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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행정학에서의 다양성 논의가 현실의 집단 관계를 모

두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관계

를 밝히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성별, 인종, 민족

성과 같은 표면적 요인들에 의해 집단이 형성되고, 유사성을 토대로

선호도를 결정해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개

인들은 단순히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관계를 결정하지 않으며, 자

신과 외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있고, 유사한 타인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으며

관계가 항상 고정적인 것도 아니다. 기존의 다양성 논의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의 효과

와 관리방식에 대해 실천적 제언을 제공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인식한 선행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학은 형평성 강화와 조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 조

치의 연장선에서 다양성을 협소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둘째,

다양성 논의들은 사회학에서의 ‘집단 간 불평등’이라는 문제의식을

차용한 것에 비해 구성원들의 관계를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적었다. 예를 들어 구성원이 단순히 유사성이 아니라 권력

관계를 고려해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관계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이동이 발생할 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이 간과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세 가지 실증분석을 시행하였

다. 첫 번째 실증분석은 심층적 다양성을 개념화하고 효과를 확인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공기관 이사회를 연구 대상으로,

이사진의 직위와 재임기간, 경력을 다양성 변수로 선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이사회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논의

되는 ‘경영진에 대한 통제수준’을 선정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이사회



회의록에 공개된 의결 안건 결과를 토대로, 전체 의결 수 대비 ‘수

정 의결’과 ‘부결’의 비율로 구하였다. 3년간의 자료를 활용한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FGLS) 분석 결과, 심층적 다양

성을 추가한 후 표면적 다양성(성별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는 오히

려 더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간 성별 효과로 논의되

었던 것이 실제로는 경력이나 직위 등에 의한 효과일 수 있다는 추

측을 가능하게 한다. 심층적 다양성 중 재임기간 다양성과 경력 다

양성은 경영진에 대한 통제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보/의사결정 관점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양한 가

치관과 전문성이 조직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심층적 다양성은 실제 구성원의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또한 성별 다양성의 효과는 알려져 있는 것

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실증분석에서는 차별적으로 배분된 권위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다양성은 긍정적인가를 확인하였다. 다양한 구성원이 다양한

견해를 가져온다는 기존의 가정과 달리, 개인은 자신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가진 이(주로 상사)에게 저항보다는 순응과 지원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성원 간 이질성

(relational demography)을 확인하기 위해 장·차관의 성별, 학력, 경

력,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출신 대학교)의 일치 여부가 재정성과목

표관리제도의 목표달성율, 정부업무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Generalized Method of

Moment(GMM) 분석을 시행한 결과, 장·차관의 출신 학교 일치(주

로 서울대 일치)는 부정적이었으나 성별(주로 남성 일치), 경력(주로

관료 일치), 출신 지역(주로 서울출신 일치)은 일치할 때 오히려 조

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역할일

치이론에 따라 여성 상사(여성 장관)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 관료

출신이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출신 지역이 사

회자본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점 등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다양한 구성원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동질적인 구성원 간 발휘되는 신뢰 기반의 운영이 효



율적일 수 있으며, 적극적 조치와 같은 제도적 보완도 조직의 수직

적 구조라는 공고한 체제를 깨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

세 번째 실증분석에서 본 연구는 사회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변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

위의 고하를 변화시키는 수직적 사회이동으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고용형태 다양성)을, 수평적 사회이동으로서 시간제근로

제도 정책(근무형태 다양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조직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사업 평가 영역의 득점 비율로 정하

였다. 5년간의 자료를 활용한 GMM 분석 결과, 고용형태 다양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근무형태 다양성은 조직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형태 다양성의 효과는

전환된 비정규직의 근로의욕 고취라는 긍정적 효과와 기존 정규직

의 불만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무형태

다양성은 시간제 근로를 통한 일-가정 양립의 긍정적 효과와 다른

근로자들의 시간제근로에 대한 기대가 더해져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결과는 궁극적으로 사회이동

은 이동하는 개인뿐 아니라 집단의 관계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주며 조직과 개인의 근로 계약이 다양화되

는 현실에서 더욱 논의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인 다양성과 구조적 요인에 배태된 다양성을

논의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복잡 미묘하고 때로는 비합리적

인 구성원 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다양성이 그 자체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개방성에 대한

의의가 있음을 논의하였고, 새로운 다양성관리제도의 도입보다 기존

체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다양성, 조직성과, 심층적 다양성, 구성원 간 이질성, 사회 이동

학 번 : 2016-30666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대상 ··························································4

제4절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5

제2장 이론적 논의 ·····················································································7

제1절 다양성에 관한 논의 ······································································7

1. 다양성의 정의 ···················································································7

2. 다양성의 유형 ·················································································10

3. 행정학에서의 다양성 논의의 발전 ···········································19

4. 다양성의 측정 ·················································································27

제2절 다양성과 조직성과에 관한 논의 ············································30

1. 조직성과에 관한 논의 ···································································30

2.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 ·········································33

3.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논의의 필요성 및 한계 ·························37

4. 본 연구의 분석틀 ···········································································38

제3장 다양성과 조직성과: 심층적 다양성 논의의 확장 ···············41

제1절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41

1. 연구 목적 ·························································································41



2. 연구 방법 ·······················································································42

제2절 공공기관 이사회에 관한 논의 ··················································43

1.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의 ·····························································43

2. 공공기관 이사회 논의의 필요성 ···············································43

3. 공공기관 이사회에 관한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44

제3절 다양성과 이사회의 성과 ····························································45

1. 성별 다양성에 관한 논의 ···························································46

2. 직위 다양성에 관한 논의 ·····························································48

3. 재임기간 다양성에 관한 논의 ···················································49

4. 경력 다양성에 관한 논의 ···························································52

제4절 이사회의 성과: 경영진에 대한 통제 ·······································54

1. 이사회의 통제 기능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54

2. 대리인 이론 ·····················································································55

3. 자원의존이론 ···················································································56

제5절 연구 설계 ····················································································57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57

2. 변수의 측정 ···················································································60

제6절 분석 결과 ····················································································69

1. 기초통계분석 결과 ·········································································69

2. 상관관계분석 결과 ·········································································76

3. 패널분석 결과 ·················································································79

제7절 소결 ································································································83



제4장 다양성과 조직성과: 차별적 권위의 배분과 다양성 ···········86

제1절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86

1. 제도와 다양성 논의의 필요성 ·····················································86

2. 연구 방법: 구성원 간 이질성(relational demography) ··········87

제2절 구성원 간 이질성과 심층적 다양성 ········································88

1. 차별적 권위를 보유한 행위자들에 관한 관심 ·························88

2. 구성원 간 이질성: 쌍(dyad) 분석수준의 선행연구와 한계 89

제3절 장·차관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91

1. 장·차관의 역할과 의의 ·································································91

2. 장·차관의 심층적 다양성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의 한계··· 92

제4절 표면적·심층적 다양성과 정부성과 ········································93

1. 성별 다양성에 관한 논의 ···························································94

2. 학력 다양성에 관한 논의 ·····························································96

3. 경력 다양성에 관한 논의 ···························································98

4. 연고(緣故) 다양성에 관한 논의 ··············································100

제5절 정부성과에 관한 논의 ······························································105

제6절 연구 설계 ··················································································106

1.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 ·····························································106

2. 변수의 측정 ·················································································110

제7절 분석 결과 ··················································································117

1. 기초통계분석 결과 ·····································································117

2. 상관관계분석 결과 ·····································································125



3. 패널분석 결과 ·············································································129

제8절 소결 ····························································································137

제5장 다양성과 조직성과: 사회 이동의 효과에 관한 논의 ·······140

제1절 연구 목적 ··················································································140

1. 사회 이동 논의의 필요성 ···························································140

2. 연구 방법 ·······················································································141

제2절 공공기관의 사회 이동 논의의 적절성 ··································142

제3절 역할 변동에 관한 논의 ··························································143

1. 역할의 정의 ·················································································143

2. 역할 변동에 따른 진입 충격 ·····················································144

3. 다양성 관점에서의 역할 변동과 조직성과 논의 필요성 ····· 145

제4절 표면적 다양성과 공공기관 성과 ··········································146

제5절 고용형태 다양성과 공공기관 성과 ········································148

1.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 ·······························································148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152

