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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D. A. Nadler & M. L. Tushman(1989)이 제시한 조직정

합성 모형을 토대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전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조직문화 또는 리더십 유형, 소통수준 등 개

별 영역(요인)의 수준이 조직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단편적 

진단과 처방에 그치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구성요소와 영역을 망라하여 진단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업무, 사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등 4개의 영역에 대

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도(만족도)가 조직효과성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 

확인하고, 조직변화와 혁신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복합적이고 입체적 시각과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직정합성 모형은 기존의 조직진단이 조직의 다차원적 동태성을 유기

적으로 진단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 모형

을 기초로 단일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실증분석이 각 요인의 현재 상태가 왜 이러한 

상황인지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실제 인식과 직접적인 의견을 파악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층인터뷰 등을 활용한 질적 방법론을 병

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영역의 현재 수준 자체뿐만 아

니라 관련 영역 간의 정합성과 향후의 변화 방향, 개선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적 연구는 연구대상 조직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독립변수는 조직정합성 모형을 준용하여 

업무, 사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등 4개 요인으로 정의하고, 종속변수는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조직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업무, 사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에 대한 만



ii

족도는 비공식조직>사람>업무>공식조직의 순서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업무, 사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과 조직효과성 

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4가지의 조직구성요소 간

에도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응답집단별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구분에 따른 차이는 업무변수 중 근무환경 만족도, 사람변수 중 성과

관리 역량, 공식조직 변수 중 조직구조, 인사제도, 직급효과성 항목 및 조직

효과성 변수 중 직무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 분석 또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업무/사람/공식조직/비공식조직 및 조직효과성에 대한 인식에 있

어 20대와 30대가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

내고 있었다. 가설검정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본 연구대상에서는 업무와 사

람, 공식조직이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

공식조직의 경우 조직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4개요인들 간의 정합성도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합성 모델의 기본원리에 

따라  요인 간 정합성을 진단하고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업무, 사람(조

직 구성원의 역량), 공식조직, 비공식조직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그 정도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맥

락적 이해와 본질적 이유, 향후의 변화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부분은 요인 

간 정합성 분석을 위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많은 해석과 유의미한 결

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공공기관의 혁신과정에서 리더

십 스타일, 바람직한 조직문화 구축 등의 인식과 의식의 혁신을 강조하는 

흐름이 강조되는 최근의 혁신 트렌드와 달리 전통적인 제도적 개선이 반드

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분야별 진단

과 평가 결과의 단순 취합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과 노력을 어떤 영역에 집중 또는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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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향후의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조직의 조직

운영방식에서의 개선과 혁신 관점과 방법이 어떻게 재정립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주 요 어: 조직정합성 모형(Congruence Model), 조직효과성, 

         조직진단, ANOVA, 다중회귀분석, 심층인터뷰 

학    번: 2005-2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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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정치・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는 속도와 정도에서 이전 시대와는 

비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크다. 단순히 변화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어

려운 수준이며,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적응에 대한 보

다 깊은 진단과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변화의 필요성은 일반적

으로 대내외적인 조직의 압력에서 비롯되며, 공공조직은 정책과 규제의 변

화에 따라 발생하는 압력에 자주 노출된다. 일반기업이나 공기업이 제공해

야 할 제품이나 서비스의 급격한 변화, 시장의 상황, 경쟁상황의 정도, 고객

과 시민 욕구의 다양성 및 불확실성의 증대,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시

장과 시민사회, 공동체의 수요 등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조직을 구성하는 하

위 요소들 간의 조화와 균형을 파괴하는 외부환경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상황과 내부여건의 적합성과 연계성의 약화는 계속적으로 조직 구

성원의 몰입과 조직성과를 약화시켜 새로운 조화와 균형을 위한 재조직화나 

개선 작업을 필요로 한다.(김인수, 2001)

이러한 외부와 내부의 경영 환경 하에서 공공조직 역시 과거와는 상이

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부여받으며,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신

속한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공공조직은 외부의 요구에

서든, 내부에의 한계에서든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

며, 조직진단을 통한 개선방향 설정과 과제 선정을 적어도 기관장의 교체 

시점에는 실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기관

운영전략과 하위의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등의 일련의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

고, 정부의 국정방향과 정책에 대한 각 기관의 실행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무시할 없다. 다만 이러한 조직진단이 구조적 측면과 표면적인 실적에 대한 

진단과 처방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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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단기적 대응에 국한한 노력들이 많았음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 또

한 최근 들어 조직진단기법을 이용한 진단결과를 기초로 조직개편이 이루어

져 왔지만 주로 구조진단과 성과진단만을 위주로 이루어지거나 리더십, 조

직문화 등 단편적 접근 위주로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부분 최적화는 가능하겠지만, 조직 전체적 관점에

서 통합적으로 조직변화와 혁신, 적어도 조직 구성원의 기관의 목적성에 대

한 몰입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를 갖게 마련이다. 즉, 이러한 조직진단은 

구조와 체계 측면에서의 일면적 관점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고, 개인의 인식

/행태의 변화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균형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데 한계

가 나타날 수 있다. 기존의 조직진단이 가진 이러한 한계 속에서 내려진 대

부분의 처방은 각각의 공공기관이 처한 상황과는 정합성이 떨어지는 타 공

공기관 또는 국내외 선진기업의 제도나 관리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일부 변형

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

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형식적 대응을 위한 자료 

산출에만 급급한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처방으로 단기적으로는 부분적 또는 표면적 개선 작업이 성공한 것으로 보

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 관리 방법과 운영방식 간의 정합성과 

균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 

노력과 근시안적 해결책 모색에 급급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일련의 진단과 

처방 뒤에 지속적인 개선수준에 대한 진단도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이 작금

의 현실이다.

조직진단이 필요한 이유는 특정 정보 또는 평가결과의 제공, 특정한 

조직문제의 해결, 조직 효과성의 평가, 조직 효과성 증진방안의 제시, 조직

학습의 제공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Harrison, 1989: 117-121). 즉 조직

을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목적은 조직이 원래 달성하고자 한 목표, 즉 조직 

효과성을 측정하여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조직진단의 결과를 조직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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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그 진단내용을 공유하여, 조직 구성원들

로 하여금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 그들이 일상 업무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직진단을 통한 문제의 공감대 형성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조직변화와 혁신, 공공성 제고의 목표 지향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나 관리기법의 도입 시 조직 구성원들의 내부저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전체차원에서의 효과성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조직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제까지 국내․외 조직효과성 진단을 위해 사용된 접근방법

은 구조적․제도적 접근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었으나(장봉식, 1988; 전병

기, 1988; 지동수, 1990; 오연풍․조송원․김재풍, 2001; Thormpson, 1961; 

Tannenbaum, 1968; Child, 1974; Lawrence & Lorsch, 1975; Stevens, 

1978; Moris & Steers, 1980; Robbins, 1983; DeCotis & Summers, 

1987), 최근에는 조직문화를 통한 조직 효과성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강

정애, 1997; 박건실, 1999; 신철우, 1999; 진석우, 2002; Deal & 

Kennedy, 1982; Peters & Waterman, 1982; Sathe, 1983; Jones, 1983; 

Ray, 1986; Danison, 1990; O'Reilly etal., 1991; Gordon & DiTomaso, 

1992; Goodman, Zammuto & Gifford, 2001 : 주효진(2004) 재인용). 하

지만 이러한 조직 효과성 평가나 진단에서 사용된 접근방법들이 대부분 조

직구조나 조직문화 중 한 요인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평가 또는 

진단결과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이제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왔다. 즉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제도와 올바른 구조를 정착

시키면 그 조직은 잘 운영되고 효과성 또한 아주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으

나, 현실적으로는 그 조직의 문화유형과 그 성격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

를 낳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와 문화가 상호 강한 규제적 성격을 가지

고 있기에 어느 하나의 변화를 통해 조직 효과성 증대를 달성하기에는 불가

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의 조직진단과 그 결과의 활용은 많은 경

우에서 조직개편과 인력규모 산정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더욱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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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에 대한 충실한 대응을 위한 형식적 노력에 불

과한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기관 내 각 기능 조직 단위별 내부 TFT 실

시 또는 외부 연구용역 발주를 통한 부분 최적화에만 급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적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조직역량과 인적역량의 혁신

적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정원관리를 담당하는 기획부서는 

조직구조 재설계와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인사부서는 인사제도 자체 집중한 

부분적 제도 개선에 매진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기관의 미

션과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인적자원관리라는 큰 틀에서의 변화 노력

이 아니라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적 조치실적으로만 활용되기 때문

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조직진단과 처방이 조직을 둘러싼 변화 동인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 진단을 전사 차원에서 기획 및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

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기관 조직에 대한 조직 효과성의 평가나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단순히 기능 중심의 조직구조 측면의 

진단만으로는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할 수 없으며, 조직 구조적 측면과 조직 

문화적 측면 등을 모두 포함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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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주택 관련 기업 및 개인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

관으로 2014년 이후 공사로 전환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관련 

정책집행에 관한 사업규모와 범위를 확장 중에 있는 공공기관이다. 현재 정

책적 압력과 정책금융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이전에 비교하여 강하게 요

구 받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장기 경영전략의 변화, 관련 사업과 후

선부서의 조직구조와 인력운영계획을 재수립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원에 대한 인사전략과 운영체계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경영진과 

내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는 시기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정책적 압력과 

성과에 대한 요구가 주무부처와 일반 시민으로부터 가중되고, 정책 집행과 

성과(시민적 편의와 주거복지 향상 등)에 관한 실질적 성과 창출 압력이 크

기 때문에 내부 개선과 혁신이 필연적으로 뒤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해당 공기업의 조직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

력이 합목적성과 실질적 성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직구조나 업

무 프로세스, 조직문화나 풍토, 인사제도 등에 대한 부분적 진단과 처방 제

시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은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연계된 물리적 변화(조직, 제도, 프로세스 등)와 심리적/행태적 변화

(리더십, 조직문화, 비공식적 소통 등)가 함께 어우러질 때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유형, 

리더십, 소통 수준 등의 개별 영역의 수준과 변화가 조직효과성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단편적 진단과 처방 등을 제시하는 이전 연구들이 안

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가 조직효과성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변화와 혁신 과정에서 요인 각각의 영향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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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간 정합성과 균형성이 조직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가속화 시킬 수 있

을지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직 정합성 모델을 토대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요인들 간의 영향력과 균형성의 중요성을 추가적으

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N. A. Nadler & M. L. Tushman(1989)이 처음 

제시한 정합성 모형은 원론적으로는 투입(뱡향 또는 전략적 목표) - 전환

(조직과 구성원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복수의 요인들) - 산출(조직효과성 

또는 직무몰입, 조직몰입, 조직성과 등)의 과정적 흐름을 상정하고 있다. 보

다 구체적으로 복수의 요인이 조직과 구성원의 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 사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등에 대한 수준 또는 인식도가 

조직 효과성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 확인하고, 조직변화와 혁신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입체적 시각과 처방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인 모형이다. 

이와 함께 조직정합성 모형은 전환과정에 집중하는 이론적 특성이 있

다. 즉, 전환과정의 중요한 항목인 업무, 사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간의 

관계가 어떤 상황일 때 조직효과성을 보다 강화하고 제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파악을 중요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좀 더 구

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특정 요인들 간의 정합성과 균형성이 각각의 요인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작업이 무엇인지, 혹은 

제거해야 할 병목현상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와 사람, 두 요인 간의 정합성 또는 균형성이 어떤 

상태이고, 그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때 각 요인이 조직효과성에 강한 영

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분석의 영역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의미 있는 조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유발하기 위해서 

요인 간 관계에서 모색해야 할 부분을 발굴하고 구체적 변화의 방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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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점을 조직정합성 모델은 

강조한다. 

본 모형은 기존의 조직진단이 조직의 다차원적 동태성을 유기적으로 

진단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조직 

운영 효과성을 측정하고 변화를 위한 해결방안 제시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

다. 조직·인사에 관한 경영학적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특히 글로벌 인

사조직컨설팅社인 Mercer가 공식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기업의 조직인사진

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

내 연구용역기관에서 이를 차용한 다양한 방식의 조직진단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무엇보다 정합성 모델이 갖고 있는 이론적 구조와 

실체적 내용을 행정학과 조직학 관련 사례 연구에서 차용한 선행연구들을 

일부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효과성을 다차원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정합성 모델을 공공기관 조직진단에 적용하여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변수를 통해 분석하고,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조직의 구성요소를 진단하는 것에 있다. 개인과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기존 진단방법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본 연구의 의미를 둘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서 분야별 진단과 평가 결과의 단순 취합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자원과 노력을 집중 또는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양적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대한 연구대상 공기업 내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도(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각 요인들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한다. 

다만 이러한 실증분석이 개별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의 수준, 현재 상태에 대

한 의미 있는 결론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 요인의 현재 상태가 

왜 이러한 상황인지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실제 인식과 직접적인 의견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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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현 상태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설정하는 것과 그 변화를 

위해 어떤 개선방안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내부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계량분석 결과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 

개별 요인이 독자성을 갖고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

한 것으로 이러한 결론만을 도출할 경우에는 여전히 공공기관의 내부 변화

와 혁신의 파편화 된 부분 최적화 방식의 노력을 지지하게 될 위험성도 있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분석 방법론의 병행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나 그룹 인터뷰, 워크숍과 같은 형태의 질적 분

석 방법론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 

의견(Real Voice)이나 설문조사 결과 해석(Interpretation)을 적절하게 도출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요인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관계의 변화가 어떠

해야 하는지, 그 변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이 어떤 것인지 구체화 하는데 필

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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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조직효과성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조직효과성의 개념과 의의

조직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전통적인 조직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현

대의 조직이론 및 조직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조직효과성의 결

정요인, 평가척도 등에 대해서는 합의된 견해가 없어 엄밀하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조직효과성

의 개념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

절한 조직효과성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Banard(1938)은 조직효과성이란 협동행위가 지향하는 확인된 목표

(recognized objective)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Schanz(1981)은 조직의 

체제(organizational system)를 구성원의 차원인 사회체제와 조직자체의 차

원인 경제체제로 구분한 후, 각각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조직효과성의 평가 

기준 및 측정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Schanz(1981)에 의하면 조직효과성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또는 측정기준으로서 능률성, 유연성, 만족성을 제시

하고 있으며 이들을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시키고 통합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 밖에도 조직효과성이란 기업의 수익성과 구성원의 욕구충족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하는 개념(Friedland & Pickle, 1969)이라고 보는 견해, 

조직의 권력 중심을 활동, 생산, 적응에 동원시키는 조직의 능력이 조직효과

성이고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다른 유사한 조직보다 더 많고 우수한 산출

을 가져오며, 더욱 효과적인 환경과 내부의 문제에 적응하는 조직이 효과적

인 조직(Mott, 1972)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조직효과성을 조직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정도라고 규정

하고 그 측정을 위해 목표달성도, 능률의 향상, 이윤, 예산유지, 사회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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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의 요인들을 사용하는(신유근, 1986a) 견해, 만족

성, 생산성, 유연성을 요체로 한 조직의 단기적(결과적) 목표 및 장기적(과

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조직효과성으로 정의하는 견해(권경득・임정

빈, 2003), 조직효과성은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자극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

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보는 문대성・천길영(2001) 등 다

양한 견해와 연구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조직효과성은 조직의 능률성이나 

건강성, 조직성과와는 구별된다는 주장도 있다(민진, 2003). 조직효과성은 

사후적 성질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과정적・사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조직성과는 전적으로 사후적 성질을 가지므로 이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오늘날까지 조직효과성에 대한 개념을 둘러

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

도 조직 목표의 달성과 성과창출을 위한 동태적 개념이라는 데에는 어느 정

도의 합의점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

치는 다수의 요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과정과 맥락을 통해서 작동하는

지, 또는 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 또는 궁극적 추구 가치

를 창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조직효과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엄밀한 정의와 구체적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2. 조직효과성의 측정

조직효과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1960년대 이후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조직 효과성 측정에 대한 연구 또한 이론과 측정

기준, 측정방법 등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Parson(1960)은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그 조직이 네 가

지 기능, 즉 적응(adaptation), 목표성취(goal attainment), 통합(integratio

n), 조직문화의 창출과 유지(latency)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되어

야 한다고 보았으며, Steear(1975)는 조직효과성의 측정 기준으로 적응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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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와 관련된 개념인 탄력성과 기술혁신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밝힌바 

있다. Dalton 등(1980)은 경제적 성과와 심리적 성과를 조직효과성의 평가

지표로 구분하고 제시하며, 기준의 연구자들이 경제적 성과지표보다는 심리

적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진행해 왔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

다.  한편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30여개를 제시하며 효과성 개념

이 다의적이고 정확한 측정이 곤란함을 지적하는 Campbell(1977)의 연구

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간에는 갈등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

에 다양한 효과성 평가기준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Quinn & Roh

rbragh(1983)의 논의도 있다. 

이 밖에도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및 대용변수 연구를 검토했을 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구성원들의 태도변수로

서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재무적인 성과, 이직

의도 등 조직의 성과와도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로서 연구자들 간에 가

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과 집단 및 조직수준의 조직효과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견해(문현집, 2009) 또한 이러한 경향과 의견을 같이 

한다. 

3.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호정(2009)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직무갈등, 

관계갈등, 신뢰 등을 지적하고 있고, Pandey와 Garnett(2006)는 목표 명확

도, 레드테입, (발전)문화, 조직규모 등을 들고 있으며, Chun과 Rainey(200

5)는 보수수준, 조직규모, 조직의 역사, 경쟁적 요구, 목표모호성 등을 지적

하고 있다. Moynihan과 Pandey(2004)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환경요인과 조직요인으로 구분하여 환경요인에는 선출직의 지원, 고객집

단의 영향력,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직요인에는 발전조직문화, 목표 명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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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집권화, 내부 재조직화의 장애를 들고 있다.

박연호(2003)는 전문인력, 전산화, 조직개편, 업무량의 적정화, 예측가

능성 개선 등을 조직효과성 개선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Quinn(2001)은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태도의 수정, 인사 재교육과 인사이동, 

권위체계의 수정, 구조적 조직개편, 측정과 평가의 활용, 기술에 의한 업무

방식, 업무흐름 수정, 신 프로그램의 도입 등 8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조직

효과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Wang과 Berman(2000)은 환경

외적 지원, 임무 명확도, 전문적 능력, 집권화(중앙의 개입), 분권화, 기업가 

정신, 자원의 풍부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 윤언자(1995)의 조직의 

구조적, 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조직의 행태적 변수인 지도성, 의사소통, 

조직풍토, 의사결정, 직무만족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관계를 가지

고 조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었다. 박성애 등

(1992)은 리더십, 상호작용, 조직풍토 등이 조직효과성에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조직효과성의 개념 정의와 측정에 관한 많은 모형과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만 Daft(1989)는 조직효과성 기준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지

도자 영향, 목표의 설정가능성, 조직의 발전단계, 환경적 조건을 들고 있다. 

또한 Mass(1987)는 조직분위기, 리더십, 의사결정, 효과적 의사소통, 구성원

의 사회화, 예측 가능한 전문 인력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연구 결과도 있다.

Perrow(1981)는 조직효과성을 조직의 적응성, 융통성, 생산성, 수익성, 

직무만족, 성장 등으로 파악하고 독립변수로 훈련, 감독방식, 권위구조, 통

합, 조정, 전문화 또는 이들의 조합을 설정하고 조직효과성을 분석한 바 있

다. Steers(1977)는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로 조직변

수, 환경변수, 조직구성원 변수, 관리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조직변수는 기

능적 전문화, 조직의 규모, 의사결정의 분권화, 공식화 등 을 들 수 있으며, 

환경변수는 환경의 예측 가능성의 정도, 환경인지의 정확성, 조직의 합리성 

등이고, 조직구성원 변수는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의 이유, 업무수행 노력 

등이다. 관리정책 변수는 행동계획의 수준, 자원획득과 이용, 성과가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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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환경의 조성, 의사소통의 과정, 의사결정과 리더십, 조직의 적응성과 

쇄신성 등이다.

Weisbord(1976)는 조직구조, 지도력 등과 함께 보상을 조직효과성 결

정의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김광웅(1976)은 조직규모, 지도성, 조직풍토, 

의사소통, 의사결정을 조직효과성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 Champion(1

975)은 조직의 효과성이 조직의 권위구조, 의사전달의 유형, 감독의 형태와 

조직구성원의 사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Price(1968)는 조직효과성

을 목표달성으로 정의하고 목표달성의 결정변수를 나타내는 생산성, 조직구

성원의 사기, 조직규범에 대한 업무활동의 정합성․동조성, 조직체계의 유연

성을 나타내는 적응성, 외부환경에서의 지지도를 나타내는 제도화 등 다섯 

가지 매개변수와 경제체제, 정치체제, 통제체제 그리고 인구와 생태학적 요

인들의 독립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근래에 와서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조직문화

와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들도 등장하고 있다. 조직문화와 조직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과

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관심은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믿음에 기인하고 있다(Sathe, 1985). 이러한 믿음의 근본적인 이유

는 조직문화가 조직 체제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체계에 근거하고 

이 가치체계는 조직의 목적(목표), 전략과 제반 행동에 관한 방향과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Weiner, 1988). 또한 조직문화는 통제수단의 하나로서 

통제의 효과적인 사용은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조직목표의 수행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도운섭, 2005).

현재까지 조직효과성 향상을 위한 진단이나 평가, 조직효과성에 영향

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조직구조나 조직문화, 리더십 등 한 가

지 요인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로 인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속적 변화관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임시 처방적 연구결과를 보이는 한계 

역시 존재했다. 따라서 조직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조

직구조나 성과중심에서 벗어나 조직구조와 조직문화 등 통합적 시작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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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진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각 요

인의 독립변수로서의 영향력과 의미를 해석하는데 주력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많은 연구가 지나치게 개별화 되고 파편화 되어 있

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요인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주체이자 변화의 객

체이기도 한 구성원에게 결과변수에 해당하는 심리적 성과로서의 직무 또는 

조직 몰입과 직무만족을 측정하면서도 각 요인들에 대해 구성원이 인식하는 

내밀하고 심리적/인식적 상태에 대해서는 계량적 분석으로만 접근한 경향성

이 있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어떤 면에서는 조직 변화의 기본 

단위인 구성원이 아니라 분석의 단위를 결과적으로 ‘조직’ 자체에 집중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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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합성 모형(Congruence Model) 관련 선행연구

1. 정합성 모형(Congruence Model)의 개념

D. A. Nadler와 M. L. Tushman(1989)은 과거의 계층제적 전통조직

모델은 앞으로 점차 사라질 것을 예측하면서 조직구조의 설계(Organization 

Design)와 운영방식의 개선이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여건에 대해 보다 적응

력 있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활용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구조와 운영방식

의 개선은 조직의 전략이나 조직의 구조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

에 이에 대한 평가(조직체계 및 운영방식에 대한 진단과 처방)가 우선되어

야 하며 이 결과가 조직의 내부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작업에 우선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조직진단은 조직재설계와 인력운영방식의 변화 등을 통칭하

는 조직개선을 위한 정보일 뿐 아니라 이러한 개선작업의 결과가 과연 현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준

다. 

