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 기관장의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유 진 아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보유한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이다. 최고관리자는 조

직 내부의 자원 및 조직이 속한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재해

석하여 조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등 조직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

다. 따라서 조직의 최고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중간관리자

나 하급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관리기술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

석은 미흡하였다.

기존 국내외 연구자들은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을 업무전문성, 사

업전문성, 과학기술 전문성, 재무전문성, 산업전문성 등으로 좁혀

전문성의 어느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제시한 바 있다

(Kirkpatrick et al, 2017; Teodoro, 2014; 박원, 2014; 유승원,

2009). 이러한 연구 경향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리 전문성을 ‘조직관리에 대해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로 정의하고,

Becker(1964)가 제시한 인적자원의 하위차원을 활용하여 최고관리

자 전문성의 하위차원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장의 전문성 측정을 위해 Becker(1964)의 분류를 적용

하여 기관장의 전문성을 일반관리 전문성(generic management

expertise), 조직내부 전문성(internal expertise), 지식 전문성

(intellectual expertise)으로 나누었다. 한편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다차원적 성과를 고려하여, 조직의 성과는 효과성, 효

율성, 형평성의 3개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공공기관장의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일반관리 전문성이 조직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직내부 전문성과 지식 전

문성은 조직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성과지표별로 차이는 있으나, 공공기관장이 보

유한 전문성 중 일반관리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했던 공공조직 최고관리

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의 하위차원을 제시하고, 각 전문성이 조직

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전문성과 관련한 지식의

구체화 및 일반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지식

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보다 관리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이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

관장 임용 기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전문성을 보유 여부만으로 측정함으로써 전문성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인식에 기초한 성

과 이외에 다른 기준으로 측정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관장의 임명 시점과 조직성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시도했으나, 미흡하

였다. 이러한 측정상의 한계는 향후 측정 방법에 대한 보완 및 종

단적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관리 전문성, 조직성과, 일반관리 전문성, 조직내부 전문성,

지식 전문성

학 번 : 2015-2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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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기관장의 전문성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관리자가 전문성을 갖춘 경우 그렇지 않은 관리자와 구

분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알려져 있

으며(Teodoro, 2014), 관리자의 전문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

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Hambrick, 2007). 즉,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

은 조직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 환경의 영향을 완화하며, 조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이러한 사고에 기초하여 공공기관의 최고관리자가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실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조직 최고관리자의 내부승진 여부, 과

거 경력 등이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최

고관리자 연구 분야의 주요 화두로 다루어짐으로써, 최고관리자의 전문

성 보다는 경력 배경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김보은, 2017; 최

부경·안지영, 2016; Petrovsky et al., 2015; 김다경·엄태호, 2014; 정지수·

한승희, 2014; 박원, 2013; Hill, 2005). 그러나 최근 경영진이나 최고관리

자가 갖춘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가에 대한 연구(Kirkpatrick, 2017; Teodoro, 2014; 유승원, 2013)가

이루어지면서 조직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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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사 정책적 차원에서 조직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해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언론 및 시민사회의 관심이 지대해지면

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만,

공공기관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수의 연구들이 기관장의 내부승진 여부나 경력을 기관장의 특성이나

역량의 하위 요소로 측정하고 있을 뿐, 기관장의 경험이나 지식에 대한

분석을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로 연결시키지는 않고 있다. 또

한 최고관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에

도 어떠한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전문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차

원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측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관 기관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차원을 규명하고, 이러한 하위차원들이 각각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최고관리자의 전문성과 조직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분석 대상인 한국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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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공공기관이다.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동법 제4조 제1항).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실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그 설립 또는 운영에 정

부의 재원이 투입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1)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공공기관은 재원조달상의 유사성이 있을 뿐 각기 상이한 목적 하에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들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운

영법의 목적이 이 조직들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증진’에 기

여하는 것인바(동법 제1조), 이에 따르면 각 조직들은 국민들에게 공공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로 인식되었던 공공서비스의 제공 기능을 분담하는 조직이 공공기관

인 것이다.

공공기관의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 의해 조달되며, 각 기관들

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

서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보장은 중요한 문제이다. 공

공기관운영법 또한 이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동법 제1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낮은 비용 절감 유인에

서 비롯되는 방만 경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길어진 위임의 고리에 기

1)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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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낮은 책임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Rhodes, 1996) 지속적으로 비

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

의되고 있는데, 기관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조직 전체의 효율성 및 효

과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그 방안 중 하나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은 공개모집 방식이 아니며, 기관장의 자격 또

한 기관별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운영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

관장 임용 기준으로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

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

야 하며(공공기관운영법 제30조 제1항), 사전에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

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그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동조 제3항).2)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각 공공기관의 몫으

로, 전문성 이외에 더 중시하는 기준이 있는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중

시하는지 등에 따라 각 공공기관장은 다양한 배경을 가질 수 있다.

공공기관 최고관리자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있지 않

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장에게 필요한 전문성의 실질이 어떤 내용인지 규

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기관장의 전문성이 실제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공공기관장 임용에 활용

될 지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한국의 공

공조직을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 및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장의 전문

성이 기관장 개인의 성과가 아닌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므로, 조직을 분석단위로 삼았다. 또한 공간적으로 한국을, 시간적으로

2015년과 2016년을 연구 범위로 한정한다.

2) 다만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기타공
공기관의 기관장 임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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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대상 및 범위에 따라 본 연구의 모집단은 다음과 같이 결

정된다. 공공기관운영법의 기준에 따라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16개, 323개의 조직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5년과 2016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

된 각 316개와 323개의 기관 및 기관의 현직 기관장이 된다.

다만 기관장의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재임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관장과 그 소속 조직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관장이

교체된 직후의 조직을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직전 기관장이 조직의 성

과에 주었을 영향을 일정부분 배제할 수 있다. 조직의 성과와 관련한 연

구에서 시차를 반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립변수의 측정 시기와 종속

변수의 측정 시기 사이에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가용

데이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표본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과 영향을 교란할 수 있는 표본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방

식으로 시차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다.

2015년 2016년
증감

계 신규 해제 변경
공기업 30 30

시장형 14 14
준시장형 16 16

준정부기관 86 90 +4 +3 +1
기금관리형 17 16 -1 -1
위탁집행형 69 74 +5 +3 +2

기타공공기관 200 203 +3 +9 -5 -1
계 316 323 +7 +12 -5

[표 1-1] 2015년 및 2016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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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공공기관 기관장의 전문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

1)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경향

기존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민간조직을 분석 대상

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최고관리자가 조직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재무전문성을

갖춘 CEO가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지(Custodio and

Metzger, 2014),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에

영향을 미치는지(이강영 ·윤성만, 2011) 등이 최고관리자의 전문성 연구

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연구주제이다.

기업으로 대표되는 민간조직의 경우 이윤 추구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

정하고 있고, 재무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전문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

었다(김보은, 2017). 반면 공공조직의 경우 모호한 조직목표로 인해 성과

를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O’Toole & Meier, 2011; 전영한, 2004)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민간조직의 최고관리자가 대부분 전문경영인(CEO)인 것과는

달리, 공공조직의 경우 다양한 경력 배경을 가지는 최고관리자를 채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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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한 분야이다.

최고관리자의 역할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경력배경

을 가진 공공조직 최고관리자의 임용 기준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조직의 목표가 모호한 공공조직의 경우 최고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 또한 필요하다.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한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공공조직 최고

관리자의 전문성 연구 또한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유사한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연구자들은 연구 목적에 따라 ‘재무 전문성

(financial expertise)’, ‘사업 전문성(business expertise)’, ‘산업 전문성

(industry expertise)’ ‘과학기술 전문성(technical expertise)’, ‘업무 전문

성’ 중 하나로 최고관리자의 전문성 범위를 좁혀서 분석하고 있다

(Kirkpatrick et al, 2017; 김수연 외 2017; 이석환, 2015; Teodoro, 2014;

유승원, 2009). 이와 같은 연구 경향에 따라 전문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

구는 미흡했다.

