직 간 네 가지 갈등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사 보수

구조조정 등 희소자원에 대한 개인 간 갈등이 조직 내(내집단 : 출신기관)

갈등, 조직 간(노사, 노노) 갈등으로 발전했고, 그 속에서 개인 내 갈등까지

양산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내에서 벌어진 조직 갈등의 실체를 확인

하고, 극복 과정에서의 리더십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조직 갈등이 

연구대상이라지만 결국에는 개인 갈등의 총합에 알파를 더한 것이 조직 

갈등이 된다 할 것이다.

제 2 절  통합과 조직 융합

1. 개념과 범주

조직통합은 합병(merger)과 부합된 표현이며, 조직융합(Post-merger

Integration : PMI)은 통합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로 조직문화, 인사관리,

재정관리, 임금·보수·복리후생 등에서 문화적·제도적 차별성을 해소하고 

조직발전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한 과정 즉,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체계적 관리활동이라 이해할 수 있다. 조직융합의

범주는 조직간 융합정도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리적 통합이 통합 이전에 발생된 사전합의에 근거하여 조직기구와 

인력 조정, 예산 및 보수제도의 단일화, 복리후생의 재편과 공유, 정보시

스템의 공유 등 전반적 조직경계의 재배정과 관련될 수 있다면, 화학적 

통합은 실질적인 융합관리의 과정으로 비전과 미션, 조직문화, 역할과 

기능, 성과관리 등의 대상범주가 제시될 수 있으며, 조직융합의 효과는 

통합조직의 조직 몰입도,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정책기능의 원활화, 비

용의 절감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융합의 성패는 

통합조직의 구성원들이 갖는 가치와 의식의 차이, 의사소통과 참여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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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제도 및 업무수행의 차이 등 이질화된 현상을 극복하는데 달려있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변화를 위한 조직내부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김장기·신윤창, 2012).

조직융합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통합 조직에서 구성원 측면(human

side)이 실질적으로 하나(unity)가 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융합에서 ‘문화’ 측면뿐만 아니라 ‘정체성’ 측면과 ‘관계’ 측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 논의의 주된 이슈는 ‘문화’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존의 조직문화의 차이가 줄어가는 것과 새로운 조직문화가 

만들어지는 측면을 포괄한다. 통합조직의 맥락에서 ‘정체성’ 측면은 자신에

대한 조직동일시 이외에 타인에 대한 조직동일시의 인식 측면이 있는데

자신을 통합 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더라도 다른 기관 출신 구성원을 

통합 조직의 동료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융합이 완전하게 이뤄

졌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또한 ‘관계’ 측면이 존재하는데, 문화나 정체성의

측면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출신기관이 다른 구성원을 향하여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상호간 협력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다. 관계 측면은 협력과 갈등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협력과 갈등은

상쇄적이지 않고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윤건, 2011).

2. 선행 연구 

조직통합 및 조직융합에 관한 연구는 민간의 M&A 부문과 정부부처 

간의 통폐합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나, 공공기관의 

통합 및 조직융합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민간과 공공이 

다르듯이 공공기관의 통합은 정부부처 간 통합과 큰 차이가 있는데,

거의 동일한 조직·인사·보수 체계와 유사한 조직문화로 구성된 정부부처 

간의 통합과 달리 공공기관의 통합은 각각 상이한 조직·인사·보수체계와 

독특한 고유문화로 인해 물리적·화학적 통합이 쉽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다양화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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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재·함성득·정광호(2012)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결합으로 탄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 효과와 관련된 요인을 설문조사와 면접 

자료에 근거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합효과의 변인은 ㉠문화

갈등, ㉡정체성, ㉢구성원간 갈등, ㉣정책효과성이다. 그리고 통합효과와

관련된 설명변인의 경우 ㉠통합과정에서의 참여, ㉡통합과정에서 겪은 

상대적 박탈감, ㉢통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공정성(조직 관리의 

공정성), ㉤리더십(기관장 리더십의 신뢰)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합효과와 크게 관련된 변인은 공정성과 리더십

이었다. 특히 LH의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신임기관장의 리더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통합효과와 관련된 설명변인의 경우 과거 

소속기관에 따라 달랐다. 과거 토지공사 소속 응답자의 경우 공정성이 

통합효과에 더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주택공사 출신의 경우 기관장 

리더십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또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분석에 

따르면 리더십은 공정성과 통합프로그램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통합효과

에도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기·신윤창(2012)은 산재의료원과 통합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직융합 

실천이 조직발전 목표달성에 어떤 영향력 관계를 갖는지 설문조사와 면접

자료에 근거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통합조직의 발전효과)은 

㉠보험경영의 효율화, ㉡산재환자 고객가치의 제고, ㉢경영평가의 우선

순위 향상, ㉣보험재정 안정화이고, 독립변인(조직융합의 실천)은 ㉠의

사소통과 참여보장, ㉡ 업무선호와 소속감 함양, ㉢인사 및 보상체계, ㉣

구성원의 이해 및 공감대 조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조직융합 실천요인간의 관계성은 높게 나타났지만, 조직융합 

실천사업과 조직목표의 달성요인과는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고, 다중회

귀분석 결과 또한 업무선호 및 소속감 함양 부문만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통합조직의 출범 이후 초창기에 필요하거나 

기대되는 조직융합의 실천방안은 조직발전 목표의 달성보다는 조직통합에

따른 괴리감, 이질감을 조율하는 등의 사업추진 기반조성이 더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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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2011)은 정보통신·콘텐츠 분야 네개의 통합 공공기관(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화진흥원, 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통합이전·

통합 과정 등 통합 맥락이 통합 이후 융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명제와 

통합 이후의 융합관리가 융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명제를 설정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통합

맥락 변수와 융합 사이의 일정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통합이전 맥락 변수

중에는 기능 유사성 변수, 문화 보존가치 변수가 높은 정도의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통합 과정 맥락 변수 중에는 통합 순응 변수, 인사 불확실성 

변수, 통합기대 변수, 통합 직후 보직공정성 변수 등이 높은 정도의 관

련성을 나타내었다. 둘째, 융합관리와 융합 사이의 일정한 관련성이 확인

되었다. 기관장 융합 관심과 융합 프로그램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혼합 인사와 인사 공정성의 융합에의 관련성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혼합 인사가 융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통합기관수, 문화적 차이와 상호 

적응, 팀원의 팀공정성 인식, 업무 평가(시기, 지표), 소수자 배려, 직무 

관련 교육훈련 등의 변수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부서 통

합 변수의 경우 역의 관련성 정도를 보였는데, 이는 2년이라는 시간의 

단기성, 부서 통합으로 인한 구성원 스트레스 관리에서의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한국환경공단 조직융합(PMI) 수준진단 결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10년 11월, 2012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딜로이트

컨설팅에 의뢰해 조직융합(PMI)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융합의 전체 수준은

2010년 47점에서 2012년 72.1점으로 대폭 향상되었고(+25.1), 출신기관별 

융합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둘째, 조직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사 보수제도의 이원화 및 상호 업무에 대한 낮은 이해도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보수격차 개선 등 인사 보수제도의 일원화 및 업무교류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조직문화의 강점은 

전문성과 자부심으로 나타났는데 업무목적과 고객 니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외부 지향적 조직문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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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한국환경공단 조직융합 수준진단 결과(딜로이트컨설팅, ’12.12.26)9)

구분 2010년 2012년 증감

전체수준 47.0 72.1 + 25.1

세부동인

직무 52.0 66.9 + 14.9

인사보수제도 41.0 55.2 + 14.2

비전/미션 53.0 73.6 + 20.6

핵심가치 53.0 73.2 + 20.2

리더십 54.0 66.7 + 12.7

구성원관계 59.0 73.5 + 14.5

변화관리 50.0 77.1 + 27.1

조직만족도 47.4 72.0 + 24.6

4. 검토

  통합조직에서 조직융합의 실천은 공동운명체로서의 역할과 기대, 소속감 

함양 등 화학적 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물리적으로 통합된 상태에서 상이한 가치관과 의식을 장기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갈등과 불화, 대립관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조직융합의 지속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융합은 잠재 갈등요인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거나 제한된 범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필요하다(김장기‧신윤창, 2012).

  조직융합에는 제도, 교육, 소통 등 다양한 동인이 있다. 하지만, 조직

융합에 대한 주요문헌은 조직융합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리더십을 꼽고 있다10). 왜냐하면 조기에 성과를 도출하고, 통합조직에 

존재하는 구성원 간 문화갈등이나 혼란을 최대한 차단하고 새로운 정체

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리더십이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문명재‧함성

득‧정광호, 2012). 

9) 세부동인은 2010년과 2012년의 조사결과 중 직접 비교가 가능한 영역만을 분석

하였고, 리더십은 경영진과 직속상사의 리더십만이 대상이 됨

10) Ashkenas, Ronald N. and Francis, Suzanne C. 2000. "Integration Managers:

Special Leaders for Special Times," Harvard Business Review, 78(6),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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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상기 컨설팅을 통해 계량적으로 측정된 한국환경공단의

조직융합 수준의 향상 원인을, 기관장과 양 노조위원장 이 세 사람의 

리더십에 방점을 둬서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절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리더십은 조직의 리더가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조직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또는 능력으로 정의 할 수 있다(조태준, 2012). 리더십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관심사이자 연구대상으로 무수한 조직이론과 제도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종국엔 리더십에 귀결되는 문제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선택의 문제로, 다양한 조직체계·제도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리더의 몫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인데, 이런 공공기관에게 통합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이 된다. 결국, 통합 공공기관에 중요한 

리더십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강조되는 ‘변혁적리더십’이라 할 것이다.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Downton(1973)이 처음 사용하였지만,

리더십의 중요한 접근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Burns(1978)의 저서인

「Leadership」을 통해서이다. Burns(1978)는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했는데, 이후 Bass(1990)가 변혁적

리더십을 4개의 세부요인으로 거래적리더십을 2개의 세부 요인으로 구

체화했다.

1.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고, 자신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보다는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고 달성하도록 

유도하여 높은 수준의 욕구를 촉진시키며, 업무성과의 중요성과 가치를 

잘 인식시킴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

십으로 정의될 수 있다. Bass는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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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특성을 제시했는데, 거래적 리더십이 안정적 조직의 일상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효과적임에 반해, 변혁적 리더십은 위기상황이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명확한 체제 규범 제도가 존재하는 구조화된 환경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의 강점이라

할 것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로

구성되어 있다.

(1) 카리스마(Charisma) 또는 이상적 영향력(Idealized Influence)

카리스마는 변혁적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 구성요소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변혁적 리더십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 카리스마의 효과가 가장

지배적이며 일관되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이 리더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지녀야

한다. 또한 리더는 구성원 모두가 조직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변화에 

동참할 수 있게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부하에게 비전과 사명

감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 한편, 리더는 매우 높은 도전적·

윤리적 행동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올바른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

지기 때문에 부하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롤 모델이 된다.

다만,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이외에도 다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카리스마 리더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카리스마 

리더는 변혁적 리더보다 조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충성을 추구(개인화

된 카리스마)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변혁적 리더가 사용

하는 개별적 배려와 지적 자극은 단순히 리더에게 복종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할 것이다(이상호,

2013).

(2) 영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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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는 부하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며, 조직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비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부여를 통해 부하

들의 의욕을 끊임없이 고무시킨다. 또한, 부하들이 자신의 이익추구를 

뛰어넘어 집단 구성원으로 집단의 목표달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서적

으로 호소하거나 상징적인 행동을 한다.

Bass에 따르면, 카리스마는 영감적 동기부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영감적 동기부여는 카리스마와는 별개로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즉, 카리스마가 부하를 깨우치고 고무함으로써 영감적으로 동기부여 시

키기는 하지만 카리스마가 발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영감적 동기부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영감적 동기부여와 카리스마는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영감적 동기부여를 카리스마의 구성요인으로 간주하여 구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3)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자극하고, 신념과 가치를 

새롭게 바꿔 나가려고 노력한다. 또한, 부하들이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

는데 있어서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원한다. 그 결과 부하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로부터 추가적인 노력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 낸다.

