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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변화

및 경제활동인구의 다양화에 따른 변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청년, 고졸자 채용 확대 등 국가 정책

과제의 시행으로 다양한 배경 및 연령을 가진 인력의 진입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 중

내부 인적자원에 초점을 두고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효율성 측면의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기업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7년간 경영실적평가 점수 및

다양성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효율성 성과로 분류한 노동생산성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에는 연령별, 성별, 직급별,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 모두

성과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공공성 성과로 분류한 주요사업성과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경우 다양성의 비선형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성별 다양성이 역U자형

영향력을,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의

증가로 조직 내 다양한 근속기간, 학력 및 배경을 가지는 구성원

들이 공존하게 되면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경력, 경험,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가지게 됨으로써 결국 두 가지 다양성은 성과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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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의 조직성과에

대한 비선형적 영향력도 고려하였기 때문에, 성별 다양성의 주요

사업성과 점수에 대한 역U자형 영향력 또한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성별 다양성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조직성과가

높아지다가 그 이후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 성별 다양성의 경우에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면 오히려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조직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양성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조직 내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이는

오히려 조직의 성장을 방해하는 갈등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다양성 자체를 유도하거나

배제하는 방향의 정책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필연적인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는 다양성이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리정책을 펼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겠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 인력구성의

다양성을 경쟁우위의 원천이자 조직 생존의 필수적 요소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에서 인력구성의 다양성 즉,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조직 구성원들의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 및 존중하고, 그 다양성으로부터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인력구성의 다양성, 조직성과, 공공기관

학 번 : 2016-2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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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변화 및 경제활동인구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 인력

구성의 다양성 및 복잡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따라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전형적인 항아리형으로 변화1)되고 있다. 즉, 고령자는

증가하고 청장년층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구구조적

변화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도 큰 영향을 미쳐 조직 내

연령 및 세대 차이를 분명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이 높았던 남성 위주의 노동시장에 여성

인력의 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차별금지

관련 법 적용,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및 고졸채용 확대 등 국가 정책과제의

시행으로 다양한 배경 및 연령을 가진 인력의 진입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인구는 다양화

되고 있으며, 조직 인력구성의 다양성 및 복잡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1) 김태헌(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별 구조변화는 매우 뚜렷하고, 35세

부터 54세까지의 인구가 차치하는 비중이 큰 반면에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여, 인구 피라미드는 장래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하여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항아리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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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경향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21세기 들어 공공

조직은 공공서비스 전달이라는 조직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함

으로써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성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 운영성과 평가에는

조직 내부요인, 외부 환경요인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낮은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도 있다.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2)의 효과성 이론에서는 ‘희소하며, 가치가 있고,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자원’이 경쟁적인 기업들 간의 지속적인 성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과 차이를 만들어

내는 조직 내부의 여러 자원 중 인적자원, 그 중에서도 앞서 주목했던

다양성의 관점에서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화선 외(2015)를 따르면 조직은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 지식

및 능력을 활용하여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는 조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잘 활용되면 다양성

추구는 조직의 경쟁우위의 원천(McMahan et al., 1998)이자 생존 및

발전의 필수적 요소(Herriot & Pemberton, 1995)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 치중하던

전통적 조직전략을 지양하고 조직 내부에서 경쟁우위의 원천을 찾으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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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희정(2010)을 따르면 조직에서 다양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갈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조직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제대로 활용될 때 다양성이 경쟁우위의 원천이자 기업의 생존 및 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과 같은 여러 국가들에서는 오래 전부터

조직 내 인력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어 왔으며(임희정,

2010), 글로벌 기업들은 일찌감치 다양성의 효용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인력관리에 접목시켜 왔다. 월스트리트저널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에는

포춘지 선정 500개 기업 중에서 CDO(Chief Diversity Officer : 최고다양성

책임자)를 두거나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임원을 둔 기업이 20%에 미치지

못했지만, 2010년에는 60%로 크게 증가했고(이종구, 2016), CDO는 기업의

전략목표 수립이나 의사결정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에게

CDO는 아직 생소한 용어이지만, 국내 상당 수 외국계열의 기업들은 이미

다양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이윤경․김종관, 2013).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단일민족에 큰 가치를 두어 왔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고, 다민족, 다문화와 관련하여 발전해 온 서구식의

다양성 관점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여러 학자들이 인력구성의 다양성을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인력구성의 다양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양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팀 수준의 다양성 및

성과에 관심을 둔 연구이거나, 조직 수준의 다양성 및 성과에 관심을 둔

연구일지라도 성별 등에 한정된 차원의 연구가 많았다. 최도림(201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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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성별 및 장애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일부 찾아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연구는 미국의 적극적 조치3)와 같이 수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많아 다양성 자체나 다양성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연구보다는 더

많은 여성 및 장애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의미를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다양성과 연계된 성과지표가 만족, 조직몰입, 갈등,

창의성 등 주관적 성과에 관심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며, 특히 공공부문

에서는 조직 수준에서 여러 차원의 다양성 변수와 객관적 성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직 수준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

변수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공공기관 인력구성의 다양성을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사회범주 다양성(연령, 성별)과 기능적 요인의 정보 다양성(직급,

근속연수, 학력수준)으로 구분하여 다양성이 조직의 객관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물론 다양성은 인구통계학적 측면

이나 기능적 요인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가치, 태도, 신념 등의 심층적

(정서적, 가치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을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속성을 지니는 사회범주 다양성 및 과업

관련 속성을 지니는 정보 다양성으로 한정하고 공공기관의 성과를 대리할

수 있는 경영실적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그 영향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더 높은 수준의 심층적 다양성 연구에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양성이 조직의 경쟁우위의 원천이자 생존 및 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성관리 방안을 연구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Affirmative Action(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

구성원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자는 취지에서 인종, 성, 피부색,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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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

하고 그에 맞는 가설을 설정하여 공공기관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객관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2015년 공공기관 경영

실적평가 편람’에 따라 경영실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공기업Ⅰ4),

Ⅱ5) : 30개)으로 한정하였다.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 및 인력의

유입․유출이 고정적6)인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마다 고유한 인적자원의

구조적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조직 내 인력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조직 구성원이

연령별, 성별, 직급별,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로 얼마나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각 다양성별로 그 특성에 따라 적정

범주로 나누어 범주별 인원수를 수집하고 수집된 인원수를 통해 엔트로피

다양성지수(entropy-based diversity index)7)를 산출하여 다양성의 높고

낮음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4) 공기업Ⅰ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

공사(10개)

5) 공기업Ⅱ :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

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

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

중부발전(주), 해양환경관리공단(20개)

6)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고시 제2015-8호)

7) 범주별로 집계된 다양성자료를 범주형 변수의 처리에 일반적인 엔트로피에 기초한

지수를 사용하여 계수화하는 방법(Teachma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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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활용할 다양성 변수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공공기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현황편람의

경영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공기업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기관 내 인적자원의 연령별, 성별, 직급별,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세부

분포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또한 종속변수로 활용할 조직성과를 측정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의 주요사업부문 평가점수

및 경영관리부문 업무효율 중 노동생산성 평가점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될 데이터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경영

실적평가가 현재와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로 변화된 시점인

2007년도 이후이면서 현재의 공기업Ⅰ, Ⅱ에 해당하는 30개의 공기업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7년간8)의 데이터를 활용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8)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공기업에 대한 분류는 2009년까지 SOC유형

및 서비스․진흥․제조유형으로 구분되다가, 2010년부터 공기업Ⅰ, Ⅱ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공기업Ⅰ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8년까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로 나뉘어져 있었음을 감안하여 현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평가받기

시작한 시점인 2009년부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기업Ⅰ, Ⅱ 전체의 성과를 비교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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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다양성의 개념 및 유형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개념은 국가 및 사회문화적 상황, 연구자들의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므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지구의 광범위한 생물 종의 다양성을 언급한 데서

시작되었고, 이와 같은 생물학적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의 개념이

인간과 관련된 연구에서 문화적 다양성(culture diversity)으로 적용(이승계,

2010; 이승계, 2011)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양성은 하나의 사회단위 내

에서 구성원들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Jackson et al., 1995)하며,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인식하게 되는 어떤 특징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Van Knippenberg & Schippers, 2007; Williams & O'Reilly, 1998)

로도 정의될 수 있다. Thomas(1992)는 다양성을 인종과 성을 넘어 연령,

조직근속, 기능적 배경, 교육적 배경, 성별, 신체적 상태, 라이프스타일,

종교 등 모든 차이를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정의했고, Milliken &

Martins(1996)는 조직 다양성 연구에서 개인의 14가지 이질적 속성으로

인종ㆍ민족적 배경, 국적, 성별, 연령, 성격, 문화적 가치,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적 배경, 기능적ㆍ직업적 배경, 산업경험, 조직/집단 재직기간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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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표 2-1]과 같이 다양성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Jackson et al.(1995)은 가시성을 기준으로 가시적(visible)

및 비가시적(non-visible) 차원의 다양성을 제시하였다. Milliken &

Martins(1996)은 연령, 성별, 인종 등을 포함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즉,

식별이 용이한 다양성(readily detectable diversity)과 교육, 기술, 능력,

사회경제적 배경, 가치 등을 포함하는 특성 즉, 관찰이 어려운 다양성

(less observable diversity)으로 분류하였다. Pelled(1996)는 다양성을

가시성(visibility)과 직무연관성(job-relatedness)의 두 가지 차원을 기준

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기준에 따라 연령, 성, 인종 등은 직무연관성은

낮지만 시각적 속성을 가진 요소로, 근속, 교육, 기능적 배경 등은 직무

연관성은 높지만 비시각적 속성을 가진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Harrison

et al.(1998)은 다양성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성, 인종, 민족 등)을

포함하는 표면적 다양성(surface-level diversity)과 심리적 속성(성격, 가치,

태도, 신념 등)을 포함하는 심층적 다양성(deep-level diversity)으로 구분

하였다.

