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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이론에서

는 일반적으로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성과도 높아진다고 보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도 일률적인

분권화 수준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분권화 요구가 바람직한 것인

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으며, 조직 내 분권화 수준과 조직성

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으며, 조직성과는 공

공기관 경영평가 상 지표 중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도로 삼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등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세웠다.

아울러 분권화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와는 달리 설문 등 주관적인

방식이 아닌 기관별 총 결재건수 대비 중간관리자층 이하의 결재

건수의 비율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등을 통해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조직유형, 조직규모, 조직연령, 업무수행장소, 재정의존도, 조직부

채, 기관장교체여부, 측정연도를 통제변수로 삼아 이를 통제코자

하였다.

연구 가설 분석을 위하여 합동회귀모형을 분석 모델로 삼아 분

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분권화 수준이 노동생산성에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고객만족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됨을 보였다.

즉,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방침 등에 의한 지속적인 분권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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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조는 일정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전

혀 반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분권화에 대하여 기관의 특

성에 맞게 보다 선별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분권화에 대한 연구는 조직 행태 연구 부

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

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권화와 조직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

으며, 공공기관 분권화 강화 요청은 보다 다차원적이고 선별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공공기관, 분권화, 조직성과, 권한위임

학 번 : 2015-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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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과거 국가주도의

산업화시기와 비교하여 개발사업의 부재, 비대해진 조직, 경기침체, 정책

사업 수행에 따른 과다한 부채 등으로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압력을 요구받고 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경영정상화, 경영혁신 등의 명

목하에 경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직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구노력, 경영쇄신 등 기관의 지속가능성

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의 요구와 조직 내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직구조가 효과적인 구조인지를 고민하

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민은 전통적 조직이론에서부

터 현대적 조직이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직연구의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조, 2000). 조직의 구조는 조직의 운영방식과 체계를 규

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조직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조직이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였고, 실제로

도 많은 기업 및 경영자들이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조직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이었다(오민희, 2014).

조직구조의 변경 차원에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내부개혁 방안으로

많이 활용된 것은 조직구조의 집권화(또는 분권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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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시키

거나 반대로 권한을 위임하여 조직구조를 집권화 또는 분권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설계 변경 등 다른 형태의 조직구조 개혁방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선호해왔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

여 조직 규모의 축소와 더불어 조직 분권화를 통한 아래로의 권한 위임

의 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에 의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매년 이루어

지고, 평가의 내용 중에는 각 기관의 권한 위임 적절성에 대한 지표가

존재하며 평가를 통해 하위 직급에의 지속적인 권한 위임 등을 통한 책

임 경영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Mintzberg(1979)는 조직이 항상 단순구조나 작업적 애드호크라

시(adhocracy)에서 시작하지만 설계변수와 상황요인들에 따라 다른 형태

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직구조에서 유일한 최선의 구조는 있

을 수 없으며, 상황요인과 조화를 이루고 내적으로 일관성 있는 구조만

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오석홍, 1995). 이는 조직구조와 조직의 성

과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가가 아니

라, 어떤 조직 구조가 우리 조직의 환경과 업무에 적합한가 여부이다. 이

적합성이 높을수록 조직의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

기 때문이다(최영균, 남호현, 2005; 정수열 외, 2007).

이렇듯 권한 위임을 통한 분권화가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조직의 환경과 업무에 적합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조

직형태를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권화가 적합하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도 분권화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조직의 조정과 통합 등

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직 구조의 적합성을 해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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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의사결정 권

한에 적합한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조직 분권화 수준이 객관적

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

로 분석해 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분권화 요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하 공운법)」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

는 117개 공공기관으로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였다. 공공기관은 공운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

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공운법 제5조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정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무 부처의 감사를 통해 평

가가 이루어져 측정의 표준화가 어려운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공공기관의 유형분류는 업무 특성을 기준으로 상업성이 높은 기관은

공기업으로,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는데, 기관의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공기업으

로 분류하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또한 공공

기관 경영평가상 공기업을 공기업1, 2로 다시 세분하는데, 이는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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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이나 독점재이면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기관과 특정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이 주 업무인 기관을 구분하기 위함

이다. 법률에 따른 구분인 시장형 공기업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상 구분인

공기업1과 준시장형 공기업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상 구분인 공기업2와 일

치하는 기관이 많으나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포함한 일

부 기관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과 다르게 유형이 범주화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상의 유형에 따른 분류로 공공기관을 구분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운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직원 정

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이는 다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

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전체 공기업1, 공기업2, 기금관

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총 117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

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307개 기관(2012년도 103개 기관,

2013년도 102개 기관, 2014년도 103개 기관)에 대한 자료를 공공기관 경

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ALI public information in One), 기관별 경

영실적보고서, 각 기관별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수집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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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공기관의 유형 및 분류근거(법률상 분류)

유 형 유형구분 기준

공기업
시장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표 2] 공공기관의 유형 및 분류근거(공공기관 경영평가상 분류)

유 형 유형구분 기준

공기업

공기업1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

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기관

공기업2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강소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정

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

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

이고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

출처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20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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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대상 공공기관

공기업1

(1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

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2

(20)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

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관

리공단,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

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

력(주), 한국중부발전(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

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

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영화진흥위원

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립생태원, 국제방

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

보원, 독립기념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노

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

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재)한국

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청

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

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

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

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산자원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환

경산업기술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

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거래소,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

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생략(연구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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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조직구조의 분권화 수준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권화는 조직

내 권력배분양태에 관한 개념이며, 권력 중추로부터 권력이 위임되는 수

준을 설명하는 개념이며, 그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의 권

리가 어느 정도나 위임이 되어있느냐에 있다(오석홍, 2009).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도입된 신공공관리 등의 흐름에 맞춰 조

직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오면서 조직구조의 분권화 수준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바탕에는 경영규모가 확대될수록 최고

경영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분권화가 필요하며, 권한 위임을 통한

분권화는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책임감을 강하게 만들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등 직무태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많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조직 내 인간의 행태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권화가 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라는 조직 효과성에 대한 영

향을 연구하였으나 실제 조직성과와의 상관성이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실증연구는 그리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

들이 조직성과 또는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설문조사

등 주관적인 방법이 아니라 조직구조의 분권화 수준을 결재 및 권한위임

전결규정이라는 내부공식문서에 의해 행해진 당해 연도의 최종 결재건수

에서 부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급 이하의 최종결재 처리건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고 이러한 분권화 수준이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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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조직내 분권화 수준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 1 절 조직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1. 성과에 관한 논의

조직연구의 최종적인 관심은 조직의 성과 또는 조직효과성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직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에 대하여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존재한다. Porter(1961)는 성과는 조

직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Campbell(1977)은 조직성과를 어떤 조직이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 일

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조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가

효과성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공조직의 성과는 조직이론에서의 조직효과

론(organizational effectiveness)에서 비롯되었으나 1980년대 레이거노믹

스와 대처리즘 등 성과중심의 정부개혁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NPM)

이 확산되면서 조직효과성 보다는 조직성과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쓰이

게 되었다. 성과 개념을 결과 중심의 성과로 보고 민간부문의 성과인 생

산성(productivity), 효율성(effectiveness)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서의 조직성과의 개념이 사용되게 되었다.(Rainy & Steinbaur, 1999)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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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의 성과는 효율성 중심의 단차원적 성과 개념으로 성과에 관

한 연구를 촉발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공공조직의 다양한

성과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행태론적 시각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사기 등 심

리적, 행태적 차원을 강조하였고, 자원의존이론은 중요 자원과 관련된 환

경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조직생태학의 관점은 거시

적 환경선택의 관점에서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생존을 조직성과로

간주하며 거래비용접근은 거래비용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성과

를 인식한다(김영조, 2000). 이러한 관점의 다양성은 연구의 범위나 대상

에 따라 성과의 개념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대적인 조직이론에서는 조직성과를 논함에 있어 민간부문과는

다른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부문

의 경우는 산출물의 정의가 어렵고 시장원칙의 지배와 더불어 정치적인

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 자체가 모호한 성격을 띤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사회적 가치판단을 요구하

는 정치적 차원과 효율성이 중심이 되는 관리적 차원의 두 가지 관점에

서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특성상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더욱 어렵다(김병섭 외, 2000).