3. 고용형태 다양성에 관한 논의 ···················································154

제6절 근무형태 다양성과 공공기관 성과 ········································156

1. 가족친화정책에 관한 논의 ·······················································156

2.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정책 ···························································160

3. 근무형태 다양성에 관한 논의 ···················································162

제7절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논의 ········································164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164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166

제8절 연구 설계 ··················································································166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66

2. 변수의 측정 ·················································································167

제9절 분석 결과 ····················································································171

1. 기초통계분석 결과 ·······································································171

2. 상관관계분석 결과 ·······································································177

3. 패널분석 결과 ···············································································180

제10절 소결 ····························································································185

제6장 결론 ································································································186



<표 차례>

<표 1> 다양성의 유형 ·············································································13

<표 2> 다양성의 유형 세분화 ·······························································17

<표 3> 다양성 연구의 변천 ·································································27

<표 4> 이사진 교체 시점(월 기준) ····················································59

<표 5> 변수의 측정 (연구 1) ································································68

<표 6> 기초통계분석 결과 (연구 1) ··················································70

<표 7> 상관관계분석 결과 (연구 1) ··················································78

<표 8> 패널분석 결과 (연구 1) ··························································81

<표 9> 패널분석 결과 (연구 1 참고) ··················································81

<표 10> 연도별 정부업무평가 평가항목 ···········································112

<표 11> 연도별 정부업무평가 등급 산정 방법 ·······························113

<표 12> 변수의 측정 (연구 2) ····························································116

<표 13> 기초통계분석 결과 (연구 2) ··············································119

<표 14> 장·차관의 성별 구성 ····························································122

<표 15> 장·차관의 학력 구성 ····························································122

<표 16> 장·차관의 경력 구성 ····························································122

<표 17> 장·차관의 출신지역 구성 ······················································123

<표 18> 장·차관의 출신 대학 구성 ··················································124

<표 19> 장·차관의 출신대학 일치 구성 ··········································125

<표 20> 상관관계분석 결과 (연구 2) ··············································127

<표 21> 패널분석 결과 (agency-fixed effect) (연구 2) ·············134



<표 22> 패널분석 결과 (difference GMM) (연구 2) ·····················135

<표 23> 패널분석 결과 (system GMM) (연구 2) ··························136

<표 24> 가설 채택 여부 (연구 2) ····················································136

<표 25> 공공기관 경영평가 – 비계량지표 평가방법 ·················168

<표 26> 변수의 측정 (연구 3) ····························································171

<표 27> 기초통계분석 결과 (연구 3) ················································173

<표 28> 상관관계분석 결과 (연구 3) ··············································179

<표 29> 패널분석 결과 (연구 3) ······················································183

<표 30> 패널분석 결과 (연구 3 참고, one-step system GMM) ··· 184



<그림 차례>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40

<그림 2>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통제수준 ·····································71

<그림 3> 기관유형별 이사회의 통제수준 ·········································72

<그림 4> 성별 다양성 분포 ···································································72

<그림 5> 기관유형별 이사진 성별 구성 ···········································73

<그림 6> 직위 다양성 분포 ·································································73

<그림 7> 기관유형별 이사진 직위 구성 ···········································74

<그림 8> 재임기간 다양성 분포 ···························································74

<그림 9> 기관유형별 이사진 재임기간 구성 ···································75

<그림 10> 경력 다양성 분포 ·································································75

<그림 11> 기관유형별 이사진 경력 구성 ·········································76

<그림 12> 성과달성도 분포 ·································································120

<그림 13> 정부업무평가결과 분포 ···················································120

<그림 14> 요인별 일치 비율 ·····························································121

<그림 15> 연도별 요인 일치 비율 ·····················································121

<그림 16> 주요사업성과 분포 ·····························································174

<그림 17> 성별 다양성 분포 ·····························································174

<그림 18> 기관유형별 성별 구성 ·······················································175

<그림 19> 고용형태 다양성 ·······························································175

<그림 20> 기관유형별 고용형태 구성 ·············································176

<그림 21> 근로형태 다양성 ·······························································176



<그림 22> 기관유형별 근로형태 구성 ···············································177





- 1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엘리트 중심으로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해왔던 한국의 공직

사회는 사회 전반의 다양성 증가와 함께 다양한 인적 특성을 가

진 인재들을 유입하고 있다. 「여성채용목표제」, 「지방인재채용

목표제」 등의 시행은 이념에 의한 분단과 압축적 경제 성장 속

에서 암묵적으로 구성원의 획일화를 중시했던 관행의 변화를 보

여준다(김지혜·이수영, 2017; 박나라·이종수, 2010). 학술적으로도

다양성의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학에서는 ‘주요

행정학 저널의 약 10%를 차지(Carrizales and Gaynor, 2013)’할

만큼 그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다양성 연구는 초

기의 서술적·규범적 연구를 넘어(노종호, 2009; 이상호, 2002;

Cox and Blake, 1991; Williams and O’Reilly, 1998), 개인의 직무

태도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Choi and Rainey, 2010; Pitts,

2005 등), 관리적 요인에 의한 효과(노종호, 2017; 박나라·이종수,

2010; 안선민·오민지·이수영, 2017; Moon, 2016; 2018a) 등을 조명

하고 있다.

수많은 연구들이 다양성의 중요성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선행

연구들은 아쉽게도 현실에서 맺어지는 복잡한 관계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 나타나는 관계 중 일부만을 연

구 대상으로 다루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기존

의 연구들은 개인이 성별, 인종 등의 가시적인 요인에 대한 유사

성을 기준으로 타인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고, 그 선호를 기반으

로 관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위배되는 관계도 많다. 겉보기에 자신과 유사하지 않은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유사한 타인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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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도 존재하며, 때에 따라 관계가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행연구들은 다양성의 잠재력과 위협요인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을 어렵게 할뿐 아니라, 효과적인 다양성관

리 방법을 마련하는 것 또한 요원하게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성 연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것, 즉

조직 내 관계에 대한 더 많은 맥락을 모형화하고 그 효과를 확인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구성원들의 관

계가 단순히 성별이나 인종과 같은 단순한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Broadnaz, 2010; Pitts

and Wise, 2010; Wise and Tschirhart, 2000). 선행연구들이 다뤄

왔던 단편적인 맥락 외에도, 실제 구성원들의 관계는 경력이나

출신지역, 함께 일한 기간과 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첨예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학자들이 “다양성은 “여전히 적극

적 조치의 그늘 아래에서(from the shadows of Affirmative

Action)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한 점과 일맥상통한다(Sabharwal,

Levine, and D’Agostino, 2016). 성별과 인종이라는 요인에만 국

한된 논의는 행정학에서 형평성이라는 가치와 함께 풍부한 이론

적 토대를 쌓는 데에 기여하였지만, 동시에 다양성이 적극적 조

치에 안주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가 단순히 개인 수준에

서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논의

하고자 한다. 현실에서는 상사-부하 관계나 교류가 불가피한 상

황 등 조직 맥락에 의해 개인의 감정과 다른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다. 달리 말하면 기존이 연구들이 관계가 개인 대 개인의 인지

적 평가(유사성에 의한 선호)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심리학적

관점에서만 논의했던 것을 넘어, 사회학적 시각에서 다양성의 효

과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의 논의들은 사회학에서 관심을

갖는 불평등이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의

핵심 주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DiTomaso, Po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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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Yancy, 2007).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논의하려는 요소는

두 가지로 한정하였다. 첫째, 개인은 조직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자신과 타인이

가진 권력과 자원 또한 고려한다는 점이다(Jost and Banaji,

1994; Ridgeway, 1991).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구성원들의

차이가 반드시 창의성과 통찰력, 문제해결능력의 증진을 동반하

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개인은 사회 계층 속에서 이동성(social

mobility)을 가지며, 이는 기존에 형성되어있던 관계까지 변화시

키는 요인이다. 선행연구들은 집단 간 구분이 고정적이라고 가정

했지만, 개인은 사회 이동과 함께 기존의 소속 집단에서 벗어나

새로운 집단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이는 그가 맺고 있던 관계 전

반의 재조정을 요구한다. 달리 말하면 이동하는 개인과 이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타인들이 모두 새로운 상호작용을 형성하게 된

다.