Jehn et al.(1999)은 구성원간의 사회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사회범주

다양성(social category diversity), 지식이나 전문성과 같은 정보 다양성

(information diversity), 정체성과 같이 가장 깊은 수준의 차이를 의미하는

가치 다양성(value diversity)으로 분류하였다. Barsade et al.(2000)은

전통적인 다양성으로 분류되는 인구통계학적 다양성과 인지적 다양성에

정서적 다양성(affective diversity)을 추가하였다. Gardenswartz & Rowe

(2010)은 다양성의 종합적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성을 개인적 차원,

내적 차원, 외적 차원, 조직적 차원으로 구분한 다양성의 4단 모형(four

layers of diversity)을 제시하였다. 개인적 차원은 개인의 성격으로 내향성,

외향성, 가치, 믿음 등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적 차원은 이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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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개인의 특성으로 성별, 나이, 인종, 민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외적 차원은 사회생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소득, 개인적 습관, 취미,

종교, 교육배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직적 차원에는 직종, 부서, 근속

기간, 근무지, 직급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종구(2016)는 여러

이론에 근거하여 다양성을 인구통계학적 다양성(demographic diversity),

정보적 다양성(information diversity), 가치적 다양성(value diversity)으로

구분한다.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은 성, 나이, 인종, 종교 등에 해당하는데

다양성 연구에서 비록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지만 그 속성들이 정보적

다양성이나 가치적 다양성과 같은 높은 수준의 다양성 연구의 기반이 된다.

정보적 다양성은 전문성, 교육배경, 근무기간 등 업무에 밀접한 속성을

가지는 중간 수준의 다양성으로 분류되며, 가치적 다양성은 신념, 정체성,

문화적 특성 등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다양성으로 분류된다.

[표 2-1]에서 정리한 다양성에 관한 정의 및 분류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다양성을 ‘조직 구성원들 간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인구통계학적

및 기능적 요소’라고 정의한다. 인구통계학적 및 기능적 요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표 2-1]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였고, 인구통계학적 요소는 ‘성별,

연령을 포함하는 사회범주 다양성’의 개념으로, 기능적 요소는 지식이나

전문성과 같은 정보적 요인이자 업무에 밀접한 속성을 가지는 ‘직급, 근속

연수, 학력수준을 포함하는 정보 다양성’의 개념으로 보았다. 다양성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태도, 신념

등 가치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등과 같이 표면적, 가시적인 속성을 지니는 사회범주 다양성과 직급,

근속연수, 학력수준 등과 같이 과업 관련 속성을 지니는 정보 다양성을

사용하여 조직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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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다양성의 정의 및 분류

저자 구분 내용

Jackson et al.
(1995)

가시적(visible)

과업관련 속성
(task-related)

연령, 직책

관계관련 속성
(relation-oriented)

성별, 인종

비가시적(non-visible)
태도, 교육, 기술, 능력, 가치, 정년, 기술적

배경, 개인적 차이, 성적 취향

Milliken&
Martins(1996)

식별이 용이한 다양성
(readily detectable diversity)

성별, 인종, 국적, 연령

관찰이 어려운 다양성
(less observable diversity)

교육, 기술, 능력, 기능적 배경,
사회경제적 배경, 성격, 가치

Pelled(1996)
낮은 직무연관성 가시적(visible) 연령, 성, 인종

높은 직무연관성 비가시적(non-visible) 근속, 교육, 기능적 배경

Harrison et al.
(1998)

표면적 다양성
(surface-level diversity)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성, 인종, 민족 등)

심층적 다양성
(deep-level diversity)

심리적 속성
(성격, 가치, 태도, 신념 등)

Jehn et al.
(1999)

사회범주 다양성
(social category diversity)

인종, 성, 민족

정보 다양성
(information diversity)

교육적 배경, 훈련, 업무경험, 전문성

가치 다양성
(value diversity)

과업, 목표, 목적, 미션에 대한
이해와 사고

Barsade et al.
(2000)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demographic diversity)

연령, 성별, 인종

인지적 다양성
(cognitive diversity)

태도, 가치

정서적 다양성
(affective diversity)

정서, 감정

Gardenswartz&
Rowe(2010)

개인적 차원 내향성, 외향성, 가치, 믿음

내적 차원 나이, 성, 인종, 민족, 성적 취향, 신체적 능력

외적 차원
지리적 위치, 결혼유무, 부모의 지위, 소득

수준, 개인습관, 종교, 교육배경, 업무경험, 외모

조직적 차원
업무내용/분야, 관리적 지위, 노조가입 여부,
근무지, 연공서열, 부서단위, 분파수준

이종구(2016)

인구통계학적(낮은 수준)
(demographic diversity)

성, 나이, 인종, 종교, 장애 등

정보적(중간 수준)
(information diversity)

전문성, 교육배경, 근무기간 등

가치적(높은 수준)
(value diversity)

정체성, 문화, 신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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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성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

다양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의 변화가

집단과정(갈등, 의사소통, 응집성, 통합)에 영향을 미치고, 이 집단과정은

집단성과(문제 해결력, 창의성, 조직몰입, 실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전제로 사용되는 이론이며, 사회적 범주화이론(social categorization

theory), 유사성/유인이론(similarity/attraction theory), 정보/의사결정이론

(information/decision making theory)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범주화이론은 내집단/외집단 편견, 인지적 편견, 고정관념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Tajfel & Turner(1986)의 사회적 범주화이론을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이러한 구분을

통해 자신을 의미 있는 사회적 범주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사람들은

인종, 성, 연령, 계급 등의 가시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독특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명확히 구분하고, 외집단에 대한 우월감 또는 자존감을 형성함으로써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만들게 된다. Williams & O'Reilly(1998)는

이러한 내집단, 외집단 구분이 자신과 다른 범주로 분류한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불러오게 되어,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의 감소 및 갈등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유사성/유인이론은 끌림, 좋아함, 자기-타당성 등을 설명하는 이론

이다. 유사성/유인이론에 따르면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의 변화는 집단

과정인 갈등, 응집성, 의사소통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구성원들이

집단에서 타인과 유사하거나 다르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Pfeffer, 1985).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동질감은 호감을 가져오나 이질감은 응집성

및 의사소통의 감소 등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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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이론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 범주화이론과 유사성/유인

이론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핵심내용은 개인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에게

호의적이고 그들을 내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집단의 경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동질적일수록 서로 호감을 느끼고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집단에 대해서는 편견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필연적인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는

조직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보/의사결정이론은 문제 해결 및 정보 활용의 관점에서 설명

하는 이론이다. Gruenfeld et al.(1996) 및 Wittenbaum & Strasser(1996)는

인구통계학적 구성의 변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범주화

이론 및 유사성/유인이론과 반대의 견해를 취하고 있으며, Tziner &

Eden(1985)을 따르면 집단구성의 변동은 기능, 능력, 정보 및 지식 등의

증가를 통해 집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한다. 즉, 다양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폭넓은 경험과 지식이 집단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게 됨에

따라 다양성이 가져오는 정보의 가용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집단에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집단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다양성의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해 보면, 사회적 범주화이론 및

유사성/유인이론은 동질성을 가지는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정보/의사결정이론은 다양성을 가지는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

제 2 절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장희란․박정수(2015)를 따르면 조직성과는 그 자체로 복합적 성격을

가지므로 연구자마다 개념에 대한 정의가 상대적이며, 특히 공공조직은

민간부문에 비해 존재목적, 추구하는 가치 및 전달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더욱 어렵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

들은 조직성과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왕태규(2007), 박정수․

유효정(2011)를 따르면 조직성과의 다양한 개념을 첫째, 목표 달성도를

효과성으로 보는 관점, 둘째, 능률성과 효과성을 포함하여 보는 관점,

셋째, 능률성, 효과성, 대응성, 형평성을 포함하여 보는 관점, 넷째 능률성,

효과성, 공정성으로 보는 관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조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조직성과를 어떤 지표로

