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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공기관장의 인사는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른다.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관장을 정권 교체를 이유로 교체

할지 여부, 교체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체하고 어떠한 사람을 임

명할지, 그리고 이러한 기관장 교체는 해당 기관의 조직성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늘 논란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관장의 정권연관성, 교육수준, 임용배경이 조직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관계에 기관에 대한 국

민의 만족도점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적재 적

소의 기관장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연관성이 높은 기관장일

수록 높은 조직성과를 보여준다. 둘째, 기관장의 교육수준의 경우

학사보다 석사 출신의 기관장이 보다 높은 조직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박사 출신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임

명 배경에 있어 내부승진자 등 내부 출신보다 관료와 같은 외부

출신의 기관장이 임명된 조직이 보다 높은 조직성과를 보여주었

다. 이는 소위 정권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임명되는 정권교체에

따른 ‘낙하산 인사’가 조직성과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보다

외부 출신의 기관장에게서 조직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조직 성과에 외부 출신의 인사가 지니고 있는 네트워크의 힘이 조

직 운영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이와 같은 기관장의 특성과 조직성

과와의 관계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점수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고객만족도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기관장의 특징 중 특



히 정권연관성이 낮은 기관의 기관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 조직성과가 기관장의 특징에 크게 좌

지우지 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런

기관들의 경우 다른 기관과는 또 다른 기준의 인사를 임명해야 한

다는 점을 의미한다.

주요어 : 기관장, 조직성과, 정권연관성, 임명배경, 교육수준, 경영평가

학 번 : 2017-2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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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미치는 기관장의 특성을 찾고, 이 관계가 조직의 규모에 따라 어떻

게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출자, 보조 등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

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2018년 현재 한국의 공

공기관 수는 338개로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로 국민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소

유하고 공공기관이 경영을 하는 구조로서 공공성과 시장성의 두 가지 성

격이 결합되어 있는 조직이지만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기에 방만한 경영과 전문성 부족, 사업 수행의 일관성 결

여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세계적 행정개혁의 흐름인 성과관리의 등장에 힘입어 한국의 공공기관에

도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84년 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2001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는 등 공공기관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들을 정비해 오며 공공기관 조

직의 성과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1984년 처음 도

입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모태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는 지난 30년간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합리적

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학자들이 공공기관 운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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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쟁 없이 침체되어 있는 공공조직의 구조, 국민

과 정부, 경영진으로 이어지는 복대리의 문제(심재권, 2004 공기업론), 형

식적으로 운영되는 관리감독시스템의 문제(이상철, 2007) 등 여러 문제

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관장으로 구성된 내부지배구조(이상철, 2007), 정권에 따른 기관

장 교체와 이로 인한 조직 운영의 연속성 부족, 기관장의 전문성 부족으

로 인한 동력 상실 등 기관장과 관련한 문제점이다.

현재 한국 공공조직의 기관장 임명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기관장 임용 기준으

로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에 대한 개념

역시 모호한 상황이어서 결국 공공조직의 장은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성

이 결여된 채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성 높은 기관장 임용의 어려움을 의

미하며, 이와 같은 인사는 곧 조직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관별

로 기관장이 갖추어야 할 특성을 고려한 기관장 인사를 위해 기관장의

특성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장의 특성, 즉 기관장의 임명 방식에 따른 임명배경과 나이, 교육 수준이

기관의 조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조직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관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관별 특징에

따라 적절한 기관장 임명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를 지닌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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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를 위한 대상은 2017년 기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의하여 지정된 123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평가방법이

다소 상이한 강소형 기관을 제외한 77개 기관이다. 2017년 대상 기관을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도를 대상으로 하되 기관장의 전

문성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임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직 성과와 관련된 연구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

시기 간격에 일정한 간격을 둔다면 시차를 반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표본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성과 영향을 교란할 수 있는 표본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

차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다.

[표1] 평가유형 구분(2017 기준, 강소형 제외)

유형 구분기준

공기업

공기업 Ⅰ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기관

공기업Ⅱ
공기업 중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위탁집행형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017년 기준으로 분석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목록은 [표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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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분석대상 공공기관 목록

유형 구분기준

공기업

시장형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 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

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

지역난방공사

준시장형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

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

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

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

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

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

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

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구제협

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

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

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

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

정보화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

단,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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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와 경영평가

1. 공공기관 현황과 이론적 논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호의 요

건에 해당되어 정부의 투자, 출자, 보조 등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

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2018년 현재 한국의 공

공기관 수는 338개로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로 국민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설립

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는 시장실패의 치유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국 경제에서도 시장실패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공공기관은 역시 시장실패의 치유에서 시작했다. 특정 정책

의 시행 초기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고자 국가가 국가의 재원으로 공공기

관을 설립하고 해당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역할을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이를 수행하되 예산, 인력, 조직 등 중요 부

문에서는 정부에 의존하면서 현재의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이를 이론

적으로 살펴보면 주인-대리인 이론, 신공공관리론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1976년 젠센(M.Jensen)과 매클링(W. Meckling)에 의해 처음 제

기된 주인 대리인 이론은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

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

로 인해 도덕적 해이나 무임승차,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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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인-대리인 이론을 공공기관에 비추어 보면 국민이 행정조직의

주인이고 행정조직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동시에 행정조직은 공공기관의

주인이 되고 공공기관은 행정조직의 대리인이 되는 복대리인의 관계가

성립한다. 즉 궁극적인 주인은 국민이고 감시는 국민의 대리인인 행정조

직이 하고 경영은 행정조직의 대리인인 공공기관이 수행하게 된다. 하지

만 그 과정에서 각각의 주체가 추구하는 이익이 상충하면서 도덕적 해

이, 역선택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특정 사업에 대해 독점

권을 갖고 있고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기에 경쟁 기업이 나타나기 쉽지

않고 예산의 편성과 자원을 행정부가 관리하고 있기에 재산 증식 등 효

율적인 사업운영의 유인 동기가 매우 적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

제도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여 국민의 뜻을 대변하

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즉 정부 역시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

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유인이 발생한다. 이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

책을 결정함에 있어 특정 정치적 개입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경영평가제도 뿐 아니라 알리오(ALIO)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

에게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를 개방하여 국민에게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

장하여 복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Administration)은 1980년 영미

중심으로 등장한 작은 정부 구현과 전통 관료제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이론이다. 1980년대 이후 대처 정부와 레이건 정부를 시작으로 시장지향

적인 정부 개혁이 이루어졌다.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경쟁

원리와 고객주의를 중심으로 독점적 정부서비스에 경쟁과 고객선택권을

최대한 적용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론이다. 공공기관 간의 경쟁

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궁극적 고객인 국민의 지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최근 책임운영기관이

지정되고 국민을 위한 정보공개 및 소통창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이의 연

장선상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의 경영평가제도 역시 성과급과 연계되어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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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에서는 공공기관 역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분과의 경쟁 확대,

사적 부문의 경영방식 도입 역시 개의치 않아야 한다.

이처럼 공공부문은 처음에는 단순히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

부에 의해 소극적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나 현재에는 신공공관리론의유

입, 국민의 주인의식 신장과 함께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역할과 책임

감을 안고 있다.

2.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기존 연구에서 공공부문의 성과는 매우 다양하게 측정되어 왔다. 최근

에는 성과 중심의 운영방식이 중요해지며 조직의 가시적 성과에 중심을

두는 ‘조직 효과성(Organaization effectiveness)’이 조직성과를 나타내는

데 함께 사용되고 있다(Rainey and Steinbauer, 1999). 일부 연구는 공공

조직의 조직성과는 “주관적/복합적이며, 공공부문에서는 측정하기가 어

렵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정무권, 2010 재인용). 이러한 문제 제기에 조

직성과를 ‘공공성(Publicness)’의 개념을 조직성과 측정 지표에 포함하려

는 시도(Andrews, Boyne and Walker. 2011)도 있었으며 신공공관리 성

과중심 지표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도 존재했다(Bourkaert and

Peters, 2002).

한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부투자기관은 1984년, 정부산하기관

은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투명

성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해

경영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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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기관 경

영혁신, 국민평가, 정부3.0, 경영정

보공시, 정부권장정책

18 8 10

2. 업무효율 5 0 5

3.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 4 0

4. 재무예산관리

- 관리업무비, 자구노력 이행성과, 재

무예산성과

10 5 5

영효율화 뿐 아니라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함으

로써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국

민서비스 개선을 독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대상이 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까지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며, 민간전문가(교수, 회계사)로 구성된 경영평

가단은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현장실사 등 평가를 실시한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6월 20일 평가 결과를 확정하면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및 평가 편람 수정 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완료

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에 의거, 그 결

과를 국회의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경영평가는 사전에 설정한 평가지표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는

매년 ‘평가편람’의 형태로 평가 대상 기관들과 공유하게 된다. 기본적으

로 평가범주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영관리’는 경영

전략 및 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무예산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로 이루어진다. ‘주요사업’ 은 주요사업의 계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한다. 두 개의 범주 모두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조정된

가중치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다.