한편, Moe(2001)은 준정부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혹은 성과에 대

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준정부조직이 책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헌법가적 관리관점(the constitutionalist

management paradigm)과 둘째로 준정부조직도 민간조직과 같이 효율성

측면에서의 결과중심의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보는 기업가적 관리관점

(the entrepreneurial management paradigm)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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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적 관리관점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된

다고 보고, 공공조직은 법률적 근거 등에 기초하여 본연의 기능을 수행

하는 반면, 민간조직은 순수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성을 중시하며 의사결정에 있어

서 적법절차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기업가적 관점은 공공과

민간조직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모두 경제적 행위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절차적인 측면보다는 실제로 성취한 결

과 중심의 성과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관점은 앞서도 언급한

신공공관리의 관점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준정부조직에 대해 결과에 대

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함께 달성할 수 있

다고 본다(지민정, 2015).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에 대한 Moe(2001)의

관점에 따라 조직성과를 효율성과 책임성으로 구분하고, 분권화 수준이

조직성과, 즉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

자 한다.

2.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조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과의 다의적 개념과 공공

분야의 성과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념들이

조직성과의 하위개념이나 유사한 수준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이고 있다. 김창수·이윤상(1997)의 연구에서는 구 주공, 구 토

공, 수공 등의 공기업 성과를 생산성의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며, 특히 재

무제표 접근법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수익성, 효율성 및 생

산성 등의 지표를 성과의 대리지표로 설정 및 활용하였다. 박희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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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는 성과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업무수행 결과의 달성 혹은 향상된

업무의 질적 우수성 정도’로 정의하였다. 정상현(2002)은 ‘조직의 부하직

원들이 조직목표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보여준 노력의 과정이나 결과’

로 성과를 정의하였다. Pestieu(2007)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성

과를 개념적 측면에서 ‘주인(국민)이 부과한 목표를 대리인(공공기관)이

달성한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개념들을 보면, 효과성은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면서도 성과와 동일한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목표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능

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으로 생산된 공공재나 서비스의 양과 이에

소요된 자원의 양의 비율을 나타내며 비용절감 등 계량적 측면을 강조할

때 활용되는 지표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의 조직성과는 경영성과인식, 경영

평가점수, 조직생산성,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등을 통해 측정되었다.

이상철 외(2008)는 경영평가점수를 통해 경영성과를 측정하였으며, 박석

희(2006)는 조직성과를 조직역량(조직관리·인사관리·재무관리 효율화)과

조직생산성(부가가치생산액, 요소생산성, 수익성)으로 구분하였다. 장석오

(2007)는 비재무적 성과로 고객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김태은

외(2008)은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와 성과에 따른 보상여부를 실증분석하

면서 경영실적평가점수와 재무성과(ROE)를 경영성과의 하위변수로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

해 주로 사용한 설문조사 등 주관적 방법이 아니라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고객만족도(책임성)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직성과

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고객만족도의 경우 공공조직의 성과평가가 경제성과 효율성 및 효과

성을 측정하는데 치중하여 형평성이나 서비스의 질을 간과하거나(C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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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 & Day, 1992; 송건섭, 2003) 일반 국민들이 중요시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 공운법 제13조에 따라 수혜자인 국민(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

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취지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는 공공기관의 고객중심경영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평가지표로 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효율

성의 지표인 노동생산성과 더불어 책임성의 지표로서 고객만족도 지수를

조직성과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제 2 절 조직분권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1. 조직구조에 관한 논의

조직구조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사람과 직무를 조

직화 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구조의 개념 및 특성을 규

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행해져 왔다. Mintzberg(1979)는 노동을 별

개의 과업으로 분화시키고, 분화된 과업을 조정하는 방법들의 총체라고

조직구조를 정의하였다. Scott(1981)은 조직 내에서 직원간의 관계체계로

조직구조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역할과 기대에 의해 형성된 직위를 조직

구조의 기본요소로 보았다. 또한 Robbins(1983)는 복잡성(Complexity),

집권화(Centralization), 공식화(Formalization)의 3요소를 조직구조로 설

명하는 등 연구자마다 조직구조의 정의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를 종합해보면 조직구조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권한, 지위, 역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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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립한 공식적인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권기성, 1989).

조직구조의 구성요소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조직구조

의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는 Weber가 관료제 이론의 타당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Hage(1965)는 생산성, 효율성, 적응

성, 직무만족 등 조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수단으로서 복잡성, 집권

화, 공식화 등을 제시하면서 조직구조의 요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Child(1974)는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를 조직구조의 구성요소로 언급하

였고, Pennings(1973)는 의사전달, 참여도, 전문화, 권한의 분배를 조직구

조의 요소라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Robbins(1983)는 자율성, 집권화,

복잡성, 권한의 위임, 분화, 공식화, 통솔범위, 전문화, 표준화, 수직적 범

위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일반적으로 조직구조는 의사결정의 공식적 권

한과 관련된 집권화, 업무의 분화와 관련된 복잡성, 과업의 표준화와 관

련된 공식화의 세 가지로 조직구조가 구성되며(Robbins, 1983; 오석홍,

2009; 주효진, 2004), 이들 구성요소는 조직특성변수라고도 불리는 것으

로 조직을 설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분

권화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요소인 복잡성과 공식화에 대하여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복잡성(complexity)은 조직 내에 존재하는 분화의 정도를 의미

하며, 이는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공간적 분화로 구분될 수 있다. 수

평적 분화는 구성원의 수,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 수행하는 교육과 훈

련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 사이의 수평적인 분리의 정도를 의미한다.

수직적 분화는 조직 내의 계층의 수, 즉 조직계층의 깊이와 관련된 것으

로 조직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수직적 분화의 정도가 높으며, 또한 수평

적 분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수직적 분화의 정도도 높아지게 된다. 공간

적 분화는 조직의 물리적인 시설과 인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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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의미한다. 많은 수의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시설 및 인력이 분산되어 있으며, 이렇듯 조직이 지역적, 장소적인 면에

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복잡성은 증가하게 된다.

다음으로 공식화(formalization)는 조직 내의 직무가 표준화된 정도를

의미하며, Robbins(1983)는 명문화된 규칙과 규정에 대해 조직구성원들

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공식화라고 정의하였다.

Gibson & James(1991)는 업무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기대를 구체화하

고 문서화한 정도를 공식화라고 하였다. 공식화의 정도는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숙련 정도나 전문성의 정도, 조직의 계층 등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며 공식화가 높아질수록 직무담당자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은 줄어들지만 상위직이나 하위직에 관계없이 조직

규정에 따른 행동을 통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반면 공식화 수준

이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행동이 규제되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행동 유

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공식화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는 입장도 존재

한다(박재린, 1998).

2. 분권화에 관한 논의

분권화(또는 집권화)는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또는 집중된 정

도를 의미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분권화(또는 집권화)는 조직 내 자원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집중도와 직무수행과 관련된 의사결정권한의

직위 간 배분 정도를 규정하는 개념이며(Hage & Aikan), 특히 분권화는

권력이 중추로부터 하위단위로 위임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위임은 권력의 포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권력의 위임자는 피위임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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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행사를 취소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력을 보유한다. 따라서 집권화와

분권화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개념들로써 하

나의 연속선상의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집권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분

권화라는 하나의 표현만으로도 현상의 객관적인 기술이 가능하다. 또한

절대적으로 집권화를 채택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적 분

권화를 채택하는 조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조직은 일반적으로

분권화와 집권화 사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오석홍, 2009). 따라서

두 개념이 설명하려는 현상을 하나의 개념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집권화의 수준이 높은 것은 분권화의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집권

화의 수준이 낮은 것은 분권화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분권화

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집권화의 수준이 높다 또는 낮다는 표현만을 써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오민희, 2014).

우선 집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Zaltman(1973)은 조직 내에서 권한과 의사결정의 위치에 따라 집권화가

결정된다고 보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계층이 높을수록 그리고 의사결

정에 대한 참여는 적을수록 집권화가 높다고 보았다. Littere(1965)는 전

부 혹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한 사람 또는 소수에 의하여 행해질 때 집

권화된다고 하였다. Gibson & James(1991)는 조직의 위계 속에서 의사

결정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것을 집권화로 보아 조직 내의

직위들 사이에 권한을 위임한 정도에 관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Caruna(1998)는 의사결정권한이 조직 상층부에 어느 정도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집권화라고 하였고, Robbins(1983)는 집권화를 의사결정

권이 조직 내에 어떤 단일위치에 집중되고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의미라

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집권화는 공식적인 구조에만 관련되어 의사결정

에서의 재량권을 보이지만, 상층부의 의사결정권이 하층부에 이양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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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재량권을 억제하면 집권화의 정도는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

는 것이다. 즉, 조직의 하층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정이

조직의 정책에 의한 것이라면 집권화가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Hall,

1977).