측정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크게 경제적․재무적 차원의 성과와 심리적․

행위적 차원의 성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적․재무적 성과에는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등이 포함되며, 심리적․행위적 성과에는 조직

몰입, 직무만족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성과

즉, 심리적․행위적 성과 대신 객관적 성과에 해당하는 경제적․재무적

측면의 성과와 더불어 그 외 공공기관의 갖는 특수성과인 공익성 측면의

성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기존 민간부문의 성과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대체로 경제적․재무적

성과를 통해 측정하였다. 성효용(2012)은 기업성과를 총자산순수익률

(ROA), 매출액수익률(ROS),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노현탁(2014)은 기업성과를 인력의 생산성 즉, 인당 매출액으로 측정

하였다. 한편, 기존 공공기관 성과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점수, 조직역량, 조직생산성, 재무성과, 고객만족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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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희란․박정수(2015)를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매년 공공

기관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민간부문과 달리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나누어 성과를 종합적9)으로 측정, 평가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공공기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 보고,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공공

기관의 성과로 측정하였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외에도 공공기관

성과연구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면, 박석희(2006)는 조직

역량 및 조직 생산성을, 유재민(2012)은 인건비 1원당 부가가치, 자발적

이직률 및 1인당 매출액을, 임정철(2015)은 노동생산성의 대표적 지표로

활용되는 인당 매출액과 및 인당 영업이익을, 김인(2008), 강제상․류상원

(2007)은 고객만족도 결과를 조직성과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조직성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활용한 기존 연구 중에서도

김다경․엄태호(2014)를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과는 설립배경 및 달성목표와

연결되어 있으며 각 기관마다 업무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평가지표로 측정된 성과는 기관의 특성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점수는 계량․비계량 지표를

합산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성과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의 각 주요사업이 계획한 대로 달성되었는지 평가한

주요사업성과 점수10)를 활용하여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9)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크게 두 개의 평가범주별 부문(경영관리 및 주요

사업)이 계량 및 비계량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합계가 총득점이다.

10) 예컨대 한국공항공사의 주요사업성과는 기관의 주요사업인 1)항공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수요증대 및 공항활성화 사업 2)신뢰할 수 있는 공항안전 확보 사업 3)효율적

공항 관리 운영 및 시설개선사업 4)미래지속성장을 위한 글로벌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 정도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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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최륜(2015)은 사업목표를 수행하면서도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즉,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것을 공공기관

성과의 핵심과제로 보았고, 이에 따라 조직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재무적 성과로 부채비율을 활용하였고,

공익적 성과로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요사업의 목표 달성도 즉, 경영실적평가지표 중 주요사업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성과가 지향하는 공공성 및

수익성을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를 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이를 공공성(비재무적) 측면의

성과와 효율성(재무적) 측면의 성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성

측면의 성과는 기관 고유의 특성, 존재목적 등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효율성 측면의 성과는 조직성과에의 영향 요인이 인적자원 및

인력구성의 다양성임을 감안하여 인력의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공공성 측면의 성과는 김다경․엄태호(2014) 및

최륜(2015)의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중 설립목적에

따른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성과 점수로 분석하였고, 효율성 측면의 성과는

유재민(2012) 등 선행연구의 생산성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경영

실적평가 중 경영관리 부문의 노동생산성 점수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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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관계

1. 인력구성의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선형관계

다양성과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Jackson et al.,

2003; Van Knippenberg et al., 2004), 이진규 외(2013)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Williams & O'Reilly(1998)는

다양성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진규 외

(2013)는 가시적이고 기저하는 속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범주 다양성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덜 가시적이고 기저하는

속성을 반영하는 정보 다양성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이에 대해 Milliken & Martins(1996)는 가시성이 높을수록 편견,

고정관념 등의 반응이 쉽게 유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둘째, Williams & O'Reilly(1998)는 다양성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동 연구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40년간의 연구를 종합하여 사회적 범주화이론, 유사성/유인이론 및

정보/의사결정이론을 통합한 모델을 제시하고, 다양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변수(인구통계학적 구성)가 집단과정(갈등, 의사소통, 응집성, 통합)과

집단성과(문제 해결력, 창의성, 조직몰입, 실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론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범주화이론 및

유사성/유인이론은 다양성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정보/의사결정

이론은 다양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Williams & O'Reilly(1998)의

통합 모델을 분석한 이승계(2010) 및 최도림(2012)을 따라 다양성 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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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정 및 집단성과 간의 세부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근속연수의 다양성은 대체로 집단에서 사회적 통합 및 의사소통을 저해

하고, 이직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 둘째, 기능의 다양성은 사회통합

및 의사소통 등 집단과정과는 관련성이 없으나, 과업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연령의 다양성이 클수록 즉, 나이의 편차가 클수록

집단과정의 효과성이 낮고 정보의 양 및 의사결정의 질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며 이직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나, 창의성 측면에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성별의 다양성은 집단과정 및 집단성과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남성이 다수인 집단에서는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다섯째, 인종 및 민족의 다양성 효과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Williams & O'Reilly(1998)의 연구결과 중

인종과 민족 다양성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범주 다양성

(연령별, 성별 다양성)과 정보 다양성(직급별,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 성별, 근속연수별 다양성의 증가는

사회적 통합, 의사소통, 갈등 등의 집단과정뿐만 아니라 만족, 조직몰입,

이직률 등의 집단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

다양성의 증가는 집단과정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집단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이진규 외(2013)를 따르면 다양성의 유형 및 다양성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차이만으로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혼재된 영향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혼재된 영향관계는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양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성과변수로

다루는 주요변수들은 크게 만족, 몰입, 성과 등의 전통적인 성과변수와

창의적성과, 혁신성과 등 혁신적인 성과변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력구성

다양성은 전통적 성과변수에 혼재된 영향을 주지만, 혁신적 성과변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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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다양성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양성 자체가

혁신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혁신적 성과변수에는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근거하여 다양성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함께 주장한

연구 및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Milliken & Martins(1996)를 따르면 조직 내 인력의 다양성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double-edged

sword)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Cox(2001)는 다양성이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갈등을 증대시킬 수도 있으나, 다양성을 잘 활용

하는 경우에는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혁신을 증대시키고 조직 유연성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성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삼성경제연구소(2005)에서도 조직

내 다양성은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포괄적,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다양성은 기업의 경쟁력 증진에

필수적인 역할도 하지만, 몰입 및 만족도를 낮추거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함으로써 과업의 진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Van

Knippenberg & Schippers(2007)를 따르면 다양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서 분석한

Williams & O'Reilly(1998)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조직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영향력은 다양성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혁신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기도 하지만, 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응집성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양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연구들을 대상으로

다양성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차이, 그리고 종속변수의



- 19 -

특성의 측면에서 그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팀 인력 다양성이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윤경․김종관, 2013)에서는 팀

인력 다양성을 사회범주 다양성(성별, 연령, 근속연수), 가치 다양성, 정보

다양성(전공, 직급, 기능)으로 분류하고 다양성과 성과(팀 만족, 팀 몰입,

팀 혁신)의 관계를 매개하는 갈등 등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

범주 다양성 중 성별, 근속 다양성이 직접적, 그리고 갈등에 매개되어 팀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정보 다양성 중 전공, 직급, 기능의

다양성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갈등 및 성찰성에 매개되어 대체적으로 팀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다양성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론에 비추어 봤을 때,

정보 다양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는 일치하는 결과로

보이는 한편, 성별 다양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결과는 사회범주

다양성이 대체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타나낸다는 측면에서는 대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과지표가 혁신적 성과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다양성이 혁신적 성과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조직 인력구성의 다양성과 조직 혁신성과와의

관계 및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조절역할을 분석한 이진규 외(2013)를

따르면 성별, 학력수준, 신입/경력입사, 정규직/비정규직 다양성과 조직

혁신성과와의 관계에서 학력수준 및 신입/경력입사 다양성이 높을수록

조직 혁신성과는 높아지나, 성별 및 정규직/비정규직 다양성과 조직 혁신

성과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illiams &

O'Reilly(1998)를 따라 사회범주 다양성은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정보

다양성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와는 일치하나, 종속변수가

혁신성과임을 감안했을 때 다양성이 혁신적 성과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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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김용수(2014)를 따르면 다양성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혼재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고,

대체적으로 다양성이 증가될수록 직무만족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나 조직의 혁신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동 연구에서는 팀 수준의 연령, 성별, 직급, 전공, 학력수준 다양성이

팀 의사소통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는 연령 다양성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다양성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 전공, 학력수준

다양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의성

과의 관계에서는 연령 다양성만 팀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팀 내 연령이 다양할수록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성별, 직급, 전공, 학력수준 다양성은 팀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과 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 성별 다양성의

경우 조사대상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대다수의 선행연구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왔음을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사회범주 다양성은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 및 다양성이 혁신적 성과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다양성 변수들이 의사소통 및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학력수준

다양성과 전공 다양성이 창의적 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양성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으로 인력구성의 다양성과 조직성과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았다. 다양성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차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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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인력구성 다양성과 조직성과와의 선형관계의

방향성은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성별, 연령 등 대표

적인 다양성 요인과 조직성과와의 선형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성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

난다고 주장하는 Williams & O'Reilly(1998)의 연구결과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과변수는

혁신적인 성과(창의적성과, 혁신성과)가 아닌 전통적인 성과(만족, 몰입,

성과 등)에 해당하는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의 성과이므로, 종속변수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다양성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양성과 성과와의 선형관계에 대한 가설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며,

선형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가설은 인력구성 다양성을 사회범주 다양성과

정보 다양성으로 구분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가설 1. 다양성은 공공성 성과에 선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다양성은 효율성 성과에 선형적 영향을 줄 것이다.