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양성의 맥락을 정교하게 모형화하여, 다양성과 조

직성과의 관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목적은 심층적 다양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체계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던

다양성 개념의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표면적 다양성

중심의 논의에서 심층적 다양성으로 범위를 확장할 때, 사회변화

의 속도를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표면적 다양성의 효

과라고 여겨지던 요인들의 실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Gull et al., 2018).

두 번째 목적은 다양성 논의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사회학

의 이론적 토대 두 가지를 활용하여, 논의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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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선행연구들은 다양성이 다양한 조절·매개요인에 의해 변화

하는 측면에만 집중해 온 반면, 집단 간 관계를 세심하게 설명하

는 관심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 또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관계는 소속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

화한다는 점의 두 가지 사회학의 시각을 다양성 논의에 더하고자

하였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다양성과 조직성과에 관한 세 가지 실증분석을 시행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세 가지 실증

분석을 시행하게 된 논의 배경을 설명한다. 첫째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다양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다

양성의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표면적

다양성과 심층적 다양성을 주된 구분 기준으로 정하였고, 다시

심층적 다양성을 특성 다양성, 상태 다양성, 창발적 다양성으로

구분했다(van Knippenberg and Mell, 2016). 특성 다양성 중심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밝히며, 이후의 논의는 특성 다양성에

속하는 심층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행정학에서

의 다양성의 발전 과정을 논의하고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

함으로써 다양성이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밖에도 다양성의 측정, 조직성과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

등을 논의하였다.

제3장은 첫 번째 실증분석 논의이다. 이 장에서는 심층적 다양

성의 개념상 확대를 논의한다. 실증분석은 공공기관 이사회를 분

석 대상으로 하며, 이사회의 다양성이 이사회의 주요 성과 중 하

나인 경영진에 대한 통제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이때 이사회에 적합한 다양성 범주로서 성별, 직위, 재임기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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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다양성을 제안한다.

제4장의 두 번째 논의는 제도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조직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권

위가 차별적으로 배분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

해 본 연구는 중앙정부부처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구성

원 간 이질성(relational demography)을 논의하기 위해 장관과 차

관 두 개인을 쌍(dyad)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일치 여부가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조직성과로서 정부

성과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목표달성도와 정부업무평가결과

를 사용하였다. 장·차관의 다양성으로서 성별, 학력, 경력, 그리고

연고 요인으로서 출신지역과 출신학교(출신대학)를 선정하였다.

제5장의 마지막 논의는 사회 이동이라는 특성이 관계를 변화시

킴으로서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한다. 해당 논의는 개인의 소속이

변화한다는 점을 논의하고, 소속 변화에 따라 구성원 간 관계 또

한 변화하는 점을 포착하고 그 변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사정책의 이행에 따른 개인의

조직 내 역할의 수직적·수평적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구체

적인 공공기관의 인사정책으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

고 가족친화정책의 시행을 선정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조직성

과인 경영평가결과 중 주요사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제4절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논의에 대한 선결과제 중 하나는 조직성

과 측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측정 방식에 따라, 단순히 한

해의 운영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조직의 문화

나 기존의 운영, 전년도 성과, 산업분야의 특성 등 시차적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조직성과가 있다. 이를 방법론적으로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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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연구는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패널분석은 동일한 관측치

를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횡단적 연구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관측치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제

4장, 제5장의 경우 조직성과가 시차적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

다. 이 방법은 종속변수의 시차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시

차적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종속변수가 전년도 값의 영향을 받

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3장의 분석결과는 다년간의 자료를 활용하

였고, 기관 고정효과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기관만의 고유한 특

성을 제거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인 공공기관 이사회의 자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공공기

관 이사회의 3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이

사회 회의록을 수집하여 회의 결과를 파악하고, 이사진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포털사이트의 프로필 혹은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였다. 두 번째 분석인 중앙정부의 자료는 정부조직관리정

보시스템(org.mois.go.kr) 및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www.evaluation.go.kr)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조직 단위의 자료

를 수집하였고, 장·차관의 개인 정보는 포털사이트의 프로필 혹

은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10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

분석인 공공기관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에서 5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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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다양성에 관한 논의

1. 다양성의 정의

1) 다양성의 개념과 특성

초기의 집단 간 관계에 관한 논의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불평등

을 야기했던 요인에 관심을 가졌다(Blau, 1977: 1-6). 그러나 불

평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였던 적극적 조치가 부작용을 일으킴에

따라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일환인 다양성은 수직적이고 계급화된 지위 중심 논의에서 벗어

나, 좀 더 중립적이고 광범위한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구성을 일

컫기 시작했다(Konrad, Parsad, and Pringle, 2005: 194-198).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다양성(diversity)은 기존의 논의보다

광범위한 요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질적인 노동력

(heterogeneous workforce)’을 집합적으로 이르는 단어(Thomas,

1990)이자 ‘타인과 나를 구분 짓게 하는 요인’ 등으로 광범위하게

다양성이 정의된다는 점(van Knippenberg, De Dreu, and

Homan, 2004)이 확장된 관심 영역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최근

의 연구들은 다양성을 ‘개인들의 인구통계학적 차이(Ely and

Thomas, 2001)’나 ‘개인이 소속된 집단 간 정체성·가치관의 차이

(Larkey, 1996)’ 등, 유·무형의 개인을 구분하게 하는 요소로 정의

한다(Gilbert and Ivancevich, 2000; Kellough and Naff, 2004).

요컨대 다양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다양성은 조직 구성원 간 질적·범주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개념이고(DiTomaso, Post, and Parks-Y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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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범주를 가진다(van Knippenberg,

De Dreu, and Homan, 2004).’ 다양성의 핵심 이론 중 하나인 자

기범주화이론이 말해주듯, 개인은 스스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요인으로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므로, 타인과 구별되는 요

인이라면 모두 다양성의 범주가 될 수 있다. 이 점은 다양성이

적극적 조치와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적극

적인 임용을 통해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성별, 인종과 같은

개념을 주로 논의한 적극적 조치와 달리, 다양성 논의들은 개인

과 타인을 구별하는 개념이라면 모두 다양성이라고 본다(van

Knippenberg and Schippers, 2007; Wise and Tschirhart, 2000).1)

둘째, 적극적 조치와 달리 다양성은 자발적이고 유연한 형태를

띠며 효율성을 추구한다(최도림, 2012; Thomas, 1990). 물론 다양

성이 적극적조치와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는 비판에 직

면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다양성 논의들은 각 집단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적극적조치 분야에서 축적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의 연구들이 특정 집단의 비

율이 발생시키는 효과에 관심을 가져온 것과 달리, 다양성 연구

들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구체

적으로 적극적 조치나 대표관료제는 특정 집단이 조직에 유입됨

에 따라 관료제가 민주적 원칙을 수행하는가(적극적 대표성이 발

휘되는가), 혹은 그 집단이 조직성과를 제고하는가에 관심을 가

져온 반면, 다양성은 새로운 집단의 유입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

간 어떤 관계의 형성과 변화가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Pitts,

1) 다양성이 무한한 범주를 포함한다는 문제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요인들이 다양
성이라는 범주 아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 지
적하는 바와 같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을 다양성 지표로 보는 경우도 있다
(Harrison, Price, and Bell, 1998; Mohammed and Angell, 2004). 이러한 문제는
다양성의 개념 자체에 혼란을 초래하고, 연구자의 자의가 지나치게 개입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성 다양성(trait diversity)에 한정하여, 특정한 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개념이 존재하는 범주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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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Sabharwal, Levine, and D’Agostino, 2016). 특히

Pitts(2005)는 실증적으로도 두 제도는 조직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며, 독립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2) 다양성의 범주

다양성이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범주를 가지지만, 여전히 실증

연구들은 성별, 인종과 같은 가시적인 요인을 가장 빈번하게 다

루고 있다(Hewins-Maroney and Williams, 2013). 특히 행정학에

서는 여전히 다양성을 적극적조치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진다(Anderson and

Moynihan, 2018; Pitts and Wise, 2010).