한편, 김호섭(2001)에 따르면 이러한 집권화와 분권화 사이의 개념적

순환 논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할 때, 분권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조직 내부의 권한위임정도

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Mintzberg(1983)의 분류에 따르면 수직적 분

권화와 동일한 맥락에서 계층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

지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특정 계층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위의 수나 참여의 정도에

따라 분권화를 가늠하는 것으로서 Mintzberg의 분류에 따르면 수평적

분권화로 개념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분

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 내 많은 사람에게 분산되면 조직은 수직적

으로나 수평적으로 분권화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외형상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나, 수직적 분권화인 ‘분화기제’와 수평적 분권화인

‘협력기제’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Khandwalla, 1973).

그런데 어떤 조직의 분권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학자들마다 제시하는 바도 다양함을 알 수 있

다. Dessler(1980)는 분권화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다음과 같은 지표를 준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첫째, 하부계층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수, 둘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범위, 셋째,

규정 등에 의해 하급자에게 허용된 재량권의 범위,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의 장소와 문제발생장소간의 거리, 예를 들어 지역본부의 문제를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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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리할 수 없고 본사에 문의해 보아야 한다면 이는 분권화의 수준

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Robbins(1983)는 분권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을 제시하여 최

고관리층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 최고관

리층이 투입정보의 해석에 참여하는 정도, 최고관리층이 의사결정실행을

직접 통제하는 정도 및 일선관리자의 예산 결정, 성과평가, 인사, 보상

등의 자유재량권 정도 등 10개 문항을 기준으로 분권화의 정도를 평가하

였다. 김해리(2014)는 공공기관의 규모가 조직분권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종속변수인 조직분권화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위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그 측정지표를 전체 최종결재 처리건수 대비 중간 관

리자층 이하의 최종 결재 처리건수 비율의 백분율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분권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측정지표는 연구의 대

상과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

조의 분권화를 측정하는 하위변수를 조직내부의 의사결정이 직급별로 위

임되어 행사된 정도로 파악하고 김해리(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지

표인 직급별 최종결재 건수를 분권화의 측정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공

공기관 조직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는 전자

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종결재된 문서의 결재권자를 파악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분권화와 조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분권화(또는 집권화)와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다. 조직구조와 조직성과에 관한 학자들의 논쟁은 기본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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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조직구조가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유기적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주

장이 대립되어 왔고, 학자들간의 보편적인 주장은 보다 덜 관료적이고

구조화가 덜 된 유기적 조직이 조직효과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분권화는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특성인 집권화의 대안으로 최근 행정

개혁의 핵심요소로 간주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Weber의 관료제가

가진 특징인 계층제는 관리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며 조직을 집권화 시키

고 하향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는 특성을 지니며(Daft, 1998), 실제로

집권적 조직은 통일성과 표준화를 통한 업무수행이 용이하고 통합과 조

정의 효과적 수행이 가능하여 행정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고 의사

결정권한이 조직상층에 집중되어 외부위험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형식주의와 획일

주의를 심화시켜 행정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며 획일적인 절차와 규정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 노력을 억제시며 조직의 탄력

성을 감소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단점은 최근 행

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분권

화 현상을 요청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오석홍, 2009).

반면, 분권적 조직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조직에 적합하고, 조직 상층

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최고 관리자들이 좀 더 중요하고 높은 차

원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조직 구성원들에게 참여와 협조 등을

통해 조직내 의사전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내부의 의사결정시간의 단축

을 통해 신속성을 증진시키며,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

으로써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

로는 집권화된 조직에 비하여 조직의 기능이나 업무의 중복을 초래하거

나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 시 중앙의 지휘감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이 지적되고 있다(오석홍,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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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또는 집권화)와 조직성과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우선 Tannenbaum(1968)은 분권적일수록 조직효과성이 높다고 주

장하였다. Tannenbaum(1968)의 가설은 Pennings(1976), Sorensen(1976)

등에 의해 지지되었으나, 이와는 반대로 Farris & Butterfield(1972),

Kavcic et al.(1971), Smith(1978) 등의 연구에서는 기각되었다.

Negandhi & Reimann(1972)의 연구에서는 분권화와 조직효과성 간에 정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Cotis & Summers(1987)은 분

권화와 조직몰입 간에 증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호섭

(2001)은 우리나라 41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시행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권적 구조가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최창현(1991)은 공공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는 조

직구조를 분권화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욱근(2001)은 서울시 공무원조직을 중심으로 권한위임이 서비

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권한위임이 고객만족과 직결되는 공

공행정서비스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해당 업무에 합

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줄 때 담당 공무원들은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분권화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몰입을 가져오지 않으며 집권

화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리

러십과 명령체계의 일원화가 조직구성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강종수, 2006). Hage(1965)의 연구에서도 조직이 집권적일수록 생산

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상황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은 집권화와 분권화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조

직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하게 조직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오민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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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hild(1974)는 집권화 또는 분권화가 조직효과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Mott(1972)도 집권화는 조직효과성과 직

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환경의 불확실성이나 시장 경쟁상황, 조직규모,

의사결정의 성격 등 상황적 요소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Stevens & Beyer & Trice(1978)도 집권화가 조직몰입

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상기의 연구결과 이외에도 아래의 표는 분권화(또는 집권화)와 조직성

과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분권화와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1)

연구자 연구결과 연구자 연구결과

Tannenbaum(1961) (+) Luke et al(1973) (+)

Pennings(1976) (+) Beck & Betz(1975) (+)

Sorensen(1976) (+) McMahon(1976) (+)

Negandhi & Reimann(1973) (+) Rousseau(1978) (+)

DeCotis & Summers(1987) (+) Miller(1967) (+)

Farris & Butterfield(1972) (-) 김광진(1996) (+)

Kavcic et al.(1971) (-) 김호정(2004) (+)

Smith(1978) (-) 이종수(2010) 0

Harrison(1974) (+) Mott(1972) 0

Child(1974) 0 Stevens et al.(1978) 0

* 0 : 상관관계 없음

그러나 집권화가 지방공무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1) 출처 : 김영조(2000:180), 김호정(2004:31), 최륜(2015:2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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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김호정(2004)의 연구 등 분권화와 조직성

과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조직성과라는 종속변수를 측

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서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심리적 성과지표를 많

이 사용하였으며, 주관적인 설문조사 방식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객관

적인 지표를 사용한 경우가 드물며, 이 같은 연구는 분권화가 구성원들

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만족할 때 조

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다.

제 3 절 연구의 차별성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

가 갖는 차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로서 분권화 수준을 살펴보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

부분 설문조사의 방식을 통하여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분권화 수준을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위직급과 하위직급간의 최종결재건수의 비율이라

는 명확한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점

이다.

또한 종속변수의 측면에서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조직성과를 언급할

때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 심리적, 주관적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

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 중 기관별 노

동생산성, 고객만족도 점수라는 수치화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조

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조직성과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 및 모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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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 된다. 아울러, 단일집단 또는 특정 일부집

단이 아닌 정부경영실적평가 대상이 되는 다수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문제와 분석틀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각 기관별

분권화 수준을 토대로 조직성과를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의 분권화 수준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다. 이를 토대로 분권화 수준과 조직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공공

기관들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분권화 수준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

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살펴본 Tannenbaum(1961),

Smith(1978), Child(1974) 등의 연구를 통해서 조직의 분권화 수준에 따

라 조직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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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연구 결과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기

관들의 조직 내 분권화 수준과 조직성과간의 관계가 유의미한 양(+)의

관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가 되는 조직 내 분

권화 수준은 당해 연도의 최종 결재건수에서 부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

급 이하의 최종결재 처리건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지표를 삼았다. 종속변

수는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도로 구분하여 영향을 분석한다. 통제변수로

는 조직유형, 조직규모, 조직연령, 업무수행장소, 재정의존도, 조직부채,

기관장 교체여부, 측정연도 등을 설정하였으며, 설정한 연구모형을 도식

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개념적 분석틀

독립변수

→

종속변수

분권화

수준
의사결정 분권화

조직

성과

효율성 : 노동생산성

책임성 : 고객만족도

통제변수

조직유형

조직규모

조직연령

업무수행장소

재정의존도

조직부채

기관장교체여부

측정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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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분권화 수준

은 각 공공기관의 전체 최종 결재처리건수에서 중간관리자층 이하의 최

종결재처리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였고,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의 지표인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도 지수로 정의하

였다.