또한 다수 연구들은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제시

하기보다 측정 방식을 통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Teodoro(2014)는 조직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을 공학자(engineer)인지 아

닌지로 판단하였다. 유승원(2009)은 해당 공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에서

의 업무 경험을 최고관리자의 산업전문성으로 정의하고, 이 때 산업분야

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3) 또

한 재무전문성은 회계 또는 재무분야의 전문가인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4) 이석환(2015)은 도시개발공사 기관장의 전문성을 도시개발공사

3)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기업의 CEO가 임명 이전 최근 10년 중 관련 업무 또는 연구
를 5년 이상 수행한 경우 산업전문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4) 재무전문성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말한다. 이는 공인
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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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으로 선임되기 전 도시개발분야의 업무나 연구를 수행한 경우로

설명하였다. 박원(2013)은 기관장의 업무전문성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를 직접 5년 이상 수행한 적이 있거나 감독 혹은 통제기관, 민간기관에

서 장기간 간접경험을 한 경우로 보았다.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연구자 전문성 측정 방법

Teodoro(2014) 공학전문성
공학자(engineer) 여부(학위 소지 여

부)

유승원(2009)

산업전문성

최근 10년 이내에 현재 재직하고 있

는 조직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분류의 산업에서 업무 또는 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재무전문성

『상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박원(2013) 업무전문성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5년 이

상 수행한 적이 있거나 감독 혹은 통

제기관, 민간기관에서 장기간 간접경

험을 한 경우

이석환(2015) 업무전문성
임용 이전 도시개발업무나 연구를 수

행한 경험이 있는 자

김수연 외(2017) 업무전문성

해당공기업의 내부승진자 혹은 민간

기업이나 타 공기업의 CEO 경력 보

유자

[표 2-1] 전문성의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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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전문성의 개념들이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데 둘 이상의 방법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김수연 외(2017)의 연구에서는 공기업 CEO의 업무전문

성 유무를 측정함에 있어 해당 공기업의 내부 승진자는 물론, 공기업의

업무 관련유무에 상관없이 민간기업이나 타 공기업의 CEO출신인 경우

업무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측정함으로써 업무전문성 혹은

산업전문성 외에 사업전문성 혹은 경영전문성이 하나의 전문성을 나타내

게 되었다.

종합하여 볼 때, 전문성에 대한 실증 분석은 연구 대상이 민간조직이

든 공공조직이든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의 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그 영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으로

인해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연구는 부족했다. 또한 전문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에도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최고관리자에게 일반

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의 하위차원을 설정하여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2) 전문성의 정의

전문성의 정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다(송석휘, 2015; 오헌

석·김정아, 2007). 이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바가

달라졌기 때문인데(Meynhardt and Diefenbach, 2012), 그로 인해 전문성

의 정의가 복잡해지면서 전문성은 다양한 개념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전문성의 의미 변화는 행정 분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Wilson(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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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administration)의 영역은 경영(business)의 영역과 같다.”고 했

던 것은 정치가와 구분되는 행정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

영하고 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신공공관리적 개혁 시기에

는 전문성이 민간부문에서의 관리기법이나 경험, 혹은 기술적인

(technical) 전문성을 의미하였다. Meynhardt 와 Diefenbach(2012)는 이

시기에 행정가를 더욱 “사업적(businesslike)”으로, 혹은 “기업가적

(entrepreneurial)”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다고 하였으

며, Petrovsky et al.(2015)은 이러한 시도가 신공공관리적 개혁 시기의

“시대정신(zeitgeist)”의 일부였다고 표현하였다.

전문성이 변화하는 개념이고,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학자들은 전문성을 정의하려고 시도해왔다. 전문성은 보통 이상의

수행 결과를 산출하는 개인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Harmon & King, 1985), 특정분야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Ericsson & Lehmann, 1996)이라 정의되기도 한

다. 또한 특정분야의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뿐 아니라 개

인이 가진 의식, 그리고 행태 차원에서의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

명되기도 한다(노승용, 2010).

일부 학자들은 개인이 보유한 특성을 넘어 개인의 행태, 나아가 규범

이나 문화를 전문성의 개념에 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이승종 외(2006)

에서는 협의의 전문성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광의의 전

문성은 이에 덧붙여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조정 및 통합능력, 자원 확보 능력, 업무추진력, 홍보능력 등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김영우와 권우덕(2012)은 공무원의 전문성이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의 의미와는 달라야 한다고 보며, 전문지식

이나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규범을 포함한다고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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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문성의 정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개념

요소는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이다(김영우·권우덕, 2012). 이러

한 전문성의 기본 요소를 가장 간결하게 담고 있는 개념은 Ericsson &

Lehmann(1996)의 정의인데, 이들은 전문성을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이라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므로, 이러한 정의

를 조직 관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에 적용한다. 즉, “조직관리에 대해 개

연구자 전문성의 개념요소 혹은 정의

Harmon & King

(1985)

보통 이상의 수행 결과를 산출하는 개인이 보유

한 기술과 지식

Ericsson &

Lehmann(1996)

특정분야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지

식이나 고도의 기술

이승종 외(2006)

· 협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 광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정 및 통합능력, 자원 확보 능

력, 업무추진력, 홍보능력 등

노승용(2010)

특정분야의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뿐 아니라 개인이 가진 의식, 그리고 행태 차원에

서의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

김영우·권우덕

(2012)

공무원 전문성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공익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업

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며,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

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

[표 2-2] 전문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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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을 관리 전문성으로 정

의한다.

3) 최고관리자 전문성의 하위차원

최고관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조직 관

리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관리 기술

(managerial skill)’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Mintzberg(1973)는 여덟 가지

세부 기술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것은 동료 관계(peer relationships), 리

더십(leadership), 분쟁 해결(conflict resolution), 정보 처리

(information-processing), 모호한 상황에서의 의사 결정

(decision-making under ambiguity), 자원 배분(resource allocation), 기

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자기성찰(introspection)이다. 이러한 기술들

은 관리자의 업무 과정에서 관찰되는 특성으로,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 행동을 강조하는 분류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관리자의 역할이나 기술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나름의 유형

을 제시하였지만(Kats, 1974; Whetten and Cameron, 2002), 이러한 분류

들은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하급관리자에 특화된 관리 기술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수준의 조직 관리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들을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최고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분류는 사전

적으로 어떠한 개인이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어떤 관리자를 선택하는 것이 조직에 이로운가에 관한 지

식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고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관리 기술은 최고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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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중간관리

자, 혹은 하급관리자와는 달리 최고관리자는 의사결정의 전제가 되는 기

본 가치 혹은 의사결정의 원칙과 정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Simon,

1948). 따라서 그들은 조직의 모든 분야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재무관

리, 인력관리 등 조직 관리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조직이 속한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 조직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정보 등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재해석하여 외부 압력을 완화하고 조직

전략을 수립하며, 보유자원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간관리자나 하위관리자의 경우 조직에 대한 종

합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보다는 자신의 직위에 특화된 지식과 정보를 보

다 구체적으로 숙지함으로써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관리자가 보유해야 할 관리 기술은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관

리자의 역할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Harris and Helfat(1997), Castanias and Helfat(1991), Colombo

(2004) 등은 최고관리자에게 필요한 관리 기술의 하위차원을 구성함에

있어 Becker(1964; 1975)가 제시한 인적자본에 대한 세 가지 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5) 그 세 가지 분류란, 일반 기술(generic

skills), 산업전문기술(industry-specific skills), 기업내부전문기술

(firm-specific skills)을 말한다.

Becker(1964)가 제시한 관리기술들은 기술의 구체성의 정도(degree of

specificity)에 따라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Harris and Helfat,

1997). 먼저, ‘일반 기술(generic skills)’이란, 모든 산업 혹은 조직의 관리

에 의해 획득되는 관리 기술이다. 어떠한 조직이 되었든 경영진으로 재

직한 경력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획득하게 되며, 이 기술은 산업과 조직

5) Becker(1964)는 인적자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연구하면서, 인적자본을 축적
한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높은 보상을 받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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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를 넘어 전이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전문기술

(industry-specific skills)’은 현재 경영진으로 소속된 산업과 동일한 산

업에 종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조직이더

라도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 경험이 있는 경우 산

업전문기술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내부전문기술

(firm-specific skills)’은 다른 조직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특정 조직에

대한 기술을 의미한다.