[표3] 2017 기준 경영평가의 지표 및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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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 및 복리후생간리

- 총인건비 관리 등
13 10 3

주요

사업

(50)

주요사업 계획, 활동, 성과 종합평가 50 18 32

합 계 100 45 55

※ 유형별, 기관별 지표별 가중치는 상이함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각각 6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후

속조치가 이루어진다.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우수/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3. 조직성과와 경영평가제도의 관계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는 조직, 단체 또는 개인의 계획

과 활동을 통해 취득한 결과물로 인적, 경제적 자원을 업무에 투입하고

이를 통해 생산한 산출단위를 의미하거나 목적의 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

율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성과의 개념은 모든 조

직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역시 다차원적이기에 성과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측정할지

는 이론적 논의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직성과는 매우 모호한

개념으로 하나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로 구체화될 수 없는 사회적

으로 구성된 현상이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

아들여진다(Brewer and Selden, 2000). 조직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에 대해 어떤 가치를 잣대로 두느냐에 따라 조직성과의 정의, 측정

에 대한 개념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성과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 관련 연구들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성이 혼재되어있는 까닭에 공공기관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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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과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효율성 증진 및 사업성과 제고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획일적 상대평가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

등(오건호, 2010) 특수한 경영환경을 간과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가 기관의 실질적인 가치를 표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조직성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을지, 양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곽채기

(2003)는 경영평가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한 시계열 추세 분석을 통해 경

영평가제도가 인건비 비율, 관리업무비 비율, 노동 생산성, 고정자본 생

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열, 장덕희(2007)는

경영평가지표 중 재무적 성과와 서비스 품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영업이익과 영업비용의 차이인 영업수익을 재무적 성과로 보

고 고객만족도 결과를 서비스 품질로 하여 분석한 결과, 두 변수의 관계

가 동일한 방향의 관계를 보이지 않고 각 지표가 실제 성과에 다른 경로

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기관 특성에 따라 중점을 두

고 있는 지표가 상이하고 때문에 경영평가 점수가 곧 조직성과를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박석희(2006)는 경영평가 제도가

기관의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는데,

종속변수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영평가 제도가 전반적으로 공기업의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택, 이창균(2010)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 중 계량지표가 조직성

과를 타당하게 표방하는지 연구하여 계량지표들의 타당성 제고가 필요하

며 그 방안으로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점수 시스템 개발을 제안

하였다. 이 외에도 김용탁(2011), 박충훈(2010) 역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평가모형 개발연구를 통해 경영평가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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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경영평가 결과는 조직성과

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적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

준히 발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경

영평가 결과를 조직성과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관장의

역할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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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기관 기관장과 경영성과의 관계

1. 기관장의 역할과 관리역량

조직에서 최고관리자는 의존관계 또는 권력관계를 통해 자원을 획득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의사결정자의 전

략적 선택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Bass, 1988)으로 작

용하기 때문에 최고관리자의 특성은 조직의 성과와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조직의 성과결정요인 연구에 있어 관리자 역할의 중요

성을 강조한 최고경영층모형(Upper Echelons Perspective) 이론의 시초

가 된 Hambrick and Mason에 의하면 최고관리자는 조직 관리에 있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전략적 선택이나 성과를 예측

하는데 최고관리자가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설명하였다.

고전적 시각에서 관리자의 역할은 조직 내부관리에 관한 것으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등으로 설명하였다(Gulick, 1937). 한

편 Mintzberg(1975)는 관리자의 역할을 대인관계에서의 역할

(interpersonal roles), 정보를 활용하는 역할(informational roles), 의사결

정 역할(decision roles)로 구분한다. 대인관계에서의 역할로는 대표로서

의 역할(figurehead), 리더의 역할(leader), 교섭의 역할(liaison)이 있으며,

정보를 활용하는 역할은 가장 많은 정보를 지닌 관리자가 정보를 통해

감독(monitor), 정보제공(dissmeniator), 대변인(spokesman)의 역할을 하

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역할은 위험요소를 다루고

(disturbance handler), 자원할당의 역할(resource allocator), 기업가적 역

할(entrepreneur)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Mintzberg의 분류가 중첩되어

있어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관리자의 역할을 의제설정, 네트워

크 형성, 의제 집행을 위한 네트워크 활용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Finkelstein, Hambrick and Cannell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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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관리자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관리자의 특성

및 역할을 네트워킹 역량과 업무역량으로 구분하고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기관장 특성과 조직성과

업무역량이란 조직이 자원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하고 이러한 업무역량은 관리자의 자

질과 시스템에 따라 결정된다. 업무역량은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좋은 관리자가 있다는 것은 개인 수준의 업무역량으로

관리자의 업무역량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업무역량에 대한 경험

적 연구들은 대부분 조직성과와 긍정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업무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Lynn, Heinrich and

Hill(2000)은 전문성(professionalism), 경력(career concerns) 등을 들고

있고 Ingraham and Donahue(2000)는 재정관리 능력, 자본관리능력 등을

들고 있다. 즉 이는 최고관리자가 자원을 관리할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

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의 리더가 조

직 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자원의 올바른 배분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처럼 많은 연구로 입증된 사실이며,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

한 역량 중 가장 가중치가 큰 항목은 바로 리더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

다. 전문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학력, 유관 업무경험, 관련 자격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

는 학력이라 할 것이다. 즉 기관장의 특성 중 학력 수준은 기관장의 전

문성을 대변하는,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네트워킹 관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외부환경 관리역량(external

management)은 조직의 외부환경에 존재하는 주요행위자들과의 행태적

네트워킹 또는 상호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O’Tool, Mei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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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son-crotty(2005)는 학교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환경일수록 교육감의 외부환경 관리역량이 특히 더 중요함을 설

명하였다. 외부환경 관리역량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자의 노력으로 외부환경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으며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등의 노

력을 의미한다.(Meier and O’Toole, 2003, 2007). 특히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보다 관리자의 활동이라는 외부관리의 행태적 특성이 성과에 의미있

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검증했다. 이처럼 외부환경 관리역량에 관

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관리자의 행태적 측면에 따른 네트워킹 능력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장 역시 조직 관리

자로서 외부와의 네트워킹 능력에 따라 조직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공

공기관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국민을 포함하여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국

회, 외부 국내외 유관기관이 있을 것이다. 이 관계 속에서 기관이 역할을

바로 정립하고 협업하는 능력 역시 기관장의 네트워킹 능력에서 비롯된

다고 볼 수 있다.

기관장의 네트워크는 임용배경과 같이 그 간의 교육훈련, 경험 등 실

적 요인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연고성과 같은 실적 외 요인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민병익, 2015).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관장 네트워킹이 정부와

의 실적 외 연고에서 부여되는 경우와 경험, 경력에서 나타난 경우로 구

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기관장 특성과 조직성과 관계 선행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전문성을 갖춘 경우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Hambrick, 2007) 즉,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

은 조직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미션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하위 전략을 마련,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

발해지면서 민간 조직의 경우 최고관리자의 전문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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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으며 최고관리자의 전문성과 조직 성과와의 관계 역시 투자의 정

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등 다양한 기준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

처럼 민간 조직에서 최고관리자의 전문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리

더십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던 것은 공공조직에 비해 민간 조직이 이윤추

구라는 명확하고 계량화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공조직의 경우 모호한 조직목표로 인해 성과를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아(O’Toole & Meier, 2011; 전영한, 2004) 최고관리자의 전문성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많은 연구에서 기관장의 특성은 조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규

명하고 있다(Sandford Borins, 2002). 이에 따라 기관장의 특성과 조직성

과와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장의 임명배경 차이가 경영성과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자원동원이론 관점에 따르면 기관장이 정치인이나 관

료 출신인지, 혹은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되었는지에 따라 조직성과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와 크기가 다르고 이로 인해 조직성과에 차

이가 나타난다.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의 기관장은 정책형성과정에 정치

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직의 자원과 자율성을 증대시켜 경영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Hellman, Jones, & Kaufmann,

2003; Slinko, Yakovlev & Zhurayskaya, 2005를 유승원, 2014; 341에서

재인용).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의 기관장은 정치

적 관계에 치중하여 기업투자와 혁신을 등한시함으로서 경영성과에 악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Desai & Olofsgard, 2011). 이명

석(2001)은 임원이 정치권 출신으로 임용되거나 관료 출신의 경우 그 성

과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헌(2007) 역시 정실인사와

같은 기관장의 임명 유형 보다는 유관기관 출신의 기관장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관장의 리더십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존재하는데 한태진, 김흥

(2008)은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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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한편 안성규, 곽채기(2013)는 기존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면서 기관장

임명배경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확정적 분석이 어렵다고 주장하

였다. 강영걸(1999)은 정부투자기관 기관장의 교체가 기관의 경영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3개 정부투자기관의 8년치 자료를 분서하

였다. 분석 결과 기관장 교체가 기관 경영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체된 신임 기관장이 외부인사이거나 정치인 출신인 경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내부인사를 발탁한 경우 조직성

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관 내부의 능력있는 인사

를 기관장으로 발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호진(2010)은 기관장의

교육 수준과 재직기간은 경영평가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정

치적 변수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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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가설을 바탕으로 아래 그림의 연구모형을 제시

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공공조직의 성과는 경영평가점수로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기관장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다.