앞선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조직의

분권화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Negandhi &

Reimann(1973)는 분권화와 조직효과성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

혔고, DeCotis & Summers(1987)도 분권화와 조직몰입간의 긍정적인 상

관관계를 주장하였다. Boseman & Jones(1974)는 특히 경쟁이 치열한 상

황에서 분권화는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Morris & Steers(1980)는 조직구조 변인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

여수준, 규칙과 절차의 완비 정도 등이 조직몰입과 유의한 정(+)의 관계

가 있음을 밝혔다. Pincus(1986)는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Bowen & Lawler(1992)는 권한을 위

임받은 종업원은 직무에 대해 만족하게 되고 이는 고객만족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조직 내 분권화의 수준이 높을수

록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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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수집

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조직 내 의사결정의 권한이 어느 정도 하

부로 위임되어 있는지를 분권화의 수준으로 보고, 조직 상층에 비해 중

간층 이하에서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수록 분권화의 수준이 높은 것

으로 판단하였다. Hage & Aiken(1969)의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분권화

는 집권화와 연장선상에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조직 내 집권화 수준이

높으면 분권화 수준은 낮은 것이며, 집권화 수준이 낮으면 조직 내 분권

화 수준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관

계를 활용하여 조직 집권화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조직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였다.

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은 최고 관리계층에서 부터 중간 관리계층 이

하까지 모든 관리계층에서 이루어진다. Robbins(1983)는 조직 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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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하는 정도를 집권화 측정 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공·사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의

사결정에 대한 통제는 결재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계층에서 의사결정이 통제되고 있는가는 조직 내 관리자층의 의사결정

위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집권화에

대한 측정 방식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도 여타의 다른 기

관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 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이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어떤 계층에서 의사결정의 최종 통제가 이루어지는지, 다시

말해서 최종 결재가 어떤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권화의 수준

으로 파악코자 하였다.

김해리(2014)는 조직규모가 조직분권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층을 부장, 실장, 처장, 팀장 등으로 구분하고, 최

고 관리자층을 사장, 부사장, 이사장, 상임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의사결

정의 분권화 수준을 최종 결재처리 건수 대비 중간관리자 층 이하의 최

종결재처리 건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조작하여 분석하였고, 결재문서의

직급별 처리건수 등이 허위나 조작 등으로 작성될 수 없음을 해명하여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기재된 각 기관의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음을 밝

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조직구조의 분권화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 개념으로서 먼저 의사결정에 있어 권한이 수직적으로 위임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해리(2014)의 연구방법을 준용하여 계층별 최

종 결재 처리건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여기서의 데이터는 전체

의사결정 건수 대비 중간관리자층의 의사결정의 비율은 나타낼 수 있지

만, 해당 의사결정의 중요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중간관리자층 이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층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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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로서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

렇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당 기관의 결재건수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

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실제로 연구 대상인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문서 해

당 내용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자

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수행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연구를 진행코자 한다. 전체 의

사결정 건수 대비 중간관리자층의 의사결정의 비율을 나타내는 분권화

수준에 대한 자료는 일부 각 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와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을 통한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2. 종속변수

1) 효율성 : 노동생산성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조직의 성격에 따라 다르

게 표현되는 다의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투입대비 산출을

의미하는 경제학적인 개념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

려운 산출물에 대하여 효율성 측정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계량화가 가능하고 연구대상인 117개 공공기관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표인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측정코자 한다. 일반적

으로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 대비 산출물로 측정되는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평균인원 대비

기관이 산출한 부가가치의 비율로 측정한다. 여기에서 부가가치는 손익

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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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공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구성된다. 다만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 기관별 편람에 부가가치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통제 불능

의 사유 등으로 부가가치 구성항목에 대하여 기관별 편람에 별도로 명시

한 경우는 위의 공통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2014).

노동생선성이 부가가치 측정에 있어서 공공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

계를 지니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경영효율화 내지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가상승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손실분 또

는 원가하락요인으로 인한 매출과대계상분은 부가가치 산정 시 조정되어

부가가치로 반영함에 따라(기획재정부, 2014) 기관특성으로 인한 외부요

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속변수로 삼았다.

2) 책임성 : 고객만족도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이외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

도 지닌다.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

성을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인 것이다(권오성 외, 2009). 공

공기관의 책임성 개념은 민간조직과 비교할 때 보다 단순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Hoek et al.(2005)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수직적

책임성(vertical accountability), 고객책임성(customer accountability), 내

부적책임성(internal accountability), 사회적책임성(social accountability)

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권오성 외(2009)는 Hoek et al.(2005)의 책임성 유형을 우리나라 준정

부조직에 적용하여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우선 수직적 책임성은 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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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상급·감독기관에 갖는 책임성으로 법률상 설립목적과 정부정책

방향에 비추어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권오성 외, 2009).

내부적 책임성은 공공기관이 기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관리, 통제,

성과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내부 관리적 측면에서 공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고,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비용절감노력

을 기울이며, 내부적으로 평가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상대적으로

내부적 책임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대내·외적으

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적절히 달성하고 있을 때 내부적 책임성이 높

아진다고 볼 수 있다(권오성 외, 2009).

사회적 책임성은 공공기관이 사회 전체 또는 국민에 대해 갖는 포괄

적인 책임성이라 할 수 있다. 세부요소로는 경영 및 성과공시의 충실도,

공익 및 사회통합 기여도, 사회적 신뢰, 지속가능한 경영 등을 들 수 있

다. 공시를 통해 경영계획과 성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알리고, 사회취약계

층을 채용하며,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한 환경보전이

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통해서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높은 신뢰를 받

는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권오성 외,

2009).

고객 책임성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

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고객책임성을 구성하는 세부요

소로는 서비스의 질, 서비스 만족도, 고객의견 반영정도, 고객헌장의 구

비여부, 서비스 전문성 정도 등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고객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

여 고객(국민)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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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공공기관의 고객책임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권오성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지수(PCSI :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활용하여 Hoek et

al.(2005)의 책임성의 분류 중 고객 책임성을 측정코자 하였다. PCSI 지

수는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공공기관들

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면접 및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출된

것으로 고객에 대한 책임성의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가능하며, 고객만족

도 조사결과는 국민평가지표로 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종속

변수로 삼았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199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공

기관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추진한다.

도입 당시에는 공기업(구 정부투자기관)만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2004

년에 준정부기관(구 정부산하기관)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되었다. 공공기

관 중 주된 고객이 중앙행정기관이거나 불특정 외국인 또는 모회사 등으

로 고객 형성이 미흡한 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가 모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발전자회사

(공기업) 등이 이에 해당되며, 본 연구에서도 해당 기관은 제외하였다.

3. 통제변수

1) 조직유형

조직의 유형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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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조직 유형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에 따른 조직 유형에 따라 분석

코자 한다. 공공기관 중에는 설립취지나 목적이 공공성에 초점을 두는

기관이 있고, 반면 수익성에 초점을 두는 기관이 있으므로 조직 유형에

따라 조직성과도 달라질 수 있다.

공기업의 경우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거나 서비스 등 이윤추구

활동이 더욱 강조되는 한편, 공기업1 유형은 사회기반시설(SOC)을 관리

하고 공기업2 유형은 특정분야의 산업을 관리한다. 또한 위탁집행형 기

관과 기금관리형 기관은 사업보다는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또는 정부의

업무를 대리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다 공공성이 강조된다. 공공기관 경

영평가 상 또 하나의 분류인 강소형 기관은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

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500명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위탁관

리 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500명 미만인 기관으

로 정의되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 규모를 별개의 통제변수로 통제할 예

정이므로,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두 가지 유형에 각각 포함하여 연구하

고자 한다.