1) 사회범주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선형관계

[표 2-1]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범주 다양성으로 분류한 연령별,

성별 다양성은 다양성의 유형 및 다양성의 효과와 관련한 사회적 범주화

이론 및 유사성/유인이론에 따라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한다. 사회적 범주화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을 의미 있는 사회적

범주로 분류하여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타인이

자신에게 긍정적 정체성을 제공하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 집단인 내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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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용하나 타 집단으로 구분한 외집단은 배제하게 되고 덜 신뢰하게

된다. 유사성/유인이론에 따르면 집단구성의 변동은 개인들이 집단에서

타인과 유사하거나 다르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유사한 속성들은 타인에

대한 매력과 호감을 증대시킨다. 이 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내집단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국 집단의 다양성이 높은

경우보다는 동질성이 높은 경우 만족감과 성과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시적인 특성을 가지는 사회범주 다양성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 성과변수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의 성과로써 이는 전통적 성과

변수에 해당하므로,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혁신적 성과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다양성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 효과가

발생함을 밝힌 Williams & O'Reilly(1998)의 연구결과를 적용하기로 하며,

사회범주 다양성에 속하는 연령별 및 성별 다양성은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의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연령의 다양성은 직무와 연관이 없는 개인의 경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다. 비슷한 또래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 지위, 경력 등

직무와 관계없이 유사한 사회적, 경제적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공유된

공통된 경험은 또래의 구성원들이 유사한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구성원 간 연령의 차이는 유사하지 않은 가치체계로

인해 의사소통 빈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Zenger & Lawrence, 1989),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위계질서가 뚜렷한

문화에서 연령은 중요한 사회적 범주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

에서 연령별 다양성은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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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연령별 다양성이 클수록 공공성 성과는 낮을 것이다.

가설 2-1. 연령별 다양성이 클수록 효율성 성과는 낮을 것이다.

성별의 다양성은 특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여성인력 증가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은 일반적

으로 인종, 연령과 함께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연구되어져 왔고, 성별

다양성이 높을수록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이던 노동시장에 최근 여성의 진입이 확대되면서

남성은 여성을 지위, 승진 등에 대한 위협으로 여길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사회적 범주화이론 및 유사성/유인이론과 결합할 때, 성별 다양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구성원 간의 관계갈등,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해

조직 내 비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이는 결국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특히 남성이 다수인 집단에서는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가설 1-2. 성별 다양성이 클수록 공공성 성과는 낮을 것이다.

가설 2-2. 성별 다양성이 클수록 효율성 성과는 낮을 것이다.

2) 정보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선형관계

[표 2-1]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정보 다양성으로 분류한 직급별, 근속

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은 사회범주 다양성에 비해 덜 가시적인 지식

이나 전문성과 같은 정보 다양성을 의미하며, 다양성의 유형 및 다양성의

효과와 관련한 정보/의사결정이론에 따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집단구성의 변동은 기능, 능력, 정보, 지식의 증가를 통해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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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다양성을 가지는 개인들은 집단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이익을 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Williams & O'Reilly(1998)의

연구결과를 적용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정보 다양성의 유형에 속하는

직급별,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은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의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직급의 다양성은 다양성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측면

에서 볼 때, 근속연수 및 학력수준별 다양성에 준해서 성과 간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Gruenfeld et al.(1996)는 다양성이 가져오는 정보의

가용성은 조직에 다양한 관점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것은 성과에

긍정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즉,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에 기반하고

있는 조직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풀이 커질 수 있고, 이것이 문제

해결 및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정보 다양성

으로 볼 수 있는 직급별 다양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3. 직급별 다양성이 클수록 공공성 성과는 높을 것이다.

가설 2-3. 직급별 다양성이 클수록 효율성 성과는 높을 것이다.

근속연수는 개인이 조직을 위해 일해 온 기간을 뜻하며, 이는 개인의

지식과 기량을 결정할 수 있는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변수이다(Milliken

& Martins, 1996; Pelled, 1996). 근속기간의 다양성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과 기술을 갖도록 만들고 새로운 문화와 정보의

유입을 촉진하며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반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적용하기로 한 Williams & O'Reilly(1998)의

연구에서도 근속연수의 다양성은 대체로 집단에서 사회적 통합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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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저해하고 이직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장하였으나, 다양성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속연수별 다양성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 다양성을 보유하게

하고 서로 다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조직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4. 근속연수별 다양성이 클수록 공공성 성과는 높을 것이다.

가설 2-4. 근속연수별 다양성이 클수록 효율성 성과는 높을 것이다.

Dahlin et al.(2005)을 따르면 조직 구성원들의 학력수준이 다양할수록

다양한 정보, 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이는 정보/

의사결정이론에 연계되는 것으로, 다양한 학력수준은 서로 다른 관점,

가치관, 태도 등을 가지게 하고, 이를 보다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해를 조정해 준다는 관점에서 학력수준별 다양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5.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클수록 공공성 성과는 높을 것이다.

가설 2-5.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클수록 효율성 성과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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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구성의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비선형관계

한편, 최근 학자들은 다양성과 성과 사이에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 다양성과 성과 간의 관계가 단순히 정(+) 또는 부(-)의

선형관계가 아니라 비선형관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arley & Mosakowski, 2000; Richard et al, 2004; Van Knippenberg &

Schippers, 2007). 이는 다양성과 성과 간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한다는 견해에서 나아가 다양성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견해이다. 다양성과 성과 사이의 비선형관계를

제시하는 여러 연구가 존재하는데, 이 연구들은 적정 수준의 다양성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다양성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주장

(Richard et al, 2004; Dahlin et al., 2005)하고 있다. 다양성과 성과 사이의

비선형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팀 내 개인 간 인구통계학적 비유사성과

개인성과의 비선형관계에 대해 연구한 성지영 외(2008) 및 산업환경의

역동성이 성별 다양성과 성과 간의 비선형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연구한 노현탁(2014)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성과 성과 간의 비선형

관계에 대해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비선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추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선형적

영향력이 밝혀진 모형에 대해 추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3. 다양성은 공공성 성과에 비선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1. 연령별 다양성은 공공성 성과에 비선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2. 성별 다양성은 공공성 성과에 비선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3. 직급별 다양성은 공공성 성과에 비선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4. 근속연수별 다양성은 공공성 성과에 비선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5. 학력수준별 다양성은 공공성 성과에 비선형적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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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다양성은 효율성 성과에 비선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1. 연령별 다양성은 효율성 성과에 비선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2. 성별 다양성은 효율성 성과에 비선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3. 직급별 다양성은 효율성 성과에 비선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4. 근속연수별 다양성은 효율성 성과에 비선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5. 학력수준별 다양성은 효율성 성과에 비선형적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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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차별성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경쟁우위의 원천이며, 기업 생존 및 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그동안 국내연구는 주로 여성인력 즉, 성별

다양성 차원에 국한하여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사례가 많았고, 성별

다양성 이외의 다양성을 다루더라도 주로 팀 수준의 다양성에 관심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몰입, 만족, 갈등, 창의성 등 주관적 성과에 관심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 조직 수준에서 여러 차원의

다양성 변수와 객관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조직 수준에서 다양성 자체에 초점을 두고 공공기관

인력구성의 사회범주 다양성(연령별, 성별 다양성) 및 정보 다양성(직급별,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고,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더 높은 수준의 심층적(정서적,

가치적) 다양성 및 다양성관리 연구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은 핵심적

영향변수로 분석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연령,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핵심변수로 분석함으로써 조직의 기본적인

인적구조의 특성들이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다양성과 성과 간의 선형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정(+) 또는 부(-)의 선형관계뿐만 아니라 비선형관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인력

구성의 다양성에 적정 수준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점에서

주로 선형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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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분석의 틀