통제변수로는 기관 평균임금(정규직만), 기관 규모(직원 수), 총 자산, 기

관유형, 기관장 임명나이로 하고, 조절변수인 고객만족도 점수가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1] 연구의 분석 틀

독립변수: 기관장 특성

⇨

종속변수:

조직성과

-정권연관성

-교육수준

-임명배경

- 경영평가 결과

↑
통제변수 조절변수

- 평균 임금

- 기관 규모(인력)

- 총 자산

- 기관 유형

- 기관장 임명나이

- 고객만족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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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앞의 이론적 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관장의 특성에 따른 조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기관장의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장 특성을 으로 분류하여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기관장의 정부연관성 정도와 조직성과

앞서 네트워킹 이론에서 언급했듯 기관장의 네트워킹 능력은 기관장

의 실적 외 요인에서 기인한 경우가 존재한다. 대통령과 동일 대학, 지역

출신 여부인 경우로 과거 고재학(2008)이 언론에서 다루어 온 공공기관

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

다. 이처럼 실적 외 요인에서 기인하는 기관장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국

고보조금 규모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조직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기관장의 정권연관성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협력도가 증가하고, 이는 곧 조직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민병익,

2015).

정권연관성은 학연, 지연을 비롯하여 근무경험 등도 포함할 수 있겠으

나 추후 임용배경에 따른 독립변수는 별도로 설정하고자 하므로 여기에

서는 비실적 요인에 의한 정권연관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정권연관성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1. 기관장의 정권연관성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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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장의 교육수준과 조직성과

관리자의 해당 분야에서의 학습은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인식적

또는 태도적 관점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Bantel and

Jackson, 1989: 111). 기관장의 ‘업무역량’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관장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능력을 의미한다.(Dalton et al, 1980). 이에 기관장이 개인의 전문성, 경

력 등을 활용하여 조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인 업무역량은 교육

수준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기관장의 업무역량은 기관장의 전문성 보

유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관장의 교육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최고

경영자의 교육수준이 전략유형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를 보이고, 경영

자 특성 중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송경수, 정

동섭, 1998) 교육수준이 높으면 유사 분야일 경우 전문성이 향상되겠지

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기는 어렵다.

가설 1-2. 기관장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기관장의 임용배경과 조직성과

외부환경 관리역량은 조직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소인 고객, 경쟁

자, 정부 등 조직의 성과와 직결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 Hicklin, Meirer, O’Toole과 같은 학자들을 이를 관리적 네

트워킹이라는 개념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Meirer and O’Toole

의 연구에 따르면 관리적 네트워킹은 조직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Meier and O’Toole, 2010). Burt(1992)와 Granovetter(1974)는 개인

의 경력이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를 통해 조직에 가치있

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ester, Hilman, Zardkooh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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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ella(2008)rk 전직관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관료출신이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호되는 이유는 그들이 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

성한 개인적 평판, 네트워크와 같은 인적,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Wang Feng, Liu, and Zhang(2009)이 중국의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부처 재직경험을 가진 경영진의 수가 높을수록 조

직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기관장의 임명배경과 이에 따른 조직성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는 대상 공공기관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정치인 출신의 경우 정당가입 유무 및 선출직 출마경험 등을 기준

으로 한다. 자원이론에 따르면 정치인 출신의 기관장은 중앙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예산, 인력 확보 및

대외 위험관리 능력에서 우위를 보일 것이다. 관료 출신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기관장 임용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관료 출신 역시 정치인 출신과 마찬가

지로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관리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전문가 출신이라 함은

민간에서의 경력이 있거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포함하여 말한다. 마지

막으로 내부승진자 출신은 해당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승진을 통해 기관

장으로 임명된 것을 말한다.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로 기관

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조직 내 사기 진작을 통

한 동기부여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외부환경 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기관장

의 임용 방식을 활용하였다. 즉 기관장이 임용 배경을 외부 출신인 정치

권, 관료출신, 외부전문가출신과 그 외 내부승진자로 구분하여 기관장의

외부환경 관리역량을 구분하고 이러한 기관장의 외부환경 관리역량이 조

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

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가설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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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3. 기관장의 출신이 외부 출신일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조절변수로서 고객만족도에 대한 가설

마케팅이론 중 CS이론에 따르면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은 조직은 고

객에 대한 대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적으로 공공기관에 대

한 품질경영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요즘(Boyne 2003: Pollitt and

Bouckaert 2004) 공공부문 역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를 위

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

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소비자인 국민

에 대한 대응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조직 성과에도

일면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기대-불잋리 패러다임 이

론에 근거한 ACSI/NCSI 지표를 시작으로 현재 PCSI지표에 이르기까지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수준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역시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이할 것인 바, 고

객만족도점수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그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2. 기관장의 특성과 조직성과의 관계는 고객만족도 점수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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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제변수

- 기관 평균임금

조직의 동기부여이론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요인이 금전적 보

수에 의한 보상이다. 특히 강화이론은 여러 측면의 보상을 강조하는데

금전적 보상, 승진과 같은 외부적인 보상 등을 강조한다. 행동심리학자

Ivan Pavlov, B.F Skinner, E.L Thorndike가 강조한 강화이론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은 성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며 이러한 보상은 행동 뒤에 즉

각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조직의 성

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지 않으며 이러한 보상을 늘리는 것이

동기부여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월 지급되는

공공조직의 급여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Berman(2010)은 지속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조직은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조직 성과를 결정하는 것에는 급여 뿐 아니라

기관장의 뛰어난 리더십, 직원들의 애사심 등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한

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평균보수가 높은 조직의 경우 우수한 인재를 보다 많이 영입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평균임금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 기관 규모

기관 규모는 기관의 직원 현원 수의 자연로그 값이다. 임적원 수는

총 자산과 함께 기업의 규모를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임직원 수가

많을수록 기관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Carla M.Flink(2015)의 연구에 따르면 직원 수가 적은 기관일수록 갈

등 수준이 높고 이러한 기관의 리더에게는 보다 높은 관리역량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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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이를 리더가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조직 성과에도 더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규모의 대리변수인 총

인원 수가 조직 성과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도 존재하

는데(김권식, 박순애, 이광훈, 2015) 이는 규모의 경제가 어떤 이유에서

작용하지 않거나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인한다.

Carla M.Flink(2015)의 연구에 의하면 기관의 규모, 즉 직원 수는 기

관 내 갈등 수준에도 영향을 미리고 이는 곧 기관장의 관리역량과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Rutherford(2017) 역시 기관의 조직 성과에 기관

의 규모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총 자산

공공기관의 자산은 사기업과 같이 성과에 의해 증가하기도 하지만

정권의 중점 사업과 이에 따른 정책방향의 변화, 사회적 관심도의 변화,

대외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증감이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산이 많을수록 인력운용, 사업 운영에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조직 성과 역시 달라질 수 있는 바 이를 통제변수로 보고 통

제하고자 한다.

자산규모의 경우 규모의 경제 등으로 자산규모와 기관의 성과 간에

는 정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유승원, 2009) 재인용) 하지만 총 자산이

클수록 과잉관료화, 복지부동 등의 문제로 되려 기업성과가 감소할 수

있다.

- 기관 유형

공공기관은 앞서 분류했듯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뉘며 공

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뉜다. 이러한 기관 유형에 따라 조직 성과 역시 상

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변수로 보고 통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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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임명나이

최고관리자의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이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Meier and O’Toole, 2002). Andrews and

Boyne(2010)는 블랙박스 모형을 적용하여 영국 88개 지방정부의 리더십

역량의 효과에 따른 조직성과에 대해 연구하였고 리더십역량은 성과(자

본관리,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rry and Proctor-Thomson(2003)은 리더십이 조직 효과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Fernandez(20005)는 관리자

의 경험이 높을 경우 긍정적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확인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을 활용하여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리더가

있는 조직은 구성원의 이직 의도가 낮아지고 구성원의 만족도, 업무수준,

조직의 성과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rottier et

al, 2008). Bantel & Jackson(1989)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나이는 사회

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있어 리더십의 중요성은 앞서 검토한

바 있다. 이 중 연령이 높은 조직의 리더는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

하고, 연령이 낮은 리더의 경우 안정보다는 성장 위주의 혁신과 리스크

를 감수하려는 모험지향적 성격이 강하다(Child, 1974; Grimm&Smith,

1991). 이에 따라 기관장의 임명당시 나이에 따라 조직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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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기획재정부가 지정고시한 공

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평가방법이 다소 상이한 강소형 기관을 제외한 77

개 기관이다. 통제변수와 관련한 기관의 기본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Alio)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외의 자료는 공공기

관 정보공개청구(open.og.kr)를 통해 수집하였다. 경영평가 결과 역시 기

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외에 기관장 특성에 대한 추가 자료는 네이버 인물검색, 인터넷 기

사, 조인스 인물정보 등 각종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보강하였다.