2) 조직규모

김해리(2013)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규모가 조직분권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분권화 수준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가설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조직의 규모가

클 경우 노동생산성의 산식이 부가가치 대비 총 직원수이므로 직원수가

많을수록 노동생산성의 값이 낮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규모를 측정하는 하위변수로 조직의 총 직원수를 활용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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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연령

조직의 나이에 따라 조직구조의 특성이 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Quinn & Cameron(1983), Meier & Bothe(2003) 등의 연구에서도 그 근

거를 찾을 수 있다(최륜, 2015). 가령, 신생조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규모

가 작기 때문에 상위직에 의해 모든 의사결정이 통제될 수 있으나, 조직

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직의 확대, 공식화 등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고객만족도의 경우도 해당기관의 고객유형별 특

성 등에 따라 특화될 수 있으며, 민원처리 절차 및 민원해결 노하우 등

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신생조직에 비해 유리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직의 연령을 각

기관의 해당연도에서 설립연도를 뺀 수치로 통제코자 한다.

4) 업무수행장소

많은 수의 공공기관의 경우, 특정지역에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적으로 본사·본부·지점 등의 형식으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한 곳

에만 존재하는 경우와 달리 지리적으로 분산되었을 경우에 공공기관을

접하는 고객들의 접근도가 향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일선에서의 고

객들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고객들이 원하는 결과물

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여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통제코자 하였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ALI public

information in One)2)과 각 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통하여 각 공공기

2) 이하 ‘알리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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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조직도 상에 나타난 본사, 지역본부, 국·내외 지사, 사업소 등을 포함

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된 업무수행 장소의 수를 측정하였다.

5) 재정의존도

지민정(2015)은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으며,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높을수록 효율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재정의존도가 낮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조직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의존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재

정의존도를 측정하는 하위변수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각 기

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통하여 각 기관의 총 수입 대비 정부지원 수입의

백분율로 환산하여 활용코자 한다.

6) 조직 부채

공공기관의 부채 또한 조직의 규모와 마찬가지로 부채규모가 많은 기

업은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작아 기관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정부 및 국민의 감

시대상이 되기 쉬우며, 부채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적

극적인 부채감축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이는 효율성 향상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부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7) 기관장 교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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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제25조 내지 제26조에 따르면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

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

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또한,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

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고, 대통령의 임명 등으로 인해 새로 기관장이

된 경우 자신의 임기 내에 성과달성, 조직구조 개편 등의 업적 달성을

위하여 기존과는 다르게 조직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조

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에

서 2014년도 사이에 각 기관별로 기관장 교체여부를 파악하여 통제변수

로 삼았다. 해당 자료는 각 기관별 홈페이지 상 역대 기관장 소개 등의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8) 측정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등은 평기시점에 기관

이 직면한 대·내외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측정기

간인 2012년에서 2014년 3개년에 대하여 연도특성변수를 더미변수로 추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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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조직

성과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평균인원
부가가치

× 100

고객만족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상 고객만족도 지수

독립

변수
분권화

의사결정

분권화
전체최종 결재처리건수
중간관리자층이하의 최종결재처리건수

×100

통제

변수

조직 유형

공기업1, 공기업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조직 규모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원

조직 연령 해당연도-설립연도

업무수행장소 조직의 장소별 분포수

재정의존도 정부순지원액/기관의총수입×100

조직 부채 공공기관의 연도별 부채

기관장교체여부 기관장 교체 1, 유지 0(연도별)

측정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표 5] 변수의 측정과 변수명 정리

4.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연구 데이터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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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정보공개청구, 알리오 시스템, 각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 및 각 기관

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공운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통합

경영공시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경영공시된 공공기관 중 기타공

공기관의 경우는 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무 부처의 감사

만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 기획재정부가 통제·감독하는 정부 관리영역

에 있는 그 외의 공공기관과의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의 관리영역에 포함되어 공공기관 경영

평가 대상기관인 공기업1, 공기업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총 11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한 변수인 조직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중간관리자층의 최종결재건수, 최고관리자층의 결재처리 건수 및 기

관별 해당연도 총 결재건수에 대한 자료는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을 통한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통한 입력 과정에서 종속 변수는 물론 독립변수, 통제변

수 중 어느 하나의 변수라도 본 연구에 필요한 정보가 2012년도 에서

2014년도 모두 누락된 기관은 제외하고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따라서 본 전체 117개 대상 기관 중 총 14개 기관이 제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10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2012년도

에서 2014년도까지 총 307개 기관(2012년도 103개 기관, 2013년도 102개

기관, 2014년도 103개 기관)을 분석하였다.3)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제외

기관, 분권화수준 관련 자료제공 거부기관 등 자료 수집과정에서 제외된

공공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다음과 같다.

3)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단년도 측정 가능한 기관들은 누락시키지 않고,

본 연구 데이터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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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료수집 과정상 제외된 공공기관

공기업2

(8)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

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

(주), 한국중부발전(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

국립생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기상산업진흥

원, 한국거래소, 한국환경공단

제 4 절 연구설계와 방법론

본 연구는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설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분석 모형들을 통하여 조직유형, 조직규모, 조직연령, 업무수행장소, 재정

의존도, 조직부채, 기관장교체여부, 측정연도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효율성의 측면인 노동생산성 및 책임성의 측면인 고객

만족도 등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력과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분석

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은 STATA 13.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이

를 통하여 기술통계분석, 합동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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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틀

      DC  2OT  3OS  4OA
        5WP  6BD  7OD  8CC 9MY 
2. 변수설명

1) 종속변수

 = 조직성과(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2) 독립변수

DC = 분권화 수준
3) 통제변수

OT = 조직유형, OS = 조직규모, OA = 조직연령,WP = 업무수행장소, BD  = 재정의존도, OD = 조직부채CC  = 기관장교체여부, MY = 측정연도
 = 상수항, n = 패러미터,  = 오차항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1.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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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간 관찰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노동

생산성

2012 101 1,013 3,150 -109 22,709

2013 63 383.92 1,308 -132 10,343

2014 65 418 1,469.7 -747 11,754

합계 229 671.34 2,348.84 -747 22,709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의

3개년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은 307개 기관(2012년도 103개 기관,

2013년도 102개 기관, 2014년도 10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 중 노동생산성은 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인원수로 나눈

값인데, 조사 대상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동생산성의 수치를 부가

가치가 아닌 인건비 대비 매출액으로 산출하고 있어 조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아울러, 2013년부터 국민연연금공단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일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일부의 측정

지표가 노동생산성에서 사업수행 효율성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사대

상에서 제외(42개 기관)하였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의 관찰값은 229개이며, 최대값은 공무원연금공단

으로 22,709백만원이고, 최소값은 한국석유공사로 –747백만원으로 노동

생산성이 음수(-)로 나타났다.4)

[표 7] 종속변수(노동생산성)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단위:백만원)

종속변수 중 고객만족도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의

한 지표인 고객만족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고객만족도 지수는 100점 만

4) 한국석유공사는 노동생산성을 미달러화($)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해당연도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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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간 관찰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고객

만족도

2012 101 90.25 5.05 75.6 98.4

2013 102 90.83 4.34 80.78 98.76

2014 102 91.15 4.72 81.53 99.64

합계 305 90.75 4.71 75.6 99.64

점을 가진 지표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

단으로 99.64점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

발원으로 75.6점을 기록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중 주된 고

객이 중앙행정기관이거나 불특정 외국인 또는 모회사 등으로 고객 형성

이 미흡한 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전력공사가

모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발전자회사(공기업) 등이 이에 해

당되며, 본 연구에서도 해당 기관은 제외하여 관찰값은 305개 기관이며,

평균은 90.75점이다.

[표 8] 종속변수(고객만족도)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중요한 변수인 조직 분권화수준은 조직내부의 의사결정 권

한이 위임되어 있는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전체 최종결재 처리건수 대비

중간관리자층 이하의 최종결재 처리건수 비율을 백분율로 조작하여 측정

하였다.