조직의 최고관리자는 조직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 및 조직이 속한 환

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

때 조직 내부 상황에 대한 축적된 정보를 ‘기업내부전문기술’로, 조직 환

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산업전문기술’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재해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 관리에 대

한 지식을 ‘일반 (관리) 기술’이라 볼 수 있다. 즉, Becker(1964)의 구분

은 조직의 최고관리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세 가지 차원

으로 간결하게 요약함으로써 조직 최고관리자의 인적자본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Harris and Helfat(1997)의 연구는 Becker(1964)의 인적자본 분류를

활용함으로써, 최고관리자에게 필요한 관리기술을 측정 및 처방이 가능

한 지표로 환원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앞서 소개한 다수의 연구자들

이 관리기술을 최고관리자의 업무 수행(performance)에서 나타나는 행태

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다(Mintzberg, 1973; Kats, 1974). 반면 Harris

and Helfat은 최고관리자의 관리전문성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획득되는

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기술(skills)이 경력 혹은 이전 업무 경

험(prior work experience)에 의해 주로 습득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

점은 기술은 직접 해봄으로써 얻게 되는 배움(learning-by-doing)과 깊

게 관련되어 있으며, 기술의 습득은 연습(practice)을 필요로 한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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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했던 Mintzberg(1973)의 사고와도 동일한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처럼

어떠한 기술이 직접적인 경험 혹은 연습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관리기술은 관리와 관련한 경력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러한 측정방법을 통한 연구는 조직에 필요한 관리자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식에 기여할 수 있다.

2. 공공기관 기관장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문성 보다는 기관장의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김보은,

2017; 김다경·엄태호, 2014; 정지수·한승희, 2014; 박원, 2013; 김난영,

2009). 즉, 기관장의 경력이나 출신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 최고관리자의 경력은 역량으로 해

석되거나(김보은, 2017; 김다경·엄태호, 2014), 최고관리자의 개인적 특성

혹은 배경의 하위요소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았다(정지수·한승희, 2014;

박원, 2013).

기관장의 경력은 기관장 교체 및 승계의 문제로 해석되기도 한다(최부

경·안지영, 2016; 박원, 2013). 즉, 내부승진을 통해 조직내부 및 조직 환

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최고관리자와 외부영입에 의한 최고관

리자 중 어느 쪽이 더 높은 성과를 받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

루어졌다. 또한 기관장의 경력을 임용유형 연구에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안성규·곽채기, 2013).

공공기관장의 전문성을 분석한 연구 중에서는 기관장의 ‘업무전문성’을

측정한 연구가 많았고,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기관장의 전문성을 과거

유사업무경험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김수연 외, 2017; 박원, 2013). 이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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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관장의 재무전문성을 과거 경력 및 자격 보유 여부로 측정한 연구

(유승원, 2009; 2013)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장

이 조직의 재무적 성과나 경영평가점수, 혹은 사회적 책임 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종합하여 볼 때, 공공기관 기관장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

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문성의 측정도구로서 기관장의 경력은 비교적 여

러 연구자들이 다룬 바 있다. 다만, 기관장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직 관련 지식 보유와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더 미흡하였

다. 또한 최고관리자 전문성에 대한 일반적 연구 경향과 마찬가지로 공

공기관장의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보다는 전문성의

특정 측면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 연구가 많았다.



- 17 -

제 2 절 공공기관의 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조직 활동은 궁극적으로 높은 성과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나 기

업이 시도하는 조직 개혁이나 혁신 노력들은 결국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활동들이다(김근세·이경호, 2005). 그런데 조직의 성과는 조직을 분

석하는 당대 연구자들의 주류적 관점 혹은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관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된(socially constructed) 개념이기 때문에 조

직성과가 무엇인지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정무권, 2010;

Brewer & Selden, 2000; Campbell, 1977). 더욱이 ‘공익’이라는 모호한

목표를 추구하는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성과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평가된다(Boyne & Walker, 2003).

공공조직의 성과는 1960년대 관리주의와 실증주의의 영향으로 능률성

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신행정학자들이

민주적 가치로써 형평성을(Frederickson, 1991), 1982년의 블랙스버그 선

언(Blacksburg Manifesto)에서 행정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조하기도 했으

나(Wamsely & Wolf, 1991),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개혁방안으로 신

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 부상하면서 결과 중심의 효율

성이 공공조직을 평가하는 지배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이 본질적인 의미의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조직성과의 복잡

성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성과관리주의의 역설(paradoxes of

performance management)’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늘면서(Radin, 2006;

Hood & Peters, 2004), 공적 가치들이 조직성과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견

해가 확산되었다.

공공조직의 성과에 대한 견해는 이러한 부침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날

에 와서는 Boyne(2003)이 제시한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형평성(equity) 외에도, 대응성(responsiveness),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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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ness)등 다양한 가치 기준에서 정의되고 있다(Brewer & Seldon,

2000; Rainey & Steinbauer, 1999).

조직성과 개념의 다차원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조직성과의 평

가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정무권 2010; Boshken, 1994).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나

경영 성과에 주목한 연구가 많았다(김다경·엄태호, 2014; 유승원, 2013;

원구환, 2008). 그러나 공공기관은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할 뿐 아니

라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 그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한다. 이

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재무적 성과나 경영 성과에 국한하여 측정

하기보다 다양한 가치 기준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를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으로 나누어 측정함으로써 재무적 성과나 경영 성과에 치우친 공공기관

성과 측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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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최고관리자의 전문성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논의

조직의 최고관리자가 전문성을 보유하는 경우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계는 거래비용이론, 상층부이론, 조직 내 권력

이론, 인적자본이론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김보은, 2017; Kalelkar

and Khan, 2016; 김다경·엄태호, 2014; 유승원, 2013; Coff, 2002; Block,

1987; Kanter, 1987; Hambrick and Mason, 1984).

먼저,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관리자가 전문성을 보유하게 될

경우 조직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낮춤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높

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고관리자가 전문성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전

문성, 혹은 전문 인력을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직의

거래비용을 낮추게 되고, 비용의 절감을 통해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

하게 된다(Singh et al., 1986). 유승원(2013)은 거래비용이론에 기초하여

공기업의 CEO가 산업전문성 및 재무전문성을 가진 경우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동일한 산업 분야에서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산업전문성을 가진 자로,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계전문가 또는 재무전문가를 재무

전문성을 가진 자로 전문성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기업

CEO의 전문성이 총자산영업이익률(ROA)과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상층부이론(Upper Echelon Theory)은 나이·교육수준·보유기술·경력

등 관찰 가능한 경영진의 특성이 조직 행태나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이

론이다. 이 이론에서 조직이 의존관계, 혹은 권력관계를 통해 자원을 획

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CEO로 대표되는

조직 내 의사결정자라고 본다(Hambrick, 2007). 즉, 최고관리자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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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보유한 정보를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략적 선택을 한다(Hambrick and Mason, 1984). 의사결정자의 전략적 선

택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Hater & Bass, 1988)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관장의 특성이나 경력은 조직의 선택이나 성과 예측

에 활용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김다경·엄태호(2014)와 김보은(2017)은 기관장의 업무 경험 및 내부승

진 여부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경영진의 특성이 조

직의 전략적 선택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층부이론을 가설 설정

의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다경·엄태호(2014)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중 사업

성과 점수를 종속변수로 놓고 분석하여 내부승진자가 조직의 성과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김보은(2017)도 상층

부이론에 기초하여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근무경험과 내부승진이 모두 경영전략, 재무예산, 경영

평가총점으로 측정된 종속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다.

이 밖에 관리자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은 조직 내 지식, 정보, 기술 등을

통제하여 전문적 권력(expert power)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French & Raven, 1968) 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조직 구성원들

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Block, 1987; Kanter, 1987) 궁극적으로 조직

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연구자들은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최고관리자가 보유

한 지식과 능력이 조직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Kalelkar and Khan, 2016; Coff,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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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전문성이 해당 조직의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기관장의 전문성은 기관장의 일

반관리전문성, 조직내부전문성, 지식전문성으로 측정되며, 종속변수인 공

공기관의 성과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으로 측정된다. 통제변수는 개인

수준에서 기관장의 연령,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관장의 행태

중 내부관리노력을, 조직 수준에서 조직의 자원, 연령, 기능, 유형을 포함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기관장의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면 [그림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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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기관장의 전문성

(일반관리, 조직내부, 지식)
⟹ 조직의 성과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통제변수

기관장 연령

기관장 성별

기관장의 관리노력

조직규모

(인력/수입)

조직연령

조직기능

조직유형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기관장의 관리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조직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은 조직의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실증분석 결과는 반드시 그렇지만

은 않다.