Bass는 지적 자극에서 변혁적 리더와 거래적 리더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거래적 리더는 반응적인 반면에 변혁적 리더는 능동적이며,

변혁적 리더는 거래적 리더에 비해 아이디어 창출에 있어서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이며 더 급진적인 사상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4) 개별적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변혁적 리더는 부하 개개인의 이질적 욕구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각자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등 개별적 차원에서 도전적 조언과 지도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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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과 권한 위임을 통해 동기를 부여한다. 특히 부하들의 개인적 욕구

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부하가 자신이 맡은

일에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돕는 코치와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거래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은 상황에 따른 보상과 처벌에 기초한 교환관계에 의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적 리더십은 반복적이고 기대성과 수준이 측정 가능할 때, 즉 기계적

구조에서 효과적이라 할 것인데, 부하들로 하여금 열정과 헌신을 기대하

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조건부 보상과 예외적 관리로 나눠진다.

(1) 조건부 보상(Contingent Rewards)

조건부 보상은 리더 자신이 설정한 수준에 맞게 부하가 성과를 달성했을

때 동기부여의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적 리더는 부하들과의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성취한 결과를 인정해 주는 등의 행동을 포함

한다. 조건부 보상은 성과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이라 할 것이다.

(2) 예외적 관리(Management by Exception)

예외적 관리는 목표 달성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리더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극적 형태와 소극적 형태로 나눠진다. 적극적 형태는 

리더가 부하들의 실수와 규칙위반을 빈틈없이 지켜보고 그때그때 수정조

치를 취하는 반면, 소극적 형태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문제가 표면화되면 

개입한다. 조건부 보상이 긍정적 피드백인 반면, 예외적 관리는 부정적 

피드백에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비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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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차이(변상우, 2014)

구분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현상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

목표지향성
현상과 너무 괴리되지 않는 
목표 설정

보통 이상의 높은 이상적인 목표 
설정

시간 단기적 전망 장기적 전망

동기부여전략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으로
동기부여

자아실현과 같은 높은 수준의 개
인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동기부여

행위표준 규칙과 관례를 따름 새로운 도전을 격려

문제해결
문제해결을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줌 

질문을 해 부하들이 스스로 해결
책을 찾도록 격려하거나 고무시킴

영향력기반 규칙과 전통에 의존
가치관(정직, 공정, 책임, 호혜주의)
과 감동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3. 선행연구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십 이론 중 가장 각광받는 연구분야로, 행정학·

경영학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성과·조직몰입·신뢰·효능

감·임파워먼트 등을 종속변수 또는 매개변수로 설정한 수많은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유의미한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조태준(2012)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12개의 통합부처 중 6개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거래적·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융합관리 간 인과관계를 연구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구조모형에 대한 연구 결과, 거래적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조건부 보상과 예외적 관리는 조직융합관리에 각각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원적

요인모형으로 연구된 거래적 리더십도 조직융합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하위 구성개념인 개별적 배려와 카리스마(이상적 영향력) 만이 조직융합

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차원적 요인모형으로서의 변혁적 리더십도 조직융합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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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성 허찬영(2012)은 국내 9개의 철도운영기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각 기업 노조위원장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종업원

들의 조직유효성(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및 협력적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노조위원장의 리더십 유형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매개효과를 실증분석하였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위원장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모두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몰입에는 거래적 리더십만 정(+)의

영향을 미치고 변혁적 리더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노조위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모두 철도운

영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철도운영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리더십 유형과 조직유

효성 간의 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매개 역할을 분석한 결과 모두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정(2001)은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효과가 크고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의 효과를 증폭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한국의 행정조직과 기업조직 내 중간 간부들의 리더십을 대상으로 검증

하였다. 검증결과 기업조직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정조직에서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행정조직에서는 

변혁적 리더십보다 거래적 리더십의 효과(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가 

오히려 더 컸으며 변혁적 리더십의 증폭효과보다 거래적 리더십의 증폭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한 결과 행정조직은 기업조직보다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간의 관계가 현저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행정조직이 기업조직에 비해 기계적 구조에 더 가깝고 리더의 

보상제공 권한이 보다 제한적이어서 행정조직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행정개혁을 

위해 변혁적 리더십을 장려하거나 발휘하기에 앞서,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리더의 보상제공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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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수많은 연구들이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고,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종류, 국가, 문화적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넘어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의 보편성, Universality).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의 유용성

에도 불구하고 거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거래적 리더십이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의 프레임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4 절  AHP 이론

1. 개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은 Saaty(1980, 1982)에 의해서 

개발된 다기준의사결정 방식으로 OR(Operations Research)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계획과 자원배분, 갈등해소, 예측 등의 다양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적용분야도 공학, 경제 경영, 사회, 정치,

행정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AHP

기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이유는 이 기법이 지니는 몇 가지 장점

때문이다. AHP 기법은 평가요소간의 가중치를 체계적인 계량적 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최적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기존의 효용이론 혹은

통계적 의사결정에 비해서 이해가 쉽고, 전문가의 주 객관적 정보를 종합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자들의 일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며, 분석절차가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와 부합한다(고길곤

하혜영, 2008).

2. AHP 분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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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기법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치게 된다.

(1) 제1단계 : 의사결정 문제의 계층화(Hierarchy of Decision Problem)

의사결정 문제를 최종목표, 평가기준, 대체안으로 분류하고 이를 계층

화하는 단계이다. 계층의 최상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의 목적이 

설정되며 다음 계층은 의사결정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비교 가능

한 다양한 속성들로 구성된다. 최하층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의사결정의 

대안들로 구성된다.

(2) 제2단계 :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of Decision Element)

상위계층 요소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하위계층 요소들의 기여도를 

쌍대비교를 통하여 분석한다. 쌍대비교에 사용되는 척도는 일반적으로 

1에서 9까지 사용된다.

(3) 제3단계 : 가중치의 추정(Estimation of Relative Weights)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하고, 응답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 CR)을 검증한다.

상대적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Saaty의 고유벡터(eigenvector)를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하며, 일관성 비율은 일반적으로 CR 값이 0.1 이하일 경우

에만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4) 제4단계 : 가중치의 종합(Aggregation of Relative Weights)

각 수준의 요소들의 종합순위(Priority)를 정하기 위해 계층적 구성에 

의해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합한다. 이를 통해서 평가 대

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자원배분 또는 대안선택의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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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환경공단 사례 개요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산하의 환경자원공사(1980.9월설립)와 환경관리

공단(1987.3월 설립)이 통합해 2010.1.1 출범했다.

<표 3-1> 양기관 일반현황(기획재정부, 2009.12) (단위 : 명, 억원)

기관명 주요기능 정원
(’09)

예산
(’08)

정부지원
(’08)

당기손익
(’08)

환경관리
공단

수질․대기 등 오염방지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검사·
분석 등 환경개선사업

1,070 16,136 114 71

환경자원
공사

폐기물관리제도 운영, 재활용
산업 육성지원 등 1,095 2,957 741 200

한지붕 아래 두 가족의 불안정한 동거는 출발 직후부터 삐거덕대더니,

직급격차 및 보수격차,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5직급 체계로 운영되었던 환경자원공사는 6직급 체계로 운영되었던

환경관리공단 보다 직급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환경자원공사의 

임금수준은 환경관리공단의 80% 정도에 불과해11) 환경관리공단은 임금

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재

정적·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양 기관은 서로에게 불리한 것만을 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사건건 대립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업무 인력 350명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힘든 과제도 함께였다.

한편, 통합공단의 초대 이사장의 임무는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P○○

변호사에게 주어졌고, 개인적 역량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통합공단에 산적

한 현안들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또한,

양 기관에는 전통과 조직력을 자랑하는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양 노조위원

장은 전임자·지부장 경력 등이 10년이 넘는 베테랑들로서 조직경험 면에

서는 신임 이사장보다도 우위에 있는 양상이었다.

11) 통합공단이 출범했지만, 출신기관별 이원화 된 보수테이블이 그대로 유지됨(정부에서는

별도재원을 주지 않았고, 전직원 연봉제 도입으로 해결하라는 지침만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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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양기관 노조현황(기획재정부, 2009.12)12)

기관 설립일 노조원수 위원장

환경관리공단 ’96.7.8
883명

(전직원의 84.2%)
C○○

(66년생)

환경자원공사 ’88.7.10
672명

(전직원의 69.0%)
J○○13)

(57년생)

제 1 절  조직갈등 상황 : 극심한 노사·노노 갈등(2010~2011)

1. 2010년도

통합공단 출범과 함께 환경자원공사 노조는 고용안정, 동일임금을 주장

하며 집회 및 천막농성을 이어갔고,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설명회 

등을 통해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과 임금격차 해소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대응으로 무마하였다. 환경자원

공사 노조에게 별다른 소득은 없었으나, 신임 이사장을 심리적으로 압박

하기에는 충분하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장이 설립위원회에서 결정된 직급조정과 

관련해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환경관리공단 노조는 직급조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집회, 삭발 등의 집단행동에 돌입하게 

되고, 공단은 13차례의 직급조정위원회를 거쳐 2010. 4월 직급조정을 단

행하는데, 환경자원공사 일반직 직원의 32%에 해당하는 인원이 1직급씩 

하향 조정된다.

객관적으로 보면 양 기관의 직급격차 해소를 위해 직급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직급조정을 당한 당사자들은 극도의 

괴로움을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임금이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12) 환경자원공사 노조는 기능직 중심의 노조였으나 통합을 전후한 시점에 일반직들이

대규모로 노조에 가입하였고, 통합직후에는 조합원 수를 800여명까지 늘여 환경

관리공단 노조와 대등한 규모를 가지게 됨

13) J○○ 위원장은 영농폐기물처리 별도법인 설립과 함께 전적하였고, 2012.1.1부터는

L○○ 위원장이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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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이었던 사람이 한 순간에 대리가 되는 것은 한 가정의 가장에게는 

정말이지 면목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직급조정 후 환경자원공사 노조는 

극렬한 반대 규탄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게 되고, 이사장에 대한 고소 고

발과 함께 직급조정 무효화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양 노조 

조합원들 간에는 서로에 대한 비방과 저주의 말과 글들이 게시판 등에서 

난무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 양상이 통합공단을 지배하게 된다.

2. 2011년도

2011년도에는 처음으로 인사평가(2010년도 근무실적)가 실시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려했던 대로 소속부서장의 출신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평가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환경관리공단 노조는 이러한 인사평

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위원회를 저지하고 평가 분리를 요구하는데,

결국 양 기관이 별도의 승진인사위원회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환

경관리공단 노조가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직급조정자의 대부분이 원상

복귀하는 승진인사가 단행되고 직급격차 문제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한편, 7월에는 지사를 지역본부에 편입시키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환경자원공사 노조가 이사회 저지 등의 실력행사를 하게 된다. 통합 전  

환경관리공단은 지역본부 체계였고 환경자원공사는 지사 체계였는데,

지사를 지역본부에 편입하는 것은 결국 환경자원공사 죽이기라는 논리를 

펼쳐 조직개편안을 좌초시킨다.

또한, 2011년 말에는 노사 노노 갈등이 정점을 찍게 된다. 먼저, 임금

협상과 관련해 이사장은 처우개선비 5.5% 중 환경관리공단 측이 2.2%를 

양보해서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처우개선비 

양보는 퇴직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개인별로 계산했을 때 수천

만원씩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결국, 환경관리공단 노조측의 

반발은 극심할 수밖에 없었고,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게 

된다. 하지만, 환경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 파업돌입 직전 ‘0.5%의 처우

개선비 양보’와 ‘환경자원공사 직원의 재직연차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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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직권으로 수용14)함으로써 파국은 막았지만,

이러한 위원장의 직권결정은 환경관리공단 노조에 엄청난 내홍을 불러

오게 된다. C○○ 위원장은 조합원 설명회를 통해 여론을 수습해 나가는 

한편, 상임이사 임명 건에 대해 단식투쟁을 감행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적으로 돌파해 나가게 된다.