[독립변수] 인력구성의 다양성

○ 사회범주 다양성

- 연령별 다양성

- 성별 다양성

○ 정보 다양성

- 직급별 다양성

- 근속연수별 다양성

- 학력수준별 다양성

→

[종속변수] 조직성과

○ 공공성

- 경영평가 주요사업성과 점수

○ 효율성

- 경영평가 노동생산성 점수[통제변수]

○ 조직의 규모(정원)

○ 조직의 나이

○ 상장 여부

○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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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조직성과이며, 공공기관 조직성과의 핵심요인인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로운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조직성과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는 경영실적평가 결과점수를 활용하여

공공성 측면의 성과와 효율성 측면의 성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1) 공공성 측면의 성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주요사업부문은 공공기관이 설립목적 등에

입각해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사업부문의 평가결과를

공공성 측면의 성과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주요사업성과는

각 기관이 수행하는 고유사업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것으로 기관마다

수행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각기 다른 지표가

사용되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측면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측면의 성과를 평가한 기존 연구들

(최륜, 2015; 박기묵, 2011; 조일출․나인철, 2005)에서도 각 공공기관의

존재이유가 되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 정도를 공공성 관점의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주요사업부문의 평가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공공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공공기관의 공공성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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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부문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개별 지표들의 가중치를

합한 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2) 효율성 측면의 성과

공공기관의 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김창수․이윤상,

1997; 하지영, 2010)에서는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효율성, 생산성11)의

다양한 재무지표 중 공공기관이 처해진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지표를 선별하여 활용한다. 이 중에서 생산성 지표로는 자본생산성, 노동

생산성, 부가가치율 등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전달이라는

조직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해지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1인당 부가가치를 생산성 지표로 활용

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 영향요인으로 인적자원 및

인력구성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인력의 생산성 즉, 1인당

부가가치를 효율성 성과로 반영하였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경영관리

부문에는 업무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두고 있는데, 이 중 노동생산성은 1인당 부가가치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노동생산성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11) 공공부문의 생산성에 관한 계량분석(한국토지주택공사, 1997)

-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총자본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 수익성 :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이익률, 수지비율

- 안정성 :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 효율성 : 총자본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 생산성 :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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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조직 인력구성의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령별, 성별,

직급별,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지수를 측정하였다. 다양성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업로드된 각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공기업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집한 인적자원의 연령별, 성별, 직급별, 근속

연수별, 학력수준별 세부 분포자료를 활용하였다.

연령별 다양성은 국가 정책에 따라 고졸 신입사원의 채용이 점차 확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만 19세 이하도 별도 범주로 구분하였다. 조직

구성원을 만 19세 이하, 만 20세 이상 만 29세 이하, 만 30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만 49세 이하, 만 50세 이상의 총 5개 범주로 구분하여,

10세 간격으로 구분된 연령대별 인원을 측정하였다. 성별 다양성은 조직

구성원을 남성, 여성의 총 2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직급별 다양성은 5급

이하(기타직급 포함), 4급, 3급, 2급 이상(간부급)의 총 4개 범주로 구분

하여 각 범주별 인원을 측정하였는데, 기관 특성에 따라 3급 이상을 간부급

으로 보는 기관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급을 간부와 직원으로 구분

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직급의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직급을 기준으로 인원을 측정하였다. 근속연수별 다양성은

조직 구성원의 근속연수를 만 9년 이하, 만 10년 이상 19년 이하, 만 20년

이상 만 29년 이하, 만 30년 이상의 총 4개 범주로 구분하여, 10년 간격

으로 구분된 범주별 인원을 측정하였다. 학력수준별 다양성은 Ostergaard

et al.(2011)의 설문문항을 일부 응용하여 조직 구성원의 학력수준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의 총 4개 범주로 구분하여 범주별

인원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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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의 처리에

일반적인 엔트로피에 기초한 지수를 사용하여 계수화 하는 방법

(Teachman, 1980)을 사용하여 엔트로피 다양성지수(entropy-based

diversity index)를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엔트로피 다양성지수 = 
  



×ln 12)

(Pi : 특정범주에 속한 구성원의 비율, n : 가능한 모든 범주의 수, ln : 자연로그)

기본적으로 다양성과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등을 참고

하여 독립변수의 성격에 따라 조직성과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Earley & Mosakowski(2000) 및

Richard et al.(2004)을 따라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비선형적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독립변수별로 측정된 값의 제곱 값을 모형에 포함

하여 추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2) 엔트로피 다양성지수 계산식에 따라 조직 내 직급별 인원이 [표 3-1]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엔트로피 다양성지수를 측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A기관의

구성원이 1,000명이고 5급 이하가 200명, 4급이 300명, 3급이 400명, 2급 이상이

100명이면, 직급별 다양성은 -[200/1,000×ln(200/1,000) + 300/1,000×ln(300/1,000)

+ 400/1,000×ln(400/1,000) + 100/1,000×ln(100/1,000)] = 1.280이다. 연령별, 성별,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지수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다양성이

높을수록 다양성지수는 큰 값을 나타내게 된다.

[표 3-1] 엔트로피 다양성지수 측정 예시

구분 총인원 5급 이하 4급 3급 2급 이상 다양성지수

A기관 1,000명 200명 300명 400명 100명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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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본 연구는 다양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기관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조직성과에 대한 인력구성

다양성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직의 규모

(정원), 조직의 나이, 상장 여부, 부채비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공공기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현황편람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장희란․박정수(2015)를 따르면 기업의

규모와 기관 연혁(기관의 존속연수)은 조직성과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 상황변수이며, 박민정(2010)을 따르면 역사가 오래된

기관일수록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 철저한

사전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조직의 규모와 함께 조직의 나이를 통제

하였다. 조직의 규모는 기관의 정원으로, 조직의 나이는 기관이 창립한

이후부터의 기간으로 측정하였다.

장희란․박정수(2015)를 따르면 주인-대리인이론에 의해 소유권 실체가

불명확하고 시장의 통제가 없는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에 비해 경영성과가

낮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시장의 통제 여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시장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일부 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장여부를 추가로 통제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형기(2014)를 따르면 부채가 높은 기업일수록 가용

자원의 활용도가 달라지며, 특히 일부 공기업의 경우 국책사업 추진 또는

정부의 가격정책에 따라 부채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추가로 통제하였으며,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는 [표 3-2]와 같다.



- 35 -

[표 3-2] 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

변수 조작화

종속

변수

조직

성과

공공성

측면
주요사업성과

경영평가 결과 중 주요사업부문의

개별 지표들의 가중치를 합한 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효율성

측면
노동생산성

경영평가 결과 중 노동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독립

변수

인력구성의

다양성

사회범주

다양성

연령별 다양성 연령별 엔트로피 다양성지수

성별 다양성 성별 엔트로피 다양성지수

정보

다양성

직급별 다양성 직급별 엔트로피 다양성지수

근속연수별 다양성 근속연수별 엔트로피 다양성지수

학력수준별 다양성 학력수준별 엔트로피 다양성지수

통제

변수
조직내적 특성

조직의 규모 정원(명)

조직의 나이 기관 운영기간(년)

상장 여부 상장 여부 : 유, 무

부채비율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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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국내 공공기관 중 공기업Ⅰ, Ⅱ에 해당하는 30개

기관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7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한다.

우선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활용할 변수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해당

기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집한 인적자원의 연령별, 성별, 직급별,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분포인원 자료와 공공기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현황편람의 경영공시 자료 중 조직내적

특성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로 활용할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의 주요사업부문 평가점수 및 경영

관리부문 업무효율 중 노동생산성 평가점수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다양성지수 및 경영실적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SAS 9.4를 통해

기초통계량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관마다 고유의 특성에 따라 특정 시점에 일부 개체의 관찰점이 관찰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균형패널이 아닌 불균형패널로

분석하였다.