먼저 일반관리전문성과 관련하여, 김다경·엄태호(2014), 김보은(2017)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측과는 달리 과거 타 기관에서의 근무 경험

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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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조직에서 관리 경력을 가지는 경우 조직 내·외부의 자원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과 효

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았다.

가설 1: 기관장이 일반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1-1: 기관장이 일반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1-2: 기관장이 일반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1-3: 기관장이 일반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형평성이 높을

것이다.

기관장의 재임기간으로 측정하는 관리안정성의 경우 조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이 비선형적이라는 경험적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김다경·

엄태호, 2014; O’Toole and Meier, 2003).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

관장이 하나의 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으로 오래 재임하는 경우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약 3년 정도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

관장의 조직내부 전문성이 가지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조직의 성과에 미

치는 긍정적인 기여가 클 것으로 보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기관장이 조직내부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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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관장이 조직내부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2-2: 기관장이 조직내부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2-3: 기관장이 조직내부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형평성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이 해당 기관의 사업과 관련한 학위를 소지하여 지

식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하였다. Teodoro(2014)의 연구에서는 공학을 전공한 최고관리자가

수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조직을 관리하는 경우 조직의 성과가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조직의 사업과

관련한 지식을 보유한 최고관리자는 조직 목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목

표 달성 수단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보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기관장이 지식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성과가 높을 것이

다.

3-1: 기관장의 지식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효과성이 높을 것

이다.

3-2: 기관장이 지식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효율성이 높을 것

이다.

3-3: 기관장이 지식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형평성이 높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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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분석 자료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직진단평가연구부의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이 데이터는 조직

단위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는 한편, 조직의 최고관리자

인 기관장 개인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기

관장의 전문성은 개인 수준의 변수이며, 종속변수인 조직의 성과는 조직

수준의 변수이므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수준별 변수의 측정이 가

능하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의 2016년 조사 자료는 2016년

1월 28일 기준 총 323개의 공공기관 중 상근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254

개 공공기관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208개의 공공기관이 응답

한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조사 자료는

2015년 1월 29일 기준으로 지정된 총 316개의 공공기관 중 상근직원 40

인 미만인 조직을 제외한 242개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총 178개 기

관이 응답한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조직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ALIO)’의 공시 정보를 참조하

여 데이터를 보완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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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조직 성과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으로 측정한다. 이

는 조직 성과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 성과를 재무적 성

과에 치우쳐 측정하지 않기 위함이며, 공공조직의 성과 측정에 보다 적

합한 지표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에서 추구해야

할 대표적인 공적 가치로서 효과성과 효율성, 형평성이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세 변수의 측정은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에

서 제공하는 주관적 성과에 대한 답변들을 활용한다. 상이한 기능과 목

표를 가진 조직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할 때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특히 어렵기 때문에(Choi and Rainey, 2010; Vandenabeele, 2009;

Brewer and Selden, 2000),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주

관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기

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만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공공기

관 경영평가 결과를 조직 성과로 활용할 경우 표본이 탈락하게 되어 분

석의 타당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였다.6)

(1) 효과성

효과성은 목표달성도를 의미하는 개념이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기능 차이로 인해 목표의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효과성을 목

표 대비 성과로 측정하여 비교하는 방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적 판단을 묻는 질문을 통해

효과성을 측정한다. 해당 문항들은 첫째, “귀 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둘째, “귀 기관의 새로운 제품

6)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하고 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각 소관부처에서 실시하는 바, 평가 주체와 기
준이 달라 일률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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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 개발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셋째, “귀 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이다. 이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각각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비슷하

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효율성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기술적

효율성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여러 투입 요소 중 인력에 초

점을 맞추어 기술적 효율성을 노동생산성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한다. 해

당 문항은 “귀 기관의 노동생산성(인력 대비 실적 비율)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이다. 또한 효율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하기

도 하는데, 조직 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높은 재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재무적 성과로 측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귀 기관의 재무적 성과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각각 ① 매우 낮다, ② 낮

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형평성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그 설립목적상 부여된 공적 서비스 제공 목

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공공 가치와 관련된 대표

적인 성과라 할 수 있는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한다. 이에 해당 문항들은

첫째, “귀 기관에서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고객이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우대합니까?”, 둘째, “귀 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전체 국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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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

까?”이며, 이에 대한 응답은 각각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와 관련한 이상의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의 타당도를 확인한 후, 도출된 요인 값을 분석에 사용한

다.

2) 독립변수

기관장의 전문성 측정은 Becker(1964)의 분류를 변형하여 사용한다.

Becker의 분류 중 일반관리 전문성과 기업내부 전문성은 그대로 반영하

나, 산업 전문성은 모형에 반영하지 않고, 지식 전문성을 추가하여 전문

성을 측정한다. 산업 전문성을 모형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비해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되어있

지 않으며, 산업분류상에서 중첩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많은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분류번호 84)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과거 유사 공공기관에

서의 재직 경력을 산업 전문성으로 측정하게 되면 그 측정치가 일반관리

전문성 및 조직내부 전문성과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전문성 보유 여부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Becker(1964)의 분류에 따른 Harris and Helfat(1997)의 측정이

경력 혹은 경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 정의한 전문성 개념요소를 구성하는 ‘지식(knowledge)’ 을 측정한다.

또한 분석 대상이 기업이 아닌 공공조직이므로, 기존 논의에서 ‘기업내부

전문성’으로 측정되었던 내용을 ‘조직내부 전문성’으로 명칭을 바꾸어 측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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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변수를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의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동 자료에서는 기관장의 특성 및 배경과 관련한 문

항에 대한 조직 인사담당자의 응답을 제공하고 있다.

① 일반관리 전문성

일반관리 전문성은 “현 기관장은 귀 기관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기관의 기관장으로 재직한 경력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응답으로 측정한

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도록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통해 일반관리 전문성을 연구 모형에 반영하였다.

② 조직내부 전문성

조직내부 전문성은 과거 현 조직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

다. 즉, 기관장으로서의 재임기간보다 현 조직에서 근무한 총 재직 기간

이 더 긴 경우 조직내부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조직내부 전

문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문항은 “현 기관장의 귀 기관에서의 총 재직

기간은 대략 얼마입니까?”와 “현 기관장이 귀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재임

한 기간은 얼마입니까?”이다. 다만 전자의 문항에는 “약 〇〇년”으로 응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후자의 문항에는 “〇〇년 〇〇개월”의 형태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양자를 비교하기 위해 단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

었다. 기관장 재임기간을 묻는 문항과 총 재직기간을 묻는 문항 모두를

개월 단위로 환산한 후, 총 재직기간이 기관장 재임기간보다 긴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측정한 더미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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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 전문성

마지막으로, 지식전문성은 기관장이 해당 조직이 속해있는 산업 혹은

공공관리와 관련성이 높은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 측정하

는데,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현 기관장은 귀 기관의 관리업무 혹은 사

업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

까?”이며,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고 있다. 학위를 보유하고 있

다는 응답을 한 경우 지식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의 값을, 보유하

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의 성과는 조직 수준의 변수이나, 독립변수

는 기관장 개인 수준에서 측정된다. 따라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수준의 변수 뿐 아니라 개인 수준의 변수까지 모형에 반영

함으로써 보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먼저 기관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활용하는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등이다(김다경·엄

태호, 2014; 송경수·정동섭, 1998). 본 연구의 경우 기관장의 학위소지 여

부를 주요 설명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력은 통제 대상이 되지 않으

며, 따라서 기관장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였다.

다음으로 기관장의 행태와 관련된 변수를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

과 영향을 파악하고자하는 주요 변수는 기관장의 전문성으로, 이는 개인

에 내재된 특성 혹은 역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이 행태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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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최고 관리자 개인이 보유한 전문성만

으로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 본

연구가 의도하는 바이다. 따라서 행태적 차이가 통제된 상황에서 기관장

의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모형이

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내부관리 노력이 기관장의 행

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변수라 판단하여 이를 통제하였다.

조직 수준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직 연령, 조직의 인적·재정적 규모, 조직의 기

능, 조직의 유형을 선정하였다. 먼저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인 조직 연령

과 규모를 통제하였고, 분석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일정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직이 보유한 자원, 자율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또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통제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그

목적이 기관마다 상이함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 또한 동질적이지 않다.