한편, 재직연차조정 소식은 환경자원공사 직원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제 2의 직급조정으로 받아들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꺾인 

현실에 대해 분노와 좌절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환경자원공사 노조는 

2011년말과 2012년초에 걸쳐서 매일 빠짐없이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고,

종합환경연구단지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때면 예외 없이 고성의 스

피커를 통해 “물러가라”, “철회하라”는 구호와 절절한 외침이 이어졌다.

그 당시 통합공단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았고, 대부분의 사람

들은 기관을 다시 분리시키거나, 과거의 사업들을 기준으로 본부체계로 

나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게 되었다.

제 2 절  조직갈등 극복과정 : 협력적 노사·노노 관계(2012~2013)

2년여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난 이후, 통합공단에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환경관리공단 노조에서는 먼저 직급과 보수의 정확한 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책자15)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전파해 나갔는데, 직급

격차에 대한 점진적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재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환경

자원공사 노조에서는 노조위원장 교체가 있었는데, 신임 L○○ 위원장은 

갈등과 대립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메시지를 조합원들에 보내며,

환경관리공단 노조에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내민다. 결국, 양 노조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공동행사 공동교섭 등을 

통해 극적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게 된다.

14) 2011.9.6자로 환경관리공단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됨

15) “통합 3년차, 차이를 극복하여 도약의 발판으로”(201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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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 노조와 경영진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과 계획을 

담은 2012년도 임금협약을 서둘러 매듭짓고, 격차해소 재원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경영진과 양 노조가 함께 움직이니 

대외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정치적인 힘 또한 배가가 되었으며,

국회·정부·정치권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노력으로 지난 2년간 지속적인 

실패만 거듭했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임금격차 해소재원 20억 

원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쾌거를 얻는다. 그리고 통합 4년차인 

2013년도에 비록 90% 수준이긴 하지만, 보수테이블 일원화에 성공한다.

한편, 양 노조는 노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틀16)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

는데, 환경부유관기관노동조합을 출범시킴으로써 낮은 단계의 노조통합

까지 이뤄내게 된다.

16) 환경부산하기관 노조들을 하나로 묶어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작업을 2012.7월부터

시작하였고, 2013.4월에 환경관리공단 노조, 환경자원공사 노조, 국립공원관리공단

노조가 산별로 전환해 환경부유관기관노동조합을 출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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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론  

제 1 절  연구 문제

한국환경공단이 통합 후 겪어야 했던 조직 갈등은 인사 갈등, 보수 

갈등, 구조조정 갈등 이 세 가지로 요약17)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조직 갈등을 극복하고 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할 것인데, 어떠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출신기관, 지위 등에 

따라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인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환경공단의 세가지 핵심 조직갈등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비교․분석 

또한, 핵심갈등의 극복과정에서 기관장과 제1․제2노조위원장, 각 리더

들은 때론 경쟁하고 때론 협조하며 자기만의 색깔로 리더십을 발휘하였

는데, 각 갈등요인의 극복에 있어 누구의 리더십이 얼마나 더 중요한 역

할을 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문제라 할 것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사례에서는 제2노조위원장의 교체와 맞물려 극심했던 조직 

갈등이 완화되고 협력적 분위기가 조성된 점에 주목할 수 있는데, 제2

노조위원장의 리더십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가 흥미

로운 문제라 할 것이다.

<연구문제 2> 한국환경공단의 세가지 핵심 조직갈등 요인의 극복과정에서

기관장과 제1․제2노조위원장의 리더십 간의 상대적 중요

도에 대한 비교․분석

17) 2012년 경영실적보고서(한국환경공단) 및 2013년 공공기관 노사관계 우수사례집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조직갈등 핵심요인으로 출신기관에 따른

직급격차, 보수격차 문제와 함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른 인력감축 문제

(350명)를 적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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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환경공단의 각 리더들이 조직갈등 극복과 조직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십 구성요소들 중 어떠한 요소를 주요하게 발휘하였

는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는 것은 이론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문제라 할 것이다.

<연구문제 3> 한국환경공단의 세가지 핵심 조직갈등 요인의 극복과정에서

각 리더의 리더십 구성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비교․분석

이상의 연구문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관통합과 조직 갈등의 극복과정

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고, 조직융합의 지속추진을 위해 한국환

경공단이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는데, 이는 연구문제 1, 2, 3에 대한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을 보완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4> 한국환경공단의 기관통합과 조직갈등 극복과정에서 갈등의

원인제공자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찰

<연구문제 5> 한국환경공단이 조직융합을 위해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한 고찰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환경공단(환경관리공단+환경자원공사)이 통합공단으로 

출범한 이후 4년간(2010.1.1~2013.12.31) 겪어야 했던 극심한 조직 갈등의 

상황과 이에 대한 극복과정에서의 리더십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AHP 설문조사․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비구조화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보충적으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상기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사장의 취임사·기념사·지시사항·CEO Letter 등 공식·

비공식적 자료 일체와 함께 양 노조가 배포한 노보·성명서·회의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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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자는 통합공단 출범 1년 후부터 3년 간(2011.1.1 ~ 2013.12.31)

환경관리공단 노조의 수석부위원장로 근무한 바 있어 참여관찰(회고적)

사례조사 방법이 활용될 수 있었다. 참여관찰 사례조사는 연구자에게 폭

넓은 시각과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현상의 변화 

과정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화에는 약점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는 모든 해석에 있어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고 다양한 의견을 비교·확인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1. AHP 설문조사․분석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는 계층구

조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계량화가

곤란하거나 애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과학적 기법으로 

중요도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및 문헌조사를 토대로 AHP 설문내용을 구성하였

는데, 조직갈등 극복 및 조직융합이라는 최상위 목표아래 3계층의 평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AHP 설문대상자는 조직갈등과 극복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노무·비서·기획·총무·감사 팀장 등 사측 간부와 양 노조 간부

등 2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 출신과 환경자원공사 

출신을 10 : 10로 구성하고, 보직자(비조합원)와 비보직자(조합원)를 10 :

10로 구성해 균형감 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게 조치하였다.

<표 4-1> AHP 설문대상자 구성

구분 합계 보직자(비조합원) 비보직자(조합원)

합계 20 10 10

환경관리공단 출신 10 5 5

환경자원공사 출신 10 5 5

설문조사는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직접방문 및 사내 이메

일을 통한 전자조사 방식을 혼용하여 이뤄졌다. 연구자는 AHP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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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설문대상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설문의 취지와 함께 일

관성 있는 답변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세세하게 안내하였다. 최초 조사

대상자 20명으로부터 20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는데 그 중 일관성지수(CR,

Consistency Ratio)가 10%를 초과하는 4부를 제외하였고, 조사대상자 4

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4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는데 이중 1부가 일관성 지수

10%를 초과하여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사대상자 1명을 추가로 선

정한 후에야 20부의 설문을 확보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다. 설문분

석에 사용된 대상자의 구성은 <표 4-1>과 같고, 20명 모두 남성이고 재직

기간은 10년차 이상 18명, 9년차 1명, 8년차 1명이다. 설문조사 분석에는 

BPMSG AHP Online System18)(http://bpmsg.com/academic/ahp.php)과

MS office Excel 2007을 활용하였다.

2. 비구조화 인터뷰

비구조화 인터뷰는 특별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의 관점, 의견,

태도, 경험을 이끌어낼 때 사용되는데 연구자의 연구주제에 관한 응답자의

생각을 깊고 풍부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뷰는 AHP설문과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였고, 대상자는 설문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

시하였는데, 양 노조 핵심간부 각 2명씩과 노무·예산·평가 담당자 3명 등 

총 7명을 심층인터뷰 하였다. 이를 통해 AHP 설문조사·분석 결과를 질적

으로 보완하고 연구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제 3 절  AHP 분석틀

1. AHP 계층 구조

최상위층은 조직 갈등 극복 및 조직융합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제1계

층은 핵심 갈등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 제2계층은 핵심 갈

등요인 극복을 위한 각 리더의 리더십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

제3계층은 제2계층 각 리더의 리더십의 세부 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18) 온라인으로 AHP 설문을 구성해 배포할 수 있고, 답변자는 스스로 CR 지수를 체크하며

응답가능(※무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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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체계로 구성하였다.

<그림 4-1> AHP 계층 구조도

목표 조직갈등 극복 및 조직융합

제1계층
인사갈등 

극복
보수갈등 

극복
구조조정갈등 

극복

제2계층
기관장 

리더십(P○○)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 L○○)

제3계층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조건부 
보상

예외적 
관리

2. 계층별 개념적 정의

조직 갈등 극복 및 조직융합 이라는 최상위 목표를 위한 제1계층의 

요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4-2> 제1계층 요인의 개념적 정의

요인 개념적 정의

인사 갈등 
극복

통합전 환경관리공단은 6직급, 환경자원공사는 5직급 체
계로 운영됨으로 인해 발생한 직급격차 문제에 대한 극복

보수 갈등 
극복

환경자원공사의 보수수준이 환경관리공단의 8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보수격차 문제의 극복

구조조정 갈등 
극복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 350

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문제에 대한 극복

제2계층의 각 리더의 리더십은 그 임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데,

연구기간(2010.1.1~2013.12.31) 중 일부(7개월)만 해당된 제2대 이사장은 

제외하였고, 4년의 기간을 정확히 반반씩 재임한 제2노조위원장은 2명 

모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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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제2계층 요인의 개념적 정의

요인 개념적 정의

기관장 리더십 P○○(58년생) : 재임기간 2010.1.1 ~ 2013. 5.30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 C○○(66년생) : 재임기간 2010.1.1 ~ 2013.12.31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
J○○(57년생) : 재임기간 2010.1.1 ~ 2011.12.31

L○○(57년생) : 재임기간 2012.1.1 ~ 2013.12.31

한편, 제3계층의 리더십 세부 항목은 Bass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이론에 의거해서 변혁적 리더십의 3개 세부 요인과 거래적 리더십의 2개 

세부 요인,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변혁적리더십은 ‘영감적 동기

부여’까지 포함하여 4개의 세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감적 동기

부여가 카리스마와 유사점이 많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연구도 많다.

여기서도 분석의 편의와 설문대상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영감적 동기

부여를 카리스마의 구성요소로 간주하여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표 4-4> 제3계층 요인의 개념적 정의

요인 개념적 정의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비전 제시,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 이상적 영향력 
발휘 

개별적 
배려

개개인의 욕구에 관심·지원, 개별적 차원의 도전적 
조언과 지도 

지적 자극
문제해결의 새로운 접근방법 시도 지원, 창의성과  
혁신성 자극

거래적 
리더십

조건부 
보상

성과창출시 인센티브나 보상 제공(긍정적 피드백)

예외적 
관리

목표달성이 곤란한 경우 리더가 개입(부정적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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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AHP 설문분석 

1. 제1계층 분석결과

본 연구의 계층 구조도에 따른 제1계층 분석결과를 총괄적으로, 그리고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 제1계층 분석결과(총괄)

요인 중요도 순위

인사갈등 극복 0.4303 2

보수갈등 극복 0.4376 1

구조조정 갈등 극복 0.1321 3

제1계층의 총괄적 분석결과를 보면 인사갈등 극복(0.4303)과 보수갈등 

극복(0.4376) 양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일치하는 

박빙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사 갈등과 보수

갈등이 그만큼 첨예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한편, 구조조정 

갈등 극복(0.1321)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고,

구조조정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업무의 기능직군에만 한정된 갈등요인

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5-2> 제1계층 분석결과(출신기관별)

요인
환경관리공단 출신 환경자원공사 출신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인사갈등 극복 0.5073 1 0.3504 2

보수갈등 극복 0.3409 2 0.5393 1

구조조정 갈등 극복 0.1517 3 0.1104 3



- 34 -

한편, 출신기관 별 분석을 보면 완전히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는데, 환경

관리공단 출신은 인사갈등 극복에, 환경자원공사 출신은 보수갈등 극복에

각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 할 것이다.