1970년대에 인종(race)이 가장 먼저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집단

범주로 채택된 후 1980년대에 성별(gender)이 채택되었다

(Broadnax, 2010). 그러나 약 30년이 흐른 지금도 두 범주가 논

의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다양성 논의가 사회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Sabharwal, Levine, and

D’Agostino, 2016). 또한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을 구성해왔으며,

동질성의 가치를 중시해왔던 한국의 특수한 맥락은 다양한 다양

성 범주를 논의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다(김지혜·이수영, 2017).

인종적 동질성이 높아 인종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여성의 사회 진출 또한 비교적 최근에 증가하였기 때문에, 다양

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성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도림, 2012; 안선민·오민지·이수영, 2017; 안선민·이수영. 2018

등).

협소한 개념만으로는 집단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

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민족, 국적,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정치적 지향, 신체 능력, 종교, 학력 등까지 연구 소재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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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Carrizales and Gaynor, 2013;

Sabharwal, Levine, and D’Agostino, 2016). 국내 논의 또한 다양

한 차원의 다양성을 논의하는 국내 선행연구가 등장하고 있다(김

호균·김정인, 2017; 노종호, 2017 등).

2. 다양성의 유형

1) 다양성 유형화의 변천과 심층적 다양성의 등장

행정학과 달리 심리학과 경영학에서는 광범위한 다양성을 논의

하였고, 이와 함께 다양성을 유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집단의 기능에 영향을 미

치는 직간접적인 요인들을 모두 다양성으로 포괄하려고 노력하였

다. 그 기준은 주로 가시성과 직무관련성에 대한 논쟁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초기의 대표적인 시도는 Jackson, May, and Whitney(199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다양성을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

분하였는데, 첫째는 가시적 요소(readily detectable attributes)와

내재적 요소(underlying attributes)로 구분하는 것이고, 이를 다

시 업무 관련 요인과 관계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네 가지의

다양성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논의로 Pelled(199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보다 직관적인 기준을 도입

하여, 가시성(visibility)의 높낮이와 직무연관성(job-relatedness)

의 높낮이에 따라 다양성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다양성이 구성원 간 관계에는 부정적

이지만 조직성과에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던 기존의 연구들에서

진일보하여, 다양성이 유형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Williams and O’Reilly, 1998). 이에 Jehn,

Northcraft and Neale(1999) 및 van Knippenberg, De Dreu and



- 11 -

Homan(2004)은 직무 관련 요인(informational diversity)은 조직

성과에 긍정적이지만 인구통계학적 다양성(social category

diversity)은 더 가시적이기 때문에 사회범주화의 효과가 강화되

어 부정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경험적 입증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 후에도 직무 관련성 여부에 주목한 연구

들이 존재하긴 하지만(Schneider and Northcraft, 1999; van

Knippenberg, De Dreu, and Homan, 2004; Webber and

Donahue, 2001), 다양성 논의는 대체로 가시성과 비가시성(혹은

내재성)의 구분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직

무 관련성을 가시성의 일부로 귀속시킴과 동시에, 집단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모두 포괄하는 것을 시도하였다(van

Knippenberg and Schippers, 2007). 이러한 변화에 직무 관련성

이 높은 요인이 편견과 편의를 야기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보았던

기존 연구에 대한 회의론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

한 논의들은 다양성을 가시적 다양성(visible diversity)과 비가시

적 다양성(invisible diversity)으로 구분하거나(Barak, 1999;

Milliken and Martins, 1996), 주요한 다양성(primary diversity)과

부차적 다양성(secondary diversity)으로 구분하였다(Loden and

Rosener, 1991; Riccucci, 2002).

최근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구분 방식은 다양성을 표면적 다양

성(surface-level diversity)과 심층적 다양성(deep-level

diversity)으로 구분하는 것이다(Harrison, Price, and Bell, 1998;

Harrison et al., 2002). 이를 주도했던　Harrison과 동료의 연구

들의 정의에 따르면, 표면적 다양성을 명시적이고 생물학적이며

거의 불변하는 요인이며,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요인(readily

detectable attributes)인 연령, 성별, 인종으로 정의했다. 한편 심

층적 다양성은 태도, 가치관, 믿음 등 구성원 간의 장·단기적 상

호작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을 일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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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적 다양성의 개념과 특성

오랜 다양성 유형화의 노력 끝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양성을

표면적 다양성과 심층적 다양성으로 논의하는 데에 합의하는 듯

하다. 표면적 다양성은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성별, 인종, 연령

등을, 심층적 다양성은 낮은 가시성을 갖는 개인의 특성들을 일

컫는다. 많은 노력 끝에 이러한 다양성의 구분에 이르렀지만, 여

전히 표면적 다양성의 명료한 정의에 비해 심층적 다양성의 모호

성이라는 한계가 남아있다. 심층적 다양성은 ‘언어적·비언어적인

확장된 소통 속에서 확인되는 요인들(Harrison, Price, and Bell,

1998; Tyran and Gibson, 2008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재적 속성(Phillips and Loyd, 2006)’과 같이 그 범위가 표면적

다양성에 비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표 1> 참고).

심층적 다양성의 모호성으로 인한 첫 번째 문제는 개념적 구분

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속년수나 교육수준과

같은 요인들은 표면적 다양성에 포함되거나(Bell, 2007) 심층적

다양성에 포함되는 등(Guillaume, Brodbeck, and Riketta, 2012;

Tyran and Gibson, 2008) 학자들 간 일관되지 않은 구분 방식이

지속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자의적인

구분 방식들의 통용(Mannix and Neale, 2005; van Knippenberg

and Schippers, 2007)을 다시금 방관하게 하는 문제를 낳았다. 두

번째 문제는 범주 간 차원의 불균형을 낳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지식, 능력이 태도, 믿음, 행동경향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문제가 있다(Schneider and Northcraft, 1999; van Dijk, van

Engen, and van Knippenberg, 2011). 이러한 단순화에 비해, 실

제 지식과 능력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반

면 태도나 행동경향 등은 그러한 고정적 요인의 영향 및 맥락,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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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다양성의 유형

Jackson,

May, &

Whitney

1995

Ÿ 가시적/내재적 요소와 업무관련/관계관련 요인으로

구분

Ÿ 가시적&업무관련: 근속년수, 소속부처, 소속

네트워크, 공인자격증, 교육수준

Ÿ 가시적&관계관련: 성별, 문화(인종, 국적), 연령,

종교적/정치적 소속, 신체특성

Ÿ 내재적&업무관련: 지식, 기술, 능력(인지적, 물리적),

경력

Ÿ 내재적&관계관련: 사회적 지위, 태도, 가치관, 성격,

행동양식, 팀 외의 사회적유대
Milliken

&

Martins

1996

Ÿ 가시적 다양성: 인종, 연령, 성별

Ÿ 비가시적 다양성: 교육수준, 기술능력, 경력,

근속년수, 사회경제적지위, 성격

Pelled 1996

Ÿ 가시성 높음/낮음 vs. 직무 관련성 높음/낮음

Ÿ 높은 가시성&낮은 직무관련성: 연령, 성별, 인종,

Ÿ 높은 가시성&높은 직무관련성: 팀 근속년수

Ÿ 낮은 가시성&낮은 직무관련성: -

Ÿ 낮은 가시성&높은 직무관련성: 교육수준, 기능적

배경, 조직 근속년수

Lau &

Murnighan
1998

Ÿ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성별, 인종, 연령

Ÿ 기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적응하고 구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들
Williams

&

O'Reilly

1998
Ÿ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특정 인구통계학적 특성들,

성별, 인종, 연령 등

Harrison,

Price, &

Bell

1998

Ÿ 표면적 다양성: 명시적, 생물학적, 거의 불변적.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 단순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측정 가능

Ÿ 심층적 다양성: 태도, 가치관, 믿음. 언어적,

비언어적인 행동 패턴 등
Jehn,

Northcraft,
1999

Ÿ 정보 다양성: 교육수준, 경력, 전문성

Ÿ 사회범주 다양성: 성별, 인종, 종족, 연령

<표 1> 다양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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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다양성의 유형

& Neale Ÿ 가치 다양성: 가치관

Barak 1999
Ÿ 인종(race, ethnicity), 성별, 장애, 연령, 성적

취향에서의 차이

Schneider

&

Northcraft

1999

Ÿ 사회 범주의 소속: 인종, 성별, 연령, 성적지향,

혼인여부. 법적/윤리적 견해 등

Ÿ 기능적 다양성: (조직성과와 직접적 연관) 지식,

능력, 경력, 가치관, 태도, 믿음, 성격, 인지경향,

행동경향

Harrison

et al
2002

Ÿ 표면적 다양성: 연령, 성별, 인종

Ÿ 심층적 다양성: 팀 구성원들의 심리학적 특성들.