또한 조직혁신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조직의 하부 조직들 간의 상호

의존관계나 균형을 유지하려는 힘이 혁신 자체를 무력화 시키거나 무의미하

게 만들 수도 있는데, 조직진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다. 이에 D. A. Nadler는 효과적인 조직진단을 위해 

적절한 분석 틀을 사용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서 정합성 모형(Congruence 

Model)을 제시한다. 

D. A. Nadler와 M. L. Tushman에 의하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조직

은 투입과 산출 그리고 전환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효과적인 조직진단을 

위해서는 그 중 전환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조직성과 산출

을 위한 전환과정에서는 조직의 구성요소로서 과제, 개인, 공식적 조직, 비

공식적 조직 등 4가지 하위요소를 제시한다. 과제는 수행되어야 할 업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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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은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 구조는 업무가 공식적 및 비공식적으로 

조직화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이 네 가지 조직 구성요소 간에 정합성이 

있어야 효과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정합성 모형

(Congruence Model)에 의하면 조직 관리는 일관적이고 구조화되어 효과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일관적 관리를 실행하거나 잘못 배치된 구조는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결국 핵심은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 간 

정합성이며, 조직은 반드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

적으로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 내 하위 부서들은 독립된 

하부 단위로서 단일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상호 의존된 체계로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조직 단위가 정합성을 가지고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

하면 그 조직은 정합성을 가지며, 의도된 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

는 입장이다.

정합성 모형(Congruence Model)의 핵심은 조직효과성이 조직의 각 

구성요소 간 정합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조직의 효과성은 ① 전략이 환경, 

자원, 이력, 전환-산출-환류기제에 부합할 때 ② 전환과정이 전략, 바람직

한 산출 및 전환 기제에 부합할 때 ③전환과정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과제, 

개인, 공식적 조직, 비공식적 조직이 서로 부합할 때 극대화 될 수 있다. 이

러한 요소들 간에 정합성이 결여되면 결과와 성과는 미흡할 것이고,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요소 중 정합성이 결여된 부분을 식별

하고 정합성을 증진시킬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2. 정합성 모형(Congruence Model)에서의 조직 구성요소 

정합성 모형에서는 체계론적이고 시스템적 관점에서 정합성을 논의한

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투입과 산출 그리고 전환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 

또는 성과창출을 해 나간다. 투입은 조직이 이미 내포하거나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의 내·외부 환경이나 자원, 이미 설정된 비전

과 전략 등이 해당한다. 산출은 조직의 투입과 전환과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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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로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와 목표 대비 달성 수준을 의미한다. 투

입과 산출과 달리, 전환과정은 조직과 조직의 행위자들의 노력과 개선과정

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요소로 대부분의 조직변화와 혁신

은 이 전환 과정에 포함되는 요인들에 대한 의도된 변화를 의미한다. 조직

정합성 모형에서 말하는 조직 구성요소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투입에 포함되는 요소

① 환경 : 조직의 경계 밖에 존재하지만 조직의 모든 측면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조직, 집단, 개인, 사건 등의 제반 요인들을 말한다. 환경은 조직

에게 특정한 반응을 요구하기도 하고 조직의 반응을 제약하기도 한다. 

② 자원 : 사람, 기술, 자본, 정보 등 조직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조직이 활용가능한 자원의 양과 질은 각기 다르

다. 또한 조직마다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유연성도 다르다.

③ 역사 : 현재 조직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행동, 활동, 효과 

등의 패턴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탄생-성장-성숙-쇠퇴의 주기를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체도 생명주기를 갖기 때문이다. 조직의 역사는 현 조직의 

전략적 결정, 주요 리더들의 행동, 핵심적인 가치관과 규범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④ 전략 : 조직이 환경의 다양한 요구나 기회 및 제약조건하에서 자원

을 배분하고 운영하는 데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조직의 진출

영역, 제품 및 서비스, 경쟁기반, 경쟁의 방법,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 등이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 조직의 전략은 조직의 환경과 자원 그리

고 역사를 바탕으로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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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에 포함되는 요소

조직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에 해당한다.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가 무엇인지, 그 성과는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으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개별구성원들의 정서적 반응과 태도 및 행동 등은 개인 차원에서의 성과를 

결정하고, 이는 집단 또는 부서자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목적 달성, 적응, 자원 활용 등 조직 전체의 성과가 결정된다.

3) 전환과정에 포함되는 요소

D. A. Nadler와 M. L. Tushman에 의하면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환

경과 주어진 자원, 조직의 역사 등 투입요소들이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요소에 의한 전환과정이 발생한다. 전환과정을 통해 조

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단편적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조직을 둘러

싼 다양한 차원의 구성요소의 상호작용 및 요소 간 정합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조직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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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정의 분석의 초점

업무

조직과 하부단위들이 

수행해야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과업

Ÿ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능

Ÿ 업무가 제공하는 보상의 유형

Ÿ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제약조건

사람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

Ÿ 개인의 지식 및 기능

Ÿ 조직 구성원 간 상이한 욕구나 선호

Ÿ 연령, 성별, 배경 등 인구 통계적 요인

공식조직

조직의 전략적 방향에 

따라 정의된 

구조, 시스템, 과정, 

방법, 절차 등 

일련의 요소

Ÿ 조직구조, 조직기능 및 업무분장

Ÿ 인사기반 (직무 및 직급)

Ÿ 인사제도 (인사전략, 인사기반, 

성과관리, 인재관리 등)

비공식조직

구성원들이 따르는 

비명시적인 원칙이나 

가치, 상호역동을 

통해 생겨나 문화

Ÿ 직속상사 및 경영진의 리더십

Ÿ 조직 내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Ÿ 조직의 의사결정 패턴에 대한 인식

<표 1> 조직정합성 모형에서의 조직 구성요소

① 업무(Work) : 업무는 조직과 하부단위들이 수행해야만 하는 기본

적이고 본질적인 과업이나, 조직이 관여하고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업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능, 업무가 제공하는 내재적 보상의 유형, 업무

에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업무간의 상호의존성이나 업무의 일상성 등), 업무

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제약조건 등이 중요 요소들이다. 조직의 1차적인 

존재사유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

에서 처리되는 업무부터 철저히 분석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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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람 (Worker, People) : 조직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

성되어 있다. 먼저 개인의 지식 및 기능, 상이한 욕구나 선호, 지각이나 기

대, 연령이나 성별 또는 배경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 등이 이해되어야 한다.

③ 공식적 조직편성 (formal organizational arrangements) : 이는 개

인들로 하여금 조직의 전략과 합치되는 과업을 수행하게끔 만들기 위해 공

식적으로 개발된 구조, 시스템, 과정, 방법, 절차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는 기능을 구성하여 배열시키는 방식 및 단위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조직 전

체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메커니즘, 보상 시스템, 물리적인 입지, 직무설계와 

작업환경을 결정하는 구조, 각종 인사제도 등이 포함된다.

④ 비공식 조직 (informal organization) : 어떠한 조직이라도 공식적

으로 이루어진 조직편성 이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양한 구조와 과정 

및 관계 등으로 이루어진 비공식 조직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이

다. 비공식 조직은 암묵적으로 존재하지만 구성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

친다. 비공식 조직은 공식적인 조직편성을 보완하기도 하고, 공식적인 조직

편성의 가동에 어려움을 안겨 주기도 한다. 여기에는 리더의 행동, 집단 내 

행동, 비공식적 업무편성, 커뮤니케이션 및 영향력 행사의 패턴 등이 포함된

다. 

우리들이 흔히 조직이라고 말할 때는 전환과정에 포함되는 요소들만을 

말한다. 따라서 조직의 구성요소는 업무, 사람, 공식적 조직편성, 비공식적 

구조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조직의 구성요소가 무

엇인지가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특성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

가 이며, 조직정합성 모델은 조직 구성요소 간 상호 관계에 대해 어떻게 접

근하고 분석할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합성 모형에서 의도적 노력을 통해서 가시적이거

나 물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전환과정 상의 요인들의 조직효과성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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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정도와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전환과정

에 속하는 요인들은 투입 또는 산출에 해당하는 요인들과 달리 조직 자체나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여러 노력과 시도를 통해서 통제 가능하거나, 적어도 

점진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직의 변화와 혁신, 목표한 성

과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주요 요인들과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조직효과성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조직정합성 모형(Congruence Model)에서의 구성요소들 간의  

   정합성 

정합성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들의 의도에 따라 fit, congruence, 

aligment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조직정합성 모형에서는 조직

을 구성하는 요소들 이 서로 간에 응집되어 조화를 이룰 때 그러한 조직은 

요소들 간에 정합성(congruence)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정합성이란 조직

의 각 구성 요소의 필요성이나 목표 또는 구조 등이 다른 구성요소의 필요

성이나 목표 또는 구조 등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이 정합성을 유지할 때 그러한 조직은 효과

성이 높은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D.A.Nadler와 M.L.Tushman는 조직

정합성 모델에서 제시하는 4개의 조직구성요소 간 정합성을 살펴보는 데 있

어 특히 초점을 맞추어야 할 내용들을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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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성 관계 진단의 초점

업무-사람
Ÿ 개인의 욕구는 주어진 업무에 의해 충족되고 있고, 

각 개인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업무-공식조직

Ÿ 조직의 구성은 업무의 수행에 맞도록 적절히 되어 
있는가?

Ÿ 조직의 구성(제도와 운영방식)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가?

업무-비공식조직
Ÿ 비공식조직이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이를 위한 

요구와 수렴하는가?

사람-공식조직
Ÿ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구성에 의해 충족되고 

있는가?
Ÿ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는 수렴되고 있는가?

사람-비공식조직
Ÿ 개인의 욕구는 비공식조직에 의해 충족되고 

있는가?

공식조직-비공식조직
Ÿ 비공식조직의 목표, 보상, 구조가 공식조직의 목표, 

보상, 구조와 일치하는가?

<표 2> D.A.Nadler & M.L.Tushman(1989)에 의한 정합성 진단의 초점

D. A. Nadler와 M. L. Tushman에 의하면 조직의 구성 요소들 간의 

정합성 여부는 외적인 정합성과 내적인 정합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 

외적인 정합성이란 조직 외부의 환경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조직이 어느 정

도나 잘 부응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유기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

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기계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 이는 외적인 정합성이 

확보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내적인 정합성이란 조직 내부의 구성요소들 

즉 업무, 사람, 공식적, 조직편성, 비공식 구조들 간에 일관성이 유지되는 

정도를 말한다. 예컨대, 사람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조직구성원 개인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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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는 욕구를 업무와 공식적 조직 편성 그리고 비공식 조직이 잘 충족

시켜 준다면, 구성원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합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개인이,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기적 조직구조(공식적 조직

편성)하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부하직원의 

창의적인 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닌 리더 아래서 일하고 있다면, 

이는 그 구성원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합성이 확보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외적인 정합성의 균형이 깨지면 이는 조직에서 변화

를 요구하고 이로 말미암아 조직 내부의 구성요소들 간의 내적인 정합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조직의 변화는 외적인 정합성이나 내적인 정합성이 파괴될 때 발생하게 된

다.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을 변화시키는 일은 파괴된 외적인 정합성을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환경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조직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된 내적인 정합성을 회복하려는 조

치라고 볼 수 있겠다.(박내희, 2000) 

정합성 개념을 규명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기존 연구는 조직연구에서 

상황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중심 주제로 등장하면서도 전략경영 측면에서 연

구자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Venkartman과 Camillus(1984)는 정합

성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 of fit)와 정합성의 영역(domail of fit)이라는 

두 차원에 따라 정합성을 설명했다. 먼저, 정합성의 개념화는 전략을 개념화

할 때 전략 내용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전략형성과정에 초점을 둘 것

인가에 따라 정합성의 내용(content of fit)과 정합성의 과정(process of fit)

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정합성의 영역은 정합성이 달성되어야 하는 구성요

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전략과 내부자원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외적정합

성(또는 수직적 정합성), 내부자원들 간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내적정합성, 

또는 내・외 정합을 통합하는 통합적 정합성 등 3가지 측면의 정합성을 제

시했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정합성의 개념화와 정합성의 영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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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차원을 결합하여 전략수립, 전략실행, 전략수립/실행의 통합, 조직 

간 네트워크, 전략적 선택, 통합체(gestalt) 관점에서 정합성 개념이 규명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황호규・최영균(1997)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개념정의 및 전

략적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이론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연구에 있어 정합

성 개념을 활용한다. 즉, 인적자원 정책이 기업의 전략과 조화를 이룰 때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

적자원 정책 간의 내적 정합성과 인적자원과 기업정책간의 외적 정합성이 

문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

고자 한 황호규・최영균(1997)은 Galbraithd와 Nathanson(1978)이 제시한 

적합도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albraithd와 Nathanson(1978)에 의하

면 인적자원 구성요소와 같은 조직적 형태가 기업전략과 조화를 이루게 되

면 우수한 성과가 발생한다고 하며, 조직의 설계변수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내적 차원으로써 충원과 개발(보상), 임금(보상제도), 평가(정보와 결정과

정), 직무설계(구조), 작업설계(과업)를 제시한다. 한 조직의 전략은 내부차

원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 전략이 조직의 설계변수와의 조화를 이루면 우수

한 성과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적합도 모델을 지지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는 분석의 수준으로써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섯 가지

의 조직 내적 차원에서의 적합도가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음과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시장전략과 다섯 가지의 조직 내적차원 

간의 상호관계 효과를 규정함이 그 것이다.    

Drazin & Van de Ven(1985)은 조직구조와 환경 간의 상황이론에 있

어서 정합성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선택접근법, 상호작용접근법, 시스템접근

법을 제시하여 이들 세 가지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이론개발과 실증절차

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의 세 가지 접근법은 상호배타적이 

아니며 각각 독특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정합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증

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Venkatraman(1989)은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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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이론적 관계에 대한 구체화 정도, 특정 기준변수 등에 대한 정합성의 

연계여부, 정합성에 포함되는 변수의 유무라는 세 가지 차원에 따라 6가지 

관점의 정합성을 제시하여 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조절로서의 정합성(fit as moderation)은 독립변수가 기준변수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 3의 변수인 조절변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정합성이 기준변수의 결정요인에 된다. 

둘째, 매개로서의 정합성(fit as mediation)은 독립변수와 기준변수 간

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변수의 존재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주로 경로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간접적인 영향으로 적합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부합으로서의 정합성(fit as matching)은 어떤 기준변수에 의하지 

않고 적합관계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전략을 환경과 조직내부자원들의 조화

로서 파악하는 전통적인 전략개념에서 도출하고 있다. 즉 전략과 구조의 적

합성(0 또는 1)은 성과에 대한 언급 없이도 주요 이론에 의해 추론될 수 있

다. 

넷째, 통합체로서의 정합성(fit as gestals)은 일련의 이론적 속성 간의 

내적 일관성 정도에 의해 통일적 형태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전략변수들 간의 관계유형은 고성과집단과 저성과 집단 간에 서로 다르다. 

다섯째, 프로파일 편차로서의 정합(fit as profile deviation)은 적합성이 

구체화된 여러 특성들이 모여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이상향을 

정한 다음 변수들 간의 적합관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특정 

환경 하에서 이상적인 전략프로파일에 가까울수록 성과가 높다. 

여섯 째, 공변량으로서의 정합성(fit as covariaition)은 이론적으로 관

련된 변수들의 집합 간의 공변량 내지는 내부일관성에 초점을 맞추며 일관

성 있는 구성 차원들 간의 공변량 정도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다. 즉 전략적 

자원변수들의 내적 일관성 정도는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Venkatraman(1989)의 논의에 의할 때 정합성에 관한 관점과 검증방법 등

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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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
특성

fit as
 moderation

fit as
 mediation

fit as
 matching

fit as 
gestals

fit as 
profile

 deviation

fit as 
covariaition

개념화
상호작용

(interaction)

매개
(intervent

ion)

부합
(matching)

내적조화
(internal 

concruence)

어떤 이상
적인 특성
에의 밀집

정도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

검증
방법

분산분석
조절회귀분석
하위집단분석

경로분석
분산분석
일탈점수
잔차분석

분류학적 
방법

(예: 군집
분석, Q형
요인분석)

다차원
공간에서 
이상적 

프로파일
과의 거리

(확인적)
이차요인

분석

* 출처: N. Venkatraman(1989), “The Concept of fit in Strategy Research; Toward 
Verbal and Statistical Corresponde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3), 
438: 최영균・남호현(2005) 재인용

<표 3> 조직 전략 연구에서 정합성에 관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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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합성 모형(Congruence Model)을 활용한 기존 연구

기존 경영학 및 행정학 분야에서 정합성 모형을 활용한 조직진단 혹은 

조직효과성을 측정한 연구 자체는 없으나, 정합성 모형 혹은 정합성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의 성과 혹은 인적자원관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장충석(2002)은 정합성 개념은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이론과 전략적 관

리, 리더십, 조직과 현경의 정합성, 기업전략의 수립 등 조직 연구에 대한 

관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조직 내 전략의 실행은 해당 조직의 

전략과 그 내부적인 관리과정들의 정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정합성 검증에 관한 실증분석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이론개념에 대한 조작화와 함께 측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본래의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 부적절한 분석결과를 산출하

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증자료를 적절하게 수집하

고 분석하기 위해 정합성 개념이 적절하게 조작화 되고 측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정합성의 내용과 측정과정에 여러 가지 적합한 측정방법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합성 검증에 있어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검증을 위한 통계적 기법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장충석(2002)의 연구는 조절로서의 정합성과 매개로서의 정합성

을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통계적 기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연구의 효

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힘과 동시에 실증적인 연구를 후속적으

로 수행함으로써 보다 높은 이론적 틀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과제임을 밝히

고 있다.     

박내희(2000)는 조직변화의 개념과 관리방안을 고찰한 후 성공적인 조

직변혁 방안을 규명하는 연구에 있어 정합성 모형에서 규정하는 조직의 구

성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즉, 업무, 사람, 공식조직 및 비공식 조직의 정합

성 여부는 조직의 내적 및 외적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그 정합성 

자체가 조직유효성을 결정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각각의 조직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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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은 서로 간 어느 정도 정합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성요소만을 변화시켜서는 조직의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

며, 성공적인 조직변혁을 위해서는 조직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장용선(2012)은 금융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직변화 연구에서 금융

기관의 전략적 선택과 이에 따른 핵심과업, 조직문화, 구성원, 공식조직의 

정합성을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논의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조

직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외적 정합성과 내적 정합성을 이루어 나가

는 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불연속적인 혁신과 이로 인한 조직변화를 보여주

고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어떠한 자원과 노력을 집

중 또는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논문과 

그 분석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용선의 연구에서는 자료수

집과 분석이 연구가 진척되어 가는 과정과 함께 연구설계가 만들어지는 발

생적 연구설계에 의해 진행하였다(Lincoln & Gubam 1985; Spradley, 

1979; Strauss & Corbin, 1998). 발생적 연구설계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조

사의 설계 및 과정이 구체화 되어 수정되어 나가는 연구를 의미한다(장용

선, 2012). 장용선(2012)은 해당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사례연구 결과가 나

타나면서 연구의 초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점에 착안하였고, 첫 번

째 단계는 현상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두 번째는 첫 번째 단계

에서 이해된 것들을 규정하고, 발생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

료수집에 대한 지침을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영역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Belk et al., 1989). 해당 연구에서 자료

수집과 분석은 인터뷰와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방

식과 분석은 Spradley(1979)의 절차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관찰이나 기

술적인 질문,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기본적인 단위나 영역을 찾아내고, 영역

(Domain)에 대한 검증이나 추가적인 용어를 찾기 위해서 구조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구조적 질문 후에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영역이나 주제를 발견하였고, 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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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과정이 구체화 되고 혹은 수정되어 나갔다(장용선, 2012)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용선(2012)의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영

향과 균형을 파악하고 근본원인과 대책을 보다 구체화 하는데 활용할 수 있

는 접근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구

조적 질문을 통해서 문제 되는 영역에 대한 재확인과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아이디어와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핵심적 

문제 또는 쟁점 영역을 확인하고, 영역 확인 후에는 영역 간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와 종합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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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분석의 틀 및 가설 설정

1.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

를 보완하고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합성모

형(Congruence Model)을 활용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 A. Nadler 

& M. L. Tushman이 제시한 정합성 모형에서는 조직을 구성하는 네 개의 

요소를 규정하고, 각 요소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

다.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독립변수는 조직의 업무, 사

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으로 구분한다. 이들 4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관한 부분은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

하고자 한다. 각 요인이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 등으로 대표되는 조직효

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실증분석 하고, 연구대상 조직에서 유의미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모형에서 중요하게 파악해야 할 부분은 연구목적과 

의의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요인 간의 정합성(관계와 균형성, 상호작용 

등)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업무–사

람, 업무–공식조직, 업무–공식조직, 사람–공식조직, 사람–비공식조직, 공

식조직–비공식조직 등 총 6개의 요인 간 관계에 대한 현재 상태와 미래 

변화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와 집단토론 방식을 활용한 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한다. 질적 분석은 통계분석 결과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구체적 상황을 해석하는데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독립변수로 설정된 4

개의 요인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그 정합성의 정도와 조직 효과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 즉, 하나의 요인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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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요인이 보다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발휘하거나 강화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지

에 대한 심층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합성모형에 근거한 동태적 관점에서의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과 같

다. 조직효과성에 대한 4개요인(업무, 사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의 영향력

에 대한 부분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으로 도출하고, 각 요인 간

의 정합성에 대한 부분은 심층면접과 집단면접, 워크숍 등을 통해서 파악된 

연구대상 조직 구성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파악하고자 한다. 