2. 분석방법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를 통해 수집한 기관 특성 자

료, 그리고 기관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한 기관장 특성

을 바탕으로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한 개의 종속변수를 대

상으로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

한 조절효과를 보기 위해 4단계의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회기분석 시 공선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값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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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방법

1) 종속변수: 조직성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영평가 점수를

활용하였다. 경영평가점수는 재무적 성과 뿐 아니라 경영혁신, 고객만족

도, 청렴도 등 비재무적 성과까지 측정한 지표로 공공조직의 종합적인

실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영평가실적 보고서에는 기관별

평가등급이 S등급부터 E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등급만 공개

될 뿐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해당 등급의 구

간점수에 해당하는 최저값과 최고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해당기관의 평균

점수로 활용하였다.

[표4] 경영평가등급 환산점수

등급 점수구간 환산점수

탁월(S) 90점 ~ 100점 95점

우수(A) 80점 ~ 90점 85점

양호(B) 70점 ~ 80점 75점

보통(C) 60점 ~ 70점 65점

미흡(D) 50점 ~ 60점 55점

아주 미흡(E) 50점 ~ 0점 25점

2) 독립변수

먼저 정부연관성정도는 2014년~2016년 정권과 동일한 지역 출신인 기

관장을 측정하였다. 당시 정권인 영남 출신의 기관장을 구분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준으로 영남 지역인 경우와 대통

령과 동일한 대학교 출신인 경우를 검색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독립변수인 기관장 전문성은 교육수준으로 평가한다. 기관장

의 교육수준은 학사, 석사, 박사로 나누되 수료의 경우 졸업과 동일하게

보고 분석한다. 또한 각 학력은 임용 당시의 학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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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임명배경으로 구분한다. 기관장의 임명배경은 기관장에 임명된

주요 경력을 기준으로 우선 외부 출신인 경우를 정치인 출신, 관료 출신,

외부전문가 출신으로 나누고 그 외의 경우를 내부 승진자 출신으로 구분

하였다. 기관장의 임명배경과 이에 따른 조직성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상 공공기관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

고 있지 않다.

3) 통제변수

기관장의 임용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기관 유형은 Alio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기관유형은 더미변수로 치환하여 사용하였다.

평균임금 산정시 직원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무기직을 제외한 정규직의 임금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기관규모

라 할 수 있는 총 인원 역시 알리오 공시에 따른 정규직으로 한정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인력과 자산규모의 차이가 크므로 이분산성을

피하기 위하여 평균임근, 인력, 자산은 로그값으로 치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 조절변수

기관장의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고객만족도 점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간 알리오에 공시된 고객만족도 점

수를 활용하였다. 2014에는 고객만족도 조사 측정 지표가 NCSI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차츰 PSCI(Public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로

변경되어 왔는데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측정되어 있어 이를 사용

하였다. 조절효과 측정을 위해 4단계의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되, 다중공

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평균중심화값을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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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변수의 측정방식

구분 변수 측정방식

종속

변수

조직

성과
경영평가점수

평가등급별 구간점수의

최저값, 최고값의 산술평균

독립

변수

정권연관성
대통령과 동일한 지역 출신

(영남, 서강대)

교육수준 학사, 석사, 박사

임명배경
외부출신(정치권, 관료, 외부전문가)

내부승진자

통제

변수

기관장 나이
기관장 재임당시 나이

{(해당연도-출생연도)+1}

기관유형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기관평균보수 ln평균보수

기관규모 ln임직원수(상임임원, 직원 현원)

총 자산 ln(총 자산액)（단위: 억원)

조절

변수
고객만족도점수 NCSI, PSCI 고객만족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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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자산범주
전체

　 　
1,000 
미만

1,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이상
1,000,000미만

1,000,000
이상

경
영
평
가
점
수

E 1 2 4 1 0 8

D 3 7 4 4 0 18

C 13 12 22 6 1 54

B 18 27 26 23 4 98

A 9 11 11 9 0 40

S 2 6 1 2 2 13

전체　 46 65 68 45 7 231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 경영평가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을 S=95점, A=85점,

B=75점, C=65점, D=55점, E=25점으로 환산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의 평균은

72.23점으로 B등급과 C등급 사이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의 자산별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인 [표6]을 살펴보면 S등급

을 받은 기관 중 46.1%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10,000억원 미만인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6] 기관 자산범주에 따른 경영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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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직원범주(이상/미만)
전
체

　 　 1,000 
미만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6,000

6,000~
7,000

7,000
~

경
영
평
가
점
수

E 5 1 1 1 0 0 0 0 8

D 7 6 2 2 0 0 0 1 18

C 24 14 9 0 2 1 2 2 54

B 45 21 17 2 1 2 5 5 98

A 22 7 2 1 2 3 1 2 40

S 4 4 1 0 0 2 0 2 13

전체 107 53 32 6 5 8 8 12 231

기관의 규모에 따른 경영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S등급을 받은 기관 중

62%가 기관 인력 규모가 2,000명 미만인 기관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직원이 7,000명 이상인 기관의 경우 33.3%가 A등급 이상을 획득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표7] 기관 규모(인력)에 따른 경영평가 점수

2. 독립변수: 기관장 특성

1) 정부연관성 수준

정부와의 연관성 정도를 연관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다. 대통령과 출신지역이 같은 경우, 출신 대학이 같은 경우

비실적요인에 의한 정부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2014년~ 2016년 총 231개의 기관 중 정부연관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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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정부 연관성 수준

　 빈도 퍼센트

연관성 유 87 38

연관성 무 144 62

총계 231 100.0

정부연관성
전체

　 　 연관성 유 연관성 무

경영평가점수

E 5 3 8

D 7 11 18

C 20 34 54

B 27 71 98

A 15 25 40

S 8 5 13

전체　 82 149 231

경우는 38%였고 연관성이 없는 경우는 62%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경영평가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S등급을 받은 기관 중 50% 이

상인 8개의 기관이 정부연관성이 있는 기관장이 있는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9] 경영평가 점수와 정부연관성 수준 교차 분석

2) 교육수준

기관장의 교육 수준을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석사

나 박사를 수료한 경우에도 해당 학위에 부합하는 교육수준을 지녔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

한 기관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박사 출신의 기관장이 전체의 58.9%이고 석사 출신의 기관장이

26.8%, 학사 출신이 14.3%인 점을 통해 기관장 임용에 있어 교육 수준

이 간과할 수 없는 요건 중 하나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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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기관장 교육수준

　 빈도 퍼센트

학사 33 14.3

석사 62 26.8

박사 136 58.9

총계 231 100.0

학력척도
전체

　 　 학사 석사 박사

경영평가
점수

E 1 2 5 8

D 4 9 5 18

C 9 16 29 54

B 14 22 62 98

A 5 12 23 40

S 0 1 12 13

전체　 33 62 136 231

이를 경영평가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S등급을 받은 기관 중 92.3%의

기관장이 박사 출신이며, A등급을 받은 기관 중 57.5%의 기관이 석사

출신임을 알 수 있다. 비록 박사 출신의 기관장이 58.9%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S등급을 받은 기관 중 90%이상 기관의 기관장이 박사 출신이라

는 점을 알 수 있다.

[표11] 경영평가점수와 기관장 교육수준 교차 분석

3) 임명배경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공공기관의 기관장 특성 중 임명배경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4-2]과 같다.

총 231개의 기관장 중에서 외부전문가가 42%로 가장 높았고 이와 유

사하게 관료 출신이 38.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외부전문가와 관료 출

신이 80%로 기관장 임용에 있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33 -

[표12] 기관장 임명배경

　 빈도 퍼센트

내부승진자 23 10

외부전문가 95 41.1

정치권 24 10.4

관료 89 38.5

총계 231 100.0

[표13] 경영평가점수와 기관장 임명배경 교차 분석

(개수)

　
출신척도

총계
내부승진자 외부전문가 정치권 관료

경영
평가
점수

E 2 1 0 5 8

D 4 7 4 3 18

C 8 24 5 17 54

B 8 50 7 33 98

A 0 13 7 20 40

S 1 0 1 11 13

총계 23 95 24 89 231

이를 경영평가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S등급을 받은 기관 중 85%가,

A등급을 받은 기관 중 50%가 관료 출신의 기관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B등급의 경우 51%가 외부전문가 출신의 기관장을 두고 있는 기관이었

고 다음으로는 관료 출신의 기관장을 두고 있는 기관이 3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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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기관장 임용 당시 나이

　나이 구분 빈도 퍼센트

50이상 55이하 14 6.1

56이상 60이하 144 62.3

61이상 65이하 51 22.1

66이상 70이하 13 5.6

71이상 75이하 9 3.9

총계 231 100.0

[표15] 경영평가점수와 기관장 임용당시 나이 교차 분석

(개수)

　
나이 구분

총계50이상 
55이하

56이상
60이하

61이상
65이하

66이상
70이하

71이상
75이하

경영 E 0 7 1 0 0 8

3. 통제변수: 기관 특성

1) 기관장 나이

기관장의 임용 당시 나이를 살펴보면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경우가

62.3%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61세 이상 65세 이하인 경우가 22.1%

로 그 뒤를 이었다. 71세 이상인 경우는 3.9%로 70대에 기관장에 임용되

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0대에 임용된 기관장이 있

는 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있다.