성격, 가치관, 태도
van

Knippen-

berg, De

Dreu, &

Homan

2004

Ÿ 사회 범주 다양성: 성별, 인종, 연령

Ÿ 정보/기능 다양성: 직업 관련 요인. 능력이나

교육수준 등

Cummings 2004

Ÿ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성별, 연령, 경력(년),

근속년수 등

Ÿ 구조적 다양성: 지리적 위치(동일 공간 사용 여부),

기능적 배분(동일 업무 수행 여부), 통솔범위(동일

관리자 소속 여부), 업무 단위(동일 사업 부문

여부)
Mohammed

& Angell
2004

Ÿ 표면적 다양성: 성별, 인종

Ÿ 심층적 다양성: 외향성, 시간절박성(time urgency)

Mannix

& Neale
2005

Ÿ 사회범주 차이: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성적지향,

신체능력

Ÿ 능력 차이: 교육, 관련분야 지식, 전문성, 훈련수준,

경력, 능력

Ÿ 가치관 차이: 문화적 배경, 이데올로기적 믿음

Ÿ 성격 차이: 인지 경향, 정서, 동기부여

Ÿ 조직/지역사회 지위 차이: 근속년수, 직급

Ÿ 사회유대 차이: 업무 관련 유대, 우정 유대,

지역사회 유대, 내집단
Phillips 2006 Ÿ 표면적 다양성: 즉각적이고 명백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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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van Knippenberg and Mell(2016)은 다

양성에도 위계가 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

저자 연도 다양성의 유형

& Loyd
Ÿ 심층적 다양성: 내재적 특성. 태도, 견해, 정보,

가치관

van

Knippen-

berg &

Schippers

2007

Ÿ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성별, 인종, 연령(직업과 덜

관련)

Ÿ 기능/교육수준 다양성: 직업과 관련된 특성들

Ÿ 기타 다양성의 등장: 성격 요인, 업무 과정

상의요인들, 태도, 가치 등

Bell 2007
Ÿ 표면적 요소: 연령, 인종, 교육수준, 근속년수

Ÿ 심층적 요소: 성격, 가치관, 태도

Tyran &

Gibson
2008

Ÿ 표면적 다양성: 명시적, 생물학적 특성

Ÿ 심층적 다양성: 구성적 개념. 태도, 믿음, 가치관,

지식, 능력
Rink &

Ellemers
2010

Ÿ 표면적 다양성: 성별, 익숙함, 조직 선호도

Ÿ 심층적 다양성: 업무 관련 정보의 소유 정도
Dijk, van

Engen,

and van

Knippen-

berg

2011

Ÿ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인종, 연령

Ÿ 직무 관련 특성: 경력, 근속년수

Ÿ 심층적/심리학적 특성: 성격, 태도, 가치관

Guillaume,

Brodbeck,

&

Riketta

2012
Ÿ 표면적 특성: 명시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Ÿ 심층적 특성: 가치관, 태도, 성격

Casper,

Wayne,

&

Manegold

2013
Ÿ 표면적 다양성: 인종, 성별, 혼인 여부, 교육 수준

Ÿ 심층적 다양성: 가치관, 태도

van

Knippen-

berg &

Mell

2016

Ÿ 특성 다양성: 성별, 인종, 교육수준 등

Ÿ 상태 다양성: 결정방식, 정보습득 수준 등

Ÿ 창발적 다양성: 팀 인지 수준, 상호작용패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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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심층적 다양성이 주로 심리 상태(state)만을 논의하고 있

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양성 논의가 다양성 간의 관계보다 다

른 요인들(주로 관리적 요인들)과의 조절효과에 주목해 왔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다양성에는 심리 상태보다 우선하는 고정적이

고 안정적 특성이 있으며, 심리 상태는 고정적 특성의 후행 요인

으로서 고정적 요인에 의한 효과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van Knippenberg and Mell(2016)은 다양성의 위계를 특성 다

양성(trait diversity), 상태 다양성(state diversity), 창발적 다양성

(emergent diversity)으로 구분하였다. 특성 다양성은 표면적, 심

층적 다양성을 모두 포괄하는 범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나 교

육수준, 성격 등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이다. 상태 다양성은

정보 공유수준, 의사결정방식 등 특성 다양성의 영향을 받는 후

행 요인이자 팀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변동성이 큰 요인

(malleable characteristics)이다. 그러나 팀이나 팀의 운영방식과

는 독립된 요인들이며, 창발적 다양성은 팀 및 팀의 운영방식과

관계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이들의 새로운 다양성의 유형화를 통해, 첫째, 심층적 다양성을

세분화함으로써 심층적 다양성을 다시 세분화하고, 논의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심층적 다양성 논의의 공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심층적 다양성의 유형화는 표면적 다양성과 심층적

다양성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즉 표면적 다양

성은 말 그대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가시적인 요인들(readily

detectable attributes)로서, 사회범주화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

나는 요인들(Van Knippenberg, De Dreu, and Homan, 2004)이며

사회 정의나 대표성(representation)과 연관된 요인들(Schneider

and Northcraft, 1999)로 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따른다

면 인종, 성별, 연령, 신체 능력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혼인 여부(Casper, Wayne, and Manegold, 2013)나 종교, 성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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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문화적 배경(Mannix and Neale, 2005) 등은 심층적 다양성에

포함된다. van Knippenberg and Mell(2016)의 구분 기준에 따른

심층적·표면적 다양성의 구분을 시행하면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심층적 다양성 논의의 의의

다양성의 유형화는 논의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상태 다양성

과 창발적 다양성은 특성 다양성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

는 요인으로 여겨지는데(van Knippenberg and Mell, 2016), 이는

다시 말하면 특성 다양성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이 심리 상태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성 다양성이 여타의

심리 상태보다 우선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

다. 또한 심리에 관한 두 다양성은 정확한 심리적 요인들의 추정

특성 다양성 상태 다양성 창발적 다양성

정의
지속적이고 근본적

인 요인

-특성 다양성의 영

향을 받는 후행 요

인

-팀의 상호작용 과

정 속에서 변동성

이 큰 요인

-팀이나 팀의 운영

방식과는 독립된

요인

팀 및 팀의 운영방

식과 관계되는 심

리상태

표면적

다양성

인종, 성별, 연령,

신체능력
심층적

다양성

기능적 배경, 교육

수준, 성격

인지적 경향, 유대

감, 태도, 가치 등

팀 사회적 통합성

등

<표 2> 다양성의 유형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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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설문 당시의’ 심리 다양성의 추정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

다는 점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범주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심층적 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개인

의 특성들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점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Milliken and Martins, 1996). 특히 개인의

내재된 심리적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 표면적 다양성을 대리 변수

로 사용했던 한계(Harrison, Price, and Bell, 1998)를 심층적 다양

성 본연의 효과와 표면적 다양성에 의한 효과로 구별할 수 있다.

개인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들은 오히려 심

층적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효과를 표면적 다

양성의 효과로 이해해 온 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뿐 아니라 편

견을 강화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Rink and Ellemers,

2010), 심층적 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더욱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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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학에서의 다양성 논의의 발전

1) 다양성 논의의 이론적 토대: 사회학과 심리학

다양성은 조직이라는 특수한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논의는 주로 사회학과

심리학의 이론적 토대 속에서 발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학

의 조직 인구학(organizational demography)과 사회심리학에서의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의 논의의 일부를 차용하

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 논의는 사회학에서 불평등이라

는 문제의식을 차용하였고,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타인에 대한 판

단이나 관계 형성과 같은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의 이론적

근거를 차용하였다(Carrizales and Gaynor, 2013; Skaggs and

DiTomaso, 2004).