변화의 방향 변화대상 및 과정 변화의 결과

투입 전환 산출(결과)

업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사람

경영
전략

조직
효과성

환경, 자원, 역사 
등

조직의 맥락

직무만족도 
조직만족도 
조직몰입도

<표 4>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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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고, 본 연구문제에서 개별 요인의 조직효과

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조직정합성 모형에 의한 조직구성요소가 각각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효과성에 (+) 혹은 (-)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조직구성원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효과성에 (+) 혹은 (-)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공식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효과성에 (+) 혹은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비공식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효과성에 (+) 혹은 (-)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는 업무, 사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조

직정합성 모형에 있어 조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업무/사람/공식조직/비공

식조직에 대한 정의 및 측정 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 33 -

변수 정의 측정항목 

업무

Ÿ 일 그 자체, 업무 구조, 
Ÿ 일에 대한 환경 및 
   일이 수행되는
   방식에 대한 인식

Ÿ 근무환경의 만족도
Ÿ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
Ÿ 업무수행 및 직무명확성에 대한 

만족도

사람

Ÿ 구성원들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

Ÿ 구성원들의 역량 및 
업무 태도에 대한 인식

Ÿ 조직구성원의 관계관리 역량 수준에 
대한 만족도

Ÿ 조직구성원의 목표달성 역량 수준에 
대한 만족도

Ÿ 조직구성원의 원칙준수 성향에 대한 
만족도

공식
조직

Ÿ 조직의 전략적 방향에 
따라 정의된 관리제도, 
정책, 규정 등 
조직역량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인식

Ÿ 조직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
Ÿ 조직 R&R의 명확성에 대한 만족도
Ÿ 인사전략의 비전공유 정도에 대한 

만족도
Ÿ 인사전략의 성과목표 부합 정도에 

대한 만족도
Ÿ 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
Ÿ 직급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

비공식
조직

Ÿ 리더의 행동양식과 
   이에 대한 만족도
Ÿ 구성원들이 따르는 

비명시적인 원칙이나 
가치, 상호역동을 통해 
생겨난 문화 및 그에 
대한 만족도

Ÿ 리더십을 통한 동기부여에 대한 
만족도

Ÿ 리더십에 의한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

Ÿ 리더십에 의한 경력개발에 대한 
만족도

Ÿ 리더십을 통한 업무협조에 대한 
만족도

<표 5>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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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의 정의 및 측정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로서 조직효과

성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없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직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률 등과 

같은 재무적 측면에서의 양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

도 같은 질적이고 주관적인 지표를 모두 조직효과성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조직효과성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정리할 때 조직효과성 측정지표로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종환, 2013)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구성원들의 태도변수로서 조직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재무적인 성과, 이직의도 등과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

로서 연구자들 간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과 집단 및 조

직수준의 조직효과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견해(문현집, 2009)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효과성의 측정지표로서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사용

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독립변수에 대한 측정이 조직구성원 개인의 인식과 

만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측정과 분석의 차원 및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관적 지표인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사용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종속변수로서 직무만족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

다. 직무로부터 경험하는 욕구충족의 정도(McCormick&Tiffin, 1974)라는 

견해, 근로자가 직무와 작업 환경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바

탕으로 한 태도(Agho, 1993)라고 정의하는 견해, 소망하는 결과와 실제적인 

결과 간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직무에 대한 구성원의 정서적인 반응(박순

애, 2006)으로 정의하는 견해 등이 있으며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

련하여 가치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전반적인 만족정도이자 직무

자체와 임금, 인사제도,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과 보람 등 

정서적・감정적 만족상태(이제윤, 2011)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상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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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담당 직무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 즉 개인

의 업무와 관련한 경험이나 기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조직구성

원이 가지는 감정적 태도나 느낌으로 정의한다. 

직무만족이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 개인의 직무에 대한 태도라고 한다

면 조직몰입이란 구성원들이 자신의 조직에 대해 가지는 애착심, 헌신 또는 

희생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조직몰입 역시 수많은 학자드레 의해 연구가 이

어져 왔지만 연구목적의 다양성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보편화된 정의가 내

려져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 결과1) Buchanan(1974)은 

개인이 조직의 목표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정도, 자신의 작업역

할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몰입하는 정도, 조직에 대한 애정적 느낌과 애착으

로서의 충성심의 정도로 정의한다. Allen&Mayer(1990)은 조직몰입의 유형

으로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등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정

서적 몰입을 가진 종업원은 정서적인 애정 때문에, 계속적 몰입을 가진 종

업원은 조직을 그만둠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그리고 규범적 

몰입을 가진 종업원은 의무감 때문에 조직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할 때 조직몰입은 ‘개인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얼마만큼 몰두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조직

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이자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 및 조직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회사의 일원임을 자랑

스럽게 생각하며 회사조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개념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측정함에 있어 세부항목으로서 조직만족도와 조

직몰입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 김종환(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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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효과성 정의 측정항목 

직무만족도

담당 직무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 
즉 개인의 업무와 관련한 

경험이나 기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가지는 감정적 태도나 느낌

수행업무에 대한 만족도
담당직무에 대한 만족도

조직만족도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

이직 의향

조직몰입도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 및 

조직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정도
조직추천 의향

<표 6>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4. 심층 인터뷰

1) 심층 인터뷰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조직정합성 모형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요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요인 간의 

정합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직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결과적으로 조직효

과성에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갖는다. 요인 간 정합성에 대한 분

석을 위한 통계적 기법의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조직의 구체적 맥락과 상

황을 내부 구성원의 실질적인 의견을 토대로 파악하고자 심층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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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는 각 요인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이해하는데 이점이 있으나, 각 요인에 대해 계량적 수치가 아닌 해

당 수치가 나오게 된 상황적 맥락과 현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데는 분명

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모형을 활용하여 조직 및 인사

진단,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다수의 연구기관과 컨설팅 기관에서는 심층 인

터뷰와 집단토론, 워크숍 등을 병행하여 풍부한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

적 접근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과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2) 요인 간 정합성 진단

심층 인터뷰는 개별 요인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각 요인의 관계와 특정 요인이 보다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고려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심층 

인터뷰를 활용한 요인 간 정합성 진단 작업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업무-사람, 업무-공식조직, 업무-비공식조직, 사람-공식조직, 사람-비공식

조직, 공식조직-비공식조직 간 현재의 상태와 여건,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일

정 형식과 동일한 질문을 토대로 진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

쳤다. 

Nadler & Tushman(1989)은 요인 간 정합성 진단의 중요성을 언급함

과 동시에 6개의 요인 간 정합성 진단을 위한 핵심적 질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합성 모형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그들이 

모형에서 제시한 질문을 최대한 활용한 심층 인터뷰를 설계하고 실제로도 

원형에 가까운 진행하였다. 다만, Nadler & Tushman(1989)가 제시한 핵심

적 질문들의 맥락을 피면접자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질문의 단

어와 형식을 변경하여 심층 인터뷰와 집단토론,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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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층 인터뷰의 본 연구에서의 가치와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심층 인터뷰는 통계적 실증 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조

직 구성원의 인식과 실제 조직 내에서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주었다. 더불어 현재 조직 내 여건과 상황 변화를 위해 집중해

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가치

가 높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통계적 수치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해

당 결과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해석을 풍부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

을 뿐만 아니라, 특정 요인의 영향력이 강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에서의 

고려요소를 정리하고, 변화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개선방향과 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즉, 개별 요인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결과)만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제한적 수준의 연구의 함의를 영향력의 범

위와 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개선과 변화에 필요한 노력(과정)으로 확장시

키는데 심층 인터뷰 병행의 가치와 기대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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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금융공기업은 1992년 관련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관련 기금을 관리/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대표이사 

아래 4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 7실 11처 1연구원을 두고 있다. 

또한 28개 영업부서를 두고 있다. 해당 조직은 대표이사 1인, 집행임원 1인 

및 상임/비상임이사 9명과 일반직원 등을 포함한 총 700명(설문조사 진행 

시점 기준: 2018년 8월 31일)으로 구성되어 있고 1급부터 7급으로 구분된 

관리직 626명과 기타 지원직, 임시직 및 전문역 등의 체계로 운영된다.  

2. 자료의 수집 및 설문의 구성

본 연구 대상 조직 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서 조직정합성 모형에 의한 4가지 조직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묻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외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알아내기 위한 설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수통계변수를 제외한 각 설

문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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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유형 변수명 문항수 설문항목

독립변수

업무 4

근무환경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직무 명확성

업무 프로세스

사람 4

관계관리 역량

성과관리 역량

원칙지향 성향

변화관리 역량

공식조직 8

조직구조 적정성

조직 R&R 명확성

인사전략의 비전공유 정도

인사전략의 성과목표 부합 정도

인사제도

직급효과성

채용의 적절성

승진의 성과연동성

비공식조직 5

리더십과 동기부여

리더십과 의사소통

리더십과 경력개발

리더십과 업무협조

조직 내 의사소통

종속변수 조직효과성 3

직무만족도

조직만족도

조직몰입도

인구통계
변수

성별

연령

직위

근속년수

소속부서

<표 7> 설문문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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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첫째, 설문응답에 의해 측정된 인구사회학적 항목을 비롯하여 각 변수

들의 기술통계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 검증인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

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방법을 이용한다.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

집된 자료의 특성과 연구모형에 대한 대략적 함의를 살펴본다. 

둘째, 업무/사람/공식조직/비공식조직으로 구분되는 조직정합성 모형의 

조직구성요소에 해당하는 4가지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조직효

과성 변수를 대상으로 요인분석 및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측

정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측정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각각의 설문항목이 단일 성분으로서 변수를 올바

르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이

를 제외하고 변수를 구성한다. 또한 연구대상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

차원의 응답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동일방법편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

일방법편의 진단을 위한 검증을 실시한다.

셋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정합성 모

형의 조직구성요소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을 실시한다. 이상의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 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SPSS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기 어려운 현황을 다루거나 설문조

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동시에 진행한다. 인터뷰를 통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인식수준이 나타난 근본적 원인과 핵심적 쟁점을 파악하고

자 한다. 설문조사는 계량적 수치로 나타나는 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주요 이해관계자와 

조직 구성원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해당 결과가 나타난 배경과 근본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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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주요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조직진단과 개선 작

업을 위한 과정상에서 실제로는 인식(Perception)하는 내용과 다른 실제

(Practice)가 존재하기도 하며, 조직 구성원이 실제와 다른 사실을 알고 있

기 때문에 인식도 낮게 혹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결과 분석 이외에 나타

난 결과에 대한 심층면접의 진행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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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의 추출방법으로서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최초 요인을 

추출한 이후 직교회전방식(Varimax) 방법을 채택하여 요인의 수로 각각 고

정하였다. 설문문항을 구성하는 24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지 검토하기 위하여 표준형성 적절성 검정(Kaiser-Meyer-Olkin, KMO)과 

Bartlee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총 24개의 설문항목 중 요인적재량이 

0.5 이하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은 삭제한 결과 총 19개

의 항목을 분석에 사용하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 항목은 아래의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인분석 적합성 검증결과 KMO(Kaiser-Meyer-O

lkin) 측도 값은 0.952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

었다.2)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근사 카이제곱이 4,767.964로서 충

분히 크고, 유의확률이 0.000으로서 요인분석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요인들이 신뢰할만한 것인지를 검토하

기 위해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계수

(Cronbach's Alpha) 사용하였고, 사회과학에서도 측정도구 α값이 0.6이상

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지식 수준을 제외하

고 모든 변수들의 신뢰계수가 0.6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어 신뢰도에 큰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2) 일반적으로 KMO 측도치가 0.5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강병서․김계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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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요인 Cron

bach'
s α 
계수1 2 3 4 5

공식
조직

인사전략의 비전공유 .819 .275 .109 .289 .138

.951

인사제도 .806 .255 .231 .271 .132

인사전략의 성과목표 반영 .800 .289 .135 .321 .165

직급 효과성 .775 .250 .261 .188 .180

조직구조 적정성 .733 .228 .383 .037 .207

조직R&R 명확성 .694 .297 .381 .087 .278

비공식
조직

리더십과 업무협조 .224 .838 .213 .161 .124

.925
리더십과 의사소통 .206 .819 .245 .099 .222

리더십과 경력개발 .362 .786 .135 .180 .187

리더십과 동기부여 .352 .754 .120 .277 .205

업무

일과 삶의 균형 .275 .245 .776 .283 .189

.889직무 명확성 .321 .254 .687 .329 .208

근무환경 만족도 .442 .246 .529 .425 .272

조직
효과성

조직몰입도 .314 .233 .354 .757 .239

.924조직만족도 .274 .250 .293 .756 .304

업무만족도 .378 .292 .476 .536 .241

사람

원칙지향 성향 .174 .352 .226 .233 .762

.830관계관리 역량 .314 .213 .384 .282 .608

성과관리 역량 .530 .230 .095 .323 .576

고유값 5.028 3.595 2.580 2.489 2.000

분산율 26.465 18.919 13.581 13.102 10.526

누적율 26.465 45.385 58.966 72.068 82.594

<표 8> 설문항목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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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 CMB) 검증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조직 내 구성원 

개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지와 응답원에 의해 측정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Coommon Method Bias)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응답 원천을 각각 분리하여 종속변수인 조직효

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조직성과 지표 등으로 사용하면 가장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조직 수준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동일방법편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응답 사후 통계처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Hermon’s one factor test 방법을 사용한다. 

위의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서 시행한 요인분석결과 총 5개

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은 총 분산의 8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요인은 공식조직으로써 이를 

설명하는 변량은 26.5%에 그쳐 82.6%의 50%인 41.3%를 설명하지 않는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단일 항목이 전체의 분산을 설명하고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간의 동일방법 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

계수로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독립변수들은 유의수준 

0.01에서 조직효과성과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와 독

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업무-사람, 업무-공식조직, 업무-비공

식조직, 사람-공식조직, 사람-비공식조직, 공식조직-비공식조직 모두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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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 사람 공식조직
비공식 
조직

조직 
효과성

업무 1

사람 .748** 1

공식조직 .741** .726** 1

비공식 
조직

.672** .736** .876** 1

조직 
효과성

.821** .769** .718** .656** 1

*p<0.05, **p<0.01

<표 9> 조직구성요소와 조직효과성과의 상관관계



- 47 -

제 2 절 기초통계 분석 

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2018년 8월 ~ 10월에 걸쳐 A 금융 공기

업의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대표이사 아래 4개의 본부, 7실 11처, 9개의 금융센터 및 13개의 지사, 5개

의 관리센터, 1개의 지원센터 등 해당 조직의 전 구성원 700명 중 관리직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되, 이들 중 근속 6개월 미만의 수습 임용자 및 기

초직무교육 대상자,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을 제외한 518명을 최종 설문대상

으로 확정하였다. 관리직(일반직)을 설문대상 및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이들 직군에 한해 조직 내 역할과 직급이 부여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는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인사체계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 중 총 

응답인원은 252명으로 48.6%의 응답율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근속년수, 소속부서, 직위 및 직급 등

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본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185명(73.4%), 여자는 67명

(26.6%)으로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95명(37.7%), 20대와 50대 이상이 각 57명

(22.6%), 40대가 32명(17.1%)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속년수는 5년 이내가 

136명(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직위 구분으로 살펴봤을 때 응

답자 중 사원~대리 직위에 해당하는 비중이 137명(54.4%)으로 가장 높았

으며 팀장이 56명(22.2%), 과장~차장이 40명(15.9%), 부서장 이상이 14명

(5.6%), 부부장이 5명(2.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근속년수 5년 이하가 136명(54%)로 가장 

많았고, 20년 초과 25년 이하가 70명(27.8%), 10년 초과 15년 이하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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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년 초과 10년 이하 20명(7.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근속년수 15년 초과 20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으로 확인되었다. 

소속별로 살펴봤을 때 ‘나’본부 소속이 85명(33.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본부가 59명(23.4%), ‘라’본부가 47명(18.7%), ‘다’본부가 36

명(14.3%), 기타 소속이 25명(9.9%) 순서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상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85 73.4

여성 67 26.6

연령

~20대 57 22.6

30대 95 37.7

40대 43 17.1

50대이상 57 22.6

소속

‘가’본부 59 23.4

‘나’본부 85 33.7

‘다’본부 36 14.3

‘라’본부 47 18.7

기타(사장직속, 감사실) 25 9.9

직위

사원~대리 137 54.4

과장~차장 40 15.9

부부장 5 2.0

팀장 56 22.2

부서장 이상 14 5.6

근속기간

5년 이하 136 54.0

5년 초과 10년 이하 20 7.9

10년 초과 15년 이하 25 9.9

15년 초과 20년 이하 1 0.4

20년 초과 25년 이하 70 27.8

<표 10>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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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별 기술통계량

각 변수별 기술통계량은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평균

을 살펴보았을 때 비공식 조직 변수의 하위 항목인 리더십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으로서 직속상사에 의한 업무협조에 대한 만족도가 4.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직속상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4.1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두 직속상사 리더십을 측정하는 항목으로서 조직 구성원

의 직속상사 리더십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수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공식조직 중 직급의 효

과성에 대한 응답이다. 해당 응답의 평균은 3.34로 모든 변수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식조직 변수 중 인사전략의 비전공유 정도에 대

한 만족도가 3.44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업무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직무 명확성에 대한 만족도가 4.03으로 가

장 높았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3.87,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가 3.73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사람에 대한 만족를 살펴보면 조직 구성원

들의 원칙준수 성향에 대한 만족도가 4.13으로 가장 높았고. 구성원의 관계

관리 역량과 성과관리 역량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3.79, 3.78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조직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조직 R&R 명확성을 묻는 항목에서 3.58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

으며, 조직구조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3.5, 인사제도의 직무특성 반영 정

도에 대한 만족도가 3.46, 경영목표를 반영하는 인사전략에 대한 만족도가 

3.45, 인사전략을 통한 조직 비전공유 여부에 대한 만족도가 3.44로 나타난

다. 공식조직 항목 중 연구대상 조직의 직급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는 3.34

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변

수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에 해당한다. 

비공식조직 항목에 대한 만족도로서 직속상사에 의한 업무협조 만족도



- 50 -

가 4.21로 가장 높았고, 직속상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4.18, 직속

상사에 의한 동기부여에 대한 만족도가 4.02, 직속상사에 의한 경력개발에 

대한 만족도가 3.98로 나타났다. 비공식조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만족도는 

다른 3가지의 독립변수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종속변수로서 조직효과성에 대한 만족도는 공사에 대한 만족도가 

4.13, 조직몰입도를 측정하기 위해 질문한 회사추천의향이 3.99, 업무에 대

한 만족도가 3.88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 51 -

구분 세부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업무

근무환경 만족도 252 3.73 1.045

일과 삶의 균형 252 3.87 0.967

직무 명확성 252 4.03 0.835

사람

관계관리 역량 252 3.79 0.941

성과관리 역량 252 3.78 0.904

원칙지향 성향 252 4.13 0.848

공식
조직

조직구조 적정성 252 3.50 1.062

조직 R&R 명확성 252 3.58 1.085

인사전략의 비전공유 정도 252 3.44 1.133

인사전략의 성과목표 부합 정도 252 3.45 1.154

인사제도 252 3.46 1.102

직급효과성 252 3.34 1.209

비공식
조직

리더십과 동기부여 252 4.02 0.965

리더십과 의사소통 252 4.18 0.827

리더십과 경력개발 252 3.98 0.986

리더십과 업무협조 252 4.21 0.856

조직
효과성

직무만족도 252 3.88 0.984

조직만족도 252 4.13 0.873

조직몰입도 252 3.99 0.963

<표 11> 주요변수별 기술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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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답집단별 인식의 차이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근속년수, 직위, 소속)에 따른 업무, 사

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및 조직효과성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는 T-test와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

했다. t-test의 경우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성별구분 및 본/지사 

구분에 따른 분석을 실시했으며 성별의 경우 조직구성요소별 만족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본/지사 구분에 따른 조직구성요소별 만족도는 유의

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분산분석(one-way ANOVA)은 소속과 직위,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근속기간의 경우 15년 초과 20년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

자 수가 1명으로 분석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분산분석 결과 직위에 따른 조직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 및 조직효과성을 

대변하는 조직만족도 및 조지직몰입도, 직무만족도와 연령 구분에 따른 조

직구성요소 및 조직효과성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으며, 소속 구분에 따른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 구분, 직위에 따른 구분과 연령에 

따른 경우는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 

1)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분석

<표 12>에서는 성별에 따른 조직구성요소 및 조직효과성에 대한 만족

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조직구성요소 중 업무의 하위항목인 근무환경 

만족도가 남자는 평균 3.64, 여자는 3.96으로 여성의 만족도가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 조직구성원의 성과지향 역량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남자는 평균 3.71, 

여자는 3.99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공식조직의 경우 조직구조 적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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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족도가 남자는 3.39, 여자는 3.79의 만족도를 보이며 조직 R&R 명

확성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가 평균 3.49, 여자는 3.82의 만족도를 보인다. 