조직 내 분권화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

년까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조직 분권화 수준은 평균 72.96% 수준으로

나타난다. 연도별로는 2012년도 71.66%, 2013년도에 73.25%, 2014년도에

74.01%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중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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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간 관찰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분권화

수준

2012 102 71.66 18.05 40.33 99.7

2013 101 73.25 17.62 40.45 99.68

2014 100 74.01 17.74 40.63 99.67

합계 303 72.96 17.77 40.33 99.7

계층이하에서의 의사결정 권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적정수준의 분권화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평가점수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분권화를 강

조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정부 경영평가

시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라고도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0.33%로, 2013년 및 2014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40.45% 및 40.63%로 분권화 수준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조직 분권화 수준이 낮은 조직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장

애인고용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 분권화 수

준이 하위 5개 기관에 속하는 이들 조직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모두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타났다. 분권화 수준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승

강기안전관리원으로 특정 조직 유형에 몰려있지는 않으나 이 중 3개 기

관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표 9] 조직분권화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단위:비율)

3. 통제변수

1) 조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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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otal 2012 2013 2014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공기업1 30 9.9 10 9.9 10 9.9 10 9.8

공기업2 36 11.7 12 11.7 12 11.7 12 11.6

기금관리형 36 11.7 12 11.7 12 11.7 12 11.6

위탁집행형 205 66.7 68 66.7 68 66.7 69 67

전체 307 100 102 100 102 100 103 100

본 연구에서는 조직 유형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의 분류에 따라 구

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운법에 따른 분류의 경우, 조직의 규모 등

에 따라 일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조직을 한 유형으로 묶어 분류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의 분류에 따른 조직유형

구분도 기관의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분류하였다고 할 수는 없겠지

만 본 연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된 주요 지표인 노동생산성, 고

객만족도를 활용하고 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분류는 공기업의

경우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거나 서비스 등 이윤추구활동이 더욱

강조되는 한편, 공기업1 유형은 사회기반시설(SOC)을 관리하고 공기업2

유형은 특정분야의 산업을 관리하고, 위탁집행형 기관과 기금관리형 기

관은 사업보다는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또는 정부의 업무를 대리로 수행

하는 기관으로 분류하는 등 공운법에 따른 분류보다는 상대적으로 본 연

구의 취지에 적합하므로 이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전체 307개 기관 중 공기업1은 30개로 전

체 조직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2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동일하게 36개로 각각 전체 조직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05개로 전체 조직들 중 66.7%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에 속하고 있다.

[표 10] 조직유형에 따른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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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간 관찰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직

규모

2012 103 1,424.33 3,621.68 54 27,859

2013 102 1,470.88 3,671.05 54 27,974

2014 103 1,485.38 3,679.59 55 27,974

합계 307 1,464.92 3,650.64 54 27,974

2) 조직규모

본 연구에서 조직규모는 각 기관별 직원수를 활용하여 지표로 삼았다.

기관별 직원수가 가장 적은 기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직원

수는 54명이며, 가장 많은 직원수를 보유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27,974명이다.

[표 11] 조직규모에 따른 기술통계량

3) 조직연령

조직연령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07

개 기관들의 평균 조직연령은 24.03년이다. 조직연령이 최소값을 갖는 기

관은 2012년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과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진흥공단

으로 각각 해당연도 기준으로 설립 1년이 되지 않아 조직연령은 0년 이

고, 최대값은 1922년 설립된 한국마사회로 2012년 90년, 2013년 91년,

2014년 92년임을 볼 수 있다.

[표 12] 조직연령에 따른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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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간 관찰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직

연령

2012 102 23.10 17.84 0 90

2013 102 24.10 17.84 1 91

2014 103 24.87 17.91 0 92

합계 307 24.03 17.82 0 92

변수 기간 관찰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업무

수행

장소

2012 102 17.49 32 1 184

2013 102 17.49 32 1 184

2014 103 17.39 31.86 1 184

합계 307 17.45 31.86 1 184

4) 업무수행장소

각 공공기관의 조직도 상에 나타나는 조직의 장소별 분포를 참고하여

기관의 업무수행장소를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인 공공기관들은 각

조직당 평균 업무수행장소는 약 17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최소값은

1이며, 최대값은 184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표 13] 업무수행장소에 따른 기술통계량

5) 재정의존도

공공기관의 재정의존도는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각각 한 해 동

안 공공기관의 총수입 중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정부순지원의 비율을 백

분율로 측정하였다. 공공기관의 수입은 고유수입과 기금계정수입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수입을 고유수입과 기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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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간 관찰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재정의

존도

2012 102 79.25 24.51 1.37 100

2013 102 78.85 23.96 1.41 100

2014 103 79.82 23.8 1.15 100

합계 307 79.31 24.02 1.15 100

변수 기간 관찰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직

부채

2012 102 88,717 417,734 2.65 3,858,976

2013 102 105,356 543,928 1.79 5,198,243

2014 103 108,146 577,972 2.67 5,597,575

합계 307 100,764 516,404 1.79 5,597,575

정 수입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정부 순지원 역시 공공기관의 고유수입에

대한 지원과 기금계정 수입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합산하여 정부순지원 합계를 도출하였다. 연구대상 공공기관의 평

균 재정의존도는 약 79%로 평균 전체 수입 중 2/3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재정의존도에 따른 기술통계량

6) 조직 부채

연구대상 공공기관의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평균 부채는 약 10조

로 나타나며, 연구대상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부채가

가장 적은 기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2013년도 1.79억원이고,

부채가 가장 많은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의 2014년도 5,597천억원이다.

[표 15] 조직부채에 따른 기술통계량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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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간 total 유지 교체

기관장

교체

2012 102 75 27

2013 102 58 44

2014 103 68 35

합계 307 201 106

7) 기관장 교체여부

연구 대상 기간인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의 해당연도에 기관 내 기

관장 교체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16] 기관장 교체여부에 따른 기술통계량

제 2 절 상관분석

상관분석은 연구 대상인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

는 방법으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상관성이 있는지, 상관성이 있

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기법이며, 변수들 간의 원

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관분석에서

의 상관관계란 선형적인 상관관계, 즉 하나의 변수가 a만큼 증가 또는

감소 시 다른 변수도 a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관

관계에는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1 에서 +1 사이의 값

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의 상관계수가 0.5 이상이면 높은 상

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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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Matrix

노동

생산성

고객

만족도
분권화

조직

규모

조직

연령

업무수

행장소

재정

의존도

조직

부채

노동

생산성
1.000

고객

만족도

-0.1153

*
1.000

분권화 0.0865
-0.01594

***
1.000

조직

규모
-0.0355

0.2290

***
-0.0401 1.000

조직

연령
-0.0917

0.3293

***
-0.0685 0.0685 1.000

업무수행

장소
-0.0063

0.2943

***
-0.0763

0.5331

***

0.2348

***
1.000

재정

의존도
-0.0419 -0.0569

-0.1194

**
-0.0570 0.0176 0.0261 1.000

조직

부채

0.5063

***
0.0543

-0.1445

**

0.1389

**
0.0399 0.0762 -0.0493 1.000

[표 17]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p<0.1, **p<0.05, ***p<0.01

먼저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노동생

산성의 경우 다른 종속변수인 고객만족도와의 상관계수가 –0.1153으로

p<0.1의 경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둘의 관계가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

다.

분권화 수준과 고객만족도 간에는 –0.01594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화 수준과 또 다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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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인 노동생산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통제변수들 까지 포함한 상관관계에 있어서 노동생산성은 조

직부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고객만족도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업무수행장소와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분권화 수준은 재정의존도

와 조직부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가장 높은 상관계수 값

을 가지는 조직규모와 업무수행장소와의 값은 0.5331로서 전반적으로 변

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합동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조직성과의 지표인 노동생산성

과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ATA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동회귀분석(Pooled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도에 해당하는 두 개의

지표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권화 수준과 노동생산성의 관계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조직성과 중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노동생산성을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합회귀모형의 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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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 R=0.3410으로 약 34%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종속변수인 노동생산성 수준의 총 변동량 중 회귀 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변동량의 비율은 약 34% 수준임을 나타내었다.

본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회귀계수 n 는 분석 모델의 독립변수와 통

제변수의 계수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기울기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

한 통합회귀분석의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의 회귀계수를 살

펴보면, 독립변수인 분권화 수준이 5%의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하게

추정되고 있으며,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직 내 분권화 수준

이 조직의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모

델에서 다른 조건들이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

아질수록 조직의 노동생산성은 약 1,639백만원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최종 결재 처리건수 대비 중간 관리자층 이하의 최종 결재처리 건

수 비율을 백분율로 조작화 한 조직 분권화 수준이 1% 증가할 때, 노동

생산성은 약 1,639백만원 증가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된 조직부채의 경우는 1%의 유의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종속변수인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조직부채가 1단위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041 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

직부채가 1억원 증가할수록, 노동생산성은 0.0041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관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부채의 감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

정을 지지하였다.