<표 5-3> 제1계층 분석결과(보직자 여부)

요인
보직자(비조합원) 비보직자(조합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인사갈등 극복 0.3749 2 0.4874 1

보수갈등 극복 0.4728 1 0.3996 2

구조조정 갈등 극복 0.1523 3 0.113 3

또한, 보직자와 비보직자의 분석결과도 상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

교적 안정적 지위에 있는 보직자는 보수갈등 극복에 우선순위를 둔 반면,

미래가치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비보직자의 경우에는 인사갈등 극복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2. 제2계층 분석결과

다음은 계층 구조도에 따른 제2계층 분석결과인데, 제1계층의 3개 요

소별로 4개의 하위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사 갈등 극복

<표 5-4> 인사갈등 극복 세부요인 분석(총괄)

요인 중요도 순위

기관장(P○○) 리더십 0.4428 1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 0.3383 2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 0.0838 4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0.135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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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갈등 극복의 세부요인에 대한 총괄 분석결과를 보면, 기관장 리더

십(0.4428)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제1노조위원장 리

더십(0.3383)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노조위원장 2명의 리더십 중

요도를 합산(0.2189)하더라도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의 중요도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기관장 리더십의 중요도가 양 노조위원장의 리더십 중요도의

합(0.557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인사권이 기관장에게 전적

으로 주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인사 갈등 극복에 있어서 양 노조위원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표 5-5> 인사갈등 극복 세부요인 분석(출신기관별)

요인
환경관리공단 출신 환경자원공사 출신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기관장(P○○) 리더십 0.4471 1 0.4345 1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 0.3694 2 0.3064 2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 0.0754 4 0.0923 4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0.1082 3 0.1668 3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출신기관별 분석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표 5-6> 인사갈등 극복 세부요인 분석(보직자 여부)

요인
보직자(비조합원) 비보직자(조합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기관장(P○○) 리더십 0.5225 1 0.3643 2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 0.2761 2 0.403 1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 0.0853 4 0.08 4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0.1161 3 0.1527 3

하지만, 보직자와 비보직자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직자는 총괄 결

과와 순위는 동일하지만 기관장 리더십(0.5225)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비보직자의 경우에는 제1노조위원장의 리더십(0.403)을 기관장 

리더십(0.3643)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인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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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급격차 문제 해소에 사활을 걸었던 제1노조위원장의 노력에 대해 

보직자는 인사권이라는 권한과 책임이 결국에는 기관장에게 귀속될 뿐이

라는 냉소적 상황인식을 보여준 반면, 비보직자는 제1노조위원장의 노력이

실제적으로 기관장의 인사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

으로 해석된다.

(2) 보수 갈등 극복

<표 5-7> 보수갈등 극복 세부요인 분석(총괄)

요인 중요도 순위

기관장(P○○) 리더십 0.3573 1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 0.2762 2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 0.1134 4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0.2531 3

보수갈등 극복의 세부요인에 대한 총괄 분석결과를 보면, 기관장 리더

십(0.3573)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0.2762)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2노조위원장 2명의 

리더십 중요도를 합산(0.3685)하게 되면 기관장과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의

중요도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보수 갈등 즉, 보수격차 해소 

문제가 제2노조위원장의 핵심 과제였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제1노조위원장의 리더십 중요도가 2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교섭

창구 단일화로 인해 교섭권과 체결권이 다수 노조에 귀속된 현실, 즉 소수

노조의 한계에 대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5-8> 보수갈등 극복 세부요인 분석(출신기관별)

요인
환경관리공단 출신 환경자원공사 출신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기관장(P○○) 리더십 0.4121 1 0.3018 2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 0.2084 3 0.3551 1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 0.1226 4 0.1014 4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0.2569 2 0.24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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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출신기관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판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환경

관리공단 출신은 기관장 리더십(0.4121)을 1순위로,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0.2569)을 2순위로 평가하고 있음에 반해, 환경자원공사 출신은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0.3551)을 1순위로, 기관장 리더십(0.3018)을 2순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환경관리공단 출신은 보수격차 해소

재원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제2노조위원장(L○○)의 역할에 주목한 

반면, 환경자원공사 출신은 보수와 관련된 교섭 체결권을 쥔 제1노조위

원장의 역할에 주목하며 실제로 보수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한 

제1노조위원장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9> 보수갈등 극복 세부요인 분석(보직자 여부)

요인
보직자(비조합원) 비보직자(조합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기관장(P○○) 리더십 0.386 1 0.3239 1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 0.2331 2 0.3139 2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 0.1568 4 0.0798 4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0.2241 3 0.2772 3

한편, 보직자와 비보직자의 분석에서는 총괄 분석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3) 구조조정갈등 극복

<표 5-10> 구조조정갈등 극복 세부요인 분석(총괄)

요인 중요도 순위

기관장(P○○) 리더십 0.3635 1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 0.2021 4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 0.2198 2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0.214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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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갈등 극복의 세부요인에 대한 총괄 분석결과를 보면, 기관장 

리더십(0.3635)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제2노조위원장

(J○○) 리더십(0.2198)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제2노조위원장 

2명의 리더십 중요도를 합산(0.4344)하게 되면 기관장과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의 중요도를 각각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구조조정 갈등 

극복이 제2노조위원장에게 핵심 과제였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다만, 기관장 리더십 중요도가 1위를 차지하고,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

(0.2021) 중요도가 4위이지만 상당한 수치를 보여준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조조정이 비록 일부사업과 일부직군에 국한된 문제였다 할지라도, 그 

해결에 있어서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양 노조가 함께 전사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1> 구조조정갈등 극복 세부요인 분석(출신기관별)

요인
환경관리공단 출신 환경자원공사 출신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기관장(P○○) 리더십 0.3657 1 0.353 1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 0.2182 3 0.183 3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 0.166 4 0.284 2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0.2501 2 0.18 4

한편, 출신기관별 분석에서는 환경관리공단 출신은 제2노조위원장 중 

L○○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반면, 환경자원공사 출신은 J○○의 역할을 

높게 평가함으로써 서로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2> 구조조정갈등 극복 세부요인 분석(보직자 여부)

요인
보직자(비조합원) 비보직자(조합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기관장(P○○) 리더십 0.4513 1 0.2841 1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 0.1683 4 0.2327 3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 0.1784 3 0.2614 2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0.202 2 0.22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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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직자와 비보직자의 분석에 의하면 보직자는 기관장 리더십

(0.4513)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제2노조위원장 중에서는 L○○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비보직자의 경우에는 기관장 리더십(0.2841)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제2노조위원장 중 J○○을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L○○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가 외부에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J○○의 투쟁일변도의 접근방식은

내부적 결속에만 머물렀다고 해석된다.

3. 제1․제2계층 통합 분석결과

제1계층 분석결과의 가중치를 제2계층 분석결과에 적용하여 통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13> 제1․제2계층 통합 분석결과

제1계층 제2계층 통합 분석
요인 중요도 순위 요인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인사
갈등극복

0.4303 2

기관장
리더십(P○○)

0.4428 1 0.1905 1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

0.3383 2 0.1456 3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

0.0838 4 0.0361 9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L○○)

0.1351 3 0.0581 6

보수
갈등극복

0.4376 1

기관장
리더십(P○○) 0.3573 1 0.1564 2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

0.2762 2 0.1209 4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 0.1134 4 0.0496 7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L○○)

0.2531 3 0.1108 5

구조조정 
갈등극복

0.1321 3

기관장
리더십(P○○) 0.3635 1 0.0480 8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

0.2021 4 0.0267 12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

0.2198 2 0.0290 10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L○○)

0.2146 3 0.028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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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분석결과 한국환경공단의 조직갈등은 인사갈등 극복의 기관장 

리더십(0.1905) 중요도가 1위, 보수 갈등 극복의 기관장 리더십(0.1564)

중요도가 2위를 차지하였고, 인사 갈등 극복의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 

중요도(0.1456)가 3위, 보수 갈등 극복의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 중요도

(0.1209)가 4위를 차지하였으며, 보수 갈등 극복의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중요도(0.1108)가 5위, 인사 갈등 극복의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중요도(0.0581)가 6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환경공

단이 조직 갈등을 극복하는데 있어 기관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고, 제1

노조위원장, 제2노조위원장(L○○)의 역할은 그 다음이었다는 것을 실증

적으로 보여줬다 할 것이다.

기관통합이라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기관장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 갈등을 극복하는데 앞장섰으며, 제1노조위원장은 통합 

초기의 대립적·투쟁적 대결구도를 깨뜨리고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책무와 

포용력을 보여줬으며, 제2노조위원장(L○○) 또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직갈등 극복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2노조위원장 중 J○○의 재임기간 동안(20101.1~2011.12.31)

에는 혼란과 갈등만이 반복되었을 뿐이고, L○○의 취임 이후(2012.1.1.~)

에야 비로소 한국환경공단이 갈등 극복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제2노조위원장 중 L○○의 역할에 대해서는 계량적 수치

외에 비계량적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제3계층 분석결과

제3계층의 분석은 제2계층의 각 리더들의 리더십에 대해 리더십 세부

구성요소 중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했는가를 평가한 것으로, 그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장(P○○)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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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기관장(P○○) 리더십의 세부요인 분석(총괄)

요인 중요도 순위

카리스마 0.3638 1

개별적 배려 0.1682 3

지적 자극 0.1362 4

조건부 보상 0.2065 2

예외적 관리 0.1253 5

기관장 리더십의 세부요인에 대한 총괄 분석결과를 보면, 카리스마

(0.3638)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조건부 보상(0.2065)

순이었다. 통합기관의 기관장에게는 통합 직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신설

기관을 조속히 안정화시킬 책무가 주어져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비전 및 사명감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카리스마와 함께 인사권 등을

수단으로 한 조건부 보상의 유인책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5> 기관장(P○○) 리더십의 세부요인 분석(출신기관별)

요인
환경관리공단 출신 환경자원공사 출신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카리스마 0.337 1 0.3871 1

개별적 배려 0.2095 3 0.1334 5

지적 자극 0.135 4 0.1358 4

조건부 보상 0.2127 2 0.1975 2

예외적 관리 0.1058 5 0.1461 3

이러한 결과는 출신기관별 분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다만, 환

경관리공단 출신은 개별적 배려(0.2095)를 높은 비율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로 꼽은데 반해서 환경자원공사 출신은 개별적 배려(0.1334)를 최하

위의 요소로 꼽고 있다. 이는 환경관리공단 출신은 기관장(P○○)이 한국

환경공단을 하나의 방향으로 힘 있게 끌고 가는 단호한 모습보다는 개별

적인 부분에 세심했던 것으로 평가함에 반해, 환경자원공사 출신은 기관

장이 힘의 논리에 편승해 자신들을 포함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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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기관장(P○○) 리더십의 세부요인 분석(보직자 여부)

요인
보직자(비조합원) 비보직자(조합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카리스마 0.3408 1 0.3823 1

개별적 배려 0.1411 4 0.1962 2

지적 자극 0.1554 3 0.117 5

조건부 보상 0.2482 2 0.1701 3

예외적 관리 0.1146 5 0.1343 4

한편, 보직자와 비보직자의 분석에 의하면 비보직자는 개별적 배려

(0.1962)를 카리스마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

장의 개별적 배려가 상위직 보다는 하위직에서 보다 높이 평가받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라 해석된다.