인사제도가 직무특성을 반영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가 평균 3.36, 

여자가 평균 3.76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직급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

가 3.22, 여자가 3.69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직효과성 항목 중에

서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남녀 구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남자의 경우 3.80, 여자의 경우 4.09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별 남녀의 만족도 평균은 아래

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차이를 보인 모든 항목에 있어 남성의 만족도

보다 여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비공식조직에 대한 만족

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분석 결과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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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남성

(N=185)
여성

(N=67)

업무
근무환경 
만족도

3.64 3.96
-2.108 .036*

(1.033) (1.051)

사람 성과지향
3.71 3.99

-2.165 .031*
(.860) (.992)

공식
조직

조직구조
적정성

3.39 3.79
-2.650 .009**

(1.027) (1.108)

조직 R&R
명확성

3.49 3.82
-2.177 .030*

(1.043) (1.167)

인사제도
3.36 3.76

-2.604 .010*
(1.100) (1.060)

직급 효과성
3.22 3.69

-2.765 .006**
(1.187) (1.209)

조직
효과성

직무
만족도

3.80 4.09
-2.077 .039*

(.966) (1.011)

*p<0.05, **p<0.01, ***p<0.001

<표 12>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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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별 만족도의 차이 분석 

연령 구분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볼 때 업무 항목에 있어 근무환경 만

족도 및 직무명확성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다. 근무환경의 경우 20대가 3.96, 30대가 3.94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50

대 이상이 3.44, 40대가 3.35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직무 명

확성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도 20대가 4.3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30대가 4.14, 50대 이상이 3.84, 40대가 3.72의 순서로 높은 만족

도를 나타냈다. 만족도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으나, 업무 만족도에 있어 근

무환경 및 직무명확성 두 세부항목에 대해 20대의 만족도가 제일 높고 40

대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 만족도를 묻는 세부항목 

중 하나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만족도를 세부 항목별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조직구성원

의 관계관리 역량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30대가 3.96으로 가장 높았고, 20

대가 3.93으로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40대의 경우 3.63, 50

대 이상의 경우 3.51로 2-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

다. 조직구성원의 목표달성 역량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20대가 4.02로 가장 

높았다. 30대가 3.97로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40대는 3.51, 

50대는 3.44로 이 역시 2~30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직구성원의 원칙준수 성향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20대가 4.32, 30대가 4.24, 

50대 이상은 3.96, 40대는 3.91의 순서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원칙준수 

성향에 대한 만족도는 사람에 대한 만족도 중 다른 두 가지 항목에 비해 연

령대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사람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모

든 항목에서 2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40대와 50대 이상의 만족도가 

2~30대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조직 측면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조직구조의 적정성, 조직 R&R의 

명확성, 인사전략의 비전공유 정도, 인사전략의 성과목표 부합 정도 및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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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직급효과성 등 세부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20대가 높은 만족도를 나

타냈다. 공식조직 측면에 대한 30대의 만족도가 두 번째로 높으며, 40대, 

50대 이상의 순서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사람에 대한 만족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식조직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대와 30대에 비해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비공식 측면의 만족도를 묻는 총 4개의 세부 항목에서는 리더십에 의

한 경력개발 만족도와 리더십을 통한 업무협조에 대한 만족도 등 두 개의 

항목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연령에서 리

더십과 경력개발 만족도가 4.22, 리더십과 업무협조 만족도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리더십과 경력개발 만족도 4.09, 리더십과 업무협

조 만족도 4.29로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리더십과 경력개

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3.79, 50대 이상은 3.6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과 업무협조 항목의 경우 40대가 4.14, 50대 이

상이 3.91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2~30대에 비해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

나, 리더십을 통한 업무협조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타 연령층과의 편차가 작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다.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리더십을 통한 업무협조 만족도 높은 이유는 해

당 연령대 인력들 간의 장기간의 근속 과정에서 비롯된 친밀도와 기수문화

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사기업 

성격의 조합,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기관, 공사 전환을 거치는 전체 과정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에 따라 비공식적 관계에서의 유대감에 따라 상호간의 이

해와 수용성이 강한 때문으로 유추된다. 이들 연령대 인력들은 전체 인력이 

100여명 선인 시기부터 동료 또는 선후배 관계를 형성해 온 인력층이며, 이

들 간의 관계 설정은 업무상의 규정이나 규칙보다는 인간관계적 영향이 크

게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심층인터뷰와 워크숍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했다. 

그에 반해 2~30대의 경우에는 최근 공사 전환 이후 급격하게 유입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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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며, 현 세대의 특징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무엇

보다 IMF 외환위기와 건설경기 등의 영향으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신

규채용이 전면 중단되었던 영향으로 세대 간 단절 현상이 심화된 영향도 있

는 것으로 근본원인을 해석해 볼 수 있다.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인 조직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도에서도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직만족도의 경우 30대가 4.31로 가장 높으며, 20대가 4.29, 40대가 3.91, 

50대 이상이 3.89의 순서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직무만족도에 대해서

는 20대가 4.13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30대가 4.08, 40대

가 3.58, 50대 이상이 3.54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조직몰입도의 경우 30대

가 4.21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20대가 4.13, 50대 이상이 3.77, 40

대는 3.65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조직효과성의 세부항목을 살펴볼 때 다

른 두 항목에 비해 조직만족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도 적게 나타났다. 또한 앞서 살펴본 다른 변수

들과 마찬가지로 2~30대에 비해 40대와 50대 이상의 만족도가 낮은 상태

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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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1)
~20대
(N=5

6)

30대
(N=95)

40대
(N=43)

50대 
이상

(N=57)

업
무

근무환경 
만족도

3.96 3.94 3.35 3.44
5.876 .001** a,b > d,c

(.830) (1.009) (1.173) (1.069)

직무 명확성
4.30 4.14 3.72 3.84

5.886 .001** a,b > d,c
(.601) (.794) (.959) (.862)

사
람

관계관리 역량
3.93 3.96 3.63 3.51

3.684 .013* b > d
(.892) (.862) (.900) (1.054)

성과관리 역량
4.02 3.97 3.51 3.44

7.105 .000*** a > b > c,d
(.798) (.893) (.935) (.866)

원칙지향 성향
4.32 4.24 3.91 3.96

3.365 .019* a > c
(.716) (.834) (.868) (.886)

공
식
조
직

조직구조 
적정성

3.86 3.64 3.21 3.12
6.539 .000*** a,b > c,d

(.923) (1.110) (1.036) (.983)

조직R&R
명확성

3.93 3.76 3.33 3.14
7.214 .000*** a > b > c,d

(.951) (1.039) (1.017) (1.156)

인사전략의 비
전공유정도

3.86 3.56 3.12 3.09
6.230 .000*** a > b > c,d

(1.017) (1.155) (1.096) (1.090)

인사전략과
성과목표부합

3.86 3.64 3.12 3.00
7.857 .000*** a > b > c,d

(.999) (1.138) (1.138) (1.150)

인사제도
3.82 3.72 3.09 2.98

9.775 .000*** a,b > c,d
(.936) (1.048) (1.087) (1.126)

직급효과성
3.71 3.61 3.16 2.68

10.324 .000*** a,b > c,d
(1.124) (1.133) (1.132) (1.198)

비
공
식
조
직

리더십과
경력개발

4.09 4.22 3.79 3.65
5.017 .002** b,a > c,d

(.920) (.877) (1.036) (1.077)

리더십과 
업무협조

4.29 4.39 4.14 3.91
4.094 .007** b,a > c,d

(.825) (.704) (.889) (1.005)

조
직
효
과
성

조직만족도
4.29 4.31 3.91 3.89

4.353 .005** c > d
(.731) (.773) (.921) (1.030)

직무만족도
4.13 4.08 3.58 3.54

6.523 .000*** a,b > c,d
(.875) (.895) (1.029) (1.036)

조직몰입도
4.13 4.21 3.65 3.77

5.068 .002** b,a > d,c
(.854) (.874) (1.066) (1.000)

*p<0.05, **p<0.01, ***p<0.001
주1): a는 ~20대, b는 30대, c는 40, d는 50대를 의미함

<표 13> 연령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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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위별 만족도의 차이 분석

직위 구분에 따른 항목별 만족도 차이 분석의 경우 유의미하게 나오기

는 하였으나, 부부장 직위에 해당하는 응답 수 5개, 부서장 이상의 응답 수 

14개로 분석에 타당한 샘플 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직위에 따

른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한 분석 결과로 채택하기 어렵다. 다만 응답결과

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부부장과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응답자

들의 만족도가 타 직위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타 직위에 반해 이들 인력의 전체적 만족도가 낮은 것은 심층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서 파악된 내용에 기초하여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부부장 

직위는 조직에서 팀장 또는 부서장을 보임하지 않는 일반 직원(팀원)에 속

해 있는 인력들이며, 조직 내 절대규모도 10여명으로 많지 않다. 특히 현재

의 팀장, 부서장 등의 리더그룹 대비 근속기간이 더 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가장 오랜 근속기간을 갖는 인력들로 대부분은 팀장 또

는 부서장 보임에 지속적으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의 직무경험과 

경력, 역량 등에 따른 결과인 경우도 있으나 일부는 조직 또는 기업의 형태

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90년대 전후의 공제조합 시기에 입사

한 인력들로 조직에서 저직급의 젊은 세대로부터 배척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직장(팀장 또는 부서장)이 되는 과정에서 

다면평가를 통해 인사위원회 심사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현재의 제도 운영방

식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과 같이 응답자의 만족도가 낮은 부서장 계층은 공기업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 상급기관, 유관부처

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

다. 뿐만 아니라 임기 3년의 기관장 교체 시점마다 부서 이동과 조직 위상

의 부침이 지속적으로 겪는 인력층이라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적 

여건과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장과 부서장 계층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인력층은 조직 내 공식적 또는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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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리더 계층으로 인식되는 계층이지만 이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조직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적 관리에 잠재적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인식

을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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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
ffe1)사원

~
대리

(N=137)

과장
~

차장
(N=40)

부부장
(N=5)

팀장
(N=56)

부서장
이상

(N=14)

업
무

근무환경
4.00 3.40 2.60 3.50 3.29

6.595 .000*** a > d,b,e,c
(.891) (1.128) (.548) (1.128) (1.204)

일과 삶의 균형
4.04 3.68 3.20 3.79 3.36

3.224 .013* a > c
(.869) (1.023) (.837) (1.004) (1.277)

직무 명확성
4.23 3.85 3.20 3.84 3.57

5.965 .000*** a > b,d,e,c
(.689) (.864) (.837) (.949) (1.016)

사
람

관계관리 역량
3.92 3.78 2.80 3.66 3.36

3.142 .015* a,b,d,e > c
(.867) (.920) (.837) (.996) (1.216)

성과관리 역량
4.00 3.73 3.00 3.43 3.50

5.874 .000*** a > b,e,d,c
(.831) (.905) (.707) (1.006) (.519)

원칙지향 성향
4.26 4.08 3.20 3.96 4.07

2.931 .021* a,b,e,d > c
(.786) (.859) (1.095) (.894) (.917)

공
식
조
직

조직구조 적정성
3.80 3.30 2.20 3.18 2.86

8.486 .000*** a > b,d,e,c
(.984) (1.043) (.837) (1.029) (1.027)

조직R&R 명확성
3.89 3.38 2.20 3.18 3.14

8.593 .000*** a,b > d,e,c
(.968) (1.030) (.447) (1.146) (1.167)

인사전략의 
비전공유 정도

3.74 3.18 3.20 3.09 2.79
5.898 .000*** a > e

(1.073) (1.130) (.447) (1.116) (1.188)

인사전략과
성과목표부합

3.82 3.03 3.00 3.09 2.71
8.774 .000*** a > e

(1.031) (1.143) (.707) (1.164) (1.267)

인사제도
3.83 3.20 2.80 3.00 2.71

10.280 .000*** a > e
(.952) (1.114) (.837) (1.095) (1.267)

직급 효과성
3.72 3.10 2.20 2.89 2.50

9.736 .000*** a > b,d,e,c
(1.076) (1.128) (.447) (1.289) (1.160)

비
공
식
조
직

리더십과 의사소통
4.31 4.08 3.80 4.09 3.71

2.671 .033* a > e
(.755) (.888) (.837) (.859) (.994)

리더십과 경력개발
4.20 3.88 3.00 3.84 3.14

6.310 .000*** a > b,d,e,c
(.882) (.939) (.707) (1.092) (1.027)

리더십과 업무협조
4.36 4.20 3.40 4.11 3.50

5.059 .001** a > b,d,e,c
(.745) (.823) (.548) (.985) (1.019)

조
직
효
과
성

조직 만족도
4.33 3.88 3.60 3.96 3.86

4.121 .003** a > c
(.708) (.939) (1.342) (1.044) (.864)

직무 만족도
4.13 3.73 3.00 3.55 3.43

6.237 .000*** a > b,d,e,c
(.873) (.905) (1.225) (1.111) (.938)

조직 몰입도
4.20 3.73 3.60 3.79 3.64

3.789 .005** a > c
(.839) (1.062) (1.342) (1.039) (1.008)

*p<0.05, **p<0.01, ***p<0.001
주1): a는 사원~대리, b는 과장~차장, c는 부부장, d는 팀장, e는 부서장이상을 의미함

<표 14> 직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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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회귀분석

조직정합성 모형에 의한 4가지의 조직구성요소가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아래의 가설검정을 위해 회귀 분석

을 실시하였다. 

가설 1.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효과성에 (+) 혹은 (-)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조직구성원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효과성에 (+) 혹은 (-)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공식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효과성에 (+) 혹은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비공식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효과성에 (+) 혹은 (-) 영향

을 미칠 것이다.

회귀분석결과 수정된 R2 은 0.731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의 분산을 

약 73% 설명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의확률 0.001수준에서 근무환경, 

일과 삶의 균형, 직무명확성에 의해 측정된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효과

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구성원의 관계관리 역량, 

성과관리 역량, 원칙지향 성향으로 측정된 사람에 대한 만족도 역시 유의확

률 0.001 수준에서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공식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업무(.496), 사람(.320), 공식조직(.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공식조직의 경우 조직효과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가설 1과 가설 2, 

가설 3은 채택되었고 가설 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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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값
 표준오차 베타

상수 0.304 0.153 1.988

업무 0.504 0.056 0.496 9.041***

사람 0.361 0.063 0.320 5.709***

공식조직 0.156 0.065 0.179 2.387*

비공식조직 -0.06 0.061 -0.07 -0.982

R2=.736,  Adjusted R2=.731,  F=171.784***

* p<0.05, **P<0.01, ***P<0.001

<표 15> 조직구성요소와 조직효과성과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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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심층인터뷰를 통한 조직정합성 검토 

제 1 절  심층인터뷰 개요

1. 심층인터뷰 진행방법 및 일정

요인 간 정합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D. A. Nadler & M. L. 

Tushman(1989)가 제시하는 정합성 진단의 초점에 기초하여 개인별 심층면

접과 계층별 구성원의 집단토론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별 심층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 개인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

하는 조사방법으로 연구문제와 관련한 전문성 또는 업무경험을 충분히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적이고 핵심적인 의견을 수집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

법이다. 따라서 일반직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폭넓고 깊

이 있는 견해의 수집이 가능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했다. 연구대상 

조직의 경영진과 부서장(실/처장), 팀장 중 전략기획, 본원 사업 관련 직무 

경험 및 인사노무/조직관리 관련 부서 팀장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근속 15

년 이상의 관리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설문조사

결과와 조직효과성에 관한 쟁점사항을 폭넓게 의견을 구하고자 계층별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형태의 집단토론을 병행하였다. 본 집단토론을 

통해 수렵된 일반직원의 의견은 각 요인 간 정합성에 관한 심층인터뷰 내용

을 보충하고 보강하기 위해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졌으며 더불어 실질적 변

화를 위한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18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연구대상 조직 구

성원 3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개별 심층인터뷰의 진행의 경우, 인터뷰 

진행 과정상에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 선정은 본 연구대상 

조직(기업)의 사업과 조직 연혁과 운영방식, 인력의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이

해하고 조직정합성 요소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구성원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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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즉 근속기간, 직급, 직책보임 경험 및 연구주제 관련 

조직 내 직무 또는 직책 보임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인터뷰는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심층인터뷰는 반표준 인

터뷰로서 면접자가 표준화 된 질문지를 통해 피면접자에게 질문을 하지만 

피면접자(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표준화된 방식이 아닌 자유롭게 대답 가능

하도록 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면접자의 대답에 따른 면접자의 추가 질

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피면접자의 답변에 따라서 질문의 순서와 내용은 

연구주제 안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심층인터뷰 방식은 일대일 대화 

면담으로 이루어졌고, 면접 내용의 누락을 피하기 위해 연구대상 조직 직원

이 아닌 외부의 면담 기록자가 배석하여 전체 면담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

다. 

2. 심층인터뷰 진행대상 프로필

주요 심층 인터뷰 대상자 프로필은 다음의 표와 같다. 심층인터뷰 내

용에 대한 보완적 방법으로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접과 토론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직정합성 검토를 위해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상

황과 여건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심층인터뷰에서 도출된 중요한 쟁점들

에 대해 일반직원들의 시각을 보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집단면접 방식을 

활용한 FGI (Focus Group Interview)와 워크숍(Workshop)을 병행하여 실

시하였다. 집단면접은 2018년 11월 01일부터 11월 06일 동안 진행되었으

며, 참가 인원은 24명이며 집단토론 참가자의 구성 프로필 또한 아래의 표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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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직위/직급
인원 
(명)

비고

심층면접

경영진
임원

(관리직 1급 이상)
6 기관장 및 본부장 등

부서장
실/처장, 영업 부서장
(관리직 1-3급 이상)

16
사업, 기획, 조직/인력 관련 

조직 직책 경험

팀장
팀장

(관리직 2-4급)
8

인사/노무/교육 관련
조직 직책 경험

전문위원
/전문역

일반직원
(관리직 1-3급)

4 부서장/팀장 수행 경험

집단면접
(FGI)

팀원
일반직원

(관리직 5-6급)
8 2회 진행

집단면접
(워크숍)

팀원
일반직원

(관리직 3-6급)
24

1회 진행
(3개조 동시 진행)

계 66 개별: 34명 / 집단: 32

<표 16> 인터뷰 대상자 (심층면접, 집단면접 등)

3. 정합성 진단을 위한 질의사항 

인터뷰 질문 및 집단 토론 주제는 조직정합성 모형에서 제안하는 정합

성 진단의 초점에 대한 기준을 활용하였다. 다만, 실제 인터뷰와 토론 진행

에 있어 진단의 초점이 다소 이해가 어렵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함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실제 질문을 보다 직

관적인 형태로 변형하여 진행하였다. 조직정합성 모형에 있어 정합성 진단

의 초점과 그에 따른 심층인터뷰 질의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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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성 
관계

진단의 초점 질의사항

업무
-

사람
(조직구성

원)

Ÿ 개인의 욕구는 주어진 업무
에 의해 충족되고 있는가?

Ÿ 조직 내 역할 기대에 맞는 직무
가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Ÿ 각 개인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지
니고 있는가?

Ÿ 구성원들의 역량은 조직 내 역
할 기대와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업무
-

공식
조직

Ÿ 조직의 구성은 업무의 수행
에 맞도록 적절히 되어 있
는가?

Ÿ 직무와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직무/업무분장은 적정하게 운영
되고 있는가?

Ÿ 조직의 구성(제도와 운영방
식)은 업무수행 동기를 유발
시키는가?

Ÿ 조직운영원칙과 인사제도는 업
무의 과정과 성과창출(목표달성)
에 부합토록 운영되는가?

업무
-

비공식조직

Ÿ 비공식조직이 업무 성과를 
높이고, 이를 위한 요구에 
수렴하는가?

Ÿ 조직 내 관리자들은 담당 조직
의 업무과정과 성과창출에 필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사람
-

공식
조직

Ÿ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구성에 의해 충족 되는가?

Ÿ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경력성
장, 일과 삶의 균형 등)가 조직
운영방식(조직구조, 인사전략과 
제도 등)에 잘 반영되는가?

Ÿ 개인과 조직의 목표는 
수렴하는가?

Ÿ 회사의 인사전략과 제도는
구성원의 경력성장(욕구)를 반영
하는가?

사람
-

비공식조직

Ÿ 개인의 욕구는 비공식조직에 
의해 충족되고 있는가?

Ÿ 조직 내 리더(팀장, 부서장 등)
들의 역량과 자질은 구성원(부
하직원)의 업무 몰입과 동기유
발에 충분한 수준인가?

공식
-

비공식조직

Ÿ 비공식조직의 목표, 보상, 
구조가 공식조직의 목표, 보
상, 구조와 일치하는가?

Ÿ 인사전략과 제도, 조직운영이 조
직문화와 리더들의 일하는 방식
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가?

 <표 17> 정합성 진단을 위한 심층인터뷰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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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1.  ‘업무–사람(조직구성원)’ 간 정합성 분석

정합성 관계 중 ‘사람–업무’ 간 정합성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수행해야 할 직무와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부여되고 있고, 개인은 그것을 

수행하기에 역할기대와 역량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수준을 파악하는 것

으로 해석한다.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개인의 직무만족과 몰입에 강

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

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입사 후 대부분의 직원이 정년퇴직까지 근무하는 경

향성이 큰 공공기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으로 

주어진 업무 범위 이상을 수행하는데 소극적인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성향을 

감안하더라도 ‘사람–업무’ 간 정합성은 조직효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공식조직’ 간의 정합성 관계 확인을 위해 제시했던 세부질문 

중 두 번째인 ‘회사의 인사전략과 제도는 구성원의 경력성장(욕구)를 반영하

는가?’는 전사적 차원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인 반면, ‘사람–업무’ 간 정

합성 관계(수준)은 개인의 성장욕구나 다른 여타의 기대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만족도나 조직몰입에 좀 더 강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업무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직무로 대변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직무

부여 방식과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역량 차원의 양 방향에서 그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2개의 세분화된 질문을 제시하였고, 세부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

이 구성하였다. 

1) 구성원 개인이 갖는 조직 내 역할 기대에 맞는 직무가 주어지고 있

는가?, 2) 구성원들의 역량이 조직 내 역할 기대와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

한가? 이상 2개의 심층질문으로 세분화 하였고, 각각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통해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일의 수준과 그것을 수행하는 개인 역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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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정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성적 의견들을 수집하였다. 

1) 조직 내 역할 기대에 맞는 직무가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사람-업무’ 간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 본 결과 조직 내 여건과 상황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중

간 관리자 또는 실무 책임자 계층의 부재와 직급 상승에 따른 실무업무 기

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회사 내 업무수행 

상 계층구조는 ‘부서장-팀장-팀원’의 3단계 구조이지만 직급 중심의 인사전

략과 제도를 운영하는 탓에 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디나 비슷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데 직급이 직무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해 놓고나 한 것 같지는 않고, 직

원이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

다.”

“기획재정부와 정원을 협의할 때는 직급별로 T/O를 받아

오는데 사실 직급별로 정의가 명확한 건 아니니까 맨날 부

처와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합니다. 사실 관리직 1급부터 4

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팀장, 부서장, 본부장까지 다 보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직원들이 4급 차장이라고 하면 

자기를 실무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요약하자면, 차장 직급이 되면 중간관리자이고, 업무의 일차적 감독자

라는 인식과 함께 실무를 등한시 한다는 언급이 많았고, 이들이 결국 팀장 

직책 보임에 대한 기대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 내 차장 직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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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상당수가 대졸 신입공채 입사 후, 평균 8-9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여전히 실무인력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그 직급 바로 아래에 위치

한 ‘과장’을 실무담당자의 핵심계층으로 보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어디나 비슷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데 직급이 직무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해 놓고나 한 것 같지는 않고, 직

원이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

다.”