따라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특정한 성과 기준에 대해 더 높

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를테면 사업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서 효율

성이 더 강조될 수 있고,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서 형평성이 더

강조될 수 있다. 이처럼 조직의 기능이 다른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조직

들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Hividman & Andersen(2013)또한 이러한 견지

에서 조직 기능과 수행 업무의 차이가 조직간 비교 연구의 장애 요인임

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의 변수를 다음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① 기관장의 연령 및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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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공기관장의 연령은 「한국 공공서비스 조직 데이터베이스」의

“현 기관장의 연령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설문의 응답을 통해

측정하였다. 각 조직의 인사담당자는 현 기관장의 만 나이를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가 2015년과 2016년의 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이용하

고 있으므로 2015년 데이터에는 2를, 2016년 데이터에는 1을 더해 2017

년을 기준으로 기관장의 연령을 측정하였다. 또한 성별은 남성을 0, 여성

을 1로 하는 더미변수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② 기관장의 내부관리 노력

조직 관리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관리자의 행동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강혜진, 2012; Lynn, Heinrich, and

Hill, 2000), 관리자의 내·외부 관리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실증분석 결과들 또한 보고되고 있다(O’Toole &

Miere,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가 보유한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관리자의 행태 중 내부

관리 노력을 통제한다. 특히 관리자가 조직 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를 통제함으로써 관리 노력과 구분되는 전문성의 영향을 분석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내부관리 노력은 「한국 공공서비스 조직 데이터베이스」의 설문 문항

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관리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문항은 다음

의 다섯 문항이다. 첫째, “귀 귀관의 기관장은 다른 기관의 기관장들에

비하여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한다고 보십니까?”,

둘째, “귀 기관의 기관장은 다른 기관의 기관장들에 비하여 직원들의 복

지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한다고 보십니까?”, 셋째, “귀 기관의 기관

장은 다른 기관의 기관장들에 비하여 직원들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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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력한다고 보십니까?”, 넷째, “귀 기관의 기관장은 다른 기관의 기관

장들에 비하여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한다고 보십니

까?”, 다섯째, “귀 기관의 기관장은 다른 기관의 기관장들에 비하여 직원

들의 자기개발을 위해 얼마나 노력한다고 보십니까?” 이 문항에 대해서

는 각각 “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② 노력하지 않는다, ③ 비슷하다,

④ 노력한다, ⑤ 매우 많이 노력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응

답하므로 각 설문이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상기 다섯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값을 분석에 사용한다.

③ 조직 연령

각 공공기관의 연령은 2017년에서 설립연도를 뺀 값으로 측정한다. 오

래되고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조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원

동원에 대한 역량 또한 커진다는 Hannan & Freeman(1977)의 조직생태

학적 설명에 근거할 때, 조직 연령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리에 따라 조직 연령이 조

직 관리 및 자원동원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성과를 변화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고 조직나이를 통제하였다.

④ 조직 규모

재정 규모와 인적 규모는 투입 자원의 규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수록 조직의 성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Boyne, 2003). 재정 규모는 전년도의 총수입 규모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정보를 사용한다. 또한 인력 규모는

조직의 총인력의 수를 통해 측정한다. 조직 규모와 관련한 변수는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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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띄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정규성이 충

족되는지 확인 후, 분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분석에 사용한다.

⑤ 조직 기능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를

통제한다. 공공기관의 기능은 ‘규제’, ‘지원’, ‘정보’, ‘사업’으로 분류한 배

관표(2017)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이러한 기준은 전영한(2007)의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s) 분류 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규제기능은

규제 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원 기능은 유인적 도구

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 기능은 정보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의 조직 기능을 의미한다. 반면 이러한 분류에 속하지 않고 서비스

를 직접 제공하는 조직들을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분류하였는

데, 대표적으로 학교, 병원 등의 조직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 대부분 연

구 조직들로 구성된 정보 기능 조직을 준거범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기

능들을 더미변수로 분석에 포함시킨다.

⑥ 조직 유형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법적 유형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

관으로 공공기관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7) 공공기관과 관련한 다수

규율에서 각 조직의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

7) 동법 제 5조에 따르면 직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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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내용에 따른 각 유형별 기관 운영상의 차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 공공기관을 준거범주로 하여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나머지 두 유형은 더미변수로 분석에 포함시킨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구분 측정 비고

종

속

변

수

조

직

성

과

효과성

Ÿ 귀 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Ÿ 귀 기관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Ÿ 귀 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3 문 항

의

요인값

효율성

Ÿ 귀 기관의 노동생산성(인력 대비 실적 비율)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Ÿ 귀 기관의 재무적 성과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2 문 항

의

요인값

형평성

Ÿ 귀 기관에서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고객이 사

회적 약자일수록 더 우대합니까?

Ÿ 귀 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전체 국민 중에
서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 문 항

의

요인값

독

립

변

수

기

관

장

전

문

성

일반관리

전문성

Ÿ 현 기관장은 귀 기관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기관의 기관장으로 재직한 경력 있습니까?
더미

조직내부

전문성

Ÿ 현 기관장의 귀 기관에서의 총 재직기간은 대

략 얼마입니까?

Ÿ 현 기관장이 귀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재임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더미

지식

전문성

Ÿ 현 기관장은 귀 기관의 관리업무 혹은 사업업

무와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석사 혹은 박사학

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미

통

제

개

인

연령 기관장의 2017년 현재 연령

성별 기관장의 성별

[표 3-1] 변수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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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공공기관 기관장의 전문성

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변수들간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

한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로 활용할 문항들의 응답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

시한 후, 그 결과로 얻은 요인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1) 기술통계분석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는 분석 대상 자료의 특성을 정리·요약

변

수

수

준

관리

노력

Ÿ 귀 기관의 기관장은 다른 기관의 기관장들에
비하여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한다고 보십니까?

Ÿ 귀 기관의 기관장은 다른 기관의 기관장들에
비하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노

력한다고 보십니까?

Ÿ 귀 기관의 기관장은 다른 기관의 기관장들에
비하여 직원들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얼마나 노

력한다고 보십니까?

Ÿ 귀 기관의 기관장은 다른 기관의 기관장들에
비하여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얼마나 노력

한다고 보십니까?

4 문 항

의

요인값

조

직

수

준

조직연령 2017-조직설립 연도

조직규모 총근로자 수/ 전년도 수입 규모 로그값

조직기능 규제/지원/사업/정보(준거범주) 더미

조직유형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준거범주) 더미

연도 2015년/2016년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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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석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회귀분석에 앞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을 활용하고, 범주형 변수의 경우 빈도분포와 왜도 및 첨도를 제시하여

변수 분포의 정규성 또한 확인할 것이다.

2)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며, 하나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문항을 활

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러 문항들에 대한 답변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분석에 사용할 단일한 값을 도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에는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는 조직 효과

성, 효율성, 형평성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고 있고, 통제변수로 쓰인 관리

노력에 대한 응답 또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별 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각

문항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본 후 요인값을 분

석에 사용한다.

3) 상관분석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중 상관분석은 두 연속형 변수간의 관

계를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판단하는 방법이다. 상관계

수의 크기는 두 변수간의 관계에 대하여 방향 뿐 아니라 정도를 표현해

준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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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으며, 제3의 변수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

므로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확

인한다.

4) 다중회귀분석 및 합동(Pooled) OLS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은 제3

의 변수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방법

으로, 인과관계를 연구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방법이다. 특

히 본 연구와 같이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2015년과 2016년에 실시된 2년 치의 조사 자료를 제공

하고 있으나, 2개년 데이터에 불과하여 패널(panel)데이터로 구성할 경우

관측치의 손실이 커지는 등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두 해

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합동회귀분석(pooled regression)의 방법으로 분석

한다.