또 다른 통제변수 중 하나인 조직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기

본집단(base)으로 한 더미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위탁집

행형 준정부기관이 1% 유의수준 하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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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단위(백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업1은 기금관리형 준정

부기관보다 1% 유의수준 하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보다 약 2,311

단위(백만원)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였다. 또한 공기업2의 경우 5% 유의

수준 하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보다 약 1,551 단위(백만원) 낮은 노

동생산성을 나타냈다. 이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 공기업1 및 공기업2 유형에 비하여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의

미이며, 동시에 공기업1 유형이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음을 의미한다. 하

지만, 이러한 결과의 해석을 모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노동생산성

이 높다는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2012년도에 비하여

2013년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부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이 노동생산성 대신 사업수행 효율성으로 대체되어 노동생산성

을 측정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본 연구에서도 해당 기관은 제외하

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통제변수인 조직규모, 조직연령, 업무수행장소, 재정의존도, 기관

장교체여부, 측정연도 등은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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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Obs.= 226)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t|

분권화 수준 1,639.653 777.1043 2.11 0.036**

조직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486.184 560.6785 -2.65 0.009***

공기업1 -2,311.058 667.2586 -3.46 0.001***

공기업2 -1,551.385 619.5725 -2.50 0.013**

조직규모 -0.0649 0.0437 -1.48 0.140

조직연령 -9.6903 7.4228 -1.31 0.193

업무수행장소 -4.3602 5.5608 -0.78 0.434

재정의존도 2.0659 5.7278 0.36 0.719

조직부채 0.0041 0.0004 9.43 0.000***

기관장교체여부

(유지=0, 교체=1)
72.8976 274.7974 0.27 0.791

측정연도

2013 -339.7551 319.5991 -1.06 0.289

2014 -301.9448 313.4119 -0.96 0.336

Adj. R=0.3410

[표 18] 분권화 수준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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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권화 수준과 고객만족도의 관계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조직성과 중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고객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합회귀모형의 설명력은

Adjust R=0.2592으로 약 25%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앞서 노동생산성과의 관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종속변수인 고객만족

도 수준의 총 변동량 중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변동량의 비율

은 약 25% 수준임을 나타내었다. 즉, 분권화 수준이 다른 조건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 고객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모

델에서는 다른 조건들이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직의 고객만족도는 약 4.5713 단위 감소하는 음(-)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권화 수준이 1단위 높아질수록 고객족

도 점수는 4.5713점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 중 조직연령, 업무수행장소는 1% 유의수준

하에서 고객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직연령의 경우 1단위 증가 시 고객만족도 점수는 약 0.06점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수행장소는 1단위 증가 시 약 0.026점의 고객

만족도 점수가 향상됨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연령이 높아질수

록 조직의 확대, 공식화 등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가 높아지며, 따라서

고객만족도의 경우도 해당기관의 고객유형별 특성 등에 따라 특화될 수

있으며, 민원처리 절차 및 민원해결 노하우 등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서

비스 제공이 신생조직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

하였다. 업무수행장소의 경우도 기관이 어느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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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지리적으로 분산되었을 경우에 공공기관을 접하는 고객들의 접근도

가 향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일선에서의 고객들의 요구에 보다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고객들이 원하는 결과물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

여 줄 수 있다는 가정을 지지하였다.

한편 조직유형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1, 공기업2 모두

고객만족도에 있어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기업2의 경우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보다 5%의 유의수준 하에서

약 2.041 점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도를 나타냈다. 공기업2의 기관들은 공

기업 중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

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비하여 항만, 광물,

방송, 해양환경 등 상대적으로 특정 고객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특정 분야의 고객은 기관과 고객의 관계에 있어 비교적

그 범위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제한적이고, 관계 지속기간도

장기적이므로 고객맞춤형으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도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변

수를 통제하였을 때, 2014년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의 통제변수인 조직규모, 재정의존도, 조직부채, 기관장교체여부 등

은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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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Obs.= 301)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t|

분권화 수준 -4.5713 1.4220 -3.21 0.001***

조직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6334 0.8461 -1.93 0.055*

공기업1 2.0674 1.1641 1.78 0.077*

공기업2 2.0417 1.0285 1.99 0.048**

조직규모 0.0000 0.0000 0.21 0.833

조직연령 0.0597 0.0144 4.13 0.000***

업무수행장소 0.0262 0.0093 2.82 0.005***

재정의존도 0.0008 0.0102 0.06 0.954

조직부채 0.0000 0.0000 -0.99 0.325

기관장교체여부

(유지=0, 교체=1)
0.0082 0.4991 0.02 0.987

측정연도

2013 0.6953 0.5775 1.20 0.230

2014 1.0716 0.5769 1.86 0.064*

Adj. R=0.2592

[표 19] 분권화 수준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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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 합동회귀분석

<가설 1-1>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X

제 4 절 가설검정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도를 합동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성과를 효율성의 측면인 노동생산성과 책임성

의 측면인 고객만족도로 구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가설에 대한 검

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0] 본 연구의 가설 지지 결과

⃝ : 지지, X : 기각

1. 노동생산성에 대한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 가설 <1-1>은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생

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효율성의

측정지표인 노동생산성에는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나

타내어 본 가설을 지지하였으며, 이는 Tannenbaum(1968), 김호섭(2001)

등이 분권화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분석 모델에서 회귀계수가 1,639.653으로 나타나 조직 내 분권화 수준

과 노동생산성은 서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

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됨에 따라 연구가설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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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우 조직내

의사결정 권한을 최상위 관리직에서 중간관리자 또는 그 이하의 직급으

로 위임할수록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정부

의 공공기관에 대한 분권화 요구 및 이에 대한 평가가 타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공급가격 등이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생산성의 증가가 매출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노동

생산성의 분자 부분인 부가가치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니며, 분권화 수준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서는 외부효과를 통제하고 노동생산성을 보완할 새로운 지표의 개발도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고객만족도에 대한 가설 검정

한편, 가설 <1-2>는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책임성의 측정지

표인 고객만족도에는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가설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분석결과 분권화 수준과 고객만족도 간의 관계는 유의수준 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회귀계수가 –4.5713으로 가설과는 달리 부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어 가설 <1-2>는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우 조직 내 의사결정 권한을 최

상위 관리직에서 중간관리자 또는 그 이하의 직급으로 위임할수록 효율

성 이외의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인 공익성, 즉 본 연구에서는 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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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권화 수준

관찰값 평균(%)

공기업1 30 66.74

공기업2 35 79.13

기금관리형 36 81.89

위탁집행형 202 71.23

전체 303 72.96

대한 책임성으로 정의한 고객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고객만족도의 경우, 중간관리자 층 이하에서 의사

결정 이 이루어지는 것 보다 상위관리자 층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고객응

대방법,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등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기

관에 대한 분권화 요구 및 이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공한다.

3.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조직유형별로 파악하여 본 노동생산성

의 결과에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가장 높았으며,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 공기업2의 순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며, 공기업1의 노동생산

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관의 분권화 수준을 조직유형

에 따라 정리해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분권화 수준이 가장 높고,

공기업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순으로 분권화 수준이 낮아지며 공기

업1의 분권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 조직유형별 분권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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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직유형별로도 분권화 수준이 가장 높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분권화 수준이 가장 낮

은 공기업1 유형이 노동생산성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물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일부 기관에서 노동생산성 대신 사업수행 효율성으로 지표

가 대체되어 해당 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모든 기금관리형 준정

부기관이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에서도 나타났듯이, 조직 내 의사결정 권한을 최상위

관리직에서 중간관리자 또는 그 이하의 직급으로 위임한 조직일수록 신

속한 의사결정 등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

받침할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고객만족도에 있어서는 공기업1

과 공기업2의 유형이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도를 나타냈다. 공기업의 경

우 준정부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

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

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인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에 비하여 항만, 광물, 방송, 해양환경 등 상대적으로 특정 고객에 초점

을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특정 분야의 고객은 기관과

고객의 관계에 있어 비교적 그 범위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제

한적이고, 관계 지속기간도 장기적이므로 고객맞춤형으로 특화된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도를 나타낸다고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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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직성과

를 효율성 측면에서 노동생산성, 책임성 측면에서 고객만족도로 구분하

고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추출하여, 독립변수로 사용된 조직 내 분권화 수준 이외에 조직유

형, 조직규모, 조직연령, 업무수행장소, 재정의존도, 조직부채, 기관장교체

여부, 측정연도 등을 통제변수로 두고 모형을 구성하였다. 합동회귀분석

을 통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해 보았으며, 분석결과 조직성과 중 노

동생산성에는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노

동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또 다른 조직성과 지표인 고객만족도에는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가

설은 지지되지 않아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노동생산성의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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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기본집단(base)으로 한 더미변수를 투입하여 분

석하였고, 분석결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내었고, 공기업1 유형이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냈다.