“기획재정부와 정원을 협의할 때는 직급별로 T/O를 받아

오는데 사실 직급별로 정의가 명확한 건 아니니까 맨날 부

처와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합니다. 사실 관리직 1급부터 4

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팀장, 부서장, 본부장까지 다 보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직원들이 4급 차장이라고 하면 

자기를 실무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최근에 회사가 갑자기 커지고, 직원 수도 막 늘어나다 보

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승진도 엄청 빨리 되는 분위기거든

요. 지금 다들 중간 허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승진이 너무 빨라서 갑자기 전부 4급 차장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중간계층이 없다고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연차 쌓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팀장을 다는 거

지 전부 팀장 될 사람이니까 실무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

거든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에는 정

말 좋은 건데 하는 일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채권

관리 하는 선임주임이나 차장이나 담당자의 직급이 다른 

거지 그냐 업무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 않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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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급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채우

는 방식으로 빠른 승진을 유도했기 때문으로 조직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외부의 관련 경험과 경력을 갖춘 인재를 수혈하는 방식을 소극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직선순환제도

나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전환된 상당수 경험 많고, 역량을 갖춘 선배 직원

들을 충분하게 조직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

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팀장이나 부서장 같은 관리자들과 일반 직원들이야 주어진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조직 내에서 기

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들 나름대로는 우리 회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맡겨진 상태입니다. 진짜 문제는 보직선

순환 대상자라고 해서 만55세에 보직 내려놓고 퇴직할 때

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와 함

께 그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이 분들한테 일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보직선순환 대상자들은 그래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인데 만55세라고 그냥 면보직하고 딱

히 정해진 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왕년에는 말이지’ 

이런 말을 하면서 앉아 있게 하는 건 낭비예요. 이 분들이

라고 전부 다 일할만큼 했으니 쉬겠다고만 생각하는 건 아

닙니다. 물론 일부는 죽도록 일만 한 세대인데 회사에서 5

년 정도의 편안한 퇴직 준비시간을 주는데 좋아하죠. 근데 

그것은 좋은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거

니까 조직 차원에서는 낭비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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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나 직무를 좀 잘 정리하고 그걸 문

서화 한 걸 직원이 보면서 일을 배우기고 하고 해 나가기

도 하고 해야 하는 건데 이런 건 없고, 그냥 부서 배치 받

으면 거기서 하던 일 대충 인수인계 받아서 이어가는 것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층인터뷰 진행 전에는 구성원 개인의 역할 기대 대비 부여 직무와 

업무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실무담당자인 차장 직급에서의 과도한 역할 기대가 사

람과 업무 간의 균형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2) 구성원의 역량이 조직 내 역할 기대/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사람-업무’ 간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두 번째로 제시된 질문이다. 

이에 대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조직 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그러한 상

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이나 직위가 중요한 회사 분위기라서 그런지 직급이 

높아지면 딱히 업무를 하기 보다는 관리를 하는 쪽으로 관

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관리자로 크고 싶은 것이야 당연한

데 관리자로서의 역량이나 자질을 키우는 것에 개인적으로

나 조직 차원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

아요.”

“당장 4급 차장이 되면 그냥 관리자라고 생각하거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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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당장 회사에서는 중간 핵심실무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선임주임으로 입사하는데 규정

상으로는 6년이면 4급 차장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딜 봐서 이 정도의 연차에서 관리역량이

나 관리자로서 권위를 앞세울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겠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과의 대관업무와 함께 건설

사, 공제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업무관계가 복잡한 사업 속성 때문

에 숙련된 상위직급 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력의 누수현

상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존재했다. 

“회사에 역량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들은 진짜 많습니다. 국

토교통부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주거복지나 도시재생, 주택

보증과 관련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줘야 일

이 될 정도니까요.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는 한국에서는 우

리 회사 밖에 없고, 해외에도 이런 사업모델을 가진 공공기

관이나 금융기관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걸 몇 십 년을 

해 온 회사니까 실력은 좋죠.”

“회사에 있는 인력이나 인재들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회사가 좀 제대로 정하지 못한 

거 같은데..., 특히나 옛날부터 우리 회사에서 하는 모든 직

무를 몇 번씩 다 경험해 본 주택보증보험에 관한 한 전문

가라고 봐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보직선순환이나 임금피크

제를 핑계로 중요한 일에서 빠지니까 개인적으로도 그 대

상에 곧 들어가는데 편할 것 같다가도 옛날같이 3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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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5년을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숙련된 상위직급 인력의 누수현상과 관련하여 대부분

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최근의 급격한 조직 확대와 빠른 승진과 직책보임에 

따른 부작용과 연관되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와 더불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2011년에 도입된 ‘보직선순환제도’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시

킨다는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만55세가 되면 어떠한 예외 없

이 모든 직책 보임자들이 자신의 보직에서 물러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들어 이 제도 적용 대상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중하위 직급에서의 

승진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보유역량과 

업무(직무)수행 상의 요구역량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인터뷰와 워

크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보직선순환이나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직급별 T/O는 늘어

나는데 직원들은 그것 때문에 빨리 승진해서 올라가는 것

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도 많고, 64년

생, 65년생, 67년 생 인력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직 내려놓는 때가 오면 승진 속도가 더 빨리질 수 있어

요. 그렇게 고직급이 되거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윗사람

으로 역할을 잘 할지는 짐작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걱

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도 얼마 없고, 하는 일도 주택보증보험 딱 

한 가지 영역인데 고시, 공무원시험 준비하다가 들어온 성

실하고 똑똑한 친구들을 회사의 거의 모든 업무를 경험하

게 하면서 회사에서 컸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더러 있지

만...,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도 비슷하기는 해도 양도 많고, 정책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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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가능하면 오래 묶어 두고 

직무경험을 쌓게 하고 전문가로 키우는 것도 생각해야 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 별로 사람을 따로 관리하던

가,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은 별도로 키우던가 해야지...”

“실력 있고, 경험 등으로 검증된 사람들은 보직선순환이다 

임금피크제다 해서 뒷방으로 몰리는 거 같고, 젊은 친구들

은 뭘 좀 배워서 일 좀 해 볼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다

른 직무나 업무가 맡겨지고 그러니까 회사의 실력이나 능

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물림 되는 것에 한계가 좀 있어요. 

옛날이나 똑같이 그냥 오래오래 다 해 보니까 어지간한 일

을 다 할 줄 아는 평범한 직원을 키우는 것보다는 영역이

나 직무에 맞는 역량도, 능력도 갖춘 사람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나치게 일률적인 순환배치와 전보이동제도로 인해 직

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 인력들의 역량개발에 한계

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어느 정도의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

이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에 대

해서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구성원들의 역량이나 자질, 전문성

이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구성원들의 역량이 조직 내 역할 기대와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치 못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람-업

무’ 간 정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

로 할 때에는 ‘사람-업무’ 간 정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판단할 수 있다.

사람-업무 간 정합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사람’ 또는 ‘업무’ 자체의 

변화나 혁신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람’, 즉 

직원들 입장에서 개인의 직무 또는 성장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 욕구

에 부합하는 직무와 업무가 부여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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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는 조직 운영원칙과 인사제도에 의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사람-업무 간 정합성에 대한 변화 방향은 결과적으로 조직 내 필요인

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하에 그에 부합하는 인력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관련한 심층 인터뷰 내용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현재의 다단계 직급체계가 명목적 

성격의 조직 내 위치를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요건)에 기초한 

직무 또는 역할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를 통해서 조직 내 역할 기대에 맞는 직무가 개인별로 부여 되고, 그 수행 

역할과 결과에 따라 인력의 가치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해 진 직무급 

논의가 이와 맞닿아 있는 정책적 논의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두 

번째는 조직 내 인적자원의 적재적소 활용과 지속적 선순환이 필요하다. 완

전한 충분성을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분명 조직 내에는 고숙련/고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선순환제도’라는 인사 제도

로 스스로 인력활용을 제약하는 불합리성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

다. 이는 급격한 조직 확대 환경 속에서 보직선순환제도가 준비가 덜 된 고

직급 인력을 양산하고 실무인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하는 점을 개선해

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공식조직에

서와 동일하게 인력의 순환배치가 사업 또는 기능, 조직 단위의 범위 내에

서 영역별 전문성을 축적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람-업무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은 사

람이나 업무 자체의 개선이나 변화보다는 공식조직의 변화나 개선방안이 두 

요인의 조직 효과성에의 영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사람

-업무 간 정합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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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공식조직’ 간 정합성

정합성 관계 중 ‘업무–공식조직’ 간 정합성은 본질적으로는 전사 조직

과 함께 각 하위 조직이 갖는 미션과 목표에 부합하는 직무와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업무와 직무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

한 인사제도와 운영방식이 적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이

들 간의 정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인터뷰 진행시에는 조직의 미션과 목

표는 결국에는 개인에게 담당업무/직무라는 형태로 환원되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동기와 조직인으로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

러한 개인의 조직 내 역할과 성과책임에 대해 조직 차원의 제도와 제도 적

용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가 성과창출과 성장욕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 전제하였고, 최소한 개인의 조직 만족도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업무는 공식조직에 의해 ‘일’ 자체와 일을 수행하는 ‘사람’, 양 측면에

서 영향을 받는다. 일 자체는 공식조직에서 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는

지와 관계가 있다. 통상 직무체계(조직 차원)와 업무분장(개인 차원)을 통해 

공식화 된 구조와 체계의 외형을 갖게 되며, 담당자(사람)에게 부여된다. 담

당자는 업무 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 교육훈련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성과창출과 동기부여가 가능해진다고 보았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 – 공식조직 간 정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2개

의 세분화된 질문을 제시하였고, 세부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직무는 적정한 범위와 내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가?, 2) 조직운

영원칙과 인사제도는 업무의 과정과 성과창출(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운영

되는가? 등 이상 2개의 심층질문으로 세분화 하였다. 각각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통해 업무(직무)와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 간의 정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성적 의견들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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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는 적정한 범위와 내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가?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사업 확장과 조직 확대에 따른 직무의 수

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다만, 전통적인 주택분양보

증 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과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직무

체계정비나 요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약했으나, 문재인 정

부 출범 이후 강조되고 있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금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조직역량 차원에서 완성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

났다.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아주 고도로 복잡하

거나 한 일이 많은 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프로

세스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꽤 유능한 숙련도 높은 관리자들이 많

은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팀장이나 고참 차장 정도

면 어지간한 직무를 전부 거쳐 봤으니까 어디에 배치해도 

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일이 

큰 차이도 없으니까 딱히 직무체계 뭐 이런 것들이 바뀔 

것도 별로 없긴 합니다. 그냥 사업량이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니까..., 하지만 주택도시기금관리 사업은 좀 다릅니다. 일

단 우리가 안 해본 일이니까 겁이 났죠. 그래도 한 3년 기

금관리 해 보니까 역량은 웬만큼 쌓였다고 봐야 합니다. 문

제는 지금부터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 기금 관련 사업이 

어떤 일인지 지금 그 사업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맨땅

에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직무체계나 직무설명서 같

은 걸로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정말 직무경험으로 터득해 

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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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전통적 사업 분야에 대한 조직역

량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고, 직무의 적정범위와 내용에 대한 

규정과 관리방식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직무의 형식적 체계인 직무체계와 직무기술서, 성과지표체계 이상으로 내부 

구성원이 갖고 있는 암묵지 형태의 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향후에 사업 다각화 대비와 전문성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 마

련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분양보증이 기업이나 개인이나 업무 프로세스나 단계

별 해야 하는 일들이 대상이 다른 거지 큰 차이는 없습니

다. 그래서 영업부서에서 현장 경험도 해 보고, 제도 기획

이나 관리를 좀 해 보면 어지간한 일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자료, 매뉴얼 이런 것들

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신입사원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으

면 바로 현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리더 계층은 전통적인 분양보증 사업 분야에 대한 직무경험과 전문성

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사업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한 직무와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기술서가 미진하여 직무 담당자와 해당 직무

들의 관리 책임자에 대해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사 전환 이전이든 이후든 주택분양보증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일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사실 꼭 직무

정의가 잘 되어야 있어야 가능한 일도 아니고 직원들 간의 

교류와 협업으로도 충분히 빈틈을 채워가면서 일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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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하지만 공사로 전환하고 나서는 새로운 사업을 해

야 한다는 외부든 내부의 요구는 많은데 한 가지 사업만 

깊게 판 회사다 보니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당장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예산은 있는데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집행해야 할지를 정하지를 못하고 그냥 쌓

아 두고 있는 상태인 것만 봐도 좀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한편

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건지 아무도 모르니까 갈팡

질팡 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외부의 

경험 있는 인재라도 데리고 와야 하는데 직무가 뭔지 정확

하지 않은데 누굴 데려올지 감이나 오겠습니까?”

이러한 견해들은 최근의 사업 확장과 조직 확대에 따른 인력확충이 대

부분 대졸신입 공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내부 인력의 직급 승진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조직 내 경향성으로 인해 쉽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라는 점에서 합리적 인식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사업과 정책 실행을 위해 

외부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사업성과의 조기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요건과 자격을 갖춘 인재를 어떤 일에 확보(경력공채)하

고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2) 조직운영원칙과 인사제도는 업무의 과정과 성과창출(목표달성)에 부

합하도록 운영되는가?

조직운영원칙과 인사제도가 업무 과정 및 성과창출에 부합하도록 운영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업 영역 별 차별적인 인력운영과 관리방식

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가 공감하는 부분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인사전략과 정책, 원칙이 전사 공통의 일률적 

제도 적용과 공평성에 기초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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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차원의 인사 상 의사결정 방식이 연공과 근속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근래에 회사는 사업규모도 커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

범위도 넓어지는 중이고 그 때문에 중장기 경영전략도 새

로 수립한다고 정신이 없는 와중입니다. 신임 기관장이 부

임하면서 그 부분은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중이죠. 꼭 

이번 정부 출범에 따라 그런 거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어

찌되었건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해야 하니까 전문성을 좀 더 

축적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건 모르는 사람이 없

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중요한지도, 어떤 사람이 필

요한지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관행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회사가 인력규모나 이런 게 갑자기 3-4년 사이에 2-3배 

늘어난 건 아시죠? 옛날에야 사장님 밑에 실/처장, 팀장만

으로 조직을 운영해도 뭐가 그렇게 어려웠겠어요. 빤히 보

이는 사람들에 늘 하던 일들인데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거든요. 본부 단위로 일도 많고, 인

원도 많아졌으니까 그걸 전사에서 다 관리한다는 건 어려

움이 따를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사업영역이나 조직으로 보

면 본부에서 좀 인력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되었든, 아니면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든 해야 하는데 그냥 공평하게 해야 

말이 안 나온다는 것만 생각해요.”

“직급이나 직위가 높으면 이 일을 잘하는 것으로 보는 것

도 일면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업무과정이나 이해관계가 단

순하지만 그 안에서 조율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 하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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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직급이나 직위라는 것이 승진제도

를 통해서 정해지는 건데 그 과정이 좀 투명하지도 못하고, 

왜 저 사람이 승진한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와요. 그러

니까 꼭 일을 잘한다고 승진거나나 자리를 부여 받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승진기준을 아무도 함부로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나이가 좀 더 많고, 근속이 좀 

더 길고 이런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분위기가 강

하고, 이제까지는 좀 그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아직 많

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입사한 어린 친구들은 아직 그런 것

들까지 고민할 단계는 아닐거 같고..., 같은 직급에서 근속

이 쌓이면 쌓일수록 승진심사할 때 가산점이 붙는 것도 그

렇고, 같은 직급이라고 해도 아무튼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직급 승진을 해야 비직책자도 승진을 할 수 있다던가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건 오래 다니면 일 잘하는 사람으

로 본다는 강한 전제가 깔린 모양새입니다.”

“본부장이나 이런 임원들의 휘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인사 

상의 의사결정 범위도 어느 정도는 고민해 줘야 하는데 이

러면 연줄이나 임의적인 인사가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해서 

그런지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나 중요한 사람들은 순환배치나 전보이동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아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과거와 달리 

얼마나 달라졌냐고 묻기도 하는데 하는 일의 본질이 바뀌

지 않는다고 일의 복잡성이나 부담이 그대로인건 아니니까 

그런 걸 좀 챙기는 인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

어 한 3년 주택기금관리 사업을 수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직이든 직무든 순환배치를 통해서 전보이동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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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다 되었거든요. 걱정들이 많죠. 처음에는 안 해 본거

라고 가서 고생만 잔뜩 한다고 걱정을 했고 사실 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쪽에서 경험도 역량도 쌓은 

사람들을 빼내서 다른 일을 시킬 거니까 다시 시작해야 하

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기껏 쌓아 놓은 관련한 조직역량

을 잃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직역량이 제

대로 안 쌓이는데 무슨 사업성과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전히 인사 운영이 사람과 연공/근속 중심의 직급 위주로 이루어짐으

로써 조직 내 경직성과 위계성을 약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고, 직무 전문성

의 요건과 직무 성과에 대한 관점이 미흡한 상황이 장기적 관점의 조직성과

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과

거 200-300여명 수준의 조직 규모와 달리 2.5배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중

장기 경영전략에 따라 1,000여명 이상의 중규모 이상의 조직에 맞는 인사전

략과 운영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사의 사업 

영역이 주택분양보증에 한정적이었던 시기와 달리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

장되고, 해당 사업에서의 전문성 축적을 가속화해야 하는 시점에 인사가 제

대로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보직선순환제도와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직을 엄청 늘려 놓아서 직책 수는 늘어나면서 승

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상위 직급은 부서장이나 

팀장 같은 직책과 연결된 측면이 많으니까 절대적인 자리 

수는 늘었는데, 보직선순환으로 보직 떼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 임금피크제로 직급 정원에서 빠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서 직급별 정원에서 빈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

니 예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 6-7년 만에 차장 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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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차장 되면 바로 팀장 보임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긴 해요. 근

데 또 승진 심사할 때는 근속이나 뭐 이런 게 영향력이 큽

니다. 사실은 사업을 좀 잘 해서 성과도 내고 조직도 더 키

우고 하려면 유능한 외부인재도 데려오고 이래야 하는데 

전부 내부에서  T/O 채우는 방식으로 승진하고, 밑에서 비

워진 사람들은 신입사원으로 채용해서 배치하고 이러니까 

위로는 관리 능력이나 전문성이 덜 성숙된 사람들이 자리

를 맡고, 아래는 언제 키울지 모를 애들이 많고, 중간에는 

승진해서 관리마인드로 일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전반적으

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전보이동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일부는 좀 개인적인 욕심들이 많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대

부분은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냥 업무에 몰입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

다. 예전 같지 않은데 그냥 전부 다 잘 할 줄 알면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의 인력운영이나 경력개발이 진행되니까 현업에

서는 일할 줄 아는, 그래서 일을 시켜볼 사람이 없다고 싫

은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도 키우면서 조직 내 인력

순환도 할 수 있는 체계를 쉽지 않겠지만 고민해야 하는 

때인 건 분명합니다. 지방으로 본사가 이전했고, 지사나 센

터 같은 조직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데 전보이동이나 경

력개발은 조금도 예상하지를 못하는데다가 이동하는 직무도 

별로 연계성이 없어 보이니까 직무역량이나 성과동기 같은 

것들이 쉽게 유발되지 않는 상황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회사가 하는 일이 연중에도 수시로 국토교통부나 이런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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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목표, 해야 할 일도 변하는 건 맞습

니다. 그것 때문에 관리자들은 정신없이 바쁘고, 일반 직원

들도 하던 일에 또 다른 일이 더해지고 이런 건 사실입니

다. 그렇다고 목표를 세울 수 없으니까 그냥 목표관리 하지 

말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표는 변하더라도 어떻게 변

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을 텐데..., 예전에 MBO를 

한다고 시도를 했다가 목표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행

하기 어렵다는 내부 반발이 많아서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가도 근거가 약해지는 거니까 수용성은 더 

없어지지 않겠나 걱정을 해야죠. 아니 그래도 긴 시간동안 

우리 하는 사업의 변동성을 지켜봤으면 그 안에서 성과를 

관리하거나 적어도 정리해 두는 일들은 할 수 있을 텐데 

기피하는 경향도 많아요.”

또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확보와 육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전문

성 확보를 위한 경력개발 원칙 보다는 잦은 순환배치와 전보이동의 인사 관

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인터뷰 대상자가 많았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전보이동(직무순환)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최적의 

사람-사람 일치(optimal person-job fit)’를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직구

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왔다. 또한 조직구성원이 가지는 직무만족도도 향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Jaturannoda et al., 3006). 또한 전보이동제도가 제너럴리스트를 키우는 

제도로써 실행되기도 하지만 좌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강제적으로 

직무를 순환하다보니 개인 의사에 반하게 되거나 조직 간의 갈등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아크로펜, 2014.4.23.). 이러한 상황이 본 연구대

상 조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개인 수준에서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좀 더 조직의 성과창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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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일 수 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한 인터뷰 대상자가 

많았다. 이런 상황이 승진과 직책보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고, 보직선순환제

도에 의해 사업적 전문성과 관리자 자질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인력들의 빠

른 승진흐름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사업성과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받게 될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기업 중에서도 별로 알려진 게 없는 

곳이었지만 주거복지나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

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회사를 눈 여겨 보

는 외부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은 아주 많은 경험과 성과를 내 봤던 사람들이 여전히 관

리자로 남아 있으니까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정책

적 요구에 대응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보직선순환, 

임금피크제 이런 걸로 물러나게 될 거고, 외부에서 경험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지방이전 이후로 더 힘들어졌

고, 내부에서 사람 키우는 건 그냥 일반적인 관리자나 제너

럴스트(Generalist) 양성에 맞춰져 있으니 이대로 되겠나 하

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좀 사업 분야 중심으로 사

람도 별도로 키우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업무-공식조직’ 간 정합성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의 응답결과를 종합

적으로 살펴볼 때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 필요한 조직운영원칙과 인사전략, 

제도의 운영 방식은 직무와 역할 중심의 실질적 사업성과 창출의 기반 확보

가 중요한데 반해, 실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상 유지 또는 미세

조정 방식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을 인터뷰를 통해 표출한 것으로 해

석된다.