먼저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들의 상호 간에 존재하는 선형관계의 방향과

크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독립변수의 값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독립변수들 간에 선형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선형관계의 크기가 큰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를 발생시켜 회귀

계수의 추정 정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패널데이터 분석에 앞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각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두 변수 간의 강한 선형관계를 나타내는데, 상관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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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보다 크면 두 변수는 정(+)의 선형관계를 가지고, 0보다 작으면 부(-)의

선형관계를 가지는데 0인 경우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은 각 변수의 경향성을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으로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계열 데이터 및 횡단면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횡단면

데이터는 변수들 간의 정적(static)관계만을 추정할 수 있는 반면, 패널

데이터는 여러 시점에 걸쳐 개인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동적(dynamic)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고려할 수 있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이 누락되어 생길 수 있는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통제할 수 있다. 끝으로 패널데이터는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

(variability)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패널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으로 관찰되지 않은 개체특성 효과를 고려하는

분석방법으로 민인식․최필선(2012) 및 이희연․노승철(2012)을 따르면

이러한 개체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오차항에 대한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모형의 특징과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먼저 고정

효과 모형은 관찰되지 않은 개체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

하고 개체특성 효과를 확률변수가 아니라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여

통제하는 모형으로, F-검정을 통해 합동(pooled) OLS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 즉, 개체특성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한다. F-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귀무가설이 기각

된다면 패널데이터가 개체특성 효과를 갖고 있어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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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면 패널데이터가 개체

특성 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합동(pooled) OLS 모형을 사용

해야 한다. 다음으로 확률효과 모형은 관찰되지 않은 개체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으로,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회귀계수의 차이를 검정하며, 두 계수

간의 차이가 유의적으로 존재한다면 고정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계수를

신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확률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계수를 더 신뢰

한다. 하우즈만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고정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계수는 일치추정량이 되므로 고정효과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만약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면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희연․노승철(2012)을 따르면 일반적으로 패널 모형 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패널데이터를 가장 잘 명시할 수 있는 모형이 합동

(pooled) OLS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중 어느 모형인지 설정

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검정은 모형 선택을 위한 하나의 기준일 뿐이며,

가장 적합한 모형은 패널데이터의 특성과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즉, 어떤 모형이 본 연구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검정도 필요하지만 검정결과,

표본의 특성 및 연구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분석모형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F-검정 및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살펴보고 표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분석모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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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제 1 절 기초통계량 분석

국내 공공기관 중 공기업Ⅰ, Ⅱ에 해당하는 30개 기관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 7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한 다양성지수 및 경영

실적평가 점수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기관 고유의 특성에

따라 특정 시점에 일부 개체의 관찰점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본

분석에서는 균형패널이 아닌 불균형패널로 분석하게 되었으며, 최종적

으로 22개 기관 130개 관찰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교적 작은 표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먼저 독립변수로 활용할 다양성지수는 공공기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 공공기관 현황편람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각 공기업 인적자원의 연령별, 성별, 직급별,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분포

자료를 활용하여 가공하였는데, 30개 공기업 중 인사정보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한 4개 기관을 제외하고 총 26개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근속연수별 다양성의 경우 만 9년 이하부터 만 30년

이상까지 10년 간격으로 총 4개 범주로 구분하여 다양성지수를 산정하였는데,

조직역사가 길지 않은 4개 항만공사의 경우 근속연수별 다양성이 0으로

산정되는 시점이 다수 존재하여 해당 시점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고, 다양성지수의

최댓값을 살펴보면, 연령별 다양성은 1.449, 성별 다양성은 0.684,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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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은 1.359, 근속연수별 다양성은 1.378, 학력수준별 다양성은 1.313을

기록하고 있다. 각 다양성별로 범주의 수를 감안하여 다양성지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직급별, 근속연수별 다양성이 학력수준별, 연령별, 성별 다양성

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그 중에서 성별 다양성이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2006년부터 여성인력의 고용 확대가 점차 확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별 다양성지수가 다른 다양성지수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준편차가 가장 큰 다양성은 직급별

다양성이고, 가장 작은 다양성은 연령별 다양성으로 확인되었다.

[표 4-1]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연령별 다양성 1.263 0.102 1.035 1.449

성별 다양성 0.424 0.125 0.219 0.684

직급별 다양성 1.138 0.165 0.745 1.359

근속연수별 다양성 1.148 0.164 0.658 1.378

학력수준별 다양성 1.070 0.115 0.705 1.313

다음으로 종속변수로 활용할 조직성과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공공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의 주요사업부문의 평가점수 및 경영관리부문의

노동생산성 평가점수를 활용하였는데, 독립변수에 대한 기초데이터 수집이

완료된 26개 공기업 중 5개 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 부산항만공사, 여수

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등 일부 공기업의 경우

2011년 또는 그 이후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기 시작함에 따라

데이터가 없는 시점이 존재하여 해당 시점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2]과 같다. 2009년부터 201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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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주요사업성과 점수와 노동생산성 점수의

평균은 각각 83.48점, 73.24점으로, 주요사업성과 점수의 경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에서 최소 1개년도 이상 만점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생산성 점수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기관에서 1개년도

이상 만점을 기록하였다.

[표 4-2]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주요사업성과 점수 83.48 9.68 58.53 100.00

노동생산성 점수 73.24 28.27 20.00 100.00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조직 내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직의 규모, 나이,

상장 여부, 부채비율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장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통제변수인 조직의 규모, 나이, 부채비율의 경우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분포 즉, 양의 왜도를 가진 형태가 나타났고, 극단값을 갖는

관찰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 자료의 값을 로그

변환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로그 변환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조직의 규모는 연도 말 기준 각 기관의 정원으로 분석

하였는데, 조직의 규모는 작게는 1백 명 미만부터 크게는 3만 명 이상의

정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의 규모가 작은 기관은 4개 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있으며, 반면 조직의 규모가 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있다. 조직나이가 많은

기관은 조직규모가 큰 기관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부채비율의 경우 극단값을 가지는 시점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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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OG(조직의 규모) 7.39 1.24 5.19 10.32

LOG(조직의 나이) 3.36 0.80 1.60 4.76

상장 여부 0.89 0.31 0.00 1.00

LOG(부채비율) 4.37 1.05 1.53 6.76

제 2 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들 간 선형관계의 크기가 큰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를 발생시켜

회귀계수의 추정 정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각 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4]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1%에서는 연령과

근속연수별 다양성, 성별과 직급별 다양성, 근속연수와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과 근속연수별 다양성이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유의수준 5%에서는 성별과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크기에 있어 모두

0.5 미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관계 중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방향성을 살펴보면, 유의수준 1%에서 연령별 다양성은 주요사업성과

및 노동생산성과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근속연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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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은 노동생산성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시적인 성격이

강한 인구통계학적 요소에 속하는 연령 및 성별 다양성의 경우, 다양성이

높을수록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선행연구

및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위계질서가 뚜렷한 문화에서 연령이 중요한 사회적 범주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일치하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유의

수준 5%에서 학력수준별 다양성은 주요사업성과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식이나 전문성과 같은 기능적 다양성에

속하는 학력수준별 다양성의 경우, 다양성이 높을수록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선행연구 및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연령별 다양성과 주요사업성과로 0.436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연령별 다양성이 주요사업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제3절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각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관계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방향성을 살펴보면, 유의수준 1%에서 부채비율은 노동생산성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유의수준 5%에서 조직의 나이는 주요사업성과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역사가 오래된 기관일수록 매년 시행

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 고득점을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를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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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패널데이터 분석

패널데이터 분석은 오차항에 대한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분석에 앞서 패널데이터에 대한 F-검정과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 패널데이터에 개체특성 효과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어느 모형을 통해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패널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모형을 선정

하였다.

1. F-검정

패널데이터 분석에 앞서 패널데이터에 관찰되지 않은 개체특성 효과

즉, 고정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다. F-검정의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패널데이터에 개체특성 효과가 존재하며, 따라서

합동(pooled) OLS 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면 개체특성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고정효과 모형보다 합동(pooled) OLS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주요사업성과 및 노동생산성

각각에 대한 F-검정 결과는 [표 4-5]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를 주요사업

성과로 하는 모형에 대한 F-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P-value 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개체특성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합동(pooled) OLS 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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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패널데이터에 개체특성 효과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추가로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회귀계수의 차이를 검정하여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확인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를 노동생산성으로 하는 모형에 대한 F-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P-value 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개체특성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종속변수를 노동생산성으로 하는 경우에는 합동

(pooled) OLS 모형을 통해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5] F-검정 결과

구 분
F Test for No Fixed Effects

Num DF Den DF F Value Pr > F

주요사업성과 27 94 9.72 <.0001

노동생산성 27 94 1.52 0.0723

2. 하우즈만 검정

앞 절에서 종속변수를 주요사업성과로 하는 모형에 대한 F-검정 결과

패널데이터에 개체특성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추가적

으로 하우즈만 검정을 실시하여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우즈만 검정 결과는 [표 4-6]과

같으며, P-value 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5% 유의수준에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회귀계수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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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고정효과 모형보다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패널데이터는 표본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추정해야 할 모수가 많아져 자유도 상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으로 기관 고유의 인적구조 특성에 따라 개체 간에는 인력구성 다양성에

차이가 있겠지만, 정원 및 인력의 유입․유출이 다소 고정적인 공공기관의

특성상 개체 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력구성의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고정효과 모형보다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를 주요

사업성과로 하는 경우에는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행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6] 하우즈만 검정 결과

구 분
Hausman Test for Random Effects

Coefficients DF m Value Pr > m

주요사업성과 8 8 12.13 0.1456

3. 패널데이터 분석

1) 합동 OLS 모형 분석

종속변수를 공공기관의 효율성 성과 즉, 노동생산성으로 하는 경우, 고정

효과에 대한 F-검정 결과에 따라 개체특성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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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ed) OLS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먼저 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F-통계치는 2.67이며, 회귀계수 값이 모두 0이라는 귀무