이외에 조직의 부채가 1%의 유의수준 하에서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일부 기관

에서 노동생산성 대신 사업수행 효율성으로 지표가 대체되어 해당 기관

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모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에서도

나타났듯이, 조직 내 의사결정 권한을 최상위 관리직에서 중간관리자 또

는 그 이하의 직급으로 위임한 조직일수록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객만족도의 경우 공기업2의 경우, 공기업1과 더불어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으나 값이 더 유의하였으며, 공기업 유형이 준정부기관(위

탁집행형, 기금관리형)보다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조직연령 및 업무수행장소가 고객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고객만족도에 있어서는 공기

업1과 공기업2의 유형이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도를 나타냈다. 공기업의

경우 준정부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인 기금관리형 준정

부기관에 비하여 항만, 광물, 방송, 해양환경 등 상대적으로 특정 고객에 초

점을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특정 분야의 고객은 기관

과 고객의 관계에 있어 비교적 그 범위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제한적이고, 관계 지속기간도 장기적이므로 고객맞춤형으로 특화된 서비스



- 61 -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도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 2 절 시사점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1960년대 초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정책의 수단

으로 설립·활용되어 건설, 전략, 기간 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운영되어 왔다. 이후 각 분야에 걸쳐 산하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기업 30개 조직, 준정

부기관 90개 조직, 기타공공기관 203개 조직으로 총 323개의 조직이 존

재한다. 공공기관의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역할 역시

정부의 정책집행, 공공서비스의 관리 등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는 매

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조직구조 중 분권화와 관련된 실증적 연

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기관은 정부나 국민 등 외부로부터 효율

성, 투명성, 책임성 등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으며, 조직의 경영상 효율

성 제고를 목적으로 조직구조 변화,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 끊임없는 압

력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조직 내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조직성과에

적합한지를 밝히고자 분권화 수준과 조직성과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 분

석을 통하여 증명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성과 중 노동생산성은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분권화와 조직성과 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밝힌 Tannenbaum(1968),



- 62 -

김호섭(2001) 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조직들의 신속한 학습과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조직 내 의사결정 권한을 최상위 관리직에서 중간관리자

또는 그 이하의 직급으로 위임할수록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게 되

고, 그 결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분권화 요구 및 분권화 수준에 대

한 평가는 그 취지나 목적에 있어서 설득력이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조직성과의 또 다른 지표인 고객만족도의 경우 조직 내 분권화 수준

이 높아질수록 고객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한위임

으로 고객에게 품질이 높은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무원의 권한

위임이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관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욱근(2001) 등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고객만족도의 경우, 중간관리자 층 이하에서 의사결

정이 이루어지는 것 보다 상위관리자 층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고객응대

방법,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등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심도 있고, 질적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보다 중간층 관리자 이상의 상위층 관리자까지 고민하고, 결

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률시행령」제14조 등에 따르면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의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에 회신하

여야 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을 통하여 3일

이내 민원회신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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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고객서비스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다기

보다는 민원처리 신속도 등의 평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목적

이 더 크다. 물론 신속한 대응이 고객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은 부

정할 수 없지만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해서 수립하는 각종 대고객 서비스 계획, 업무처리

절차 개선, 민원처리 세부기준 등 고객만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중간관리자층 이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상위층 관리직

또는 기관의 장 수준에서의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여 전사적으로 객관

적이고, 공식적인 수준의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물론

고객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객만족 역량강화, 고객의견에 대한

상위직급에의 전달 및 고객의 요구(Needs)를 반영한 품질 및 서비스 개

선에 있어 하위직급의 역할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큰 틀에

서의 대고객 서비스 계획, 민원서비스 절차 개선, 고객만족도 결과에 대

한 포상 및 평가반영 등이 상위층 관리직 또는 기관의 장 수준에서 결정

되어 체계적이고 통일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이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

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분권화 요구 및 이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바람직

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공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분권화 수준 강화 요청은 일면 합당한 측면

이 있으나 이 같은 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의 조직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공공기관의 유형별, 또는 기관 내에서도 업무의

성격별로 조직의 구조는 대개 다차원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

의 관리방식 역시 일률적이 아닌 다차원적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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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이 조직성과인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많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조직 내 인

간의 행태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권화가 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

족이라는 조직 효과성에 대한 영향을 연구 등 주관적인 방법에 의존하였

고, 연구대상을 단일 조직 또는 관련 소수 조직으로 삼아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나,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조직성과 또는 조직효과

성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설문조사 등 주관적인 방법이 아니라

조직구조의 분권화 수준을 결재 및 권한위임전결규정이라는 내부공식문

서에 의해 행해진 당해 연도의 최종 결재건수에서 부장, 팀장 등 중간관

리자급 이하의 최종결재 처리건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조직 내 분권화 수

준을 측정하고 이러한 분권화 수준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

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우선, 공공조직의 성과는 효율성, 공공성 등을 큰 구분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지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도로 한

정하여 활용하였다. 따라서 조직성과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에 관한 여러 지표들을 활용하여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성과지표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독립변수인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의 지표로써 의사결정권한의 위

임정도의 경우 기관 전체의 결재건수 대비 중간관리자층 이하의 결재건



- 65 -

수의 비율만을 나타냈을 뿐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반영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의 측정지표의 타

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 전체의 최종 결재 처리건수와 중간관리자층 이하의 결재

처리건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 관리자층 구분에 자의성이 존재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관리자층 이하를 부장, 팀장, 실장 등으로 구분

하였고, 최고관리자층은 사장, 부사장, 이사장, 상임이사 등으로 일반적

인식에 기초하여 구분하였으나 각 기관별로 조직의 계층과 관리계층이

상이하여 본 연구에서처럼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에 있어 오류

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노동생산성의 경우 조직 내부 구성원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지표

로써 기관의 효율성을 반영하는데 적합하였기에 효율성을 반영하는 지표

로 활용하였으나 노동생산성은 조직의 인원대비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록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통제 등의 변수를 제거

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공공기관의 연구에서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것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공공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공

기업 및 준정부기관과는 상이한 조직 목적과 기능을 지니는 조직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관리로부터 제외되어 해당 주무부처의 감사를 통

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 기관과의 동질성에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전체 304개 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187개 기관으

로 연구대상 범위에 기타공공기관 포함할 경우 연구 결과에 차이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조직 유형을 어떻게 분류해야하는지에 대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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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있었다. 조직의 설립 목적, 업무 특성, 법적 기반, 인력 구성 등 상

이한 기관들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조직을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용되는 지표인 노동생산성과 고

객만족도를 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분류 유형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기관의 고유 특성을 완벽히 반영하지

는 못하는 한계를 지니므로 향후에는 조직의 성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한 다른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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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Previous studies in organization

argued that as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increases,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level increases and some researches have

provided an empirical evidence on this assertion. According to this

tendency, Korean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face demands to

enhance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recently.

This research starts from the doubt that normalization polic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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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si-government organization focusing decentralization by

on-size-fits-all solution is really effective or no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 between the decentralization and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o verify the previous studie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hypothesis of this thesis is that the

decentral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nsists of productivity

of labour and customer satisfaction. Following the theoretical basis

from previous studies, the variables which could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ch as organizational type, organizational

size, organization’s age, organization’s debt, number of workplace,

change of CEO and measured year are controlled in this research.

To test the hypothesis the pooled regression model is used. In the

result of the pooled regression analysis we can observe that the

decentralization, namely the independent variabl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one of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s

level(productivity of labour), which supports the hypothesis of this

research. On the other hand, we can also observe that the

decentralization do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ustomer’s

satisfaction(the other organizational performances). Thu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hypothesis of the research is partially supported.

So we can infer that government policy on the quasi-government

organization is partially reasonable but can incur totally different

result. That means when the government tends to apply the

decentralization on the quasi-government organization, more selective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 is needed.

We can say that in Korea, the study on the decentralization is

relatively rare to organizational behaviour study.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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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by

analysing significant implications. And this research suggests that

government policy need more multi-dimensional and selective

approaches to request decentralization on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keywords : decentralization,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organizatinoal performance,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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