이를 경영평가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S등급을 받은 기관 중 77%가

기관장 임용 당시 나이가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기관들이었으며 A등급

을 받은 기관 중 55% 역시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기관들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B등급을 받은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는 임용 당시

나이가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기관이 62.3%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에 비추어 보면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닐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아래 범주와 같이 연령대별로 구분하지 않고 임용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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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

D 0 10 8 0 0 18

C 3 33 10 4 4 54

B 5 62 22 6 3 98

A 5 22 8 3 2 40

S 1 10 2 0 0 13

총계 14 144 51 13 9 231

[표16] 기관 유형

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공기업(시장형) 42 18.1

공기업(준시장형) 48 20.8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39 16.9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102 44.2

총계 231 100.0

2) 기관 유형

분석 대상인 231개의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총 90개로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은 42개, 준시장형 공기업은 48개를 차지한다. 준정부기관은 기금

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뉘어지면 141개의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

은 39개, 위탁집행형은 102개를 차지하고 있다.

3) 기관 평균임금

분석 대상인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임금은 47,423천원이며 공기업의 평

균임금은 52,339천원, 준정부기관의 평균임금은 45,429천원이다. 준정부기

관 평균보다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임금이 높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의 평균임금 역시 차이가 7,000천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조직성

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평균 임금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추후 조직성과의 차이에도 영향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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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기관 평균임금
(단위: 천원)

　 n 평균 표준편차

공기업(시장형) 42 50163.2 4151.09

공기업(준시장형) 48 54515.5 60456.32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39 48196.7 9639.78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102 42662.9 11499.63

총계 231 47423.8 29075.76

있으므로 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4) 기관 규모(직원 수)

분석 대상인 공공기관 전체로 보면 총인원의 평균은 2414.85명이고

최소값은 86, 최대값은 28,441명이다. 기관 인원이 86명으로 최소값을 보

이고 있는 곳은 울산항만공사이고 최대 인원은 한국철도공사로 28,441명

이다.

기관 유형별 기관 규모를 살펴보면 준정부기관이 총 141개이고 평균

인원은 1,683명으로 공기업보다 인력을 기준으로 한 기관 규모가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준정부기관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기관은 사립학교교

직원연금공단으로 기관 규모는 204명이며 준정부기관 중 큰 규모의 인력

을 보유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16년 기준 인력은 총 13,531

명 이다. 한편 공기업의 경우 최소인력이 86명인 울산항만공사가 가장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고 한국철도공사가 28,441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공기업에서 기관 규모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공기업 내 인력 구조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정

권의 변화, 사회적 필요의 변화, 정책의 집중도에 따라 역할이 강화되는

공공기관은 연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향후 부담해야 하는 기

간과 규모가 큰 인건비를 수반하는 인력규모의 경우 급격한 변화가 어렵

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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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기관 규모

　 n 평균 표준편차

공기업(시장형) 42 3849.83 5411.666

공기업(준시장형) 48 3308.54 6801.729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39 1683.82 1827.111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102 1682.92 2406.623

총계 231 2414.85 4317.431

[표19] 기관 자산
(억원)

　 n 평균 표준편차

공기업(시장형) 42 260520.86 435184.2

공기업(준시장형) 48 187458.00 424035.6

5) 기관 자산

총 자산에서는 공공기관의 평균이 118,68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공기

업의 평균 자산은 223,989억원, 준정부기관의 평균 자산은 175,450억원으

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산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대상기관 중 가장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로 1,778,370억원이며 가장 낮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2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의 10,000배의 차이로 기관별

자산 규모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공공기관은 정권의 변화, 사회적 필요의 변화, 정책 방

향의 변화에 따라 해당기관의 자산이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향상되는 경

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에 앞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특히 고유사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총자산회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회전율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자산액을 로그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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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39 135363.97 221164.8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102 215537.58 61501.9

총계 231 118683.49 298561.00

[표20]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점수 구분 빈도 퍼센트

65 25 10.8

75 56 24.2

85 113 48.9

95 37 16.0

총계 231 100.0

4. 조절변수: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1)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총 231개의 기관 중 약 49%의 기관이 85점을

획득하였으며 이 중 최하점인 65점은 10.8%, 최고점인 95점은 16%가 차

지하였다.

이를 경영평가 점수와 함게 살펴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좋은

기관 중 경영팡가 점수 결과가 S등급인 기관은 한 기관 뿐이었다. 경영

평가 점수가 S등급인 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객만

족도점수는 오히려 85점이라는 점에서 경영평가 점수와 고객만족도 점수

가 늘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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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경영평가점수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교차 분석

(개수)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총계
65점 75점 85점 95점

경영
평가
점수

E 2 3 3 0 8

D 2 4 10 2 18

C 7 9 26 12 54

B 11 27 48 12 98

A 3 9 18 10 40

S 0 4 8 1 13

총계 25 56 113 37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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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당시 
나이

평균임금 직원 수 자산

임용당시 
나이

Pearson 상관 1 　 　

N 231 　 　

평균임금
(천원)

Pearson 상관 0.010 1 　

N 231 231 　 　

직원 수
Pearson 상관 0.081 0.019 1 　

N 231 231 231 　

자산
(억원)

Pearson 상관 -0.136 0.104 .470** 1

N 46 46 46 46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제 2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관계와 방향에 대해 살펴보

고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이란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선형 관계의 방향과 크

기를 추정과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는 통계적 비법으로 상관되는 인자가

서로 어느 정도의 규칙성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조사하여 분

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회귀분석에 앞서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한 분석을

하였는데 일부 변수들에서 Pearson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수들은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

[표23]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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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p<0.01에서 직원 수와 자산 사이에 0.470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직원 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총 자산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상관분석에서는 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더

라도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설명력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한

다. 또한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이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는데 적절한 회귀분석을 위해 이를 해결

해야 한다.

2. 분산 분석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은 종속변수의 전체 변상성 혹은 총

개인차에서 독립변수에 의해 초래되거나 설명되는 부분과 나머지 개인차

를 분리하여 연구자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주형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관장 특성 변수인 임명배

경, 교육수준을 분석하고자 본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1) 교육 수준

또한 기관장의 교육수준에 따른 조직성과, 즉 경영평가결과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교육수준을 학사 학위, 석

사 학위, 박사 학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이 때

학위 수료만 했을 경우에도 해당 학위에 준하는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다

고 보았다.

기관장의 특성은 박사 출신이 가장 많았고 경영평가 결과 역시 73.75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석사 70.16, 학사 69.85로 그 뒤를 이

었다. 분산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F값이 2.226이고 유의확률이 0.110으로

P>.001로 그룹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수용되어 학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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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화 
오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학사 33 69.85 12.021 2.093 65.59 74.11 25 85

석사 62 70.16 13.025 1.654 66.85 73.47 25 95

박사 136 73.75 13.413 1.150 71.48 76.02 25 95

전체 231 72.23 13.192 0.868 70.52 73.94 25 95

(I) 학력척도 평균차이(I-J) 표준화 
오류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학사
석사 -0.313 2.828 0.994 -7.28 6.65

박사 -3.902 2.546 0.311 -10.18 2.37

석사
학사 0.313 2.828 0.994 -6.65 7.28

박사 -3.589 2.011 0.206 -8.54 1.37

박사
학사 3.902 2.546 0.311 -2.37 10.18

석사 3.589 2.011 0.206 -1.37 8.54

경영평가 결과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중비교

에서도 학력 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24] 교육수준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

<기술통계>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766.710 2 383.355 2.226 0.110

집단-내 39260.130 228 172.194 　 　

전체 40026.840 230 　 　 　

<다중비교>



- 43 -

<기술통계>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화 
오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내부승진자 23 64.57 15.515 3.235 57.86 71.27 25 95

외부전문가 95 71.84 9.256 0.950 69.96 73.73 25 85

정치권 24 73.33 11.672 2.383 68.40 78.26 55 95

관료 89 74.33 15.725 1.667 71.01 77.64 25 95

전체 231 72.23 13.192 0.868 70.52 73.94 25 9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785.672 3 595.224 3.533 0.016