가설에 대한 P-value 값은 0.0073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모형의 독립변수인 성별, 연령별,

직급별,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모든 독립변수가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10% 유의수준에서 근속

연수별 다양성만이 노동생산성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부채비율만 노동생산성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인력구성의 다양성과 노동생산성 즉,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사례들이 있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연령별, 성별, 직급별,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 등 여러 다양성에 대해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고, 주로 성별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비록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여러

차원의 다양성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민간부문과 달리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공공기관의 성과를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점수를 조직

성과로 보고, 이를 공공성, 효율성 측면의 지표로 나누어 종속변수로 선정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노동생산성 점수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효율성 측면의 성과를 공공기관의 고유한 조직성과를 대리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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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성별 다양성의 경우 노동생산성에 부(-)

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사회범주 다양성의 유형적 특성 및 다양성의

효과적 측면에서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성별 다양성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성효용(2012) 및 김형기(2014)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별

다양성을 여성관리자 비율 및 여성근로자 비율로 나눠서 분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단독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분석할 때 정확한

영향관계를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성상현(2006)의

연구에서도 여성비율이 매출액 증가율에 부(-)의 효과를 보이다가 여성

간부비율을 추가 투입했을 때 여성비율의 영향력이 없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직위에 무관하게 여성비율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단순 성장

보다는 책임과 직위가 높은 직무에 투입된 여성비율의 영향력이 강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근로자 비율이 노동생산성에 부(-)의 효과를,

여성관리자 비율이 노동생산성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한

김형기(2014)의 연구에서도 여성근로자의 단순 비율보다는 여성관리자의

비율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금재호

(2002)를 따르면 기업이 적극적 조치를 통해 여성고용 목표치를 달성해야

할 경우 여성은 낮은 자격요건이나 생산성을 갖춰도 채용이나 승진이 가능

하기 때문에 여성의 생산성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여성근로자의 단순 비율은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해 성별 다양성 분석 시 여성비율을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의 비율로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방향성의 측면에서 성별

다양성이 노동생산성에 부(-)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기존 연구

결과 및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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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별 다양성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노동생산성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는

반대의 결과이긴 하지만, 근속연수별 다양성의 경우 혼재된 영향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일치하지 않는 방향

성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으나 사회범주 다양성에 속하는 연령별 다양성은 노동생산성에

부(-)의 방향성을, 정보 다양성에 속하는 직급별 및 학력수준별 다양성은

정(+)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양성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이론 및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7] 합동(pooled) OLS 모형 분석 결과

구 분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72.2295*** 50.3354 3.42 0.0009

연령별 다양성 -43.1325 26.6179 -1.62 0.1078

성별 다양성 -0.54743 28.8150 -0.02 0.9849

직급별 다양성 25.80406 16.7937 1.54 0.1270

근속연수별 다양성 -35.6363* 20.0784 -1.77 0.0785

학력수준별 다양성 0.897922 24.3041 0.04 0.9706

조직의 규모 2.132711 3.3432 0.64 0.5247

조직의 나이 -3.6163 4.5195 -0.80 0.4252

상장 여부 -6.47719 8.6508 -0.75 0.4555

부채비율 -7.19225*** 2.6093 -2.76 0.0068

F Value = 2.67, Pr > F = 0.0073, R-Square = 0.17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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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률효과 모형 분석(선형관계)

종속변수를 공공기관의 공공성 성과 즉, 주요사업성과로 하는 경우, 확률

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이 모형의 독립변수인

성별, 연령별, 직급별,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주요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근속연수별 및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주요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형의 설명력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별

및 학력수준별 다양성은 지식이나 전문성과 같은 기능적 요인이자 과업과

밀접한 속성을 가지는 요소로써, 본 연구에서의 유의미한 정(+)의 효과는

정보 다양성의 비가시적인 특성 및 정보/의사결정이론의 효과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어 다양성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이론 및 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속연수별 및 학력수준별 다양성과 같은

과업지향 다양성은 정보/의사결정이론의 관점에서 다양성이 높은 조직이

동질적인 조직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다양성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정보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 구성원들의 근속기간, 학력수준 등의 과거 경력

및 경험이 다양한 조직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이는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및 가설이

지지되고 있다.

라영재(2012)를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제한된 일자리에 대해

신규 진입을 원하는 청년 구직자들과 정년 연장을 원하는 고령의 조직

구성원의 요구가 상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속연수별 다양성이 주요사업

성과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현재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및 청년고용 확대 등의 인력운영 정책은 다양한 근속연수를 가지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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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공존하게 하여 두 종류의 상충되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고학력의 청년 구직자 비중이 높다는 것인데,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주요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졸자

채용 확대정책은 다양한 학력수준을 가지는 구성원들을 채용하게 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다양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방향성에 있어 연령별

다양성의 경우 주요사업성과에 부(-)의 방향성을, 성별 다양성은 정(+)의

방향성을, 직급별 다양성은 부(-)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김용수(2014)를

따르면 연령별 다양성은 의사소통에 부(-)의 영향을, 성별 다양성은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는데, 성별 다양성의 경우 조직성과에

혼재된 영향력이나 부(-)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대부분의 연구와

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여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어느

수준까지는 존재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공공기관에 여성인력이 활발하게 유입되기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아 여성

인력은 아직 상대적으로 하위직급에 배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력을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분위기에 긍정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성별 다양성의 경우

다른 종류의 다양성에 비해 성과와의 관계가 분석된 사례가 많은 만큼

그 결과 또한 혼재되어 있는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

지만 본 연구에서도 노동생산성과의 관계에서는 부(-)의 방향성을, 주요

사업성과와의 관계에서는 정(+)의 방향성을 보이는 등 혼재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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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확률효과 모형 분석 결과 : 선형관계

구 분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52.7642** 26.6108 1.98 0.0497

연령별 다양성 -5.06546 9.3887 -0.54 0.5905

성별 다양성 4.263723 17.9088 0.24 0.8122

직급별 다양성 -2.30043 11.0779 -0.21 0.8358

근속연수별 다양성 20.6615** 8.9468 2.31 0.0226

학력수준별 다양성 34.54979** 15.1689 2.28 0.0245

조직의 규모 -1.909 2.0853 -0.92 0.3618

조직의 나이 -0.73517 2.8269 -0.26 0.7953

상장 여부 -1.38664 6.7563 -0.21 0.8377

부채비율 -0.94192 0.8317 -1.13 0.2597

R-Square =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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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확률효과 모형 분석(비선형관계)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력을 지지하는 여러 연구가 존재

하는데, 이 연구들은 적정 수준의 다양성이 높거나 낮은 수준의 다양성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으며(Richard et al, 2004;

Dahlin et al., 2005), 성지영 외(2008)의 팀 내 개인 간 인구통계학적

비유사성과 개인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성별, 근속연수별 비유성과

성과 사이의 역U자형 비선형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일부 확인된 주요사업성과에 대해서 다양성의

비선형적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선형적 영향력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독립변수별로 다양성지수와 그 제곱 값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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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포함하였는데, 성별 다양성지수의 제곱 값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

했을 때에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그 결과는 [표 4-9]와 같다.

성별 다양성은 1% 유의수준에서 주요사업성과에 역U자형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성지영 외(2008)의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성별 다양성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조직성과가 높아지다가 그

이후 조직성과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사업성과에 대한 성별

다양성의 영향력이 변화하는 시점은 다양성지수가 약 0.43이 되는 시점

으로 이는 여성인력 비율이 약 16% 정도일 때를 의미한다. 성별 다양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주로 부(-)의 영향력을

미치거나 혼재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앞 절에서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남성 위주의 노동시장에 여성의 진입이 확대되면

남성들은 여성을 지위, 승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며,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범주화이론 및 유사성/유인이론에 따르면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상호작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성별이 다양해지면 성별 간의 차이가 극대화

되어 사고, 관점, 지식의 공유 등이 어려워질 수 있어 조직성과에 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별 다양성이

주요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순히 부정적인 선형관계가 아니며, 성별

다양성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면 주요사업성과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앞 절에서 성별 다양성과 성과와의 관계

분석 시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로 나누어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해야 정확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이 성별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적정 수준과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의 적정 비율에 대해 심도 있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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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수준별 다양성은 1% 유의수준에서 주요사업성과에 정(+)의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6년 신규채용의 20% 수준까지 고졸채용을 확대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졸취업자가 공공기관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와 정(+)의 영향관계에 있다는 본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해

볼 때, 고학력 구직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고졸채용 확대 및 정착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확률효과 모형 분석 결과 : 비선형관계

구 분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42.1781 45.8127 -0.92 0.3591