업무-공식조직 간 정합성은 조직 운영의 기반체계(직무, 조직구조와 

업무분장, 직급 및 직책 등)와 운영 방식에 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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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느냐와 관련이 깊다.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파악된 

문제와 개선방향은 사업영역과 범위 확장에 맞는 직무체계가 재정비되어야 

하고, 그에 기초한 조직 및 인력, 인사운영의 도입으로 도출된다. 특히, 새

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직무와 해당 직무들의 요건에 대한 정의가 최우선적

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적인 이를 조직 및 인사운영

의 기반체계로 공고히 작업이 점진적으로나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회사의 사업과 업무 영역의 변화를 반영한 

직무분석과 직무별 주요 업무와 산출물, 요건 등이 정의된 직무기술서의 재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직무체계와 직무기술서가 현재와 미래 시점에서의 

활용성과 내용적 충실성을 갖추도록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비와 개

선 작업을 통해 도출된 직무체계와 직무기술서가 조직운영과 인사 관리에서

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연계방안이 형식성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매뉴얼 등의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인사제도로 대표되는 공식조직의 운영 근간이 기본적으로

는 근속과 연공에 기초한 사람 중심의 직급이라는 점에서 보면 직급제도를 

보다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역할과 잘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단순히 해당 직급에서의 체류연한과 같은 연공적 요소뿐만 아니라 

부서장, 팀장, 파트장, 업무별 실무 책임자, 업무별 실무 지원자 등과 같은 

수행 역할에 관한 요건이 직급단계와 직급별 정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를 통해 오래 다니는 것만으로 조직 내 인력의 가치가 정의되지 않

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직급별 정원을 채우기 위한 

인력 운영이 아니라 역할에 부합하는 적합 인력의 확보와 배치가 가능해진

다. 인력의 전문성으로 극복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외부 경력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각 인력의 역량과 노하우, 전문성 축적이 가능하도록 전보이동과 

경력개발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는 직무체계와도 관련성이 높으며, 각 

개인이 축적한 전문성이 특정 직무에서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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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직무의 부여와 직무이동의 원칙이 인력운영의 형태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즉, 기능별 전문성 축적이 필요하고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일반관리자 육성 방식의 순환배치의 예외적 영역으로 설정하는 등

의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선형 경력개발모

형(Dual Ladder Career Development System)으로 이러한 개선방향을 구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대상 조직에서는 종국적인 경력목표가 관리자

인 점을 감안하여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제한적 직무 이동을 실시하는 시기

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보직선순환이나 임

금피크제 등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실무에서의 배제나 암묵적 퇴직예정자로 

인식하고 활용을 주저할 것이 아니라 이들 인력에게 부여할 직무와 역할(공

식 또는 비공식 직책, 사내교수나 강사, 대외관계 전문역 등)을 규정하야 하

고, 실제 이들의 업무 수행을 독려함으로써 조직 목표 달성과 성과 창출에 

대한 의미 있는 기여자로서의 가치를 조직 내 인식시킬 필요성도 크다. 이

를 통해서 부수적으로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20-30년 간 축적해 온 고근속/

고직급 인력의 활용성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와 내부 결속력 관점에서도 긍정

적 기대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업무-비공식조직’ 간 정합성

정합성 관계 중 ‘업무–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은 본질적으로는 업무와 

직무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관리자와 리더의 역량 또는 자질이 

목표 대비 적정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관리자 또는 직

책보임자의 지위(Position)는 공식적 조직 체계와 관련이 있지만, 그 지위와 

직책을 맡은 리더들의 역량과 자질은 공식적 제도의 형태가 아닌 개인 차원

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적 외형이 잘 갖춰져 있는지 여부와 별개

로 ‘개인’으로서의 리더들의 역량과 자질은 통계적 수치로만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많고, 실제 조직 구성원이 체감하는 상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공식조직이 내포하는 조직운영원칙과 인사제도와는 별개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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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이들 리더들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일의 과정과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이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업무(직무)와 비공식조직(리더) 간의 정

합성이 어떤 수준이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를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비공식조직으로서의 리더는 담당 조직 내 전체 업무와 직무에 대한 분

류와 배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동시에 결과로서의 성과수준과 산출

물에 대한 완결적인 책임을 진다. 이를 감안하여 조직장으로서 부여 받은 

성과목표 설정과 달성 과정에서의 자질과 역량이 어느 정도의 균형성과 정

합성을 갖는지 확인하는 하나의 질문을 제시하였고,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는 업무성과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리더들의 자질과 역량을 구체

적으로 파악하는 흐름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조직 내 리더(팀장, 부서장 등)들은 담당 조직의 업무 수행과정관리

와 성과창출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조직의 리더(팀장, 부서장 등)는 담당 조직의 업무와 업무성과를 책임

지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미션과 성과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성과창출 방식을 숙지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

어야 한다. 인터뷰 결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리더 계층이 대부분 15

년 이상의 직무와 사업수행 경험을 고루 갖추고 있고, 그들 간의 수준 차이

도 크지 않다는 인식이 많았다. 공식조직(조직운영과 인사제도의 활용)을 운

영하는 주체로서의 리더(비공식조직)의 역량과 자질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

지하고 있다는 인식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보직선순환제도에 따른 동기부여 저하의 현상으로 인해 이들 

계층의 업무몰입과 성과창출 동기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

다. 사업과 직무의 전문가로 육성되어 온 20여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만

55세를 기점으로 보직에서 물러나고 이후의 부여받는 직무도 명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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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에서 조직에 대한 불만과 피해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인터뷰 내용

이 많았다. 보직선순환제도는 해당 시점 이전에 이미 성과창출에 대한 책임

성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유인으로 작용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

는 가치 있는 직무 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

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터뷰 대상자들은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 회사는 좋은 의미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의 승진과 직

책보임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2012년부터 보직선순환제도

를 운영 중인데요. 사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전에 생긴 제도라 최근에 들어서는 문제가 좀 됩니다. 그 

때는 회사는 커지지 않고, 조직장의 숫자도 변화가 없으니

까 인사적체가 정말 심각했던 때라 내부의 불만이 너무 많

았습니다. 그래서 보직자들의 정년퇴직 전까지의 준비 기간

도 만들어 주고, 한편으로는 이미 성숙된 역량을 갖춘 차장

급들에게 팀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늦었지만 부여해야 한

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예요. 근데 

요즘은 보직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도 생긴 것 같고, 그 와중에 임금피크제도까지 도입되면서 

예전에는 3년의 시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이 제도는 폐지하거나 수정이 필

요했는데 노조와 합의해서 만든 제도다 보니 쉽지 않은 상

황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때와 다르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변했

는데 인사적체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기

도 어려워요. 이건 어찌 보면 제도 자체의 얘기라면..., 심각

한 문제는 리더들이 때 되면 물러날 건데 열심히 할 유인

이 없어요. 본부장 자리를 보임하지 않는 한 그냥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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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56세가 되면 그냥 아무 일 안하고 놀라고 하는데 누

가 의지가 생기겠어요. 본부장 자리가 넘쳐서 그걸 바라보

면 좋겠지만, 공기업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건 사실 실/

처장이니까..., 아무래도 깜깜하죠.”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보직도 반납하게 되어 있고, 보

수가 줄어드니까 수행하는 직무도 달라지는 제도를 도입을 

했으니까 퇴직을 앞둔 3년 간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정년 

연장과 함께 같이 받은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보직선순환

제도는 임금피크제를 2년 더 늘려 놓은 것과 다름없으니까 

좀 보완을 해야 할 제도인 건 맞아요. 더 큰 문제는 팀장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업적평가는 부서장과 같은 등급

을 받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역량평가는 상향평준화 되

어 있으니까 별로 영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행

해야 할 역할이나 업무성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팀장 중에서 부서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만55

세가 되면 어찌되었던 집에 갈 준비하라고 보직을 내려놓

으라고 하는데 누가 애써 일을 하나요? 그럴 이유가 많지 

않은 거죠. 본인 스스로에게 그런 식의 인식이 생길 수 있

는데 본인이 담당하는 조직의 업무성과나 사람 관리에 있

어서 아주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거라는 건 좀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합니다.”

‘업무–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을 진단하기 위한 심층인터뷰 이전에는 

리더들의 역량과 자질의 업무에 관하여 충분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논

의 초점을 두었으나, 인터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역량과 자질보다는 

상황적 여건이나 제도적 불합리성이 갖는 한계가 역량 발휘의 의도와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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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상위 직책보임을 기대하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리더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러한 측면

이 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보직선순환 대상자로 분류되는 

시점에 가까워진 리더들은 정년퇴직 시점까지 5년 간 조직 내에서 별다른 

성과창출 요구와 역할기대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

는 인식이 강했다.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개

인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소극적인 상태가 결과적으로 조직역량

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을 다수의 인터뷰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언

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러 직무와 사업을 경험해 본 성숙한 

관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상태라지만 현재 팀장이

나 부서장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 중 50-60여명의 관리자들

이 향후 3-4년 후에 급속하게 빠져 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퇴직 하는 게 아니라 보직을 내려놓고 딱히 정해진 일 없

이, 조직성과나 업무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로 

변한다는 겁니다. 딱히 이 사람들이 뭘 해야 하는지도 정한 

게 없이 전문위원, 전문역이라고 해서 자문이나 의사결정지

원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엄연히 조직장이 따

로 있는데 선배라고 해서 배 나라 감 나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시점에는 별도로 평가도 받지 않으니까 부

담도 덜하죠. 사람 성격에 따라 눈치는 좀 보겠지만..., 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휴식을 장기간 주는 거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보직선순환으로 보직을 내

려놓은 시점부터 그러지 않죠. 이미 1-2년 전부터 본부장 

직책 보임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동기부여는 떨어지게 

마련이고, 담당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사람도, 일도, 새로운 

일도 관리해야 하는 역할에 동기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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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팀장 계층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잦은 순환배치

와 전보이동으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

으로 현상 유지나 임기응변식의 조직운영 행태를 조장한다는데 다수의 인터

뷰 대상자가 동의하는 부분이었다. 더불어 과거와 달라진 조직환경에 리더

들이 제때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다. 과거의 소

규모 조직에서의 경험과 담당조직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

니라 조직 내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언급한 부분에서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과거 현재의 리더들이 경험한 상명하복과 순

응적 조직인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달라진 조직 환경과 여건 속에서 답습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일부 인터뷰 대상자가 언급하였다.

“우리 회사는 사실 부서장(실/처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

조이기 때문에 팀장은 좀 더 실무형에 가까운 분위기가 맞

습니다. 근데 이 팀장들에 대해서 순환배치나 전보이동을 

좀 심하게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분야

별 전문성이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라 생각이 됩니다. 더 고민스러운 것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부서 저 부서 몇 번씩 겪어 본 바 있는 사

람들이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과 역량은 

발휘하면서 업무를 잘 정리해 갈 수 있습니다만, 좀 빠르게 

승진하고 팀장이 된 사람들은 아마 본인들의 일을 처리하

는 것만으로도 꽤 버거울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는 더 심

해질 수도 있죠. 물론 지금 차장이나 고연차 과장들은 승진

에 목말라 있을 수 있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관리

자는 정말 다른 수준의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하는 위

치니까 조직의 전체적인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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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우리 조직장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 본 사람

들이라 어느 정도의 역량은 갖췄고, 자질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도나 조직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

들에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쓰라고 동기부여하고 독려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 좀 해 보겠다고 민간 기업에서 잔뼈 

굵어서 들어왔더니 3년 만에 보직선순환 대상자라고 통보 

받고 보직 내려놓고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낭비예

요.”

‘업무-비공식조직’ 간의 정합성을 살피기 위한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을 종합하면 구성원의 일상적 근무환경과 업무과정, 성과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리더들(비공식조직)이 실제로는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

고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와 비공식 조직 간의 정합성은 결

과적으로 리더들로 하여금 업무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운영원칙과 인사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때 좀 더 유의

미한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공식조

직–비공식조직’ 간 정합성과도 연결 지어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

이었다. 

업무-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은 현재 전문성과 관리적 역량의 최고점에 

도달한 고근속/고숙련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연구대상 조직이 겪고 있는 최근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그에 따른 사업규모/범위의 확대는 조직과 인력의 급격한 확대

를 유발하였고, 일면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조직 역량의 축적과 재강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급격한 확장이 저근속/미숙련 인력

의 관리자 또는 준관리자 직급으로의 빠른 상승을 유발하였고, 본 조직의 

특유한 인사제도인 보직선순환제도로 인해 고근속/고숙련 관리자(만55세 이

상)의 비자발적 핵심직무 또는 관리 직책에서의 배제 현상이 가속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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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단순한 연령에 의한 적용 대상 선정이 아

니라 개인의 선택과 조직의 판단, 보유 역량과 자질의 충분성 등을 기준으

로 선별적인 활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인력들이 보유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특정 직무의 개발과 부여를 제도화

함으로써 업무-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을 강화하고, 업무와 비공식조직 각각

의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4. ‘사람–공식조직’ 간 정합성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 중 ‘사람–공식조직’ 간 정합성은 조직 내 구성

원에게 제시하는 조직운영의 원칙과 원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구성원에게 인

지되어 있고, 또 그것이 개인의 일과 삶의 가치를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조직과 공기업 등의 공

공기관은 조직운영 원칙과 구조, 인사관리규정 등을 민간기업 보다 강력하

게 공식화 하고 제시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를 통해 구성원(개

인 또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조직운영원리를 제시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도와 운영방식에 반

영한 실체를 제시한다.

정합성 진단의 첫 번째 초점은 조직운영원리가 해당 조직에 속한 개인

에게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지의 여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측면으로 재해석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공식조직이 포괄하는 조직 내 운영원리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인

터뷰 질문을 세분화 하여 진행하였고, 세부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였다. 

1) 구성원의 추구가치(예: 경력성장, 일과 삶의 균형 등)가 조직운영방

식(조직구조, 인사전략과 제도 등)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2) 회사의 인사

전략과 제도는 구성원의 경력성장(욕구)를 반영하는가? 등 이상 2개의 심층

질문으로 세분화 하였다. 각각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통해 구성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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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에 대해 공식조직이 어느 정도로 부합하고, 정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를 판단할 수 있는 정성적 의견들을 수집하였다. 

1) 구성원의 추구가치(예:경력성장, 일과 삶의 균형 등)가 조직운영방

식(조직구조, 인사전략과 제도 등)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인터뷰 결과 연구대상 조직은 회사의 조직운영방식이 외부평가에 대한 

단기적 대응 중심으로 누적되어 왔고,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충

분히 반영하는 조직변화의 과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찌 되었건 회사가 처한 환경이 바뀌고, 내부 구조도 많

이 바뀐 상황이면 거창하게 전략적 방향이라고 까지는 말 

못하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조직이나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거나 해야 하는데 제도는 일률적이고, 사람은 무

지 다양하고 니즈도 많고 그런 거라 쉽게 해결이 될 거 같

지는 않습니다. 맨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렇게 바

꾼다고 될 일이 아닌데 그냥 시점마다 외부평가에 점수 잘 

받겠다고 마지못해 손을 보는 것들만 늘어나니까 크게 개

선되거나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택분양보증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니까 별

로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주거복

지, 도시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기관으로 부각

이 되니까 주택도시기금도 관리해야 하고, 관련해서 도시재

생사업도 전개해야 하고 정신없이 조직이 변하고 커지고 

있는데 운영은 옛날이나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냥 하던 대로 하는 거지...”



- 97 -

“사업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 커

졌으니까 정원이나 늘리자 이런 식이고, 거의 대부분 신입

사원으로 채워 넣고 있으니까 현업에서는 일 시킬 사람 없

다고 난리들입니다. 중간에 허리가 되어야 하는 과장 인력

이 몇 명 없는데 알고 보면 차장도 딱히 경력이 많거나 당

장 팀장 시킬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관리자라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중간에서 실무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지 알고 보면 사실 전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도 되고 그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소규모 공공기관이었던 시점에 

형성된 조직 및 인사운영방향, 제도적 형태를 미시적으로 

보완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확대된 사업범위와 조직/인력규

모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혁신하는데 일정 부분 실패했다는 

인식을 다수의 인터뷰 대상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회사는 타 공공기관이나 민기업과 비교해 보면 가족

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한 것은 포용이 가능한 조직문

화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업무강도가 엄청

나게 높고 그런 건 아니라서 미친 듯이 일만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좀 유연

하게 보는 것도 필요한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세대나 성별 등이 워낙 다양해져서 관리의 복잡성이 커지

는 데 그걸 회사나 인사에서 다 알아서 할 수는 없는 거잖

아요. 과거에는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집단적인 사고를 좀 

많이 했고, 좋게 봐서 가족적인 분위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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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쉽지 않아요. 가

족들도 그 안에서 생각이 다르고 바라는 게 다른데 회사는 

오죽 하겠습니까? 더 문제는 위에서 관리한다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제대로 키운 적이 없으니까 회사가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해도 할 줄을 모르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

니다.”

또한 조직과 인력의 양적 규모 확대와 함께 과거와 다른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신세대 인력의 급격한 증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조직 내에서의 성장

과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개인의 니즈를 갖고 있는 세대 간 복잡

성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방식과 인사제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 가장 

큰 고민거리로 부각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오랜 기간 근속한 

고직급, 고연령층의 구성원들이 갖는 조직 내에서의 가치체계의 변화에도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은 중요하게 언급하였

다. 

2) 회사의 인사전략과 제도는 구성원의 경력성장(욕구)를 반영하는가?

‘사람-공식조직’ 간 정합성을 살펴보기 위한 두 번째 질문으로서 조직

의 인사전략과 제도, 조직 구성원의 욕구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을 제시했다. 심층 인터뷰 결과 인사전략과 제도가 지나치게 공평성과 일률

적 적용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직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조

직 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래의 인터뷰 내

용들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인사전략과 제도의 경직성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경력성장(혹은 그에 대한 욕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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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회사가 어떤 원칙이나 전략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

다는 생각이 많지는 않아요. 그게 딱히 직원에게 중요한 것

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맨날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응

한다고 일들은 많이 벌이는데 그게 실제도 적용되거나 활

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당장 전문가

가 많이 필요한 기금이나 도시재생 같은 일들은 누가 얼마

나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 밖에서 경력을 갖춘 

사람을 영입하거나 해야 하는데 내부 사람들 승진시키고 

자리 만드는데 애 쓰는 것 같은데요”

“요즘 신입사원들도 그렇고, 30대 이하 직원들이 예전처럼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데 익숙하지는 않아서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회사

는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주거든. 그러니까 말은 못하

는데 불만은 많겠죠. 근데 회사는 여전히 그냥 이말 저말 

나오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편하게 기준 하나 만들어서 적

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정하려고 

하니까 말처럼 잘 안되겠지. 여성들도 많고, 나이 어린 직

원들도 수두룩해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전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주기도 싶지 않아요.”

많은 인터뷰 대상들이 인사전략과 제도의 경직성, 그로 인해 개인의 

경력성장(혹은 그에 대한 욕구)를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를 변화시

키고 혁신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창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 분야별 전문가 또는 직무 전문

성을 확보하고 공사 구성원으로서의 성장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성장이나 안

정적인 직무수행을 바라는 개인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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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에야 몇 명 안 되는 회사니까 그냥 전부 다 할 줄 아

는 사람 키운다고 했는데 요즘 회사가 갑자기 조직도 커지

고 사람은 계속 채용해서 늘어나는데 그렇게 일하는 게 맞

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알지 않을까요? 하지만 관성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관행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중장기 경영전

략과 인사는 또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전문성도 중요하고, 사업성과도 중요하다는데 사람은 그냥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그냥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사람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누구

를 중요한 일에 배치하고 시켜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회사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흘러가는 거 아니냐

는 인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공식조직 간의 정합성 측면에 있어 다수의 인터뷰 대상자들

이 언급하는 것과 같이 일률적인 보직순환과 순환배치는 회사가 추구해야 

할 인력운영의 방향과 일정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적어도 회

사의 인사전략과 제도가 ‘나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

황이고, 매번 임기응변식의 전략 수립과 제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예전과 다르게 Specialist(직무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보이동을 경력개발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하는데 

아직도 그냥 일률적인 순환배치만 하니까 직무역량이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쌓이는 것이 영 어려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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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보직이나 배치를 무조건 나쁘다거나 요즘에는 맞지 않

다고 말할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순환보직을 바라보는 세

대별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좀 인사전략이든 제도에서 인

정하고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거나, 기왕의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는 쉽게 하는데 사실 전문가가 무

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문가를 진짜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말 저런 얘기가 나오기 좋은 것이 

핵심인재니 전문가 우대니 이런 거니까 애초에 그런 것들

을 제도로 만드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느낌도 받아요. 근데 

전문가라는 걸 너무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닐까 해요. 그냥 

경영지원에 있다가 기금관리 했다고 현장영업 했다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경력목표처럼 주어지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그냥 막 사람을 여기저기 돌린다는 얘기가 나오

는 것 아닐까요?”

무엇보다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적

어도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한 경력성장의 흐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의 전략과 제도는 표면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운영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

기 때문에 더욱 수용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공식조직’ 간 정합성에 관한 심층인터뷰 결과, 회사의 사업규모

와 범위 등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인적역량이 어떤 부분에서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적 관점의 전략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

할 수 있다. 사업규모와 범위의 확대라는 사업 측면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

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점에 인원 확충에만 신경 쓰는 방식에 대해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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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변화의 방향과 개선의 포인트는 조직 및 인사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1) 

회사의 전략적 방향에 따라 회사에 필요한 인재와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정

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 (2) 이에 대한 전체 구성원에 대

한 명확하고 명시적인 표명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3) 조직과 

인력의 확대에 따라 조직 내 다양성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

식과 경험에 기대는 조직의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개선과제로 도출된다. 

이와 함께 인사전략의 변화와 연계된 제도 자체에서도 새로운 원칙과 

구체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다만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의 특성 상 명확한 원칙 재설계 관점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사람-공식조직’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영역은 

인재의 육성과 활용 측면으로 이해된다. 즉 기존의 전 업무영역을 포괄하는 

순환배치의 원칙이 본부 또는 사업 對 비사업 직무로 구분한 인력배치와 

육성, 순환 방식이 우선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구체적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존의 소규모의 조직과 

인력구조에서와 달리 직무의 복잡성과 인력의 (세대, 성별 등에 따른) 다양

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일반관리자 육성이 아닌 ‘영역별 전문가 확보’의 인

사전략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 전략이 실제 경력개발 또는 인재육성, 전보이

동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다. 