인간의 집합에 대한 단위를 사회-집단-개인 순으로 구분한다

면, 다양성과 사회학, 심리학은 각기 다른 수준의 관심을 갖고 있

다. 먼저 관리 분야에서 논의되는 다양성은 조직 내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에 주목하므로, 집단(조직)이 주된

분석 수준이다. 사회학은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구조나

문화 속에서 형성된 불평등과 권력, 자원, 지위 등을 조명하므로

(McLeod, Lawler, and Schwalbe, 2014; Tilly, 1998), 가장 거시

적 차원인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심리학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고정

관념, 편견, 차별 등에 관심을 가지므로, 주로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는다(Jones, Dovidio, and Vietze, 2013).

그러나 집단 분석을 위해 다양성 논의가 심리학의 인지 과정을

적극적으로 흡수해 논의한 것에 비해, 사회학의 핵심 논의를 포

괄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DiTomaso, Post, and Parks-Yancy, 2007). 다양성 논의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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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을 기반으로 한 범주화

(categorization)와 같은 개인의 인식에 기초해(Tajfel, 1981;

1982) 집단의 효과를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개인들의 관계

가 동질성과 이질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단순한 가정에서 출

발하는데, 이는 개인의 단편적인 행태만을 보여준다는 한계가 있

다. 기존의 심리학 논의와 달리, 개인은 문화 및 제도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거시적 구조 또한 개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제도에 순응하므로, 사회범주에 의한 가치관 외에도 개인

의 자원과 권력 등을 고려해 행동방식을 결정한다(Jost and

Banaji, 1994; Ridgeway, 1991). 또한 개인은 사회 속에서 끊임없

이 소속을 이동하는 존재로서, 단순한 직업 변동(Blau, 1956;

Luckman and Berger, 1964) 외에도 혼인, 취업, 정치 성향, 개종

등의 형태로 사회 이동(social mobility)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계

가 변화한다(Blau, 1977).

정리하면, 심리학의 이론적 기반은 다양성 논의에 풍부한 이론

적 기반을 제공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인

간 관계를 논하지 못하는 굴레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다양성 논

의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다이나믹스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다양성 논의가 사회학의 새로운 시각을 받아

들인다면, 기존의 다양성이 논의해왔던 사회정체성과 그로 인한

내집단·외집단 간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거나 변화한다는 점을 논

의할 수 있다.

2) 다양성 논의: 적극적 조치를 토대로

관리 분야에서의 다양성 논의는 적극적 조치에서 발전한 형태

를 띠고 있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역사적으로 소

외받았던 집단을 조직에 적극적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는 대표성과 민주성 증진을 위해 조직구성원을 사회의 인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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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춰 구성하는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의 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대표관료제를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

와 보상적 기회(compensatory opportunity)로 구분할 때(Krislov,

1974), 적극적 조치는 보상적 기회에 속한다. 적극적 조치는 채용

이나 교육 등에서 견고하게 형성된 인종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1960년대 중반 도입되었고,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확

실한 방법으로 평가된다(Agócs and Burr, 1996).

적극적 조치의 시행은 자연스럽게 조직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초기의 다양성은 ‘적극적 조치의 목표’,

‘적극적 조치로 인한 상태’, 혹은 ‘적극적 조치의 한 제도’ 등으로

정의되었다(Carrell and Mann, 1995; Coleman, 1990; Copeland,

1988; Kellough, Seldon, Legge, 1997).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적극적 조치의 법적, 의무적 속성보다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에 관심을 가지면서(Sabharwal, Levine, and D’Agostino,

2016), 다양성과 적극적 조치를 엄밀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경향

이 있다(Gilbert and Ivancevich, 2000). 즉 다양성은 적극적 조치

의 연장선상에서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문적 성숙과 함께 점차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서

정착하였다.

3) 새로운 관리방식의 요구: 행정학과 경영학

의 시각의 분화

적극적 조치는 채용에만 집중했고, 정작 구성원 간 융합 문제

는 간과하여 조직 내 소수집단의 소외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

기 어렵다(Williams and Bauer, 1994). 이로 인해 소수집단은 조

직의 하위 수준(entry level)에만 머무르게 되었고, 편견과 미묘한

형태의 차별의 지속으로 인해 결국 조직 내 소수집단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지 못했다(Agócs and Burr, 1996; Slac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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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의 부작용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불문하고 발생

하였으나, 조직들은 각기 다른 대응방식을 택했다. 민간조직은 다

양한 구성원을 인적 자원 관리의 관점에서 이해하였고(Agócs

and Burr, 1996; Groeneveld and Van de Walle, 2010; Thomas,

1990), 이를 따라 경영학에서는 다양성을 조직의 전략으로 이해

하는 전략을 택했다. 적극적 조치는 미국의 경제체제가 고정적인

체계라고 가정하고 시행되어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

고, 기업은 조직체면(common decency) 등을 이유로 정책에 순응

할 수밖에 없었다(Thomas, 1990). 민간조직은 기존 시스템으로

새로운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잠재력 발휘를 지체시

킨다는 점을 발견하고, 시스템의 변화를 경주하였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법적 요구를 따르는 채용 외에도 다양한 인력의 가치 증

진을 위한 관리방식에 관심을 가졌다(Gilbert and Ivancevich,

2000; Groeneveld and Van de Walle, 2010).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다양성은 보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고, 다양성의 효

과는 효율성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Cox and

Blake(1991)는 다양성을 불가피한 요인

(‘inevitability-of-diversity’)으로서 비용 절감 및 자원 확보 대상

으로 이해하였으며, 다양한 인력으로부터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통찰력 등을 얻기 위한 방안을 꾀하였다(‘value-in-diversity

hypothesis’).

이와 달리 공공조직에서는 다양성을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의 담론을 따라 민주성과 형평성(equity), 공정성

(fairness)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하였다

(Carrizales and Gaynor, 2013; Groeneveld and Van de Walle,

2010; Sabharwal, Levine, and D’Agostino, 2016). 민간조직에서

의 적극적 조치가 단순한 정부 방침의 일환으로 여겨졌다면, 공

공조직에서의 적극적 조치는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

안이었다. 공공조직은 조직 구성원을 인구 구성을 대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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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력으로 구성함에 따라, 당시 혼란스러웠던 미국사회에서 국

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안정화할 수 있었다(Groeneveld and Van

de Walle, 2010).

이러한 관점의 분화는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경

영학과 행정학은 각기 다른 연구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경영학

에서는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Williams and O’Reilly, 1998). 이와 달리 행정학에서는 1990년대

까지 다양성을 적극적 조치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인종과 성별에

관한 소수의 논의만이 이루어졌다(Pitts and Wise, 2010;

Sabharwal, Levine, and D’Agostino, 2016). 이로 인해 경영학에

서는 조직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성관리에 주목했다면, 행

정학에서는 편견의 해소 및 소수집단의 인정을 방해하는 요인 제

거에 초점을 맞췄다(Kellough and Naff, 2004). 구체적으로 행정

학에서 다양성은 다양한 집단 대표와 포용적 문화 창조를 논의하

였다.

둘째, 경영학에서 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적극적 조치의 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포괄

하기 시작했다(Thomas, 1990). 이를 통해 경영학자들은 공통적으

로 집단 간 관계가 가시적 요인이나 사회·정치·경제적 차별 요인

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양성에 대한 시야의 확장은 곧 심층적 다양성에 대한 관

심으로 확대되었다(Bantel and Jackson, 1989; Barak, 1999; Cox,

Lobel, and McLeod, 1991; Harrison, Price, and Bell, 1998;

Milliken and Martins, 1996). 심층적 다양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근속년수나 교육수준, 전공이나 경력(Bantel and Jackson, 1989)

과 같은 비가시적인 요인 뿐 아니라 가치관(Jehn, Northcraft,

and Neale, 1999)과 믿음, 태도(Harrison, Price, and Bell, 1998;

Schneider and Northcraft, 1999)까지 다방면적인 요인들에 관심

을 가졌다. 이와 달리 행정학에서는 여전히 1970년대와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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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논의하였던 두 범주에 대한 한정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Sabharwal, Levine, and

D’Agostino, 2016). 행정학에서의 다양성 연구는 사회변화의 속도

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른 요인에 의한 효과를 기존의 성별, 인종

과 같은 범주로 인한 효과로 오인해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ink and Ellemers, 2010).