(2)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

<표 5-17>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의 세부요인 분석(총괄)

요인 중요도 순위

카리스마 0.2786 1

개별적 배려 0.1869 3

지적 자극 0.1898 2

조건부 보상 0.1855 4

예외적 관리 0.1592 5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의 세부요인에 대한 총괄 분석결과를 보면, 카리

스마(0.2786)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지적 자극

(0.1898) 순이었다. 이는 제1노조위원장(C○○)이 다년간(사무국장 6년,

위원장 6년)의 노동조합 경험을 토대로 체득한 투쟁성 논리성이 제대로 

빛을 발한 결과라 할 것이다. 실제로 제1노조위원장은 기관장에 버금갈 

정도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였고, 조직 갈등 극복을 위해 내부적 경쟁과

이전투구는 그만두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외부로 함께 뛰자는 문제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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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접근방식, 즉 지적 자극을 가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 4위를 차지한 개별적 배려(0.1869), 조건부 보상(0.1855) 세부요인이

2위를 차지한 지적자극(0.1898)의 중요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이는 제1노조위원장의 리더십이 다방면에서 골고루 발휘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표 5-18>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의 세부요인 분석(출신기관별)

요인
환경관리공단 출신 환경자원공사 출신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카리스마 0.2759 1 0.2788 1

개별적 배려 0.2074 2 0.168 4

지적 자극 0.1688 4 0.2131 2

조건부 보상 0.1919 3 0.1789 3

예외적 관리 0.156 5 0.1612 5

한편, 출신기관별 분석에 의하면 환경자원공사 출신은 총괄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카리스마 다음으로 지적 자극을 꼽고 있음에 반해, 환경관리공단

출신은 지적 자극 보다는 개별적 배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는 제1

노조위원장의 혁신적 문제 해결 접근방식이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 보다는

상대방 구성원들에게 더 어필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결과로 해석

된다. 하지만, 환경관리공단 출신은 자신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의 개별적 배려에 더 높은 중요성을 둠으로써 제1노

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헤게모니 싸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9>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의 세부요인 분석(보직자 여부)

요인
보직자(비조합원) 비보직자(조합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카리스마 0.2309 1 0.3302 1

개별적 배려 0.178 4 0.1926 2

지적 자극 0.1961 3 0.18 3

조건부 보상 0.2285 2 0.1477 5

예외적 관리 0.1665 5 0.149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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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직자와 비보직자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직자의 경우 제1노

조위원장의 리더십 세부요인의 중요도 평가가 기관장 리더십 세부요인의 

중요도 평가와 동일한 순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제1노조위원장이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구성원의 문제해결에만 머물지 말고 

조직 전체의 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의 깊이를 보여준 결

과로 해석된다. 반면, 비보직자의 경우에는 개별적 배려를 카리스마 다음 

순위에 둠으로써 자신의 불만과 고충을 해소하는데 노조위원장이 우선적

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대립적 경쟁구도의 틀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

<표 5-20>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의 세부요인 분석(총괄)

요인 중요도 순위

카리스마 0.2766 1

개별적 배려 0.1763 3

지적 자극 0.1194 5

조건부 보상 0.1697 4

예외적 관리 0.2581 2

제2노조위원장 중 J○○의 리더십 세부요인에 대한 총괄 분석결과를 

보면, 카리스마(0.2766)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예외적

관리(0.2581) 순이었다. 실제로 J○○은 기능직 노조운영의 안정적 상황에서

기관 통합과 일반직 직원들의 대규모 노조 가입이라는 혼란스런 상황을 

맞아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강력한 카리스마로 타개책을 모색해 나갔지만

역부족이었고, 그러함에도 자신이 직접 모든 사안에 대해 개입하려다 

보니 문제 해결 보다는 갈등 상황의 악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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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의 세부요인 분석(출신기관별)

요인
환경관리공단 출신 환경자원공사 출신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카리스마 0.2839 2 0.2659 1

개별적 배려 0.1608 3 0.1888 3

지적 자극 0.0952 5 0.1482 5

조건부 보상 0.1577 4 0.1816 4

예외적 관리 0.3024 1 0.2155 2

한편, 출신기관별 분석에 의하면 환경자원공사 출신은 총괄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카리스마, 예외적 관리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했지만, 환경관리

공단 출신은 이와는 달리 예외적 관리(0.3024)를 카리스마(0.2839)의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관리공단 출신이 J○○의 리더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22>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의 세부요인 분석(보직자 여부)

요인
보직자(비조합원) 비보직자(조합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카리스마 0.2488 1 0.3005 2

개별적 배려 0.1874 4 0.1619 3

지적 자극 0.1537 5 0.0907 5

조건부 보상 0.1947 3 0.1448 4

예외적 관리 0.2153 2 0.3021 1

또한 보직자와 비보직자의 분석에서도 보직자는 카리스마, 예외적 관리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는 반면 비보직자는 예외적 관리(03021)를 

카리스마(0.3005)의 앞에 두고 있다. 실제로 J○○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전임자들과 의견교환을 하거나 챙겨주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권

위를 앞세우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화를 내는 행태를 반복했다. 결국 J

○○은 영농폐기물 처리업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설립된 별도법인에 임

원(감사)으로 전적(2011.12.31)함으로써 자신의 실리만 챙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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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표 5-23>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의 세부요인 분석(총괄)

요인 중요도 순위

카리스마 0.2495 1

개별적 배려 0.2203 2

지적 자극 0.1629 5

조건부 보상 0.1845 3

예외적 관리 0.1828 4

제2노조위원장 중 L○○의 리더십 세부요인에 대한 총괄 분석결과를 

보면, 카리스마(0.2495)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개별적

배려(0.2581) 순이었다. L○○은 J○○의 전적과 함께 위원장 직무대행19)

으로 불안정한 임기를 시작했지만, 오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체득한 

다양한 경험과 특유의 친화력 인간미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L○○의 개별적 배려는 자신의 

소속 구성원뿐만 아니라 상대 구성원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작동했고,

이러한 그의 행보로 인해 한국환경공단은 조직 갈등의 긴 터널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표 5-24>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의 세부요인 분석(출신기관별)

요인
환경관리공단 출신 환경자원공사 출신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카리스마 0.2191 2 0.2819 1

개별적 배려 0.2309 1 0.2083 2

지적 자극 0.1449 5 0.1813 3

조건부 보상 0.1921 4 0.1744 4

예외적 관리 0.213 3 0.1541 5

19) L○○은 J○○이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시 수석부위원장(비상근)이었고, J○

○이 전적함으로써 당연직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활동을 시작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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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출신기관별 분석에 의하면 환경자원공사 출신은 총괄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했지만, 환경관리

공단 출신은 이와는 달리 개별적 배려(0.2309)를 카리스마(0.2191)의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관리공단 출신이 L○○의 친화력과 인간

미에 대해 환경자원공사 출신보다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

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25>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의 세부요인 분석(보직자 여부)

요인
보직자(비조합원) 비보직자(조합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카리스마 0.2045 3 0.2819 1

개별적 배려 0.174 5 0.2083 2

지적 자극 0.1876 4 0.1813 3

조건부 보상 0.2267 1 0.1744 4

예외적 관리 0.2071 2 0.1541 5

그런데, 보직자와 비보직자의 분석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비보직자의 경우에는 총괄 분석에서와 같이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에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보직자의 경우에는 조건부 보상(0.2267)과 예외적 

관리(0.2071)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L○○의 리더십에 

대해 보직자들의 색다른 시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L○○가

갈등 국면을 진정시키고 조직융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지만 결국 

이를 통해 보수체계 일원화 등의 실리를 챙긴 것은 자신이 속한 조합원

(비보직자)들 뿐이라는 냉소적 시각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즉, 보직자

들은 L○○에 대해 거래적 리더십의 2개 요소를 통해 실리를 취했을 뿐

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 2 절  질적 사례분석

1. 인사갈등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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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경과

통합이전 환경관리공단은 6직급 체계로 운영되었고, 환경자원공사는 5

직급 체계로 운영되어 양 기관은 직급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통합공단 제5차 설립위원회에서는 딜로이트컨설팅 용역결과에 따라 140

명의 직급조정을 결정하였다.

<표 5-26> 딜로이트컨설팅 용역결과에 따른 직급조정 인원(제5차 설립위원회, 2009.8)

구분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 Gap 조정대상인원

1급 22.7년 20.8년 -1.9년 5명

2급 18.4년 16.5년 -1.9년 15명

3급 13.1년 9.8년 -3.3년 40명

4급 9.1년 4.4년 -4.7년 80명

하지만, 제8차 설립위원회(2009.12.21)에서는 직급 조정의 인원과 방법을

통합공단 기관장에게 일임토록 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총경력을 기준으로 

조정대상 선정 후 경력 및 개인능력 평가 등을 통해 각각 차 하위직급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였다.

<표 5-27> 한국환경공단 직급체계 통합방안(기획재정부, 2009.12)

환경관리공단 통합공단 환경자원공사

1급 1급 1급

2급
1급 GAP 조정인원

2급
2급

3급
2급 GAP 조정인원

3급
3급

4급
3급 GAP 조정인원

4급
4급

5급 4급 GAP 조정인원
5급 3년차 이상

6급 3년차 이상 5급

6급 3년차 미만 6급 5급 3년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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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출범후, 양기관 동수로 구성(2010.2.1)된 직급조정위원회는

13차례의 난상토론 끝에, 제5차 설립위원회에서 정한 직급조정대상 인원의

70%에 해당하는 97명을 직급조정 하기로 결정했고, 인사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10.4.20자로 해당인원을 1직급씩 하향조정 하였다. 다만,

보수에 있어서는 노동법적 문제 등으로 종전 직급에서 받았던 보수 수준을

그대로 유지20)토록 하였다.

<표 5-28> 직급조정 결과

구분 직급조정인원 비고

합계 97명
환경자원공사 : 94명
환경관리공단 : 3명

1급 3명
환경자원공사 : 2명
환경관리공단 : 1명

2급 10명 환경자원공사 : 10명

3급 28명 환경자원공사 : 28명

4급 56명
환경자원공사 : 54명
환경관리공단 : 2명

주) 환경자원공사 5급 재직연수 2년 미만자 71명은 6급으로, 환경관리공단

6급 재직연수 2년 초과자 72명은 5급으로 직급조정 병행

직급조정으로 당시 환경자원공사 일반직 직원(510명) 중 32%에 해당하는

인원(165명)이 한 직급씩 하향 조정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이로 인한 

당사자들의 충격은 가혹했고 후유증 또한 심각했다. 환경자원공사 노조는 

극렬한 반대·규탄 집회·시위와 함께 이사장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급조정 

무효화 소송을 진행하는 강경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직급조정 당사자

들이 느껴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을 이메일로 이사장에게 보내는 

감성적 호소를 병행한다.

2011년 상반기에는 직급조정 등으로 발생한 공석에 대한 승진인사가 

실시되었는데 양 노조의 요구에 따라 양 기관 별도의 승진 서열조정 인사

20) 직급조정자의 경우 인사직급 호봉과 보수직급 호봉이 별도로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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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21)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를 받아 놓고 이사장은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어정쩡한 비율로(환경관리공단 : 환경자원공사 = 61 : 39)22)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환경관리공단 노조는 크게 

반발하며 직급조정자들을 대부분 원복시키고 직급형평성을 완전히 와해

시킨 우매한 결정이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게 된다.

2011년 하반기에는 임금교섭이 결렬되었는데,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

들이 0.5%의 처우개선비를 양보하는 대신 환경자원공사 직원의 재직연

차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이사장과 

환경관리공단 노조(교섭대표노조 확정, 2011.9.6) 위원장이 전격 수용한다.