각 모형별 다중회귀분석에 대해서는 예측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의 값을 확인한다. 다중공선성이란 예측변수들 간의 상

관성이 높은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분산팽창계수는 예측변수들이 상관성

이 있을 때 추정 회귀계수의 산포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산포도가 커질

수록 회귀 모형은 신뢰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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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기관장의 전문성 유무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  기관의 조직성과 (단, 6 개월 < 기관장 재임기간)

:  기관장의 일반관리 전문성

:  기관장의 조직내부 전문성

:  기관장의 지식 전문성

 :  기관장의 개인 수준 통제변수

:  기관의 조직 수준 통제변수

: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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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결과

1.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조직의 효과성과 관련한 3개 문항의 응답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의 평균값은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이 타 기

관에 비하여 높은지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시도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

문항의 표준편차는 유사하게 나타나 응답의 분포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제품 및

서비스의 질
286 3.776224 .6899741 2 5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86 3.552448 .6561806 1 5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285 3.594406 .6778476 2 5

[표 4-1] 조직 효과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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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두 질문의 응답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의 재무적 성과와 노동생산성이 다른 조직에

비해 높은지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은 효과성에 대한 3개의 응답보다 낮

게 나타나, 조직의 인사담당자는 평균적으로 조직의 효과성보다 조직의

효율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직의

재무적성과
286 3.398601 .6716292 2 5

조직의

노동생산성
286 3.423077 .6483655 2 5

[표 4-2] 조직 효율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조직의 형평성에 대한 2개 문항의 응답에 대해 기술통계부

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응답의 평균은 조직 효율성에 대한

응답보다 높으나 효과성과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효과성 및 효율성

보다 표준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고, 최소값 또한 1로 나타나 조직의

인사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조직 형평성의 편차가 효과성, 효율성의 경우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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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적 약자

우대
286 3.685315 .7531881 1 5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
286 3.716783 .7859723 1 5

[표 4-3] 조직 형평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2.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기관장의 일반관리 전문성은, 전문성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없는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로 모형에 반영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총 286

개 기관장의 일반관리 전문성 평균은 0.227, 표준편차는 0.42로 나타났다.

일반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장은 65명, 보유하지 않은 기관장은 221

명이었다. 일반관리 전문성은 타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재직한 경력이 있

는지로 측정하였으므로, 타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기

관장의 수가 전체의 22.7% 정도였다. 이는 현재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임

명할 때 조직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일반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장이 재직하는 기

관은 조직 기능, 조직 유형, 조직 규모 면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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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부 전문성은, 기관장 재임기간보다 총 재직 기간이 큰 경우 1로,

기관장 재임기간이 곧 조직 총 재직 기간인 경우 별도의 내부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0으로 나타냈다. 이 때 평균은 0.2로, 표준편차는 0.4로

나타났다. 조직내부 전문성이 있는 기관장은 총 57명이고, 조직내부 전문

성이 없는 기관장은 총 229명으로 조직내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장은

전체의 약 20%로 나타났다. 조직내부 전문성이 높은 기관장들은 주로

대학병원과 같은 사업 기능 조직(24개 조직)과 연구소와 같은 정보제공

기능 조직(23개 조직)에 분포하고 있었다.

보유여부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

있음 65 22.7 22.7

없음 221 77.3 100.0

N 286

평균 .2272727

표준편차 .4198048

최소값 0

최대값 1

[표 4-4] 기관장의 일반관리전문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보유여부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

있음 57 19.9 19.9

없음 229 80.1 100.0

N 286

평균 .1993007

표준편차 .4001748

[표 4-5] 기관장의 조직내부 전문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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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문성은 전문성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없는 경우 0의 값을 가지

는 더미변수로 측정되었다. 즉, 해당 조직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학위가

있는 경우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지식전문성의 평균은 0.81로, 표준편차

는 0.39로 나타났다. 즉, 81.4%의 기관장이 사업 관련 석사 혹은 박사 학

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관장 임용 시 지식

전문성 보유 여부가 주된 고려 사항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일반관리

전문성과 내부 전문성 보다는 지식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을 알 수 있다.

최소값 0

최대값 1

보유여부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

있음 232 81.4 81.4

없음 53 18.6 100.0

N 285

평균 .8140351

표준편차 .3897627

최소값 0

최대값 1

[표 4-6] 기관장의 지식 전문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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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기관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을 살펴보면, 평균이 59.74(세), 표

준편차가 4.91(세)로 나타났다. 연령의 최소값은 35(세)이고, 최대값은

85(세)이다. 기관장의 연령은 50대가 146명, 60대가 126명으로 50대와 60

대가 전체의 95.1%를 차지했다. 기관장 연령 변수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절대값 3과 10 미만이므로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총 재직 기간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

50세 미만 2 0.7 0.7

50세 이상-60세 미만 146 51.0 51.7

60세 이상-70세 미만 126 44.1 95.8

70세 이상-80세 미만 11 3.8 99.7

80세 이상 1 0.3 100.0

N 286

평균(세) 59.74126

표준편차(세) 4.912874

최소값(세) 35

최대값(세) 85

왜도 0.605105

첨도 4.855442

[표 4-7] 기관장 연령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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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N 평균 표준편차 남성 여성

285 .0701754 .2558918
265

(92.7%)

20

(7%)

[표 4-8] 기관장의 성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성별의 경우 남성을 0, 여성을 1로 나타내었는데, 평균이 0.07이고, 표준

편차는 0.26이었다. 전체 기관장 중 남성은 265명, 여성은 20명으로 남성

이 전체의 92.7%를 차지하여 기관장의 성별 분포가 남성에 편중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직원과의

의사소통
286 4.115385 .7704915 1 5

직원들의

복지향상
286 4.052448 .7259918 2 5

직원들의

불만해소
286 4.066434 .6951909 2 5

직원들의

동기부여
286 4.006993 .7302631 1 5

직원들의

자기계발
286 3.996503 .7278821 2 5

[표 4-9] 기관장의 내부관리 노력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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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연령은 조직 설립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으로 측정하였다.

조직 연령의 평균은 30.2년으로, 표준편차는 20.7년으로 나타났다. 조직

연령의 최소값은 2년이고, 최대값은 119년이다. 조직 연령의 왜도는 3 미

만이고, 첨도는 10 미만이므로 분포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조직 연령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

10년 미만 38 13.3 13.3

10년 이상-20년 미만 61 21.3 34.6

20년 이상-30년 미만 61 21.3 55.9

30년 이상-40년 미만 43 15.4 71.3

40년 이상-50년 미만 37 12.9 84.3

50년 이상 45 15.7 100.0

N 286

평균(년) 30.21678

표준편차(년) 20.70923

최소값(년) 2

최대값(년) 119

왜도 1.533683

첨도 3.721939

[표 4-10] 조직 연령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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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직원 수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

100인 미만 38 13.3 13.3

100인 이상-300인 미만 94 32.9 46.2

300인 이상-500인 미만 42 14.7 60.8

500인 이상-1000인 미만 41 14.3 75.2

1000인 이상-2000인 미만 33 11.5 86.7

2000인 이상 38 13.3 100.0

N 286

평균(인) 1159.116

표준편차(인) 2936.361

최소값(인) 39

최대값(인) 27,727

왜도 6.468872

첨도 49.400939

[표 4-11] 인력 규모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결과

조직의 규모는 인력 및 재정 규모를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먼저 인력

규모는 각 조직의 총 직원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평균이 1,159.1명,

표준편차가 2,936.36명이었으며, 최소값은 39명, 최대값은 27,727명이었다.

그러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총 직원수의 분포가 정규성을 띠지

않고 있으므로 인력 규모는 총 직원수의 로그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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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총수입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3억원 미만 52 18.2 18.2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36 12.6 31.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48 16.8 47.9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39 13.6 61.6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42 14.7 76.4

50억원 이상 67 23.4 100.0

N 284

평균(만원) 2,954,376

표준편차(만원) 11,147,714.06

최소값(만원) 4,975

최대값(만원) 80,438,782

왜도 5.265237

첨도 28.723762

[표 4-12] 재정 규모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결과

재정규모는 조직의 전년 총수입 규모로 측정하였다. 재정규모의 평균

은 2,954,376원이며, 표준편차는 11,147,714.0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소

값은 4,975원이며, 최대값은 80,438,782원이었다. 인력 규모와 마찬가지로

전년 총수입 규모 또한 정규 분포를 보이지 않아 재정 규모는 전년 총수

입의 로그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인력과 재정 규모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가 모두 정규성을 충족하게 된 것을 [표 4-13]에서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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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인력 규모) ln(재정 규모)

N 286 284

평균 5.988933 12.048001

표준편차 1.337794 2.121100

최소값 3.663562 8.512181

최대값 10.230523 18.203007

왜도 0.550636 0.932279

첨도 0.025984 0.527335

[표 4-13] 조직 규모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조직 기능의 경우 지원, 정보제공, 사업, 규제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조직

기능

N 규제 지원 사업 정보제공

286

(100.0%)