4) 신공공관리와 다양성 패러다임의 변화:

경영학적 관점의 포용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기조는 행정학에서 적

극적 조치와 다양성을 구분하게 하는 시대적 요구였다

(Groeneveld and Van de Walle, 2010). 공공조직이 다방면적인

민간조직의 경영방식을 수용함에 따라, 다양성의 논의 또한 효율

성 차원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신공공관리는 다양성의 영향을 확

인할 것을 촉구하였고(Wise and Tschirhart, 2000) 기존의 일상

적인 관리방식만으로는 증가한 다양한 인력들의 잠재력을 발휘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일깨웠다(Groeneveld and Van de

Walle, 2010; Pitts and Wise, 2010). 이에 따라 다양성이 조직 효

과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제공하는 한편(Ely and

Thomas, 2001; Mathews, 1998), 그러한 원천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성관리를 새롭게 정립하기도 했다(Kellough and Naff, 2004;

Pitts, 2005; 2009).

이러한 변화는 행정학에서의 다양성 논의가 경영학과 유사해짐

을 의미하였다. 이때부터 공공조직에서의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논의하는 연구가 증가했다. 선행연구들

은 다양성이 직무만족(Choi, 2008; 2013), 자발적 이직(안선민·이

수영, 2018a)이나 조직시민행동(Moon, 2016)과 같은 행태적 요인

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조직성과(Choi and Raine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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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ts, 2005; Pitts and Jarry, 2009)나 재무적 성과(Opstrup and

Villadsen, 2015)와 같은 변수와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졌다. 또한

다양성관리의 역할에도 주목하여, 조직 제도(안선민·오민지·이수

영, 2017)나 리더십의 역할(Moon, 2016), 포용적 관리방식(Moon,

2018a) 등이 다양성 효과를 변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선행연구가 적고(Cox, Lobel,

and McLeod, 1991; Ely and Thomas, 2001) 소수의 실증분석조

차 실제 조직성과가 아닌 직무만족, 구성원의 자기 평가와 같은

‘조직성과의 선행변수’를 성과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실

제 조직성과에 다양성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다

(Pitts and Wise, 2010).

5) 행정학의 다양성 논의의 성과와 한계

행정학에서의 다양성의 발전은 정부 역할에 대한 거대 담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표 3> 참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위기 속

에서 공공조직은 다양성을 통해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던 한

편,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요구되는 시점에는 다양성을 통해 조

직의 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행정과 경

영의 구분 속에서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

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첫째, 행정학에서의 다양성 논의는 신공공관리의 기

조를 따라 다양성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증가했으나, 다양성

범주의 확장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판은 성별과 인종

중심의 논의가 약 20년 간 이루어진 후부터 제기되었으나

(Broadnax, 2010; Pitts and Wise, 2010; Sabharwal, Levine, and

D’Agostino, 2016), 여전히 많은 연구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한계는 다양성 논의가 ‘적극적 조치의 그늘(from

the shadows of Affirmative Action)’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26 -

는 지적에 이르렀다(Sabharwal, Levine, and D’Agostino, 2016).

효과적인 공공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력을 어떻게 관

리할 것인가?’라는 초기 다양성 연구의 광범위한 문제의식

(Groeneveld and Van de Walle, 2010; Thomas, 1990)에 다다를

수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공공조직에서의 심층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로의 확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차

별받았던 대상에 대한 관심을 다른 영역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더 풍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성별이나 인종

의 효과가 아님에도 그 효과로 단정 지어 왔던 문제는 오히려 해

당 요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Rink and Ellemers,

2006). 그러므로 심층적 다양성이라는 누락되었던 요인의 논의는

기존에 밝혀졌던 효과를 재확인할 수 있다.

둘째, 다양성 논의는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만으로 집단 구성

원들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나 제도 속에서

발휘되는 다양성의 효과 또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DiTomaso,

Post, and Parks-Yancy, 2007). 이는 다양성 논의가 집단 간 관

계를 심리학의 이론을 따라 단편적으로 가정함과 동시에 사회학

의 핵심 논의를 생략함에 따라 발생한 한계이다. 다양성 논의가

사회학의 논의를 포괄할 때, 개인은 사회적 정체성만을 기반으로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

화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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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학 경영학

신행정론 적극적 조치

반응

Ÿ 사회의 형평성과 조직

정당성 확보 시도

Ÿ 다양성을 협의의 개념으

로 이해

Ÿ 다양성의 효과성에 관심

Ÿ 다채로운 사회범주를 다

양성 범주에 포함

신공공관리
적극적 조치와 다양성을 다른 개념으로 이해,

행정학과 경영학의 연구 관심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임

반응

Ÿ 다양성의 효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

Ÿ 그러나 성과보다는 성과

의 선행요인에 관심

Ÿ 다양성을 범주 확장에는

한계

-

<표 3> 다양성 연구의 변천 

4. 다양성의 측정

선행연구들이 시행해왔던 다양성의 측정방식은 크게 조직 단위

에서 범주형 요인을 측정하는 방법과 연속형 요인을 측정하는 방

법, 그리고 개인 단위의 추정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표적인 범주형 요인(categorical factors)의 측정방식으

로는 Blau index, 허핀달 지수, 엔트로피 지수가 있다. 세 지표는

모두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 비율 간의 균형에 관심을 갖

고 있다. 구체적으로, Blau index는 생태계의 종(種) 다양성을 측

정하기 위해 사용되던 지표를 Blau(1977: 78-83)가 조직의 인적

다양성 측정을 위해 적용한 지표이다. 해당 지표의 측정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낸다.

Blau index = 1- (는 범주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율)



- 28 -

이론적으로 Blau index의 분포는 0과 1 사이에 분포하며 다양

성 수준이 높을수록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낮을수록 0에 가

까운 수치를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로도

불리며, 기업의 시장집중도나 가구의 자산 집중도와 같은 집중도

를 측정하는 방법이다(Rhoades, 1993). 즉 다양성과 반대의 개념

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측정 방법 또한 Blau

index와 마찬가지로 로 구한다. 이때 는 가 차지하는 비율

을 의미한다(Hambrick, Cho and Chen, 1996).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는 Teachman index로도 불리지

만 Teachman(1980)은 선행연구를 검토한 것이며, 실제 지표는

Shannon(1948)이 고안하였다. 엔트로피 지수는 다음과 같이 구한

다.

Entropy index = log (=1,...,)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는 집단 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집단의 비율(log)은 ∞까지 분포하게 되는데, 이를 집단의 개수

(log)로 나눔으로써 지표를 0과 1 사이에 분포하도록 할 수 있

다. 해당 지표 또한 0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낮은 조직을, 1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높은 조직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연속형 요인(continuous factors)의 측정은 연령이나

직급, 가치관 등 크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연속형 요인들의

분포에 관심을 가졌다. 이를 측정한 주요한 방식으로는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지니계수

(Gini index)가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각 요인의 분포가 어느 정

도인지, 즉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먼저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관측값과 평균값의 차의 제곱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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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 

변동계수는 표준편차가 단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측정방법으로서,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것

이다. 지니 계수는 조직행태나 인사관리 연구에서는 빈번하게 사

용된 측정 방법은 아니지만, 불평등지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

정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의 개인 단위 측정 방식은 구성원 간의 관계

가 두 개인 간의 1:1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한다. 먼저

Euclidean distance는 개인이 집단 전반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Euclidean distance = 

이를 통해 개인 가 다른 구성원들과의 차를 구할 수 있다. 이

와 유사하게 구성원 간 이질성(relational demography)에 주목했

던 연구들은 두 개인의 요인별 일치여부(congruence)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0과 1로 나타내는데, 이는 범주형 요인의 Euclidean

distance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Konrad, Prasad, and

Pringle, 2005: 207-208). 두 측정 방식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개인 단위의 측정 방

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쌍(dyad)의 분석단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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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다양성과 조직성과에 관한 논의

1. 조직성과에 관한 논의

1) 공공조직 조직성과의 정의

공공조직의 성과가 강조된 것은 1980년대 행정개혁과 맥을 같

이 한다.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와 함께 공공조직

을 대상으로 결과 중심의 관리방식이 선호되기 시작하였다(Hood,

1994, van Theil and Leeuw, 2002). 한국 정부가 신공공관리의

기조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민간·공공

부문 전반의 효율성 증진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

부는 예산을 감축하는 등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

다. 이와 같은 관리 방식은 외부에서 부여한 지표를 조직이 따르

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공조직의 성과 관리는 정치적 통제를 가

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Behn, 2003).