<표 5-29> 환경자원공사 직원 직급재직연차 조정(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2011.12)

구분 2급 3급 4급 5급

재직연차
하향조정

4년 4년 3년 2년

주) 과거 각 기관의 직급 승진기준연수 격차를 누적 식으로 반영

이러한 결정을 통해 이사장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내부적 자구책 마련

이라는 대외적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환경관리공단 노조는 다시 

한 번 더 직급형평성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환경자원공사 노조와 직원들에게는 상처 입은 자존심과 미래의 희망까지도

완전히 뺏겨 버린 것 같은 패배감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기관 재분리와 같은 

극단적 요구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승진 인사와 관련해 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

상황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환경관리공단 쪽에 조금 더 치우쳐진 

승진인사를 통해 점진적·상향식 직급격차 해소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1) 양 기관 별도의 인사위원회는 2011년 상반기에 단 1회만 있었고, 그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통합·운영됨

22) 당시 승진이 가능했던 일반직 직원의 인원비율은, 환경관리공단 : 환경자원공사

= 66 : 34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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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0> 직급별 출신기관별 승진인원 현황(2011~2013)

구 분 구 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2011년 상반기

환경관리공단 114 4 16 40 54

환경자원공사 73 3 10 21 39

비율(공단/공사)% 61/39 57/43 62/38 66/34 58/42

2011년 하반기

환경관리공단 21 3 8 4 6

환경자원공사 8 1 3 2 2

비율(공단/공사)% 72/28 75/25 73/27 67/33 75/25

2012년 상반기

환경관리공단 50 5 13 13 19

환경자원공사 14 1 3 3 7

비율(공단/공사)% 78/22 83/17 81/19 81/19 73/27

2012년 하반기

환경관리공단 74 6 11 20 37

환경자원공사 9 1 2 3 3

비율(공단/공사)% 89/11 86/14 85/15 87/13 93/7

2013년 상반기

환경관리공단 24 6 18

환경자원공사 5 2 3

비율(공단/공사)% 83/17 75/25 86/14

2013년 하반기

환경관리공단 32 4 6 8 14

환경자원공사 10 1 4 1 4

비율(공단/공사)% 76/24 80/20 60/40 89/11 78/22

총    계

환경관리공단 315 22 54 91 148 

환경자원공사 119 7 22 32 58 

비율(공단/공사)% 73/27 76/24 71/29 74/26 72/28

주) 통합 첫해인 2010년에는 승진인사가 없었고, 2013년 상반기에는 기관

장의 교체 시기라 1~2급에 대한 승진인사가 이뤄지지 않음

(2) 리더십 분석

① 기관장(P○○) 리더십

P○○ 이사장은 변호사 활동, 제17대 국회의원 역임, ○○환경포럼 창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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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성공한 리더의 면모를 갖췄고, 박학다식·유머감각 등 좌중을 

이끄는 매력과 함께 원만한 대인관계를 보여 인성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

된다. 또한 통합공단 초대 이사장으로서 강한 책임감과 균형감을 보여줬

으며, 일관성과 인내심을 갖고 소통을 통해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 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사 갈등 극복과 관련해, 이사장은 보수 갈등 극복에서 만큼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고 자신이 내부적으로 균형 있게 처리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과제로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 부분은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격차해소 재원 확보를 위해 외부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 신경이 더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사 갈등 극복을 위해, 이사장은 양 기관 동수로 직급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직급조정과 관련된 전반적 사안을 논의케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미 취임사(2010.1.4)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느 한쪽으

로도 치우치지 않는 수평통합의 원칙을 인사 부분에서 먼저 실천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카리스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사장은 인사권을 활용해 조직융합에 박차를 가했는데 

그 방법으로 녹색상을 신설해 조직융합 활동을 평가하고 포상 및 인사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성과창출시 인센티브나 보상을 제공하는

‘조건부 보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갈등악화 

국면에서는 큰 반향이 없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출신기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속한 조직융합을 위해 실시했던 교차배치도 내부적 갈등요소

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

났을 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직급조정에 반발하며 장기간의 집회를 이어가는 환경자원공사 

노조와 직원들에 대해 이사장은 간부회의(2010.5.24) 석상에서 경영진과 

모든 부서장이 그들의 주장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경청할 것을 지시하였고,

직급조정 당사자들의 원망과 좌절감이 담긴 이메일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하고 위로하는 정성을 보였다. 이러한 행동은 부하 개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개별적 배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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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

C○○ 위원장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의 경험, 민주노총 소속의 환경관리

공단 노조에서 10여 년간 전임자 활동을 수행한 경력 등으로 이사장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존재였고, 다양한 현안사항에 있어서도 논리적 분석 달변

으로 경영진을 압도했다. 직설적·공격적 화법으로 인해 때론 조합원들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통합공단의 교섭대표 노조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조직만을 생각하지 않고 소수노조까지 포용하며 갈등을 극복해 낸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

C○○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직급형평성 문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는데, 이사장이 직급조정에 대해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삭발과 함께 대규모 집회로 대응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강한 신뢰를 안겨

줬다. 이는 비전을 제시하고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카리스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직급격차 및 임금격차 등의 정확한 실태에 대해 노보, 책자 등을 

발간해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감으로써 조합원 뿐 아니라 경영진과 통합

공단 구성원 모두에게 현안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2012년 3월 발간된 ‘통합 3년차,

차이를 극복하여 도약의 발판으로’ 책자는 직급격차, 임금격차, 복지, 비

정규직 등 통합공단의 다양한 현안문제들을 균형감 있게 담아냄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문제해결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지원하는 

‘지적 자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교차배치와 관련해 ‘따돌림, 모멸감, 인사평가 불이익’ 등의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측에 교차배치 직원 전원에 대해 원직복귀 

희망여부를 파악해 복귀를 희망할 시 즉각 원직복귀 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개인이 조직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제했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개별적 배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③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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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위원장은 다년간의 지부장 경력 및 위원장 재선의 관록, 상대에 

위압감을 주는 강인한 외모 등을 토대로 소수노조의 한계를 극복해 갔다.

하지만, 복무 등에 있어 자기관리 소홀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강압적

지시적 태도로 인해 내부적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 C○○ 위원

장과는 인사 보수 구조조정 등 다양한 현안문제에 있어 사사건건 부딪

혔고, 문제해결 보다는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실리를 어떻게 챙길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J○○ 위원장은 영농폐기물

처리업무 구조조정과 관련해 설립된 퇴직자 법인의 사장이 되기를 은연

중 원했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감사직을 꿰차며 전적해 버리는 기막힌 

모습을 보여줬다.

인사 갈등 극복과 관련해서, J○○ 위원장은 구조조정 문제만큼이나 

일반직 조합원들의 직급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환경자원공사는 통합 이전에 일반직이 노동조합에 대부분 가입하지 않았

었고, 통합을 전후해 일반직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지켜내기 위해 조직적

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급이 없었던 기능직들은 직급

조정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승진 등의 혜택도 없는 상황이었다.

J○○ 위원장은 이런저런 불만을 제기하는 일반직 노조간부에게 시끄럽게

하려면 별도로 일반직 노조를 조직해 나가라고 핀잔을 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 경험이 없었던 일반직 조합원들에게는 J○○ 위원장의 

교섭과 투쟁의 다양한 경험이 필요했고, 그러한 점에서는 ‘카리스마’를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L○○ 위원장은 고교시절 육상과 권투 선수를 할 정도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소유했는데, 비록 노조위원장은 처음이었지만 다년간의 지부장 

경력 등을 토대로 한국노총 활동을 꾸준히 하였고, 특유의 친화력과 희생

정신으로 한국노총 내에서의 명망과 입지는 대단했다. 그는 C○○ 위원

장과 인사 보수 구조조정 등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고, 의견을 조율해 함께 사측에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연대의 

장을 펼쳤는데, 결국 그의 이러한 행보는 통합공단의 운명을 바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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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사 갈등 극복과 관련하여 L○○ 위원장은 전임 J○○ 위원장과는 완

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줬는데, 갈등과 대립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주지시켜 나갔고, 임금격차 해소를 주장하려면 직급

격차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줬다. L○○ 위원장은 직급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승진을 통한 점진적·상향식 해소방안,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내부의 제 살 깎아먹기는 그만하고 외부재원의 확보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몸소 실천했는데,

이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카리스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특유의 친화력과 인간미로 소속 노조를 떠나 다양한 사람

들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개별적 배려’의 모습을 

보여줬다.

2. 보수갈등 극복

(1) 진행경과

통합이전 환경관리공단의 평균임금은 48백만원, 환경자원공사의 평균

임금은 37백만원으로 임금격차가 ±22% 수준이었는데, 2009년 통합 공공

기관의 평균 임금격차인 ±13%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과다하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전직원

연봉제 도입을 통한 보수체계 일원화 방안을 제시함(기획재정부, 2009.12)

으로써, 보수격차 문제를 고착화하고 방치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표 5-31> 직급별 임금격차 현황(2010년도 한국환경공단 경영실적보고서)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격차수준 83% 77% 75% 73% 74% 77%

주) 환경자원공사 기능직의 경우 환경관리공단 기능직과 보수격차가 크지 않음

통합이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 보수체계 설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노사 공동으로 보수 일원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다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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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2011년도 임

금협약은 진통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고 여기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5.5%) 내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고통분담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에 동참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표 5-32> 임직원 처우개선비 고통분담 내역(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2011.12)

구분 임원 1∼2급 간부 환경관리공단 출신 
3급이하 직원

고통분담률 △ 2.2% △ 2%∼△ 2.5% △ 0.5%

이러한 고통분담 노력 등을 통해 임금격차는 4%정도 해소(’10년 19.1%→

‘11년 15.3%) 되었지만, 여전히 임금격차 수준은 높았고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다. 또한 고통분담액이 임금격차가 큰 환경자원공사 일반직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배분되었지만, 일반직 직원의 보수 수준은 여전히 환경관리공단

대비 80%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표 5-33> 2011년도 임금격차 해소현황(2011년도 한국환경공단 경영실적보고서)

구분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
격차
(비율)

’10년 
임금수준

48,922천원
(100%)

39,595천원
(80.9%)

9,327천원
(19.1%)

1인당 
평균인상액

2,435천원 3,928천원 -

’11년 
임금수준

51,357천원
(100%)

43,523천원
(84.7%)

7,834천원
(15.3%)

2012년에는 임금협약을 통해 2015년까지 일반직 직원의 임금격차를 

90%까지 해소하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노사가 함께 임금격차 해소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노력을 기울

이게 되는데, 2012년 12월 드디어 국회 예결위에서 한국환경공단의 임금

격차 해소재원 20억원이 극적으로 통과된다.

2013년에는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인 임금격차 해소재원 20억원을 배정

받기 위해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기재부에 2월에 제출된 사업

계획서가 8월이 되어서야 간신히 승인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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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부는 비록 국회에서 통과되고 수시배정 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경영평가상 총액인건비 인상률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버텼고, 공단은 

또다시 정부경영평가단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눈물겨운 설득노력을 기울

여야 했고 이를 통해 간신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013년

12월, 환경자원공사 출신 2급 이하 일반직 직원에 대한 임금체계 일원화

계획에 따른 처우개선을 통해 90%수준에서 임금체계 일원화를 완료한다.

<표 5-34> 환경자원공사 일반직 직원 임금격차 해소수준(환경관리공단 대비)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개선 전 84% 77% 78% 79% 82%

개선 후 84%(동일) 83% 86% 90% 90%

(2) 리더십 분석

① 기관장(P○○) 리더십

P○○ 이사장은 취임사(2010.1.4)에서부터 통합공단의 조직 융합 및 화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비전을 

밝혔고, 자신의 과거 정치적 입지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의욕을 고무시키는 ‘카리스

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재원 확보가 난항을

겪게 되자, 내부로 눈을 돌리게 되고 월례조회와 간부회의, CEO Letter

(마지막 호소, 2011.11.25) 등을 통해 2011년도 5.5% 처우개선비 중 일부를 

양보할 것을 환경관리공단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요구하게 된다.

“공기업의 통합은 결코 축제가 아니고, 그 구성원 모두에게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

니다. 이번 임협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의 자구노력을 대외적

으로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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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그의 요구는 환경관리공단 노조와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을 

가져와 2011년도를 반목과 갈등의 해로 만들고 파업 직전의 상황까지 

몰아갔다. 하지만 P○○ 이사장은 당초 기대한 2.2% 처우개선비 양보는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중노위 조정을 통해서 0.5%의 처우개선비 양보를

이끌어 냈고, 이를 마중물로 하여 2012년 12월엔 결국 임금격차 해소 외부

재원 20억원의 확보에 성공하게 된다.

②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

C○○ 위원장은 직급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임금형평성 문제에까지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는데, 환경자원공사 직원 중 직급 조정된 인원,

통합공단 출범 후 승진한 인원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보수테이블을 

즉시 적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해 그가 

제안한 여러 가지 제도적 활용기법 중 하나였고, 이와 같이 그는 임금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식견과 비전을 보여 주었다. 그는 노보와 

책자 등을 통해 내부적 처우개선비 양보를 통한 임금의 하향평준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여러 제도적 기법을 활용함과 동시에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카리스마’와 ‘지적 자극’에 해당하고, 직급 조정된 인원들에 대한

‘개별적 배려’까지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그의 식견과 비전은 L○○ 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빛을 

발했는데, 양 노조위원장이 보기 좋게 함께 손잡고 정부(기재부장관 및 

담당자), 국회(환노위, 예결위 의원), 정치권에 대한 눈물겨운 설득노력을 

다함으로써 2012년 12월엔 결국 임금격차해소 외부재원 20억원의 확보에

성공하게 된다.