집단-내 38241.168 227 168.463 　 　

전체 40026.840 230 　 　 　

2) 임명배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기관장 특징 중 임명배경은 외

부전문가가 41.1%, 와 관료가 38.5%로 유사하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다. 경영평가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관료 출신의 경영평가 결

과가 74.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치권이 73.33, 외부전문가가 71.84로

그 뒤를 이었다. 내부 사정을 가장 알고 있어 경영평가 결과에도 긍정적

인 결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내부승진자는 64.57점으로 가

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집단간, 집단 내 분산이 모두 유의확률 0.05이

하로 그룹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표25] 임명배경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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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신척도
평균차이

(I-J) 표준화 오류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내부
전문가

외부전문가 -7.277 3.016 0.124 -15.77 1.22

정치권 -8.768 3.787 0.151 -19.44 1.90

관료 -9.761* 3.036 0.017 -18.31 -1.21

외부
전문가

내부승진자 7.277 3.016 0.124 -1.22 15.77

정치권 -1.491 2.965 0.969 -9.84 6.86

관료 -2.484 1.915 0.641 -7.88 2.91

정치권

내부승진자 8.768 3.787 0.151 -1.90 19.44

외부전문가 1.491 2.965 0.969 -6.86 9.84

관료 -0.993 2.985 0.991 -9.40 7.42

관료

내부승진자 9.761* 3.036 0.017 1.21 18.31

외부전문가 2.484 1.915 0.641 -2.91 7.88

정치권 0.993 2.985 0.991 -7.42 9.40

*. 평균차이는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출신척도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내부승진자 23 64.57 　

외부전문가 95 71.84 71.84

정치권 24 　 73.33

관료 89 　 74.33

유의확률 　 0.121 0.877

<다중비교>

체계적 분산을 의미하는 그룹 간 분산과 오차분산을 의미하는 그룹

내 분산자료를 보면 F값이 3.533, 유의확률 P값=0.016으로 P값이 0.05이

하이므로 집단 내 분산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 관료와 내부승진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며 다른 집단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질적 부분집합>



- 45 -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화 
오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1,000미만 5 73.00 4.472 2.000 67.45 78.55 65 75

1,000~
2,000

9 61.67 18.708 6.236 47.29 76.05 25 95

2,000~
3,000 5 67.00 8.367 3.742 56.61 77.39 55 75

3,000~
4,000

1 25.00 　 　 　 　 25 25

5,000~
6,000 1 75.00 　 　 　 　 75 75

전체 21 64.52 16.272 3.551 57.12 71.93 25 9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2135.238 4 533.810 2.703 0.068

집단-내 3160.000 16 197.500 　 　

전체 5295.238 20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화 
오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규모별로 경영평가 결과를 알

아보았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26]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내부승진자)

먼저 내부승진자 출신 기관장의 전체 평균이 64.52점으로 나타났으며

직원 수가 5,000명 이상 6,000명 미만인 구간에서 75점으로 가장 높은 점

수가 나타났다. F값이 2.703이고 유의확률이 0.068로 0.05보다 큰 바 내

부승진 출신의 기관장과 경영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표27]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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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44 71.36 10.585 1.596 68.15 74.58 25 85

1,000~
2,000 25 71.00 7.071 1.414 68.08 73.92 55 85

2,000~
3,000

15 72.33 5.936 1.533 69.05 75.62 65 85

3,000~
4,000 5 69.00 13.416 6.000 52.34 85.66 55 85

4,000~
5,000

2 85.00 0.000 0.000 85.00 85.00 85 85

7,000~ 4 77.50 9.574 4.787 62.27 92.73 65 85

전체 95 71.84 9.256 0.950 69.96 73.73 25 8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546.116 5 109.223 1.295 0.273

집단-내 7506.515 89 84.343 　 　

전체 8052.632 94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화 
오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1,000 
미만 5 69.00 13.416 6.000 52.34 85.66 55 85

1,000~
2,000

7 76.43 13.452 5.084 63.99 88.87 55 95

2,000~
3,000 3 65.00 10.000 5.774 40.16 89.84 55 75

4,000~
5,000

3 68.33 5.774 3.333 53.99 82.68 65 75

5,000~
6,000 5 79.00 8.944 4.000 67.89 90.11 65 85

외부전문가 출신 기관장의 전체 평균이 71.84점으로 나타났으며 직원

수가 7,000명 이상인 미만인 구간에서 7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

났다. F값이 1.295이고 유의확률이 0.273으로 0.05보다 큰 바 외부전문가

출신의 기관장과 경영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표28]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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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화 
오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1,000미만 52 72.69 16.991 2.356 67.96 77.42 25 95

1,000~
2,000

11 80.45 10.357 3.123 73.50 87.41 65 95

2,000~
3,000 9 71.67 19.365 6.455 56.78 86.55 25 95

5,000~
6,000

2 95.00 0.000 0.000 95.00 95.00 95 95

6,000~
7,000 7 72.14 4.880 1.844 67.63 76.66 65 75

7,000~ 8 76.25 13.562 4.795 64.91 87.59 55 95

전체 89 74.33 15.725 1.667 71.01 77.64 25 9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533.389 5 306.678 1.258 0.290

집단-내 20226.161 83 243.689 　 　

전체 21759.551 88 　 　 　

6,000~
7,000

1 85.00 　 　 　 　 85 85

전체 24 73.33 11.672 2.383 68.40 78.26 55 9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740.952 5 148.190 1.115 0.387

집단-내 2392.381 18 132.910 　 　

전체 3133.333 23 　 　 　

다음으로 정치권 출신 기관장의 전체 평균은 73.33점으로 나타났으며

직원 수가 6,000명 이상 7,000명 미만인 구간에서 85점으로 가장 높은 점

수가 나타났다. F값이 1.115이고 유의확률이 0.387로 0.05보다 큰 바 정

치권 출신의 기관장과 경영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표29]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관료)

<기술통계>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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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관료 출신 기관장의 경우 전체 평균이 74.33점으로 나타났

으며 직원 수가 5,000명 이상 6,000명 미만인 범주에서 95점으로 가장 높

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직 규모가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범주에서는 71.6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F값이 1.258이고

유의확률이 0.290으로 관료 출신의 기관장과 조직 규모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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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중회귀 분석

1. 분석 방법

앞서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관계와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상관관계 분석과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번 절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상관 내용을 조사하는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회귀분석의 일종으로 종속변수는

하나이고 독립변수는 두 개 이상인 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

한다.

먼저 회귀식은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정권연관성, 임명배경,

교육수준, 조직규모(직원 수), 자산, 임용당시 나이, 평균임금 등의 기관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설정하였다 .

기관장 특성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는 정권연관성(정권연관성有=0), 임

명배경(내부승진자=0), 교육수준(학사=0) 이며 통제변수는 조직규모(직원

수), 자산, 임용당시 나이이다. 여기서 직원 수는 조절변수이다.

2. 분석 결과

1) 기관장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

공공기관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분

산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세 개의 독립변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

아보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값은 5.277 이고 유의확률은 .000

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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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0]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3440.924 9 382.325 5.277 .000b

잔차 2996.033 36 83.223 　 　

전체 6436.957 45 　 　 　

R2=.535

a.  종속변수: 경영평가 결과

b.  예측자: (상수), 정권연관성 더미, 임명배경 더미, 교육수준 더미, 조직규모, 자산, 

평균임금, 임용당시 나이, 년도더미

하다. 또한 R제곱 값에 따라 본 모형이 53.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바 앞서 설정한 회귀식을 통해 경영평가 결과를 종속변수로 살펴보는 것

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25]와 같다.

독립변수 중에는 기관장 정권연관성, 교육수준, 임명배경이 유의수준

.05에서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권연관성이 낮은 경우, 교육수준 중 석사출신의 경우, 임명배경은

관료 출신일 경우가 유의확률이 각각 정권연관성이 낮은 경우가 .000, 석

사 출신일 경우가 .002, 임명배경이 관료일 경우가 .000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그 외 통제변수에서는 기관유형이 유의수준 .001로 유

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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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화오류 공차 VIF

정권연관성 -9.067 1.757 -0.333 -5.160 0.000 0.908 1.101

교육
수준

석사 .031 2.825 .001 0.011 0.002 0.417 2.204

박사 1.517 2.619 .057 0.579 0.858 0.395 2.530

임명
배경

외부전문가 6.713 2.924 .250 2.296 0.053 0.318 3.144

정치권 5.951 3.798 .133 1.567 0.119 0.523 1.913

관료 7.923 2.982 .292 2.657 0.000 0.313 2.199

직원  수 1.395 .804 .126 1.736 0.084 0.721 2.024

자산 -.663 .409 -.128 -1.621 0.106 0.610 1.387

평균임금 1.812 4.022 .033 .451 0.653 0.688 1.640

기
관
유
형

공기업(준시장) -9.697 2.768 -.300 -3.503 0.001 .495 2.021

준정부(위탁) -5.378 2.949 -.154 -1.824 0.070 .511 1.957

준정부(기금) -5.559 3.010 -.209 -1.847 0.066 .283 3.538

1 (상수) 50.800 19.813 　 2.797 0.008

a.  종속변수: 경영평가 결과

참고1. 더미변수인 정권연관성읙 기준변수는 정권연관성 有(0)이다.