33

(11.5%)

106

(37.1%)

52

(18.2%)

95

(33.2%)

[표 4-14] 조직 기능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조사대상 조직 중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준정부기관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공기업은 전체의 12.2%로 적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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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유형

N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86

(100.0%)

35

(12.2%)

116

(40.6%)

135

(47.2%)

[표 4-15] 조직 유형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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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요인분석 결과

1.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조직의 성과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효과성을 나타내

는 3개 문항, 효율성과 형평성을 나타내는 각 2개 문항에 대한 응답이

하나의 요인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성과변수의 크론바흐알

파(cronbaha’s alpha) 값에 비추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각 요인별 종속변수인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에 대한 설문의 응답

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유일성
cronbaha’s

alpha

서비스의 질 0.8877 0.2119

0.7904신규 서비스 개발 0.8447 0.2865

고객만족도 0.7854 0.3831

재무적 성과 0.8559 0.2674
0.6347

노동 생산성 0.8559 0.2674

사회적 약자 우대 0.8967 0.1958
0.7556

사회적 약자 삶의 영향 0.8967 0.1958

[표 4-16] 조직성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값으로 조직의 성과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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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효과성 286 .0089665 .9898899 -2.858326 2.376204

효율성 286 .0286604 .9833023 -2.434802 2.802688

형평성 286 .028585 .9945998 -3.888562 1.913399

[표 4-17] 조직성과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2. 통제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통제변수 중 기관장의 조직 관리노력을 묻는 5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

을 요인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때

크론바흐알파 값 0.9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문항 관리 노력 유일성
cronbaha’s

alpha

직원들과 의사소통 0.8313 0.3089

0.9279

직원들의 복지향상 0.9031 0.1844

직원들의 불만해소 0.9180 0.1573

직원들의 동기부여 0.9109 0.1703

직원들의 자기계발 0.8481 0.2807

[표 4-18] 관리노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값으로 기관장의 관리노력에 대한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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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리노력 286 .0075704 1.019692 -3.223364 1.512242

[표 4-19] 관리노력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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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 일반관리전문성 1.00 

2. 조직내부전문성 -0.09 1.00 

3. 지식전문성 0.00 0.02 1.00 

4. 기관장연령 0.09 -0.11 -0.20*** 1.00 

5. 기관장성별 -0.05 -0.09 -0.01 -0.06 1.00 

6. 내부관리노력 -0.09 -0.04 0.01 -0.08 -0.01 1.00 

7. 조직연령 0.05 0.16*** -0.05 0.09 0.03 0.03 1.00 

8. 조직인력 -0.08 0.11 -0.02 0.06 -0.04 0.05 0.48*** 1.00 

9. 조직재정 0.00 0.01 0.06 0.16*** -0.11 0.01 0.35*** 0.73*** 1.00 

10. 규제기능 0.01 -0.05 -0.14** 0.05 -0.01 0.12** -0.01 0.02 -0.16***

11. 지원기능 0.12 -0.27*** 0.01 0.00 -0.10 -0.04 -0.18*** -0.21*** 0.04 

12. 사업기능 -0.03 0.06 -0.04 0.06 0.07 0.02 0.16*** 0.28*** 0.23***

13. 정보제공기능 -0.13 0.30*** 0.15*** -0.12*** 0.05 -0.08 0.03 -0.09 -0.19*** 

14. 공기업 0.08 -0.08 0.04 0.09 -0.06 0.07 0.20*** 0.32*** 0.45*** 

15. 준정부조직 -0.01 -0.26*** -0.08 0.01 -0.09 0.20*** -0.03 0.11 0.15 

16. 기타공공기관 -0.04 0.31*** 0.05 -0.07 0.12** -0.25*** -0.10 -0.32*** -0.45***

17. 연도더미 -0.03 0.22*** -0.05 -0.09 -0.06 -0.04 0.05 0.18*** 0.14 

10 11 12 13 14 15 16 17
10. 규제기능 1.00 

11. 지원기능 -0.28*** 1.00 

12. 사업기능 -0.25*** -0.54*** 1.00 

13. 정보제공기능 -0.17*** -0.36*** -0.33*** 1.00 

14. 공기업 -0.13 -0.22*** 0.44*** -0.15** 1.00 

15. 준정부기관 0.19*** 0.35*** -0.28*** -0.26*** -0.31*** 1.00 

16. 기타공공기관 -0.10 -0.20*** -0.01 0.35*** -0.35*** -0.78*** 1.00 

17. 연도더미 -0.07 -0.10*** -0.02 0.21 0.04 0.01 -0.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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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0]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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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 결과는 [표4-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일반관리

전문성의 경우 다른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조직내

부전문성의 경우 조직연령이 높은 기관, 정보제공기능을 하는 기관, 조직

유형이 기타공공기관인 기관의 경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

면 지원기능 조직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조직내부전문성과 유의한 음의상

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0.5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는 없

었다. 한편 지식전문성의 경우 정보제공기능을 하는 기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관장의 연령 및 규제기능을 가는 기관과는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관계 역시 ±0.5 이상의 높은 상관

관계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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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관장의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3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에 대해 분산팽창계수(VIF)를

도출하였다. 분산팽창계수의 값은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4-21]에서는 282개 공공기관을 표본으로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의

전문성이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반관리 전문성은 조직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관장이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기관의 기관장

으로 재임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조직의 일부 성과가 높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비록 다른 분야, 상이한 기능이나 유형의 조직에서라도 조

직의 최고관리자로서 재직했던 일반 관리 경험이 조직이 생산하는 서비

스의 질,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내부 전문성은 연구가설과는 달리 조직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부(-)의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달리(김보은, 2017), 현 조직에서의 업무 경험이나 내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 조직이 생산하는 서비스의 질,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고객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

지식 전문성 또한 조직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기관장이 기관의 관리 업무 혹은 사업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조직이 생산하는 서비스의 질,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고객 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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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일반관리전문성
0.149 0.339** 0.264**
(0.135) (0.133) (0.133)

조직내부전문성
-0.043 0.169 0.031
(0.156) (0.153) (0.153)

지식전문성
-0.128 0.005 0.007
(0.150) (0.147) (0.147)

연령
-0.002 0.006 0.023*
(0.012) (0.012) (0.012)

성별
-0.272 0.071 0.289
(0.220) (0.216) (0.216)

내부관리 노력
0.291*** 0.358*** 0.372***
(0.057) (0.056) (0.056)

조직연령
0.000 -0.002 -0.003
(0.003) (0.003) (0.003)

인력규모
0.114 -0.093 0.177**
(0.071) (0.069) (0.069)

전년 수입규모
0.050 0.120*** -0.005
(0.046) (0.046) (0.046)

조

직

기

능

규제
0.236 -0.341 0.030
(0.231) (0.227) (0.227)

지원
-0.132 -0.259 0.220
(0.189) (0.186) (0.185)

사업
0.038 -0.220 0.088
(0.181) (0.177) (0.177)

정보

[표 4-21]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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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중 기관장의 연령과 관리 노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먼저 기관장의 연령은 조직의 형평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관장의 관리 노력은 모든 모형에서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장의 관리 노력이 조직이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

다.