③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

J○○ 위원장은 임금격차 문제와 관련해 C○○ 위원장이 제시한 방향

성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P○○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환경

관리공단 직원의 처우개선비 양보를 요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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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급 조정된 인원과 통합공단 출범 후 승진 한 인원에 대해 환경관

리공단 보수테이블을 적용하자는 제의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공감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환경자원공사 조합원의 분열을 책동하는 행위라며 거절

했다. 이는 리더가 일일이 직접 개입하는 ‘예외적 관리’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J○○ 위원장이 재임한 기간 동안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사·

노노 간 진전된 대화 자체가 불가능 했고 갈등 양상만이 반복되었다.

J○○ 위원장에게 노사·노노간 갈등과 통합공단의 어지러운 상황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좋은 도구였을 뿐으로 보여지고, 이사장과 

다수노조 위원장 사이에서 줄타기 하며 자신의 권위만 내세웠을 뿐 아무런

문제해결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④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한편, L○○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C○○ 위원장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는데, 직급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관리공단 노조의 입장을 

존중했고, 임금격차 해소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관리공단 노조가 환경자원

공사 노조와 함께 대외로 뛸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비전을 

제시하고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카리스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그의 방향성은 제대로 적중해서 임금격차 해소재원 20억원

확보에 성공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가 20여년간 한국노총에서 활동하며

길러왔던 정치적 힘이 큰 작용을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의 인맥을 

통해 정부·국회·정치권 어느 곳이든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3. 구조조정갈등 극복

(1) 진행경과

한국환경공단은 정부의 경영효율화 방안에 따라 2012년말까지 350명의

정원을 감축(△16.2%, 2,165명→1,815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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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5> 한국환경공단 경영효율화 방안(기획재정부, 2009.12)

구분 기능·업무 감축인원

합  계 △ 350

2010년 영농폐기물 수거 △ 163

2011년 영농폐기물 처리 △ 169

2012년 기타 △18

구조조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업무는 환경자원

공사의 주요 기능이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인력들 또한 환경자원공사 노

조의 핵심 구성원들이었다. 따라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환경자원공사 

노조의 반발은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0년 영농폐기물수거 163명 정원감축의 경우에는 기 감축 

인력과 자연감소 등을 활용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51명을 모집·선정

하여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개개인의 수거사업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명예퇴직급여(20년이상 근속) 또는 조기퇴직수당(20년 미만 근속)을 지급

함으로써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되었다.

<표 5-36> 영농폐기물수거 인력 정원감축 현황

합계
민 간 위 탁

자연감소 등
소계 2009년 2010년

163명 124명 73명 51명 39명

한편, 2011년 영농폐기물처리 169명 정원감축의 경우에는 2010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줬는데, 결원운영 등 기 감축 인력은 없었고,

자연감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130명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한, 영농폐기물처리업무의 경우에는 순수 민간

위탁이 아니라 퇴직자 법인 설립을 통한 고용승계에 해당하여 내부규정 

상 명예퇴직급여 및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23)가 있었다.

23) 인사규정 제44조(명예퇴직 등) 제⑤항 제2호에서는 ‘출자회사로 전적하거나 고용

승계로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급여와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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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장기간 노사갈등은 지속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9차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통해 최종합의안24)을

도출하게 된다.

결국, 최종합의안을 토대로 퇴직자법인25) 근무희망자를 모집해 128명을 

전적시키고, 자연감소, 민간위탁수거사업자 교체, 전직·전환배치 등을 통해 

2011년 169명의 정원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표 5-37> 영농폐기물처리 인력 정원감축 현황

합계
퇴직자법인 

전적
자연감소

수거사업자 
교체

전직·
전환배치 등

169명 128명 18명 6명 17명

그리고, 2012년 18명의 정원감축 목표는 자연감소․신규증원 대체 등을 

통해 무난히 해소하며, 경영효율화·구조조정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2) 리더십 분석

① 기관장(P○○) 리더십

통합공단 출범과 함께 P○○ 이사장을 처음으로 맞이한 것은 환경자원

공사 노조의 피켓과 구호 소리였다. 환경자원공사 노조는 고용안정 등을 

주장하며 한 달여의 천막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는데, P○○ 이사장은 설명회

(2010.2.19)를 열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불안해하는 직원들에게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파국은 일단락

된다. 조합원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치 않고 원칙을 지켜내되, 향후의 방향

24) 최종합의안(2011.11.29)에는 퇴직자 법인과의 위탁계약 기간을 최소 3년간 보장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 계약기간을 2년 연장토록 함으로써 전적 직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퇴직위로금 지급 및 복리후생 저하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5) 퇴직자 법인의 명칭은 자원순환주식회사이고, 종업원지주제로 운영되며, 폐비닐

재활용 및 운송처리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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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믿음을 심어 준 그의 모습은 ‘카리스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실제로 2010년에는 명예퇴직금·조기퇴직수당 예산을 정부를 설득해 확보

하고 이를 유인책으로 민간수거사업자를 모집하여 퇴직시켰고, 2011년에는 

퇴직위로금과 사업권 보장 등의 유인책으로 퇴직자법인 근무희망자를 모

집하여 전적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을 완료하게 된다. 결국, 그의 약속대로 

인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없었고 경영효율화 과제는 무리 없이 완수되었다.

이는 인센티브나 보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조건부 보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② 제1노조위원장(C○○) 리더십

통합공단의 구조조정은 환경자원공사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업무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 노조는 환경자원공사 노조만큼의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감은 없었다. 하지만 C○○ 위원장은 교섭

대표 노조로서의 책임감과 과거 IMF시절 수많은 환경기초시설을 민영화

해야 했던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통합공단의 구조조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다.

2011년 영농폐기물처리업무 구조조정과 관련된 퇴직자법인 설립이 명예

퇴직금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자, C○○ 위원장은 노사 동수(5:5)로 고용

안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노측의 구성은 4 : 1로 

환경자원공사 노조에 우선권을 부여하였고, 노측요구안의 기초를 직접 만

들어 교섭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지원하는 ‘지적 자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실무진의 의견접근이 이뤄지더라도 J○○

위원장의 원론적 입장 고수로 인해 고용안정위원회의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C○○ 위원장은 지면(환경노보 제2011-44호)을 통해 

동료이자 경쟁자라 할 수 있는 J○○ 위원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문제 

제기한다. 이는 오랜 노동운동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 ‘카리스

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투쟁을 시작했으면 요구사항부터 정확히 정리하고 밝혀야 한다. 조합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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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로 허울뿐이 퇴직자법인 설립 반대,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번지

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퇴직위로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퇴직자 법인의 경영권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 또한 정도를 벗어난 일이다.”

③ 제2노조위원장(J○○) 리더십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업무는 1980년 환경자원공사 설립과 함께 시작된 

모태사업이다. 그리고 환경자원공사 노조는 이 업무를 수행한 기능직 직원

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조직으로 조합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고, 위원

장의 권한 또한 막강했다. 이러한 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환경자원공사 노조의 역대 위원장들은 횡령·배임 등으로 불명예 퇴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외부에서 볼 때 J○○ 위원장은, 투박하지만 유머감각도 있었고 조합원

들을 이끌고 사측에 당당하게 맞서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비춰졌다.

하지만, J○○ 위원장을 직접 보좌했던 실무자들의 발언은 조금 달랐다.

매사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독선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말을 퍼붓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통합과 구조

조정의 과정들이 J○○ 위원장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자신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 독선적·공격적 성향을 드러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영농폐기물처리업무 퇴직자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J○○ 위원장은 

고용안정위원회의 실무합의안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예외적 관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퇴직위로금 상향 등 대외적인 주장과는

달리 주요 관심사는 신설법인의 임원진 구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결국, J○○

위원장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고, 자신은 신설법인의 

감사를 맡으며 전적한다.

J○○ 위원장은 2011년 12월, 당시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해 단식투쟁 중

이던 C○○위원장의 천막에 찾아와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왜 굶어요? 공단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C○○위원장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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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설법인이 출범한지 1년도 채 안되어 J○○ 위원장은 함께 전적

했던 조합원들로 구성된 주주총회에서 해임된다.

④ 제2노조위원장(L○○) 리더십

구조조정 갈등이 심각했던 2010, 2011년 당시 L○○ 위원장은 J○○

위원장을 보좌하는 수석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했었고, 이로 인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는 L○○위원장과 

함께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측 대표로 참여했는데, 서로 의기투합해서 

최선의 안을 끌어내려고 노력했었다. L○○ 위원장은 때론 강한 어조로 

회의장을 장악하는 ‘카리스마’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노측·사측

위원 양측을 모두 아우르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개별적 배려’의 모습으로

진가를 발휘했다.

그러나, 각 회차들의 합의 사항은 J○○ 위원장의 문제제기로 수시로 

번복되었고,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9차 합의안(2011.11.29)

조차 J○○ 위원장의 수용 거부로 난항을 겪게 된다. 하지만, 영농폐기물

처리업무 별도법인 설립 관련 구조조정 갈등은 결국 9차 합의안을 토대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제 3 절  향후과제 관련 설문․인터뷰 분석

조직융합을 위한 리더의 향후과제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에서 응답자

들은 다양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줬는데, 그중 가장 많았던 답변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양 기관의 조직·인사·보수 등에 대한 물리적 통합은 어느 정도 이뤄

졌으나, 화학적 통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화학적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출신기관, 연공서열 등에서 탈피해서 업적과 

능력에 의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성과주의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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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노무담당 팀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기관장은 복수노조의 개별적 요구에 대응하기 보다는 기관전체의 목

표와 비전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소통해 갈등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제1노조위원장은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전체 직원의 관점에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제2노조위원장은 부정적 돌출

행동으로 단기 이익을 얻기보다는 노사·노노간 협력적 분위기 속에서 조직

전체를 살피고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 양 노조 통합을 통한 제2차 조직융합 작업이 필요하다는 답변들도

많았는데,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이 연구자에게 왜 노조 통합이 필요하

다고들 그러는지 모르겠으니 자신을 한 번 납득시켜 보라고 해 당황한 

적이 있다. 그때 연구자가 내놓은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노조가 두 개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직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

결된 문제가 틀어질 때마다 노조에 찾아가 문제 제기 할 것이다. 과거 

기관의 구심점을 그대로 둔 채로 조직융합과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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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한국환경공단이 통합 후 겪어야 했던 조직 갈등과 극복과정

에서의 리더십에 대해 AHP 설문조사, 비구조화 인터뷰, 문헌조사, 참여

관찰(회고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첫번째 연구문제인 세가지 핵심 조직갈등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 갈등(0,4303)과 보수 갈등(0.4376)의

상대적 중요도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일치하는 박빙의 양상을 보여줬다.

이는 인사와 보수라는 두 가지 희소자원에 대한 경쟁이 그만큼 첨예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출신기관간 분석에서도 자신에게 불

리한 희소자원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완전히 상반된 인식을 보여

주었다. 한편, 구조조정 갈등(0.1321)의 상대적 중요도는 매우 낮게 나타

났는데, 이는 정부가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고,

한국환경공단의 구조조정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업무의 기능직군에 치

우친 면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번째 연구문제인 세가지 핵심 조직 갈등 요인의 극복과정에서 기관

장과 제1·제2노조위원장의 리더십 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 가지 핵심 조직 갈등 요인 모두에서 기관장의 리더

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에서 제1·제2

노조위원장 리더십의 합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는 한국

환경공단의 조직갈등 극복에 있어서 기관장 못지않게 제1·제2노조위원

장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제1노조

위원장(C○○)과 제2노조위원장(L○○)은 인사갈등 극복과 보수갈등 극복

에서 각각 2·3 순위를 차지하여 두 가지 핵심갈등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제2노조위원장(J○○)은 중요도가

낮은 구조조정 갈등 극복에서만 2순위를 차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조직

갈등 극복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낮은 리더였다고 실증적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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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연구문제인 세가지 핵심 조직갈등 요인의 극복과정에서 각 

리더의 리더십 구성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비교·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장과 제1·제2노조위원장 모두 ‘카리스마’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기관의 리더에게는 노사를 떠나 통합직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제시와 사명감·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카리스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라 할 것

이다. 한편, 각 리더의 리더십 구성요소 중 2순위를 살펴보면, 4명 모두 

각각 다른 특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장은 ‘조건부 보상’, 제1노조위

원장은 ‘지적 자극’, 제2노조위원장(J○○)은 ‘예외적 관리’, 제2노조위원

장(L○○)은 ‘개별적 배려’로 나타났다. 결국 Bass의 변혁적·거래적 리더

십의 다섯 가지 세부요인이 총망라되고 있는 것이다.