참고2. 더미변수인 교육 수준의 기준변수는 학사(0)이다. 

참고3. 더미변수인 임명배경의 기준변수는 내부승진자(0)이다. 

참고4. 더미변수인 기관유형의 기준변수는 공기업(시장형)(0)이다.

[표31]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우선 기관장의 정권연관성을 살펴보면 유의한 결과(P=0.000)를 도출

한 당시 정권과 연관성이 낮은 경우, 정권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장이 있

는 기관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t=-5.160). 이는 정권 연관성이 높은 인사가 기관장에 임명될 경우 정

부 정책에 대한 협력도가 올라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경영평가

점수를 획득하여 조직성과가 높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김광운(한국행

정학회, 2000)이 협력체제(Partnership)는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언급하면서 협력체계가 조직성과를 증대시킨다고 한 부분과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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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의한 결과(P=0.002)를 도출한 석사

출신(t=0.011)인 경우에 학사 출신보다 경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장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

이다. 한편 박사 출신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지만

학사 출신보다는 경영평가 결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기관장의 임명배경과 관련해서는 외부출신자인 관료 출신의 기관장

이 내부승진자 출신의 기관장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t=2.657)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다(p=.000).

한편 외부전문가의 경우는 p=0.023, 정치권 출신의 경우 p=0.119로 유의

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으나 내부승진자 출신의 기관장을 둔 조

직보다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앞서 살펴보았듯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관료출신 기관장

과의 네트워크, 또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공직에 몸담고 있었을 경우의

노하우 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기관의 유형의 경우 p=0.002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여주었는데 공기업(시장형)인 기관보다 공기업(준시장형)인 기관들

이 조직성과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도출되었

다.

2) 기관별 고객만족도 정도의 조절효과 분석

이번에는 기관 나이, 유형, 평균임금, 직원 수, 자산을 통제변수로 하고 독

립변수인 기관장 특성과 종속변수인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에서 기관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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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만족도 정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여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진입시

켰으며(모델 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진입시켰으며,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

로 고객만족도 점수를 진입시켰으며 마지막 4단계에서는 조절변수와 독립변수

와의 상호작용항을 진입시키고 단계별 R2의 변화량과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또

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값을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P=0.123, R2=0.050(0.020)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P=0.047, R2=0.105(0.050)로 모형설명력이 약 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수가 추가된 3단계에서도 P=0.725, R2=0.110(0.051)로 R2은 약5%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P=0.039, R2=0.144(0.061)로 모형설명력은 약 3.4%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

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상호작용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관장 특성 중

정권연관성이 높은 기관의 기관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기관장 특성

중 정권연관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장의 특성 중 기관장의 정권연관성 정도가 경영평가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은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은 기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

설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수준, 임명방식에 따른 기관장 특성

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고객만족도 점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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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Model1 Model2 Model3 Model4

β t 유의
확률 β t 유의

확률 β t 유의
확률 β t 유의

확률

통
제
변
수

(상수) .991 .000 .882 .000 .602 .000 -.090 -.981 .000

기
관
유
형

공기업(준시장) -.136 -1.591 .113 -.112 -1.320 .188 -.077 -.855 .393 -.092 -1.052 .294

준정부(기금) -.098 -1.131 .259 -.083 -.968 .334 -.070 -.814 .417 -.190 -2.045 .042

준정부(예탁) -.230 -2.513 .013 -.220 -2.410 .017 -.201 -2.164 .032 .142 1.811 .072

직원 수 .147 1.936 .054 .122 1.586 .114 .125 1.622 .106 -.115 -1.378 .170

자산 -.147 -1.789 .075 -.115 -1.382 .168 -.120 -1.438 .152 .077 .940 .348

평균임금 .072 .913 .362 .047 .586 .559 .062 .758 .449 -.024 -.323 .747

나이 -.034 -.497 .620 .015 .201 .841 .012 .166 .868 .241 1.099 .273

독
립
변
수

정권연관성 　 　 　 -.020 -.297 .767 -.016 -.243 .808 -.582 -1.794 .074

교육
수준

석사 　 　 　 -.033 -.328 .743 -.037 -.364 .716 -.044 -.131 .896

박사 　 　 　 .080 .770 .442 .080 .767 .444 .689 1.722 .087

임명
배경

외부전문가 　 　 　 .254 2.174 .031 .244 2.077 .039 .255 .794 .428

정치권 　 　 　 .204 2.274 .024 .197 2.197 .029 .837 2.067 .040

관료 　 　 　 .343 2.931 .004 .333 2.830 .005 .329 1.084 .020

조절
변수 고객만족도 　 　 　 　 　 　 .078 1.101 .272 -3.237 -1.864 .032

상
호
작
용
항

고객만족도* 
정권연관성 　 　 　 　 　 　 　 　 　 -.308 -1.306 .039

고객만족도*석사 　 　 　 　 　 　 　 　 　 .611 1.773 .172

고객만족도*박사 　 　 　 　 　 　 　 　 　 .137 .378 .706

[표32] 고객만족도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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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외부전문가 　 　 　 　 　 　 　 　 　 -.524 -1.144

고객만족도*정치권 　 　 　 　 　 　 　 　 　 -.089 -.258

고객만족도*관료 　 　 　 　 　 　 　 　 　 -.622 -1.332

p-value .123 .047 .725 .039

모형설명력 R(adj.R2) 0.050(0.020) 0.105(0.050) 0.110(0.051) 0.144(0.061)

△R2(p-value) 　 0.055 0.005 0.034

a. 종속변수: 경영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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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의 검정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정권연관성, 교육수준, 임명배경이라는 기관

장의 특성이 기관의 조직 성과라 할 수 있는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고객에 대한 민감도, 대응성이라 할 수 있는 고객

만족도 점수에 따라 이러한 기관장의 특성과 조직성과 사이의 관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점수를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관장의 특성이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객만족도점수가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가

설을 아래와 같이 검증하였다.

가설 1. 기관장의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장의 특성을 정권연관성, 교욱수준, 임명배경으로 분류하여 이러

한 독립변수들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정권연관성과

교육수준 일부, 임명배경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설 1-1. 기관장의 정권연관성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정권 연관성이 높은 기관장을 둔 기관일수록 경

영평가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S.Fernandez, HG

Rainey(2006, Public administration review)에서 공공 전체 영역의 성과

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협력적인 조직의 장이 모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짐작하였듯, 정부의 정책방향과 별개로 볼 수 없는 공공기관의 운영 방

향을 고려할 때, 정부와의 연관성이 높은 기관장일수록 정부 정책에 대

한 협력도가 높고, 우호적인 담론을 형성하여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역

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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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기관장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장의 업무역량은 기관장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등 기관장 고

유의 자원 관리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교육수준을 설정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관장의 교육수준은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사 출신의 기관장이 있는 기관보다 석사 출신의 기

관장이 있는 기관이 경영평가 점수 결과는 보다 높게 나온다는 유의

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박사 출신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

지 않았다. 따라서 박사 출신이 학사 출신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지 못하는 바, 본 가설은 기각

되었다.

가설 1-3. 기관장의 임명배경이 외부출신일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장의 외부환경 관리역량은 기관장의 임명배경을 통해 살펴 보

았다. 이에 이러한 기관장의 임명배경은 기관장이 외부환경과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외부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보아 가설을 설정하였다.

우선 기관장 임명배경을 외부 출신이라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정

치권, 관료로 구분하고 그 외 내부승진자로 구분하였다. 이 중 외부출

신, 특히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인 기획재정부, 즉 넓게 보면 행정

부와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관료 출신의 기관장들이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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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기관장의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채택

가설 1-1
기관장의 정권연관성이 높을수록 경영평가가 결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기관장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내부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내부승진자 출신의 기관장, 외부에서 전문성이

입증되어 영입한 외부전문가, 행정부보다는 국회에 보다 많은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있을 정치권 출신의 기관장 모두 경영평가 결과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2. 기관장의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의 관계는 기관별 고객만족

도점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기관장 특성 중 정권연관성이 조

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고객에 대한 대응성에 따라 기관장의 역량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고 보아, 고객만족도점수를 조절변수로 하는 조절효과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기관장 특성 중 정권연

관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기관일수록 기관장의 특성보다는

다른 요인이 조직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

다.