조직의 자원 중 인력은 조직의 형평성에, 수입은 조직의 효율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조직규모가 클수록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존 연구를 통해 알려진 결과이

다. 조직 규모를 측정할 때 활용되는 인력이나 재정은 조직이 보유한 자

원을 의미하고, 조직 규모가 큰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oyne, 2003a). 본 연구의 분석 결

과 또한 이를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조직의 기능과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성과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

직

유

형

공기업
-0.173 -0.104 -0.061
(0.229) (0.225) (0.225)

준정부기관
-0.109 0.086 -0.098
(0.147) (0.145) (0.145)

기타공공기관

연도
-0.292** -0.333*** -0.214*
(0.121) (0.118) (0.118)

상수항
-0.815 -0.877 -2.293***
(0.799) (0.785) (0.784)

N 282 282 282
F 3.83*** 4.34*** 4.70***

R-squared 0.178 0.197 0.209
Adj R-squared 0.131 0.151 0.165

*** p<0.01, ** p<0.05, * p<0.1,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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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가설검정 결과와 해석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보유한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가설 검정결과

가설 1: 기관장이 일반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일부지지

1-1: 기관장이 일반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

직의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기각

1-2: 기관장이 일반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

직의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지지

1-3: 기관장이 일반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

직의 형평성이 높을 것이다.
지지

가설 2: 기관장이 조직내부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기각

2-1: 기관장이 조직내부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

의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기각

2-2: 기관장이 조직내부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

의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기각

2-3: 기관장이 조직내부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

의 형평성이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 3: 기관장이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형

평성이 높을 것이다.
기각

[표 4-22] 가설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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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기관장이 일반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성과를 높

일 것이라는 가설 1은 일부 지지되었다. 일반관리 전문성의 효과성 영향

에 대한 가설 1-1은 기각되었으나, 효율성과 형평성의 경우 더 높은 성

과를 나타내어 가설 1-2와 1-3이 지지되었다. 일반관리 전문성은 과거

기관장으로서의 근무 경험을 의미하므로, 조직의 목표에 대한 이해 및

그 목표 달성 수단에 대한 지식을 요하는 효과성 제고에는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일반관리 전문성을 보유

한 기관장은 과거 기관장으로서의 재직 경험을 통해 조직 내·외부의 자

원을 낭비 없이 활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관장으로서의 공직 경험은 사회 후생이나 공익을 극대화하

려는 노력으로 이어져 조직의 형평성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장이 조직내부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성과를 높일

것이라는 가설 2와 지식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성과를 높일 것이

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

지만,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한 잦은 기관장 교체의 부정적 효과가 전문성

의 긍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Hill(2005)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최고관리자의 교체는 단기적으로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데, 이러한 영향이 기관장의 전문성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3-1: 기관장의 지식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기각

3-2: 기관장이 지식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기각

3-3: 기관장이 지식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형평성이 높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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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전문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직진단평가연구부에서 만든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의

2015년, 2016년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

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기관장의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관장의 전문성을 일반관

리, 조직내부, 지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공공기관장의 일반관리 전문성은 조직의 효율성과 형

평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최고관리자의 일

반관리 전문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반관리 전문성의 조작적 정의인 최

고관리자로서의 재직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일부

연구에서 기관장의 과거 타 공공기관 기관장 재직 경험이 조직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김보은, 2017;

김다경·엄태호, 2014).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일부 성과에 대한 긍정적 영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조직 최고관리자가 해당 조직의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가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내부승진자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실증분

석이 이루어졌고, 내부승진의 성과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강혜진,

2012; Hill, 2005; Hambrick and Fukutomi, 1991). 그러나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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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부 전문성은 모든 조직 성과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지식전문성과 관련된 국내 공공조직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으며, 국외 문헌에서 사업과 관련된 전공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Kirkpatrick et al, 2017; Teodoro, 2014).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는 기관장이 조직 관리 혹은 조직의 성과와 관

련된 학위를 보유한 경우 조직의 성과를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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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의의 및 정책적 함의

1. 이론적 의의

본 연구는 공공조직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한국의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관계가 실증적으로 검증되는지, 일반화가 가능한지 탐구해 보고

자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공조직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이 관리 경험, 내부 승

진 등으로 분산되어 측정된 바 있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

았다(김다경·엄태호, 2014; 박원, 2013; 유승원, 2008). 또한 기관장이 보

유한 지식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기관장 연구는 리더십과 같은 행태 연구나

정치적 임용과 같은 기관장의 출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기관장의 전문성과 조직성

과 간의 관계를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기관장의 전문

성을 하위차원 수준에서 측정하여 각 전문성이 공공조직의 다차원적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차원의 전문성 중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관리 전

문성 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기관장의 전문성과 조직성

과에 대한 이론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공간적으로 기관장 전문성

의 성과 영향에 대한 기존 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이를 일반화하

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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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정치적 임용을 통해 임명되는 경우가

많으며(유승원, 2008), 이 경우 기관장의 낮은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 성과를 저해할 우려가 크

다. 이를 우려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는 ‘기업 경영과 그 기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기

관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분석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중 기관의 관리나 사업

과 관련한 학위를 보유한 자, 즉 지식 전문성을 갖춘 자가 전체 조사 대

상의 81.4%에 해당함을 보여주었다. 즉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법률상

의 요구 중 주로 ‘학식이 풍부한 사람’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어 있는 상

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관의 경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즉 일반관리 전문성을 갖춘 사람과 ‘그 기관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즉, 본 조직내부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수용되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세 차원의 전문성 중 일반관리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기술(skills)이 경력 혹은 이전 업무 경험(prior work experience)에

의해 주로 습득된다고 주장했던 Harris and Helfat(1997)이나, 기술은

직접 해봄으로써 얻게 되는 배움(learning-by-doing)과 깊게 관련되어

있으며, 기술의 습득은 연습(practice)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던

Mintzberg(1973)의 주장이 실증적으로도 유효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기관장의 전문성이 주로 지식 전문성에 한정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관장에게 전문성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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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던 의도를 달성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전문 지식을 보유하

는 것이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전문 지식 보다는 경험을 통한

전문성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관장 임용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장이 복수의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된다면, 기관장의 전문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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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공공조직 최고관리자의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론을 찾고자 하였으나, 실제

연구 대상으로 한국의 공공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연구의 범위에 한계를

가진다. 한국에는 책임운영기관, 지방공기업, 공립학교 등 다양한 공공조

직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한 공공기관에 한정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요구가 높다

는 현실적 맥락에 따라 이러한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으나, 이로 인해 이

론의 일반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향후 다른 공공조직을 대상으로도 최

고관리자의 다양한 전문성에 대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특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도 시차를 반영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 시차의 문제를 보완하

기 위해서 조사 시점 직전 6개월 안에 임명된 기관장을 분석에서 제외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이전 기관장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부분 제거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시차를 정확히 반영

하기 위해서는 조사 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성과 데이터를 이

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모형을 통해 분석

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바란다.

셋째, 독립변수인 기관장의 전문성을 보유 여부로만 판단하였다. 기본

적으로 전문성은 관찰 가능한 지표만으로 질적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

부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행태나 성과를 전문성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

나 이는 기관장의 전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설계에 부적합하며, 성과는 전문성을 갖춘 자가 행한 결과이지

전문성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측정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전문



- 68 -

성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양적인 측면은 측정

이 가능하다. 특히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일반관리 전문성이나 조직내부

전문성의 경우 재직 기간이 길수록 전문성이 축적될 것이라 볼 수 있는

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전문성에 대한 분석을 심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직 내부 구성원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성과 이외에 다른 기

준으로 측정된 성과를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사용할 경우 기타 공공기관의 조직성과가 누락되

어 조사 대상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수행하는 기능이 각각 다

른 조직에 대한 분석에서 타 기관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성과를 측정

하는 것은 기관 간 비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라는 판단에서

인식에 기초한 성과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향후 경영평가 결과에

서도 본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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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that show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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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Public Institutions.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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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environment in order

to properly allocate resources and buffer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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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s. Moreover, they make rational decisions based on

such information and knowledge. Therefore, we need to

distinguish top management expertise from middle and

low-level managers’ expertise. However, this topic has not been

thoroughly analyzed.

For several decades, some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op-managers’ expertise. However, they usually

only focused on one specific aspect of expertise: business

expertise, engineering expertise, financial expertise,

industrial expertise (Kirkpatrick et al, 2017; Teodoro, 2014;

Won Park, 2014; Seungwon Yoo, 2009).

To analyze the effects of top manager’s expertis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we need a definition and

sub-categories of managerial expertise. In this study,

managerial expertise denotes ‘skills and knowledges that

required top management.’ Using Becker’s three-way

classification of human capital, this study specifies the

expertise. There are three types of expertise: (a) generic

management expertise, (b) internal expertise and (c)

intellectual expertise. Also, there are three performance

indexes: (a) effectiveness, (b) efficiency and (c) equ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each expertise on each

performance index.

The results revealed that generic management

expertise can be positive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public institutions. The top managers with generic

management expertise made their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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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in efficiency and equity. However, the effect of

generic management expertise on effectiveness was not

reliable. On the other hand, internal expertise and

intellectual expertise showed no reliable results for any

performance index.

This study has several implications in that i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expertis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first implication is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generalization and specification of

the knowledge for managerial expertise. Second, this study

has a practical meaning for appointing top managers of

Korean institution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experience

of management is more effective than knowledge.

keywords : Managerial expertise, Organizational performance,

Generic management expertise, Internal expertise, Intellectual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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