<표 6-1> 각 리더의 1·2순위 리더십 세부요인 분석

구분 1순위 2순위 재임기간

기관장(P○○) 카리스마(0.3638) 조건부보상(0.2065) 2010.1.1~2013.5.31

제1노조위원장(C○○) 카리스마(0.2786) 지적자극(0.1898) 2010.1.1~2012.12.31

제2노조위원장(J○○) 카리스마(0.2766) 예외적관리(0.2581) 2010.1.1~2011.12.31

제2노조위원장(L○○) 카리스마(0.2495) 개별적배려(0.2203) 2012.1.1~2013.12.31

한국환경공단의 기관장은 인사권 등을 수단으로 한 조건부 보상의 유

인책을 활용하여 조직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제1노조위원장은 제2

노조를 아우르며 문제해결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했고, 제2노조위원

장(J○○)은 목표달성을 위해 사사건건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제2

노조위원장(L○○)은 제1노조·사측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친화력·

배려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극심한 조직갈등의 양상을 보여줬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직갈등 극복 및 조직융합의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평가

되는데, 이를 리더의 변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제2노조위원장의 교체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앞선 연구결과에서 살펴

보았듯이 제2노조위원장(J○○)의 ‘예외적 관리’는 조직갈등 극복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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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이라는 통합공단의 목표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실리를 

챙기는데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리더십이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줬

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네번째 연구문제인 기관통합과 조직갈등 극복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찰 결과를 살펴보면, 통합공단의 가장 큰 갈등요인이었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20억원을 2012년 12월 국회로부터 승인받았

지만, 기재부로 대표되는 정부는 총인건비 지침을 내세우며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행정비용을 소모한 후 2013년 8월이 되어

서야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으니 경영평가 

상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완강한 입장표명

으로 인해 또다시 2014년까지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악순환이 반복

되었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 과정상의 준비부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결코 내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면한 것은 조직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에 불과했다고 비판

받아 마땅할 것이다.

  다섯 번째 연구문제인 조직융합을 위한 향후과제에 대한 고찰결과를 

살펴보면, 출신기관․연공서열 등에서 탈피해 업적과 능력에 의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성과주의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고, 양 노조의 

통합을 통한 제2차 조직융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공공기관의 조직갈등 극복 및 조직융합을 위해서 리더는 

희소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관리전략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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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기관의 리더는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희소자원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해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희소자원의 배분체

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진단과 처방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전략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차

배치, 융합교육 교류행사 등의 조직융합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시행

하는 것은 내집단 강화와 같은 부작용만 도출시킬 뿐, 조직융합에는 

그다지 도움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희소자원에 대한 관리전략은 결국,

통합 초기에는 ‘형평성’에 기본을 둬 양 기관간 차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작업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작업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 ‘업적과 

능력에 의한 평가와 보상’ 등과 같은 ‘공정성’에 입각한 관리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 공공기관의 조직갈등 극복 및 조직융합을 위해서 정부는 

필요시 정부지침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적 영역에서의 합병은 그 성패가 기업의 생사로 그대로 직결됨에 반해,

공적 영역에서의 통합으로 인한 갈등은 그대로 유지된 채 국민들에게 그 

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정부의 역할은 자신이 

만든 지침을 금과옥조처럼 받드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점을

발견해 이를 시정해 나가며 필요시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취를 취함으로써 통합 공공기관의 갈등과 같은 문제가 국민들의 피해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셋째, 통합 공공기관의 조직갈등 극복 및 조직융합을 위해서는 기관장과

양 노조위원장 이 세 명의 리더십이 유기적․협력적으로 작동해야만 한다.

통합 공공기관의 리더는 기관장과 과거 기관의 구심점이 되는 양 노조

위원장 이 세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조직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내집단 또는 개인을 위한 의사결정을 도모한다면 통합기

관은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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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통합 공공기관의 조직융합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조 통합의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두개의 노동조합이라는 과거기관의 구심점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통합

기관의 갈등국면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협력적 노사․노노관계를 

토대로 기관 및 노조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별도 시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정

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의 명목으로 끊임없이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에 

개입하면서도, 갈등 상황 발생시에는 노사자치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

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된다.

2.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리더십의 가장 핵심적 구성요소가 ‘카리스마’이고, 변혁적

리더십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 ‘카리스마’의 효과가 가장 지배적이며 일관

되게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한국환경공단의 사례

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리더십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변

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이외에도 다른 행동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카리

스마리더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카리스마 리더는 변혁적

리더와 달리, 조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충성을 추구할(개인화된 카리

스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이상호, 2013), 한국환경공단의 

사례에서 제2노조위원장(J○○)의 카리스마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거래적리더십은 안정적 조직의 일상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효과

적임에 반해, 변혁적리더십은 위기상황이나 변화의 시기에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는 상황적 특성이 한국환경공단의 사례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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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거래적리더십 요소 중 ‘예외적 관리’는 변혁적리더십의 구성요소

와의 비교뿐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의 또 하나의 구성요소인 ‘조건부 보상’

과의 비교에서도, 좀 더 비효과적이고 성과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상호, 2013), 한국환경공단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제2노조위원장(J○○)의

‘예외적 관리’가 발현된 2010 2011년, 2년 동안에는 조직 갈등이 극심했고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사실과 매칭된다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통합 공공기관의 조직갈등 극복을 위한 리더십에 대해 연구

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단일사례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의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일반화에 있어서 단일사례연구26)의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또한, 통합 직후 4년의 상황만이 반영되었을 뿐,

그 후의 벌어진 사항을 반영시키지 못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본 연구는 통합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독특하면서도 

전형적인 사례를 AHP 분석, 심층인터뷰, 문헌고찰, 참여관찰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더 많은 통합 공공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비교 연구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연구기간을 더 확장해 시간상의 

한계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6) Robert K. Yin은 Case Study Research(2005)에서 단일사례연구가 정당화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첫째, 이미 잘 알려진 이론을 검증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거나 그 이론을 반박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둘째, 사례가 매우

독특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셋째, 하나의 사례가 대다수의 사례들을 대표하거나

매우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경우, 넷째, 과거에는 과학적 조사가 불가능했던

현상을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경우, 다섯째, 특정 조건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이론의 초점이 맞추어진 종단적인 사례연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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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계층적 분석과정(AHP)을 이용해 한국환경공단이 통합 

후에 겪어야 했던 극심한 갈등과 이에 대한 극복 과정에서의 

리더십을 평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은 첫째, 핵심 갈등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둘째, 핵심 갈등 극복과정에서 기관장과 제1·제2 노조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셋째, 각 리더의 리더

십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연구목적외 다른 용도로는 결코 활용되지 않을 것

이며, 익명으로 통계처리 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설문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 4월  

연구자 : 김상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 전공

응답자 정보

소 속 직 위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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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 및 평가항목에 대한 이해]

□ 평가체계(AHP 계층 구조)

○ 최상위층은 조직갈등 극복 및 조직융합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제1계층은 핵심 갈등요인을 비교하고, 제2계층은

핵심 갈등 극복을 위한 각 리더십 비교하며, 제3계층은 

제2계층 리더십의 세부 항목을 비교

목표 조직갈등 극복 및 조직융합

제1계층 인사갈등 극복 보수갈등 극복 구조조정갈등 극복

제2계층
기관장 

리더십(P○○)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 L○○)

제3계층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조건부 보상 예외적 관리

□ 리더십 세부항목

평가항목 주요내용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이상적 영향력 발휘,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 제시, 부하들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  

개별적 배려
개개인의 욕구에 관심․지원, 개별적 차원의 도전적 
조언과 지도, 과업과 권한의 위임을 통한 동기 부여 

지적 자극
문제해결의 새로운 접근방법 시도 지원, 창의성과 
혁신성 자극

거래적 

리더십

조건부 보상 성과창출시 인센티브나 보상 제공(긍정적 피드백)

예외적 관리 목표달성이 곤란한 경우 리더가 개입(부정적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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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평가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설문조사)

이 설문은 한국환경공단의 조직갈등 극복을 위한 리더십 평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제시된 평가 항목

별로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인건비 절감과 시스템 개선중 어느 것이 얼마나더 중요하다 생각하나요?

평가항목
척도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인건비 절감 시스템 개선

<예시 해석> 시스템 개선 항목이 인건비 절감 항목보다 매우 더 중요하다.

※ 각 수치의 의미

1 : 하나의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동일한 정도로 중요함

3 : 하나의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약간 더 중요함

5 : 하나의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제법 더 중요함

7 : 하나의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더 중요함

9 : 하나의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함

2, 4, 6, 8 : 인접한 중요도에서 중간정도 수준

(공통질문) 한국환경공단의 출범(2010년 1월 1일) 이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조직갈등 극복 및 조직융합의 목표를 위해 다음

각 왼쪽의 평가항목과 오른쪽의 평가항목 중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Ⅰ. 상위요인 상대적 중요도 평가

평가항목
척도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인사
갈등극복

보수
갈등극복

인사
갈등극복

구조조정
갈등극복

보수
갈등극복

구조조정
갈등극복



- 78 -

Ⅱ-1. 인사갈등극복의 하위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

평가항목
척도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관장 
리더십(P○○)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

기관장 
리더십(P○○)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

기관장 
리더십(P○○)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L○○)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L○○)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L○○)

Ⅱ-2. 보수갈등극복의 하위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

평가항목
척도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관장 
리더십(P○○)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

기관장 
리더십(P○○)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

기관장 
리더십(P○○)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L○○)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L○○)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L○○)

Ⅱ-3. 구조조정갈등극복의 하위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

평가항목
척도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관장 
리더십(P○○)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

기관장 
리더십(P○○)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

기관장 
리더십(P○○)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L○○)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L○○)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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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기관장 리더십(P○○)의 하위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

평가항목
척도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카리스마 지적 자극

카리스마 조건부 보상

카리스마 예외적 관리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조건부 보상

개별적 배려 예외적 관리

지적 자극 조건부 보상

지적 자극 예외적 관리

조건부 보상 예외적 관리

Ⅲ-2. 제1노조위원장 리더십(C○○)의 하위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

평가항목
척도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카리스마 지적 자극

카리스마 조건부 보상

카리스마 예외적 관리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조건부 보상

개별적 배려 예외적 관리

지적 자극 조건부 보상

지적 자극 예외적 관리

조건부 보상 예외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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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J○○)의 하위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

평가항목
척도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카리스마 지적 자극

카리스마 조건부 보상

카리스마 예외적 관리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조건부 보상

개별적 배려 예외적 관리

지적 자극 조건부 보상

지적 자극 예외적 관리

조건부 보상 예외적 관리

Ⅲ-4. 제2노조위원장 리더십(L○○)의 하위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

평가항목
척도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카리스마 지적 자극

카리스마 조건부 보상

카리스마 예외적 관리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조건부 보상

개별적 배려 예외적 관리

지적 자극 조건부 보상

지적 자극 예외적 관리

조건부 보상 예외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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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직융합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각 리더가 향후 역점을 둬야 할 과제가 있다면?(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람)

★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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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tudy on organizational conflicts & leaderships in integrated

public institutions, I analyzed the actual case of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0-2013 by AHP survey, In-depth

interviews, Literature review and Participant observation method.

On the basis of study results, I found the implications that the

leaders of integrated public institutions should have the right

strategies for managing conflicts going on with scarce resources and

the government should take an affirmative actions such as allowing

exception to stabilize integrated public institutions. And to raise the

level of PMI, I think that the strategy of trade unions’ integration

should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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