[표33] 연구가설 종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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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3
기관장의 임명배경이 외부출신일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기관장의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의 관계는 기관의

고객만족도점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일부

채택

가설 2-1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기관장 특성 중 정권

연관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채택

가설 2-2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기관장 특성 중 교육

수준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기각

가설 2-3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기관장 특성 중 외부

출신의 임용배경을 지닌 기관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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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 중 조직

성과라 할 수 있는 경영평가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

엇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기관의 경영성과라 할 수 있는 경

영평가 결과에 어떠한 요인이 존재하는지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본 연구는 기관장의 네트워크 역량을 비실적 요인인 정부연관성과, 실적

요인인 임용 배경의 차이로 구분하고 이 외에도 기관장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는 학력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여기에 그

관계에 고객만족도점수를 조절변수로 하여 고객에 대한 대응성, 민감도

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 첫 번째 독립변수인 정부연관성은 비실적 요인으로 기관

장의 네트워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대통령과 동일한 지역, 대

학 출신인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편 기관장 임명배경은 실적 요인으로

기관장의 네트워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내부승진자와 외부 출

신이라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정치권 출신, 관료 출신으로 구분하였으

며 기관장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학력 수준을 설정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

는 기관장의 임용당시 나이, 기관 유형, 기관 내 정규직만 대상으로 한

평균임금, 자산, 직원 수 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에서 명목형으로

사용된 기관장 임명배경, 교육수준은 더미변수를 활용하였고 기관별 편

차가 큰 평균임금, 직원 수, 자산은 로그로 치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

심화값을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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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독립변수인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이고 두 번째는 조절변수가 이 관계에 미치는 조

절효과에 관한 것이다. 독립변수와 관련된 가설은 앞서 언급했듯 정권연

관성, 전문성 수준, 임명배경에 따라 정권 연관성이 높을수록, 전문성 수

준이 높을수록, 임명배경이 외부출신일수록 경영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관계가 고객만족도 점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었다.

다중회귀분석에 따른 가설 검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관장의 정부연관성정도와 경영평가 점수는 유의미한 영

향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연관성 정도가 높은 기관장의 경우 경

영평가 결과에 정의 영향을 가져왔다. 이는 정부연관성 정도가 높을수록

기관장의 정책협력도가 높아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기관의 운영

방향이 일치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처럼 정책협력

도가 높아질수록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내

부 자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기관장의 교육 수준과 경영평가 점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이 석사인 기관장의 경우 경영평가 결

과에 정의 영향을 가져왔다. 하지만 박사인 기관장의 경우 유의마한 값

을 띄지 못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기관장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평

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고졸 출신의

기관장은 한명도 없었고 학력의 구분이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조직성과를 고려한 기관장 임용에 있어 기관장

의 학력수준이 큰 고려요소로 작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

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의 기관장의 임명배경과 경영평가 점수는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외부 출신의 기관장이 내부승진자 출신의 기관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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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료 출신의 기관장이 경영평가

결과에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관

장의 임명배경이 내부승진자, 외부전문가, 정치권인지 여부는 경영평가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기관장 임명배경이 외부 출신인

경우 경영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 점수를 조절변수로 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

았다. 조절변수 확인을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 고객만

족도 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기관장의 특징 중 정부연관성 정도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

객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특성보다는 다른 요인

이 조직성과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다른 상호작용항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은 기관장의 특성 중 정부연관성과 조직성

과에 대한 부분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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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특성이 그 기관의 성과와의 상관

관계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관 규모(직원 수)에 따라 이 관계의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그 중에서도 기관

장의 특성과 관계된 선행연구 역시 존재하지만 조직 규모와 함께 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우선 본 연구 대상인 2014년에서 2016년까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77

개를 분석한 결과 정부연관성 정도가 높은 기관장은 38%로, 매년 언론

에 보도되는 빈도를 고려하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의 임

명배경을 살펴보면 외부전문가가 41.1%, 관료가 38.5%, 정치권이 10.4%,

내부승진자가 10%로 나타났다.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불리는 정부연관성

이 높은 기관장이 생각보다 적고, 관료와 정치권 출신의 인사보다 외부

전문가 출신의 기관장이 더 많았다는 사실은 최근에는 실력 중심의 기관

장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첫째로 기관장의 네트워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실적 요인

으로 기관장의 정부연관성 정도에 따른 조직성과를 분석하였다. 정부연

관성의 정도가 높은 기관장일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위 엽관주의적 낙하산 인사로 표현되는 정부연관

성이 높은 기관장 임용이 오히려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은 두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

의 운영 방향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연관

성이 높은 기관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협력도가 높을 것이고 이는 곧 정

부와 공공기관의 운영 목표의 일치를 가져올 수 잇을 것이다. 이러한 정

부정책 협력도의 증가가 곧 조직성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

부연관성이 높은 기관장일수록 정부와 협력해서 획득하여야 하는 인력,

보조금 등 내부자원에 대한 확보력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내부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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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조직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관장의 교육수준을 기관장의 업무역량으로 보고 기관 경

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박사 출신의 기관장이 전체의 58.9%로 가장 많았고 석사

출신이 26.8%, 학사 출신의 기관장이 14.3%로 나타나 현재 기관장 임용

에 학력이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회

귀분석 결과 석사 출신의 기관장이 있는 경우 경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박사 출신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

지는 못하였다. 이는 학력 수준을 여전히 기관장 임용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조직성과에는 학력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조직성과를 고

려한 기관장 임용 시 학력 수준의 고려 정도는 다소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네트워크 역량을 볼 수 있는 실적 요인으로 기

관장의 임용 배경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료 출신인 기관장의 경우가 내부 출신의 기관장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 출신의 기관장이 조직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관료 출신

등 외부 출신의 기관장 임명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

의 실적과 역량을 인정하면서 관료 출신의 기관장 임명으로 인한 부작용

을 막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되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조직 관리에 능숙할 것으로 예상했던 내부전

문가를 포함한 외부전문가, 정치권 출신의 기관장은 경영평가 결과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 점수에 따라 기관장의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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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점수에 따른 각각의 독립변수를 상호작용항으로 하여 조절효과를 살

펴본 결과 고객마족도 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기관장의 특징 중 정부연

관성 정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기관이 경우 기관장의 네트워

크 역량 중 비실적 요인보다 다른 요인이 조직성과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 조직성과를 고려한 기관장 임용 시 기광장의 특성 외에 다

른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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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데이터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시점이 2017년 경영평가 결과가

알리오에 공시되기 이전이라 2016년까지의 경영평가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 2017년 경영평가 결과가 공시된 바, 이를 포함하여 보다

장기간의 측정치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뿐 아

니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의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적절한 기관장 임명에 필요한 요인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의 자산의 경우 재무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매출액과 당

기순이익 같은 자료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는 존재하지 않기에 총

자산 회전율이나 총자산 이익률은 산출할 수 없었으며, 재무제표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IFRS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간혹 GAAP를 사용하는 기

관이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분석 결과 정부연관성이 높은 기관장일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연관성이 높은 기관장일수록 정

책협력도가 높아 정부와의 정책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기인하였

다. 하지만 주인-대리인 문제에서도 나타났듯 정부와의 정책방향이 일치

하는 것이 곧 국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 바, 정부와 정책방향이

일치하여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다 강화하기 위

해서는 정부와의 정책방향이 일치되는 것이 곧 조직성과를 의미한다는

전제가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는 주인-대리인 이론

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중 하나로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정부의

목표가 일치되었다는 점 역시 입증되어야 보다 강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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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기관장 특성 중 정권연

관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기관일수록 기관장의 특성보다는

다른 요인이 조직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

다. 이에 기반하여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 기관들

은 어떤 요인이 조직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

이 이루어진다면 기관장 임명에 있어 보다 정교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관의 성과 향상을 위해 어떠

한 기관장을 임용해야 하는지, 공공기관장 인사에 있어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현 시점에서의 기관장 임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연관성이 높은 기관장 인사나,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 등

외부 출신의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보고 그 성과가 현저히 낮을 것이라

예상하는 선입견을 깰 수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정치적 보상으로 작용

하는 정치권 출신의 인사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되려 조직성과에는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관료 출신의 공

공기관 인사가 갖는 장점을 인정하고, 관료출신의 인사를 무조건 부정적

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정부와 연관성이 높은 인사가 기

관장이 되었을 때 정부와의 협력도가 높아져 정부의 정책방향과 공공기

관의 정책방향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고, 이는 곧 공공기관

에 요구되는 정책적 수요를 수용하게 되어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기관장 임명에 있어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곧 정권 교체 시 임기가 남았음에도 변경되는 기관장

들의 인사가 조직 성과에 일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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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 나아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공공기관의 정책방향이 같은 곳을 바

라보고 나아갈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영평가에는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 해마다 다소 상이한 기

준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가 반영된다. 해당 년도의 사회적

요구,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단

순한 이윤 창출을 넘어 공익성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것이다. 본 분석의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7년 경영평가의 경우

처음으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함과 동시에 채용비리를 포함한 부패 및

비리 근절 등 국민신뢰 회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공공기관의 성과

란 곧 국민의 필요에 귀 기울일 때 나타나는 정부 정책과 같은 방향성을

띌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 맞추어

공공기관 기관장 역시 조직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기관장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로 향후 공공기관이 보다 많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기

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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