5. ‘사람–비공식조직’ 간 정합성

정합성 관계 중 ‘사람–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은 본질적으로는 조직 내 

관리자(팀장, 부서장 등)의 리더십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한다. 조직운영원리나 인사전략과 제도 등이 규정화 되고 체계적

으로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일상적 업무환경과 그 과정은 관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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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행태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

고,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장기간 근속 경향이 강한 공공조직에서 조직 관리자들과의 관계

로 대변되는 다양한 비공식조직의 영향력은 조직 내 역학관계의 크다고 전

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부여 권한을 갖고 있

고, 그 업무의 결과에 대한 평가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구성원이 구속받게 되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어렵다는 가정은 합

리적인 관점이다. 정합성 모델에서는 업무, 공식조직보다 비공식조직이 사람

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조직변화를 유도하는 다

양한 연구와 컨설팅 용역 과정에서의 진단결과에서도 확인되는 경향이 강하

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리더십(비공식조직)’과 ‘사람’ 간 정합성에 대한 

실제 상황을 파악학기 위해 리더의 역할 수행 상황에 대한 심층인터뷰 질문

을 제시하였다. 조직 내 리더(팀장, 부서장 등)의 역량과 자질이 조직 구성

원(부하직원)의 업무 몰입과 동기유발을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를 묻기 위해 

세부적으로 4가지의 질문을 구성했다. 해당 질문들은 관리자로서의 리더가 

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제시

하였고, 그 다양한 역할은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소통’, ‘육성(경력개

발)’ 및 부서 업무목표 달성을 위한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협업)’으로 구분

하였다. 

1) 리더들은 부하직원의 성과동기를 효과적으로 유발하는가?

리더의 역량과 자질이 부하직원의 성과동기를 효과적으로 유발하는지

의 질문에 대해서는 리더의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는 의견이 많았다. 인기투표 형태의 다면평가가 이루어지고,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업적평가는 부서 평가와의 연계성이 강하고, 역량평가에서는 부서

장 또는 팀장의 하향식 평가가 아닌 다면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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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세한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서장이나 팀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회사에

서는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면평가 결과에 따

라 승진이나 직책보임 대상자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니

까 상위 직급의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자고 드라이브하

기 보다는 관계관리 중심으로 변해 버리니까 그건 좀 문제

가 많습니다.”

“개인의 근무성적평정은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진행되지만 

실상은 업적평가는 부서평가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상대평가 방식이라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부서평

가 등급이 낮으면 개인이 높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팀이나 부서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

록 독려하면 된다고 보지만 늘 평가를 잘 받는 부서나 팀

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사업수행 부서 중

에서도 기획이나 제도관리 부서가 좀 잘 받고, 숫자로 성과

를 내야 하는 영업부서는 맨날 바닥을 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하다가 평가 잘 받는 부서로 이동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이 부서에서 좀 열심히 인정받자? 이런 생각

을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차피 1

년에 한번은 본부나 부서 이동을 시키니까 소나기 피하면 

된다는 심정들이 많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리더들이 이러한 제도적 특징에 기대어 책임성을 스스로 

내려놓으려는 경향도 일부 나타난다고 보았다. 결국 관리자 또는 리더는 평

가자의 역할을 통해 부서 또는 단위 조직(팀)의 성과를 창출하고 목표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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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핵심적 계층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

고 있다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결

국 구성원과의 소통에서도 그 양과 내용에서 피상적으로 흐르는 상황을 유

발하고 있다고 보는 인터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서장이나 팀장, 4급 4년차 이상은 다면평가를 받는데 이

게 문항도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이 괜찮니를 찍으라는 식의 

다면평가가 진행해요. 이걸 또 매년 해요. 평가자는 회사 

다니는 누가 가능하죠. 거의 풍문으로 들었소 수준으로 다

면평가가 진행되는데 그 사람과 단 하루도 일을 해보지 않

은 사람이 다면평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디 겁나서 후배

들이나 부하직원들에게 과감하게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지

시하거나 리딩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것 때

문에 일은 잘하는데 관계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매번 

승진이나 직책보임에서 누락되고 약간 아웃사이더나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도 찍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관계 관리

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부

분이 부족하면 채워주면 되는데 그냥 매년 승진대상자 선

정하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는 결과는 또 숨겨요. 그러

니까 성과관리를 하든, 육성을 하든 굳이 부하직원 괴롭히

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어떤 것도 할 생각이 없어지죠. 아무

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쪽의 느낌

을 알 수가 없으니까 굳이 관계를 어렵게 가져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심층인터뷰 진행 전 비공식조직의 중요성이 연구대상 공기업에서도 강

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제했던 것과 달리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바로는 리더

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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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직책 보임에 관한 인사 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리더들의 영향력과 역할이 왜소화 되고 

있다는 판단을 상당수 인터뷰 대상자들이 갖는 인식으로 확인되었다.

2) 리더들은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가?

리더의 조직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해서는 리더가 부하직원

과의 쌍방향 소통에 소극적이고, 때로는 굳이 소통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는 조직 내 평가제도의 특성, 조직 내 평가자 지위

로서 갖는 역할의 한계 등을 원인으로 보거나 혹은 조직 계층관계 속에서 

리더 본인의 상급자 혹은 관계부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이 부족한 점

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즉,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리더의 

상위 직급자 혹은 경영진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통로 그 이상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근무성적평정도 부서장이나 팀장이 평가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나 책임을 가질 수 없어요. 가중치야 좀 다르지만 결

국 상사 – 동료 – 부하가 한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 평가

를 하고 그 결과를 합산해서 역량평가 점수와 등급을 내니

까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자 지위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평가자인 관리자들

이 그 상황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평가점

수를 잘 주고 싶은데 동료나 후배들이 점수를 좀 박하게 

준거라 나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식의 피드백을 주거나 

하는 겁니다. 그나마도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보통은 팀

장 본인이 온전한 평가자가 아니라고 보니까 굳이 소통하

면서 평가를 할 유인도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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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언급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지간히 

위에서든 외부 관련 기관에서 불러야 팀장들이 담당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고 처리할 텐데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일

단 별로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팀장 스스로도 보

통은 실무형 팀장 스타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위에 부서장

(실/처장) 대응하고, 부서장 대신해서 본부장 대응하고 이

런다고 너무 바쁜 것도 문제예요. 그러고 보면 소통은 원활

하게 하는데 하향식 소통이지 상향식 소통은 아닌 겁니다. 

본부장이나 실/처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부하직원들한테 전

달하는 통로같다고나 할까...,”

3) 리더들은 부하직원의 육성과 경력개발에 관심을 갖는가?

리더들의 부하직원의 육성과 경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역할 수행은 제

도적 한계 때문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환배치와 전보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나마도 부서장 또는 

팀장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전사적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들의 관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성과관리, 소통, 인재육성에 대한 

리더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여건들은 리더들에게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무방

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자극하는 상황이다. 이는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 비

공식조직이 조직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분석 결과와도 연

결 지을 수 있는 시사점이다.

“사업도 복잡해지고, 조직도 커지고 많은 리더들은 분명히 

이럴 때 괜찮은 직원들이 많아야 하고, 역량도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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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일 한다고 생각되

는 애들은 어떻게든 좋은 자리로 이끌어 주려고는 합니다. 

근데 회사가 막 커지다 보니까 정신없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런 와중이라 일관성도 없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리더

들이 잘 하면 되는데 사실 리더 계층이 회사에 있는 모든 

일은 그냥 두루두루 다 해봐야 하고,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

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인식인데 부하직원들의 

성장욕구나 역량개발 등에 대한 요구를 잘 듣지도 못합니

다. 그 보다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기도 

하죠.”

“아시겠지만 회사의 경력개발이라는 것이 그냥 목적도 별로 

모르겠고, 맨날 이리저리 돌리니까 육성이니 이런 건 약간 

별나라 얘기 같을 때가 많습니다. 순환배치나 전보이동할 

때 당장 팀장이나 부서장의 의견, 개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무관심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또 한편으로는 직무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

로 경력개발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 

회사는 무슨 업무나 직무를 해도 좋으니 그냥 승진하는데 

다들 신경을 곤두세우니까 승진이 될 수 있는 자리로 후배

들을 챙기는 사람들은 있기는 하죠. 그게 육성이고 경력개

발이라면 그렇게 봐야 합니다. 보통은 본사의 기획부서나 

본점의 제도기획/관리 부서가 아무래도 승진도 잘 되고, 경

영진 눈에 띄니까 일 좀 한다고 소문나면 그 쪽으로 자꾸 

사람을 모아요.”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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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먼저인데, 여기저기 사람이 이동이 많으니까 솔직히 누

군지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이나 자질을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육성을 

해줘야 하는데 업적평가는 상대평가로 그냥 서열 매기고, 

역량평가는 평가자가 여럿이니까 관점이 다를 거 아니예

요? 근데 평가결과는 그냥 총합으로 나오니까 뭐가 문제인

지 알게 뭡니까? 그러니 평가결과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걸 활용해서 육성을 한다? 

이런 건 딱히 납득도 잘 안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4) 리더들은 부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에 

   적극적인가?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부분은 인간관계와 관계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기간 함께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고 

기수문화에 따른 상명하복이나 정서적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공기업경영평가와 내부평가 등이 결국에는 내부 경쟁을 유도하는 지표들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의 유인이 약화될 여지가 많다고 

보았다. 더불어, 개인적 차원에서도 승진과 (상위)직책 보임에 관한 의사결

정에 단위조직의 평가결과나 개인평가결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퇴행적 

경쟁상황에 놓인다고 보는 것이다. 

“워낙 오랜 시간 같이 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채기수나 

나이 이런 걸로 동질감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협의도 잘 되

는 편이고, 미팅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자주자주 합니다. 

일반 직원들 간에는 사실 의사결정을 본인들이 할 수 없으

니까 부서 간 이슈가 발생하면 위에서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오래 근속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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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우리 회사가 괜찮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도 같은 부

서 산하에 팀이나 직원들 간에는 이런 게 괜찮은데 부서를 

넘어서면 죄다 결국은 경쟁이니까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서 간 협의나 협조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서의 목표가 정해져 있고, 

부서 간의 성과달성 수준 차이에 따라 부서 평가등급이 달

라지는데 진짜 협업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부

서 잘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서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

는데 잘 돕겠냐는 거죠.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협의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같이 결과를 만드는 건 또 그에 미치

지 못하는 상태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얘기하는데 열심

히 듣는 거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총 4가지 질문을 통해 파악한 ‘사람-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에 대한 전

체적인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의 리더들은 관리자 또는 성과관리책임자로서

의 자기효능감이 약화된 상태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향성은 잠재적으로 

리더의 역량과 역할책임의 약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현재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조직 여건과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져 있는지가 ‘사람–비공식조직’ 간 정

합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비공식조직에 있어서 변화의 핵심 대상과 성공요인은 리더(각 조

직단위 부서장, 팀장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증분석을 통해 ‘비공식조직

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효과성에 (+) 혹은 (-)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리더십의 조직성과, 조직효과성, 직무만족도 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한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 도출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해 어떤 이유에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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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리더들이 조직의 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 수행이 리더 본인들 스스로의 인식이나 행태, 이를 지원하는 제도

적 장치 양 측면에서 모두 기대 혹은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사람-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리더, 

관리자들의 책임성과 역할 기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

이 필요하다는 개선방향이 결론으로 도출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육성과 교육도 뒷받침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현상

과 관리자들의 행태를 유발하고 (부정적 의미로) 강화시키는 몇몇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관리자들의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관리자의 역할이 중

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의식전환을 위

한 리더십 강의나 캠페인으로는 가시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보직선순환제도 등으로 인해 해당 시점 1-2년 전부터 관리자로

서의 역할이나 성과 몰입이 저하되는 상황을 제거해야 하며, 본 제도로 인

해 많은 부서장과 팀장 등 조직 내 상위 관리자들의 역할 몰입과 자신감, 

자기효능감이 저해된 상황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부

분은 실증분석에서 팀장 이상 리더 계층에서의 전체 설문항목에 대한 긍정

인식이 매우 낮게 나타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직선순환제도로 인

한 인력구조와 운영 상의 기형성이 조직 역량의 저하와 인적 역량의 비자발

적 유출(조직 내 체류하면서 가치 있는 업무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심화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이를 위해 보직선순환제도의 일시 또는 순

차적 폐지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순차적 폐지의 과정에서도 제도 적용 대상

자에 대한 직무부여와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조직의 필요와 개인의 니즈에 따라 직책 또는 TFT 리더 등의 지위를 

재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관리자들의 직책 보임과 유임, 자질의 검증 등에 대한 제도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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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관리자 또는 미래 관리자(후보군) 개인별 

역할 수행역량과 리더십 등에 대한 현재 수준 진단과 향후 개선을 위한 지

원(육성, 교육, 업무부여 등) 방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관리자

들이 리더의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더십진단체계와 진단

방식인 다면평가가 재설계 되어야 한다. 기존의 다면평가가 직책보임이나 

승진자 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인력을 구성원의 투표를 통해서 배제하는 

부정적 방식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향후에는 조직 내 관리자들에

게 요구되는 리더십 요건과 자질에 대해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또는 육성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책에 관한 인사 상 의사결정 기준과 과정을 다양한 측면

을 동시에 고려하고 합리적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구체

적으로는 (1) 근속과 연수평정 등의 기준은 충족 여부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재설계 하는 것, (2) 직책승진을 위한 기준을 단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값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고는 

것, (3) 인사위원회 운영 매뉴얼의 개발을 통해 결정 과정 상의 공정성과 

합리성, 근거 확보를 필수화 하여 납득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사람-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은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비공식조직의 핵심

인 관리자/리더들의 적극적인 자기 역할 해석을 통해서 균형성이나 각각에 

대한 긍정적 강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구대상 조직의 제도적 상황이나 심

층인터뷰를 통해서 파악된 본질적 제약은 이러한 상황적 인식을 유발하는 

인사제도의 불합리성이 노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앞서 논의한 실증분석에서 비공식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이 요

인이 조직효과성과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이 어떤 의미인지를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했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비공식조직의 영향

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량과 전문성, 리더의 역할수행의 결과가 

조직효과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없거나, 오히려 방해하기 때

문에 통게적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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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실무진인 일반 직원들이 관리자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존

중과 인정, 팔로워십(Followership)이 형성되고, 관리자/리더들 스스로 역할

에 대한 몰입과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인사제도적 변화, 즉 공식조직의 

변화와 개선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시사점으로 도출된다. 

6. ‘공식조직-비공식조직’ 간 정합성

정합성 관계 중 ‘공식조직–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은 조직운영의 원칙

과 실제가 얼마나 일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파악을 위한 진단 초점이다. 통

상 많은 조직에서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조직운영원칙과 제도 운영방식이 실

제와의 괴리가 어느 정도는 발생한다. 하지만 그 수준이 클 경우, 즉 이러

한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심한 경우에는 구성원의 조직 신뢰와 만

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조직 효과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한 4개의 요인 중 ‘사람’과 ‘업무’는 어떤 

측면에서는 구성원 개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은 조직의 일반 구성원(직원) 입장에서

는 주어진 여건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조직운영원칙

과 제도, 그 운영방식은 규정화 되고, 전체 구성원에게 일률적인 잣대로 적

용되는 기준이며, 소속 조직에서의 관리자인 리더에 대해서는 순응적 태도

를 일정 부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정합성 여부

는 조직 효과성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이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무엇보다 인사제도

나 운영방식이 리더에 의해서 충분하게 활용되고 전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식조직-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인사전략과 제도, 조직운영이 조직문화와 리더의 일하는 방식에서도 일관되

게 적용되고 있는가?’로 제시하였다. 질문을 제시함에 있어서 리더의 일하

는 방식이 전사적으로나 해당 공기업의 조직풍토와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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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1) 인사전략과 제도, 조직운영이 조직문화와 리더들의 일하는 방식에

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가?

공식조직의 실제 모습은 인사제도와 규정의 문서화 된 형태, 그것을 

조직 차원에서 전체 구성원에게 공식적으로 제시된다. 이 공식조직이 실제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조직문화나 조직의 리더들이 일하는 

방식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체 구성원(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업무 

과정 상에서도 구체화 된다. 

앞서 논의한 ‘업무–비공식조직’ 간의 정합성에 관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조직의 리더(팀장, 부서장 등)들의 일하는 방식과 분위

기 형성 노력이 인사전략과 제도 등의 운영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

이다. 하지만 인사전략과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리더의 재량이나 의사결정

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리더가 구성원에 대한 업무관리와 성과관리, 육성 등에 강한 결정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리더 스스로 그러한 부분에서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발휘하

지 않는다는 점을 일부 인터뷰 대상자가 언급하였다. 

“일단 인사전략이나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부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말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인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리자(팀장, 부서장 등)이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만 본다고 하면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

습니다. 제도가 말이 나오기 마련이긴 해도 좀 운영해야 하

는 사람들에게 힘도 좀 주고 해야 하는지 눈치만 보게 하

고, 어떤 때는 겁나서 평가권한이든 업무분장권한이든 이런 

걸 제대로 못 쓰는데 말 다 했죠. 일단 승진을 하려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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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니까. 승진을 하든, 직책보임

을 하든 할 때는 다면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이 관계 관리인 것 같고, 평판이거든요. 일 열심히 시키

는 위에서 볼 때는 좋은 관리자 후보가 계속 승진이나 팀

장 직함 다는데 물을 먹어요. 이런 상황인데 애들한테 평가

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분위기만 

가져가도 되는 거지”

“사람 관리하고 조직 운영하는 과정이 맨날 원칙 없다, 임

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기 십상인거는 맞는데 그

래도 이것 때문에 너무 현업의 관리자들이나 당사자인 직

원들 간에 협의와 논의 과정을 필요 없게 만드는 건 문제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사제도나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 관

리자의 임의적 판단보다는 집단적 판단으로 보완하자는 취

지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평가나 순환배치 등의 

전보이동이나 이런 제도들을 운영합니다. 팀장이나 부서장

들은 부서의 업무목표나 성과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내부

평가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 와중에 사람관리

자로서의 팀장이나 부서장의 역할은 조직이나 회사에서 원

칙을 가지고 도움을 주겠다는 거니까 일면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정말 좋은 제도와 운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냥 관리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편견이 있을 수 있으

니까 그냥 빠지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

나 조만간 물러날 사람들도 많으니까 제도는 시스템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건데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야..., 사람은 시스

템과 사람이 같이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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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인사전략과 제도, 조직운영 방식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나치

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조직 관리자로서 리더가 발휘 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역량을 제약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경

우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제어하기 

위해 다면평가 방식의 역량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합산 결과를 반영하

는 등의 제도의 방식과 운영은 리더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구성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 회사 인사제도는 관리자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평가만 보도라도 업적평가는 좀 평가자의 판단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것도 전부 관대화 경향이 심한 상황

이고, 역량평가는 부서장이나 팀장이 책임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해당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다면평가 방식으로 평

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합산해 버리는 식으로 처리를 하

니까 제도가 관리자들이 좀 대충해도 되도록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최소한 상사는 어떻게, 동료는 어떻게, 후배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정도라도 알려주는 구조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니고, 그러니까 어느 팀장이 밑에 직원한테 너는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

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딱 피하고 싶었는데, 핑계가 

정말 좋은 상황인거죠.”

“본부 5년, 한 부서 3년 근무한 직원은 어디로든 직무이동

을 하도록 된 규정이 전보이동의 거의 대원칙 같은 건데, 

이마저도 인사에서의 거의 원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리

자들이 부하직원의 경력이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걸 관리자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회사에서는 경력개발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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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도 하고, 좋은 관리자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니까 흉내라도 내게 해줘야 하잖

아요. 근데 부하직원이 다음에 어디로 직무가 이동할지도 

모르는데 뭘 얘기해 주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강조해 주는 꼴인거지. 공정성이나 공평성도 좋은데 이

렇게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좀 생각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인사전략과 제도 등의 공식조직과 리더(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은 표면

적으로는 균형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정합

성의 수준이 오히려 조직에서의 비공식조직이 가지는 영향력과 의미를 형해

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제도의 체계성과 운영의 합리성 및 공정성의 확보하는 방식이 리더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인식이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공식–비공식’ 

조직 간 정합성이 내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조직효과성에 유

의미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다. 인사전략과 제도 자체가 추구하는 결과나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이나 운

영방식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본 연구대상인 공기업에서는 비공식조직으로서의 리더들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심각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식조직-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은 인사전략과 제도의 원칙이 관리자로 

대변되는 비공식조직의 기능적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는 결론

이 도출된다. 사람-비공식조직, 업무-비공식조직 등에서도 도출된 심층인터

뷰 결과와도 결론이 유사하다. 비공식조직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은 지나치게 비공식조직의 공식적 역할과 영향력을 제도(공식조

직)적으로 제약하는 상황이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

해서는 비공식조직인 관리자들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강제화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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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략과 제도의 틀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공식조직-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변화와 개선의 방향

성은 결과적으로 조직성장과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인재로서의 관리자 

확보와 육성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인사기반체계로서의 직무, 직급 및 승진체계의 변화

는 최우선 과제이며, 근무성적평정제도로 대표되는 성과관리/평가체계도 중

요한 제도적 개선의 요소로 부각된다. 무엇보다 계층별 인력들의 전문성 확

보와 인재육성을 위한 경력개발과 전보이동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도 마련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이미 앞서 논의한 5개의 정합성 관계에

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의 반복적 결론이다. 

다만, 연구대상 조직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역설적인 측면

이 나타난다. 실증분석에서는 비공식조직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조직 개선과 혁신의 요소가 비공식조

직의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식조직의 변화와 개선방안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비공식조직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중요 요인으

로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심

층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나머지 5개 정합성 관계에서 대부분 제도

적 미비, 제도적 제약, 제도적 오용 등이 결과적으로 비공식조직을 형해화

(形骸化) 한다는 결론이 나타난 것이다. 