연령별 다양성 -5.39833 10.4665 -0.52 0.6070

성별 다양성 205.6425** 82.9758 2.48 0.0146

(성별 다양성)2 -237.253*** 87.5523 -2.71 0.0077

직급별 다양성 7.858802 18.7450 0.42 0.6758

근속연수별 다양성 8.524994 10.6284 0.80 0.4241

학력수준별 다양성 97.94034*** 21.9981 4.45 <.0001

조직의 규모 -1.07086 3.6129 -0.30 0.7674

조직의 나이 -4.32893 4.9569 -0.87 0.3842

상장 여부 0.570604 15.2858 0.04 0.9703

부채비율 -2.21161** 0.9138 -2.42 0.0170

R-Square = 0.21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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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변화 및 경제

활동인구의 다양화 등에 따른 변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청년, 고졸자 채용 확대 등 국가 정책과제의 시행

으로 다양한 배경 및 연령을 가진 인력의 진입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 인력

구성의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 중 조직 내부 인적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효율성 측면의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고, 국내 공공

기관 중 공기업Ⅰ, Ⅱ에 해당하는 30개 기관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 7년간의 경영실적평가 점수 및 다양성지수를 분석하여 그 영향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효율성 성과로 분류한

노동생산성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에는, 연령별, 성별, 직급별, 근속

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 모두 효율성 성과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공공성 성과로 분류한 주요사업성과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에는, 정보 다양성으로 분류되는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공공성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검증된 주요사업성과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에는 다양성의 비선형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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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각 독립변수의 제곱 값을 추가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성별 다양성이 역U자형 영향력을,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가 다양성이 객관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선형적 영향력을 실증적

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다양성으로 분류

되는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주요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는 두 가지 다양성이 비가시적이고 과업 지향적인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양성의 유형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지지

하며, 또한 사회심리학적 관점 중 정보/의사결정이론을 따른다는 점에서

다양성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속

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의 증가로 조직 내 다양한 근속기간, 학력 및

배경을 가지는 여러 세대의 구성원들이 공존하게 되면 조직은 구성원들

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경력, 경험,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가지게 됨으로써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의 조직성과에 대한 선형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비선형적 영향력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기 때문에, 성별 다양성의 주요

사업성과 점수에 대한 역U자형 영향력은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역U자형 영향력이라는 것은 성별 다양성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조직성과가 높아지다가 이후 조직성과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론 및 가설에 의하면 주로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 성별 다양성의 경우에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면 오히려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조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양성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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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인적구조가 존재하는지, 인력구성 다양성의

적정 수준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 초기의 의문과 관련하여, 비록 성별

다양성에서만 밝혀졌지만 적정 수준에 대한 관리의 가능성이 밝혀진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연령별, 성별, 직급별,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 등 조직 내 인력

구성의 다양성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조직의 성장을

방해하는 갈등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다양성 자체를 유도하거나 배제하는 방향의 정책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조직 내 다양성이 필연적인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는 다양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유도하여 다양성이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관리정책을 펼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겠다. 다양성을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며,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조직 인력구성

다양성을 경쟁우위의 원천이자 기업의 생존 및 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확보

하기 위해서는 인력구성의 다양성 즉,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조직 구성원들의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 및 존중하고, 그

다양성으로부터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다양성 및 다양성

관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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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직수준에서 연령, 성별과 같은 사회범주 다양성과 직급,

근속연수, 학력수준과 같은 정보 다양성이 객관적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양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여성인력 즉, 성별 다양성 차원에 주목하여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사례가 많았고, 성별 다양성 이외의 다양성을 다루더라도 주로 팀 수준의

연구이거나, 조직몰입, 직무만족, 갈등, 창의성 등 주관적 성과에 관심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조직수준에서 여러 다양성

변수와 객관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였다는 한계점을 감안

하여 그 영향력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사회과학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은 주어진 상태로

간주되어 통제변수의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핵심적 영향변수로 분석함으로써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인적구조의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주요사업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최근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고용 확대, 고졸채용

확대 등 공공기관 인력운영의 기본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기본

방향의 큰 축은 청년고용 확대 및 고졸채용 확대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정년을 연장함과 동시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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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을 활용하여 청년고용절벽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일정수준 준수하게 하는 등

청년고용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근속연수가 긴 장년층과 근속연수가 짧은 청년층이 보다 광범위하게

조직 내 공존하게 됨으로써 조직 내 근속연수별 다양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고졸자 채용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취업난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고학력화가 가속화되고 고학력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조직 내 다양한

학력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을 공존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학력수준별 다양성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근속연수별,

학력수준별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세대에 속하는 다양한 학력 및

배경을 가진 조직 구성원들이 공존하게 되고, 그 구성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경력, 경험, 기술 및 정보와 더불어 다양한 관점 및 견해의

공유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본 연구

결과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확대, 고졸채용 확대 등 공공기관 인력운영에

대한 현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 다양성이 주요사업성과에 역U자형의

비선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여성고용 확대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성

고용 확대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기본방향의 다른 한 축으로, 2013년에

마련된 여성관리자 확대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내 성별 다양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별

다양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주로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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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미치거나 혼재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경우 오히려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의 여성고용 확대 및 여성관리자

확대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시사점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정원 및 인력의 유입․유출이 고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인력구성과

관련하여 조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인적구조 구성의 방향성 및 적정

수준의 인적구조 존재 여부를 분석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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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Ⅰ, Ⅱ에 해당하는 30개 기관을 대상

으로 다양성지수 및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점수를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한 기관이 일부 존재하여 26개 기관의 자료만 수집할

수 있었고 기관 고유의 특성에 따라 특정 시점에 일부 개체의 관찰점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균형패널이 아닌 불균형패널로 분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22개 기관의 130개 관찰점을 토대로 작은

표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표하는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다양성 자체의 실제 영향력을 밝히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상황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변수에 따른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성별 다양성과

성과 간의 비선형관계를 분석하면서 산업환경 역동성의 조절효과에 대해

연구한 사례도 있고,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성별, 학력수준 등의 다양성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조절효과에 대해

연구한 사례도 있다. 향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여러 차원의 다양성과

객관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상황적 조절변수를

발굴해 그 조절효과에 따라 다양성이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 자체의 영향력에

집중하였는데, 다양성 자체와 더불어 효과적인 다양성관리가 성과를 증대

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상황변수에 따른 조절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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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과 같은 사회범주 다양성 및 직급, 근속

연수, 학력수준과 같은 정보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

하였는데, 이 외에도 인지적인 측면의 다양성 요소 즉, 태도, 신념, 가치 등

더 높은 수준의 심층적 다양성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성격 다양성, 인지방식 다양성 등 보다 심층적 수준의 다양성에

대해 연구한 사례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범주 다양성에 비해 덜 가시적인

속성을 가지는 정보 다양성까지 연구범위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향후

연구방법을 달리하여 비가시적인 인지적 측면의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차원의 다양성이 객관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선형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며, 비선형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비선형적 영향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 초기단계부터

비선형적 영향력에 집중하여 조직 다양성의 유형에 따라 다양성의 적정

수준이 존재하는지 즉, 조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특정 인적구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통제변수가 대부분 유의미하게 작동

하지 않고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결정계수(R-Square, R2)

또한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 모형 자체에 한계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이를 발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통제변수를 적용하고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기본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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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ity of Organizational Workfor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Kim, Ji Hye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began with the interest in recent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Korea. It is especially worthy of

notice that the diversity of work force composition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number of people with various backgrounds and

ages increased in public enterprises due to the specific national

employment policies such as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 youth, and high school graduat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d on internal human resources among various factors that

determin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examined how the diversity

of workforce composition affects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in the aspects of public and efficiency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performance score and diversity index for 7

years from 2009 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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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it was analyzed that the diversity in age, gender, position,

tenure of service, and level of education have little effect on the

performance when the labor productivity score classified as the

efficiency performance i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it

showed that diversity in the tenure of service and level of education

is relevant to the performance when the core business performance

scores classified as public performance is us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following additional analysis to make sure of

non-linear influence of diversity showed that gender diversity affects

inverse U-shaped influence and diversity by level of education has a

positive(+) correlation.

Unless the diversity of organizational workforce composition is

effectively managed, it could be considered as a conflict which

hinders the organization's growth. The diversity itself might be

required to manage the level of diversity based on th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However,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implement multilateral policies which could derive positive aspects, so

that the diversity should function as a facilitator to obtain high

organization performance in today’s environment where the diversity

of workforce is inevitable. In order to establish the diversity of

manpower composition as a source of the competitive advantage and

essential element for organizational survival in this age of unlimited

competition, we should acknowledge and accept the diversity of

manpower composition at organizational levels, that is, the difference

of organizational members with diverse socio-cultural backgrounds

must be recognized and respected as a difference, not a wrong, and

how to maximize the potential from diversity is one of the principal

challenges of our day.

Keywords : Diversity, Organizational Performance, Public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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