제 3 절 심층 인터뷰 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심층인터뷰는 실증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요인 간 정

합성의 현재 수준과 해당 요인들에 어떤 변화의 방향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해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단일 요인이 조직효과성에 의미하는 영향

력이 다른 요인의 변화와 개선에 의해 강화 또는 제어될 수 있다는 관점을 

조직구성원의 실제 인터뷰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개선방안을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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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실성 있는 형태로 도출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체 6개 정합

성 관계에 대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증분석의 결과 중 비공식조직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 이유에

서 축소되고, 형해화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이를 개선하기 위

해 업무, 사람 및 공식조직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

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조직진단과 제도적 개선을 시도할 때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규정

과 절차, 지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분화된 형태로 정의되면서 일관

성과 연계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연구대상 조직인 본 공기업

은 조직이 직면한 외부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는데 필요한 유연성이 

낮아진 상태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외부 경영여건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 노하우를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 현재 시점에서 충분한 자질과 역

량을 갖춘 리더급 인재를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현상

이었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우려도 높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특히 업무, 

사람에 대한 중요한 작동기제인 비공식조직(관리자, 리더 등)의 역할이 왜소

화 된 상황의 타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정합성 관계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한 해석과 변화 방향 

및 개선방안은 전반적으로는 공식조직의 일환인 조직운영원칙과 인사제도의 

우선적 개선과 연결된다. 더불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를 통한 비공식

조직(관리자, 리더 등)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영향력을 재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으로 부각된다. 각 개별 정합성 관계에 대한 요약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사람 간 정합성은 조직과 사업 측면에서 중요한 일(직무)과 

수행의 요건(직급과 직책에 따른 역량/자질 등)이 과거의 관행적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과 근속 중

심의 사람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조직 및 인사운영의 기반체계의 업무/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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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업무의 조직효과성

은 개인에게 부여되는 업무 자체도 중요하지만 업무 수행을 통해 축적되는 

개인의 전문성에 의해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전사적 기준으로 실시되는 순환배치의 방

식이 기능 또는 본부 단위의 이동, 인력의 성장단계를 감안한 경력개발 원

칙 등의 설정과 실제 이동배치 과정의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는 공식조직인 조직운영 방식과 인사제도의 변화가 업무와 사람 

요인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2) 업무-공식조직 간 정합성에 관한 심층인터뷰 내용에서는 실제 작동

하고 있는 업무와 역할 부여의 관행과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기준 간의 괴

리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명목 상의 의미만을 갖거나, 

연공과 근속 관점이 강한 사람 중심의 직급체계가 조직과 인사운영의 근간

인 상황에서 전문성과 사업성과, 조직 발전을 위한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다수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언급한 것이다. 향후에는 수행 업

무와 역할 중심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구체적인 개편과 개선 방안으로 설정하면, 

인사기반체계인 직무체계와 관련 인프라(직무기술서와 정기/수시 직무관리

방안)의 현재화 작업, 수행업무와 역할(직책 등)이 반영된 직급체계의 단순

화 관점 개선, 이러한 직무 또는 직급/직책 부여를 위한 승진 기준 등의 재

설정이 제시되었다.

3) 업무-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은 심층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상

당히 낮게 평가된다. 특히 고근속/고숙련 인력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비효율

적이고, 한편으로는 배타적으로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 조직의 사업수행과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이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제도(보직선순환제도)와 제도 

보완책이 미비한 나머지 비효율적 인적자원관리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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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완하기 위해 역량과 성과에 따른 인력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고숙련 

인력들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직책보임 의사결정 기준과 절차, 전문가 역할 

부여를 위한 직무개발과 처우조건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4) 사람-공식조직 간 정합성은 과거 전통적 공공기관 인사원칙의 유지

에 따라 정합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적구성의 다양성이 복잡

해지고 구성원의 기대가 복합적인 상황에서 원칙의 일관성과 형평성만으로 

강조하는 상황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조직 내 업무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한 인사원칙의 재설정이 필

요하고, 조직의 규모와 다양한 사업적 요구역량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확

보와 인재육성의 틀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한

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과거와 다른 인력의 절대적 규모에 대한 우려가 많

았고, 결과적으로 본부 단위 또는 기능 단위 인력운영도 고려할 때라는 의

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이 성장해야 할 방향 제시도 

가능하고, 그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는 조직역량의 제고에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인 것이다. 다른 정

합성 관계와 유사하게 결국은 제도적 장치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결

론은 동일하다. 

5) 사람-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에서는 관리자 또는 리더의 역할 몰입과 

스스로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

출되었다. 특히 관리자와 리더 스스로 역할에 대한 인식을 낮게 하는 측면

도 있지만, 제도에 의해 제약 당하고 있는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제약은 

관리자들의 조직구성원에 대한 성과관리, 변화관리, 업무관리 역할을 줄이는 

결과는 유발했고, 관리자들 스스로 자기효능감의 저하와 함께 업무나 성과

에 대한 동기가 낮아지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관리자/리더의 위상과 위치를 관념적/인식적으로만 독려한다고 해

결되지 않으며, 관리자의 역할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확장을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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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근무평정 등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가

진 역량과 전문성, 성과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직선순환제도 등의 폐지 또는 순차적 개선이 요구된다. 

6) 공식조직-비공식조직 간 정합성은 위에서 논의한 나머지 정합성 관

계 분석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론에 가깝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

이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대상조직에서

는 비공식조직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비공식조직의 영향력이 없다는 점이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무기력’한 상태라는 점이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본질적 결론이

다. 향후에 지속적인 조직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관리자와 고근속/

고숙련 인력들의 활용성과 인력운영 상의 효과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또

한 이를 제고하기 위해 직책승진, 비직책 전문가 직무개발/부여 및 성과관

리 등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제도 도입과 

운영은 조직 내 전반적 인식전환까지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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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조직효과성 논의에 있어 조직문화 유형, 리더십, 소

통수준 등 개별 영역의 수준과 변화가 조직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단편적 진단과 처방 등을 제시하는 이전 연구들이 안고 있는 한계

를 보완하고자 Nadler & Tushman(1977)이 제시한 조직정합성 모형을 토

대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

으로 복수의 요인이 조직과 구성원의 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식적 조직, 비공식적 조직, 리더십, 조직문화(분위기), 인사제도 등에 대한 

수준 또는 인식도가 조직 효과성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 확인하고, 조직

변화와 혁신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복합적이고 입

체적 시각과 처방을 제시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조직정합성 모형은 

기존의 조직진단이 조직의 다차원적 동태성을 유기적으로 진단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충분한 논의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단일 금융공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대한 연구대상 공기업 내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도(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각 요인들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한다. 

다만 이러한 실증분석이 개별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의 수준, 현재 상태에 대

한 의미 있는 결론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 요인의 현재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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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한 상황인지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실제 인식과 직접적인 의견을 파

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현 상태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설정하는 것과 그 변화를 

위해 어떤 개선방안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내부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계량분석 결과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 

개별 요인이 독자성을 갖고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

한 것으로 이러한 결론만을 도출할 경우에는 여전히 공공기관의 내부 변화

와 혁신의 파편화 된 부분 최적화 방식의 노력을 지지하게 될 위험성도 있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분석 방법론의 병행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나 그룹 인터뷰, 워크숍과 같은 형태의 질적 분

석 방법론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 의견(Real Voice)이나 설문조사 결과 해석(Interpretation)을 적절하

게 도출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요인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관계의 변화

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변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이 어떤 것인지 구체화 하

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실증분석의 결과 요약

실증분석은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정합성 모형

에서의 조직구성요소인 업무, 사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에 대한 개인 수준

의 만족도와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조직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취합된 설문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기초통계 및 집

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test와 ANOVA 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구성요소 구분에 따른 업무, 사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비공식조직>사람>업무>공식조직의 순서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

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업무, 사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과 조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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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 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4가지의 조직구성요

소 간에도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응답집단별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구분에 따른 차이는 업무

변수 중 근무환경 만족도, 사람변수 중 성과관리 역량, 공식조직 변수 중 

조직구조, 인사제도, 직급효과성 항목 및 조직효과성 변수 중 직무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 분석 또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업무/사람/공식조직/비

공식조직 및 조직효과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20대와 30대가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사기업 성격의 

조합,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기관, 공사 전환을 거치는 전체 과정에서 장기간

의 근속 과정을 거친 40대 이상의 연령대와 최근 공사 전환 이후 급격하게 

유입된 2-30대 인력층 간의 세대 간 단절 현상으로 조직구성요소 및 조직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IMF 외환위기와 건설경기 등의 영향으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신규채용

이 전면 중단되었던 영향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직위별 인식 차이 분석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

었으나, 부부장과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타 

직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특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이는 부부장 직위는 조직에서 팀장 또는 부서장을 보임하지 않는 일반 

직원(팀원)에 속해 있는 인력들이며, 조직 내 절대규모도 10여명으로 많지 

않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가장 오랜 근속기간을 갖는 인력들로 대부분은 

팀장 또는 부서장 보임에 지속적으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의 직

무경험과 경력, 역량 등에 따른 결과인 경우도 있으나 일부는 조직 또는 기

업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90년대 전후의 공제조합 시

기에 입사한 인력들로 조직에서 저직급의 젊은 세대로부터 배척 받고 있다

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과 같이 응답자의 만족도가 

낮은 부서장 계층은 공기업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 상급기관, 유관부처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



- 126 -

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기 3년의 기관장 

교체 시점마다 부서 이동과 조직 위상의 부침이 지속적으로 겪는 인력층이

라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적 여건과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

장과 부서장 계층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들 인력층은 조직 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리더계층으로 인식되는 계층이

지만 이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조직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적 관리에 

잠재적 위험요소를 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설검정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 조직구성원에 대한 만족도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 공식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조직효과성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즉, 본 연구대상에서는 업무와 

사람, 공식조직이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공식조직의 경우 조직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

인되어 가설 4는 기각되었다. 

2) 심층인터뷰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보강과 정합성 분석 결과

조직효과성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정합성도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합

성 모델의 기본원리에 따라 심층면접과 집단면접 등을 통한 요인 간 정합성

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진단의 초점은 (1) 업무-사람, (2) 업무-공식조직, 

(3) 업무-비공식조직, (4) 사람-공식조직, (5) 사람-비공식조직, (6) 공식조

직-비공식조직으로 구분하였다. 6개 진단 초점에 대해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진단 초점에서 정합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문

제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특성 상 조직 및 인사운영원

칙과 제도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과 형식의 표면적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개별 요인들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저해하는 상황도 도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식조직–비공식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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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정합성은 일면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인사전략

과 제도, 운영방식이 갖는 엄격성 때문에 관리자(리더)들의 책임성과 역할/

직무 몰입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답변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연구대상 조직의 사

업과 조직/인력 성장 속도 대비 조직운영전략(인사전략)과 운영체계(제도)의 

변화 속도 상에 격차가 크다는 점과 그 격차를 단기적/부분적 개선과 대증

요법적 임기응변식 처방과 단기적/부분적 개선이 반복되면서 내부적 한계가 

누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적 압력과 그에 따른 확장적 조직전략

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양적 성장만 추구했던 것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유

발하고 있고, 향후에 이를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면접 대상

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조직 및 인사운영 

원칙과 관련 제도는 다양한 외부평가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결

과적으로는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간의 정합성을 저하시

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제도적 보완 작업을 매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선의 결과가 본질적 혁신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현재까지의 다양한 조직운영원칙과 인사전략/제

도 개선의 결과가 본질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구체적

이고 현실적인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개별 요인이 아닌 요인 간 정

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연쇄반응의 부작용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비

공식조직인 리더, 관리자가 조직효과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연구 초기 

예상 외의 회귀분석결과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본 연구의 결론을 

이끌어 주었다. 

가설검정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중 비공식조직의 경우 조직효과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각되었지만, 본 심층면접

을 통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인사전략과 제

도, 운영방식이 비공식조직으로 대변되는 리더(팀장, 부서장 등) 계층이 권

한과 책임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감당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과는 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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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질적으로는 동기부여를 하기 보다는 왜소화 

하고 그들의 역할 자체를 형해화 하고 있다고는 의견이 다수의 인터뷰 대상

자에게서 확인하였다. 이는 집단면접 등을 통한 일반 직원들의 의견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 6개 정합성 진단의 초점에서 전

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각각의 요인 간 관계의 실행이나 조정, 운

영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자, 리더 계층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

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오랜 기간 지

속되면서 그들 스스로 역할 수행과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점을 

변화되었다고 보는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인 간 정합성 분석을 통

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은 피해야 하는 것

은 분명하다. 하지만 비공식조직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비

공식 조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관리자 역할의 

가치를 재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적 여건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어야 한

다. 

결론적으로 업무, 사람(조직 구성원의 역량), 공식조직, 비공식조직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그 정도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맥락적 이해와 본질적 이유, 향후의 변화의 방

향과 방안에 대한 부분은 요인 간 정합성 분석을 위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많은 해석과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공공기관의 

혁신과정에서 리더십 스타일, 바람직한 조직문화 구축 등의 인식과 의식의 

혁신을 강조하는 흐름이 강조되는 최근의 혁신 트렌드와 달리 전통적인 제

도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2.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정합성 모델을 토대로 공공기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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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에 적용하여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변수를 통해 분석하

고,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조직의 구성요소를 진단하는 

것에 있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분야별 진단과 평가 결과의 단순 

취합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과 노력을 

어떤 영역에 집중 또는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직 전체적 관점에서의 개

선과 혁신의 관점과 방법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고 본다. 

최근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외부평가에 자주 노출되고, 평가 내용에 

대해 대응하는데 급급한 경향이 많다. 또한 외부평가는 표면적 현상에 대한 

진단과 지적사항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고,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또는 개선 

실적을 중심으로 또다시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반복적 상황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대응은 대증요법 중심의 단기적 개선책 마련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자는 내부의 동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평가구조를 유지하는 한 이들의 대응은 임기응변식이거나 실질과 다

른 표면적 ‘성과측정‘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스스로 선택지를 좁히는 상황

을 내몰리게 된다. 

조직의 안정화와 지속적 성장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효과성(직무와 조

직만족도, 조직몰입도)이 높은 경우에 가능하다. 정부기관을 비롯한 많은 공

공기관은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조직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

들을 평가 받는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적 변화를 유도하고, 실제 긍

정적인 변화도 상당 부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지표 간 연계성 보다는 각 지표 자체의 본질적 변화보다는 수치적 실적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본 연구 대상 조직과 같은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진 

본질적으로는 ‘사업조직’ 또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과와 지속적 조직의 

성장은 중요한 존립 근거이다. 그렇다면 사업성과와 조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나 요인 간 관계(정합성)에 집중적인 변

화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내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하거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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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할 수 있는 자율적 판단과 의사결정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4개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과 함께 요인 간 정

합성을 심층인터뷰 등을 통한 정성분석을 시도한 것은 조직의 혁신과 변화

를 위한 집중해야 할 부분, 또는 특정 요인의 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에서의 추가적 노력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제한된 범위 연구결

과이기 하더라도 개별 요인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요인 간 관

계와 균형성 등이 어떤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성적 분석결

과에서 이러한 포괄적 진단의 중요성과 집중적 처방과 개선방안의 도출이 

중요하다는 점이 시사점으로 도출 되었다고 본다.  

두 번째,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정합성 수준에 대

해서 진단함으로써 개별 요인이 아니라 이들 간의 균형성이나 다른 요인을 

통해서 해당 요인의 효과성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는 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눈에 띄는 문제점과 지적사

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그 문제 현상의 근본원인을 찾거나 효과

적인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연계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부 영역별 부분 최적화만을 시도하는 현재까지의 공공기관 내부적 

혁신활동은 피상적이고 표면적 개선만을 가속화 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가

능성이 크다. 조직은 동태적이고, 유기적이라는 점은 많은 조직 연구에서 제

시되며, 이는 조직 내부 요인 간의 연결성(Connectivity)과 연계성(Alignme

nt)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개별 요인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더라도 연계된 영역과 요인들에서 

어떤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심층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특정 요인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전혀 다

른 요인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각 요인의 영향력 수

준을 통계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개선 기회를 

균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본 연구대상 조

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공조직의 특성 상 조직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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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규칙 등에 의해 제약되기도 하고, 임의성을 낮추기 위해 사람의 주

관성을 줄인 기준과 원칙에 기댄 조직운영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사람 – 업무 – 공식조직(제도) - 비공식조직(리더와 조직풍토) 간의 

각각의 정합성이 어느 정도로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한 영역의 작동이 원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조직효과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는 경영/조직/인력관리 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영역의 한계가 다른 영역의 어떤 부분에서 비롯된 것

은 아닌지 진단하고 균형적 변화/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핵

심적 쟁점과 해결책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대상 조직에 국한된 내용일 수 있으나 조직의 사업성과와 지속

적 성장에 필요한 핵심적 자원은 직무와 사업경험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이

면서도 관리자적 자질을 두루 갖춘 리더 계층(팀장, 부서장 등 비공식조직)

의 역량이다. 이러한 리더계층의 역량은 ‘일 하는 방식’과 ‘일의 결과’에 영

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는 개인 차원의 ‘능력’이지 조직 차

원의 제도적 ‘기제’나 ‘운영방식’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리더십 역량의 스타일이나 소통 방식, 리더에 대한 만족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에 대한 역할 기대를 리더 스스로와 조직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

지 않게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 제도적 한계가 핵심 쟁점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같은 외부평가를 통해서 확인된 문제점의 해결책

을 찾는데 있어서 개별 공공기관이 전체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근

본적이고 핵심적인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할 필

요가 있다. 조직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과 미비점이 본질적으로는 특정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표 평가에서도 반영이 가

능해야 할 것이다. 즉 공공기관의 조직효과성을 제고하고 조직성과를 향상

시키기 위해 포괄적이고 요인 간 정합성을 고려한 진단을 실시하고, 근본적 

개선과 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량도 부여할 수 있어야 한

다. 공공기관 내부적 가치 경쟁과 우선순위 설정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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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경영평가 방식이나 지표에서 일률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 한, 형식적

이고 임기응변식의 개선활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와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 응답 데이터가 양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직위별, 근속년수 별 등 응답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통계

분석 진행이 어려웠던 경우 등을 고려할 때 응답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보다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 구성요소 간 정합성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통해 진단하였으

나 양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합성이라는 개

념을 다양한 연구에서 차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분석방법에 대한 

일관된 합의가 없고,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정합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방법 

역시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이론적 근거에 부족함이 있었다. 앞으로 연구

범위의 확장을 바탕으로 조직진단 연구에 있어서 조직구성요소 간 정합성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양적인 방법에 의한 측정을 통해 정합성 분

석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단일 조직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조직의 특성

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나 분석 결과가 본 연구의 대상 조

직에만 해당하는 특성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금융 공기업의 특성

인지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사조직의 속성 차이에 따른 비교 분석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각각의 조직에서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유사 사업을 영위하고 조직 규모와 인적 구성이 

차별성이 다소 낮은 금융기관 간 비교연구를 진행할 경우, 좀 더 다차원적

인 관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대상 조직에서는 비공



- 133 -

식조직인 관리자, 리더계층이 조직효과성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으나, 현업의 재량과 의사결정, 담당 조직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조하는 민간 기업에서는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이런 차별성이 유무를 확인하고, 차이가 실제 존재하는 경우에 그 원인

이 어떤 부분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서 파악한다면 

본 연구에서 담지 못한 제한적 사례의 결론을 보완하고 더 많은 함의를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정 시점에 단일 조직에 국한하여 조직효과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 간 정합성에 대한 진단을 수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조직 변화와 혁신은 “진단 –변화방향과 개선방안의 

도출–실제 적용–적용의 결과 검토–보완” 등의 과정을 통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

들이 향후에 어떤 결과를 유도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한 시계열적 연구를 

통해 보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향후 본 연구대상 조직과 함께 유사한 

공공기관/공기업들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1차 진단–개선–2

차 진단–추가 개선–3차 진단” 등의 과정을 거치는 다년간의 시계열 연구

를 진행함으로써 조직 내부 요인들의 변화가 실제 조직효과성에 어떤 영향

력을 발휘하는지에 관한 부분과 요인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들이 

유의미한지에 대한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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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With Emphasis on the Congruence Model

Kim, Taisu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organiz

ational effectiveness based on the congruence model suggested by N. A. 

Nadler & M. L. Tushman (1989). The limitation of preceding studies is 

that they were single-sided diagnosis and prescriptions concerning the in

fluence of individual factors, such as organizational culture, leadership t

ype, and level of communication,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 tried 

to resolve that limitation. In order to do so, I listed the factors and are

a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to diagnose and analyze their influ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 checked how the perception (satisfaction) 

of organization members is correlated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f

our areas-work, people, official organizations, and unofficial organiz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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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Then I suggested a comprehensive, multifaceted visuals and prescripti

ons as to which parts should be improved for the change and innovatio

n of organization. 

The congruence model is capable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preceding diagnosis of organizations which failed to examine the mu

ltidimensional dynamics of organizations. The officers and employees of 

public organizations were surveyed based on this model, and a substanti

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findings to identify the factors t

hat affecte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 also considered that substantia

l analysis cannot identify the actual perception and opinion of organizat

ion members in regards to the condition of each factor and adopted a 

quantitative methodology which involved an in-depth interview.  By doi

ng so, I secured the resources not only on the current condition of eac

h individual area, but also on their congruence, future changes, and im

provement possibilities in relation to other areas. 

In this study, the quantitative study involved the substantial analysi

s of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entire 

organizat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congruence model were 

work, people, official organization, and unofficial organization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organizational satisfaction, occupational satisfac

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used to measure organizational effe

ctiveness.  As a result of the substantial analysis, satisfaction with work, 

people, official organizations, and unofficial organizations were high for 

unofficial organizations>people>work> official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there were positive correl

ations between work, people, official organizations, or unofficial organiz

ation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

he four facto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the satisfa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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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f each response group, gender cre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satisfaction with work environment among the work-relat

ed variables, performance management capacity among the people-relate

d variables, organizational structure, human resources systems, and posit

ion effectiveness among the official organization variables, and satisfactio

n with occupation among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variables. The 

analysi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 by age also showed significant resul

ts; those in the 20s and 30s showed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in ter

ms of work/people/official organizations/unofficial organizations and org

anizational effectiveness compared to the 40s and 50s and older.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for the test of hypotheses, work, people, an

d official organization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

veness, where as unofficial organizational did not. 

Considering that the congruence of the four factors can also affec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o dia

gnose the congruence of factor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congrue

nce model that an organization must pursue change and innovation.  Al

though statistical analysis could identify the degree and correlation of in

fluence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n work, people (capability of me

mbers), official organizations, and unofficial organizations, the in-depth 

interview for congruence analysis was able to draw more interpretations 

and meaningful conclusions in terms of contextual comprehension, essen

tial reasons, and future changes. In detail, it was concluded that many 

public organizations' innovation must accompany the renovation of conv

entional systems when the latest trends of innovation emphasize the inn

ovation of perception and awareness in regards to the leadership styles 

and the desirable organization culture.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mplies that the mana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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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evalu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should not just gather the results 

for diagnosis and evaluation, but ponder how to concentrate or distribu

te the available resources and efforts for the innovative change of public 

organizations. Not only that, it suggests how the focus and methodolog

y of improvement and innovation should be reestablished in the future f

or the operation of public corporations, public organizations, and gover

nment organizations.  

Keywords: Congruence Mode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Diagnosis,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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