공공조직의 조직성과는 초기에 비용(economy), 효율성

(efficiency), 목표달성수준(effectiveness)으로 정의되었다(Boyne,

2002). 3E 모델과 유사하게 IOO 모델에서도 조직성과를 투입량

(in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로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에는 공공조직의 성과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비용감축을 성과로 보는 시각을 지

양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건비 감축은 비용감축일 뿐 성

과는 아니라는 비판이 지지를 얻기 시작한 점이 계기가 되었다

(Boyne, 2002). 다차원적인 성과는 산출(output), 효율성

(efficiency), 서비스 결과(service outcomes), 반응성

(responsiveness), 민주적 결과(democratic outcomes) 등으로 구

분되며, 각 지표 또한 세분화되고 정제되고 있다(Boyn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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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조직 조직성과의다차원성과 측정의 어려움

공공조직의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부정하는 자는

없겠으나, 공공조직의 목표가 다양하고 모호하다는 특성(Chun

and Rainey, 2005; Drucker, 1980)은 타당하고 신뢰성 높은 지표

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Brewer and Seldon,

2000). 이로 인해 공공조직의 성과가 주로 산출량, 산출물의 질,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형평성 등 다차원적으로 정의되어 왔음

에도 불구하고(Boyne, 2002) 여전히 학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Boyne et al., 2005).

민간조직의 재정지표를 이용한 성과 측정과 같은 “단 하나의

완벽한 성과 지표(the one magic performance measure)”를 공공

조직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였다(Behn, 2003). 그러한 시

도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상황”으로 묘사되기도 하였

다(Rainey and Steinbauer, 1999). 성과의 일부만을 측정하거나

자의적인 성과지표를 생산하는 문제(Brewer and Seldon, 1999;

2000)가 해결되지 않았고 성과 측정의 어려움은 실질적 성과와

‘보고된’ 성과와의 괴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Behn, 2003;

Van Theil and Leeuw, 2002). 이로 인해 진정한 성과보다는 보

고된 성과 지표에 매몰되는 현상, 조직 전반이 경직되는 문제 등

이 발생하였다(Smith, 1995). 또한 성과 측정은 공공에 대한 반응

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고, 내부의 평가는 간과된 것, 그리고 서

비스 제공의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Boyne, 2002:18).

모순적이게도, 공공조직의 성과 측정에 대한 회의론은 행정개

혁보다 훨씬 앞선 1950년대부터 존재했다(Berliner, 1956; Blau,

1955; Ridgway, 1956). 이때부터 학자들은 성과 측정의 어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의 왜곡된 행태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은 취업 프로그램 담당직원에게 고객 응대 수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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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선정하였을 때, 직원들은 고객의 질적인 취업보다는 가능

한 한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하는 데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점

을 지적한다(Blau, 1955). 또한 조직에게 한 달간의 생산 목표를

지정하였을 때, 평가일이 다가오는 즈음에서야 생산 수준을 지나

치게 높이는 문제도 존재했다(Berliner, 1956).

이와 같은 논의들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조직의 성

과의 향상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요구한다. 그렇기에 무차별

적인 성과관리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Bouckaert and Peters(2002)는 성과관리가 문제를 해

결한 만큼의 역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공공조직의

성과관리는 “조직의 치명적인 급소(Achilles’ heel)”라고 지적하였

다. 공공조직의 실질적 성과 측정을 위해 민주적 가치나 협력적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영역 또한 측정해야 한다는 주

장도 제기되었다(Moynihan et al., 2011). 이밖에도 주관적 설문

을 이용한 성과 추정에 대한 반대(Andrews, Boyne, and Walker,

2006: 14-34)나 찬성(Brewer, 2006) 등 각기 다른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공조직 성과 측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성과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측정해

야 한다는 점이다(Brewer and Walker, 2009; Meier et al., 2006;

Ostrom, 1973; Propper and Wilson, 2003). 주관적 지표 활용의

문제를 지적한 연구들조차 객관적 지표의 활용만이 옳다고 주장

한 것은 아닌데, 객관적 지표라도 모두 타당성을 확보한 것은 아

니기 때문에 주관적·객관적 지표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Andrews, Boyne, and Walker, 2006: 14-34). 이밖에

도 성과 지표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 성과 지표 개발자의 정보

왜곡을 방지하는 것, 성과 결과를 책임감 있게 공개하는 것, 성과

평가시스템에 대한 행정적, 조직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Van Theil and Leeuw,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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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

1) 다양성의 부정적 효과

심리학 이론을 주로 차용했던 초기의 선행연구들은 다양성의

부정적 효과에 먼저 주목하였다. 다양성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라고 묘사했던 바와 같이(Cox and Blake, 1991), 다양성은 주로

갈등의 요인이며 해결해야할 문제로 여겨졌다. 이에 구성원 간

부정적인 관계가 다양성의 효과를 결정짓는 출발점으로 여겨졌

다. Williams and O’Reilly(1998)에 따르면, 초기의 다양성 논의들

은 다양성이 구성원 간 관계에는 부정적이지만 조직성과에는 긍

정적이라고 보았다.

다양성 논의에서 관계를 설명에 가장 기본이 된 이론은 자기범

주화이론이다.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은 개인

은 자신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고 설

명한다(Tajfel and Turner, 1986). 그 과정에서 자신과 유사한 이

들과는 내집단(ingroup)을 형성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외집단

(outgroup)으로 이해한다는 점을 설명한 이론이 사회범주화이론

(social categorization theory)이다(Tajfel, 1981; 1982). 그리하여

사회범주화이론은 내집단과는 호의와 신뢰, 공정 등을 기반으로

협력하고 단결하는 반면, 외집단에게는 편견과 불신 등을 보이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유사성-유인 이론

(similarity-attraction theory) 또한 유사한 관점을 견지하며, 개인

이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이를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Byrne, 1961; 1997). 이러한 논의를 따르면, 다양성의 증가는 외

집단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유사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에서보다 불신과 경계가 증가해 구성원 간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Williams and O’Reilly, 1998).

초기 연구들은 다양성이 단순히 구성원 간 관계에만 부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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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구성원 간의 부

정적인 관계가 조직성과에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였다(Jehn, Northcraft, and Neale, 1999; van

Knippenberg and Mell, 2016). 이로 인해 다양성을 단순히 법적

이고 의무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방면적으로 관

리해야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다(Cox, 2001; Thomas,

1991).

2)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

최근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를 논의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먼저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축적된 다양성관리

(diversity management)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법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다양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

고 기존 시스템을 수정함으로써, ‘적절하게 관리된 다양성’만이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Cox, 2001; Thomas, 1991). 두 번째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짐에 따라(Pitts and Jarry, 2009), 즉각적으로

발생한 다양성의 관리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효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Schneider and Northcraft, 1999).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는 공통적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발현된다. 첫째, 정보/의사결정 관점

(information/decision making perspective)은 조직구성원의 다양

한 배경과 지식,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

의사결정 및 업무 수행 과정에 도움이 되고, 조직성과를 향상시

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Cox and Blake, 1991; Williams and

O’Reilly, 1998). 다양한 구성원의 경험의 산물은 개인이 가진 네

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직 외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Ancona and Caldwell, 1992).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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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은 조직을 변화시켜 과거에 순응하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

으로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고 조직이 학습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Cox and Blake, 1991; Ely and

Thomas, 2001).

둘째, 조직은 장기적으로 다양성을 통해 조직매력도

(organizational attractiveness)를 향상시켜 조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안선민, 2016; Cox and Blake, 1991; Turban and

Greening, 1997). 조직 내 높은 다양성은 조직의 평판을 긍정적으

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양성이 높은 조직은 채

용과 승진 과정에서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고, 편견과 차별이 적

은 조직이라는 인상을 얻게 된다(Ely and Thomas, 2001). 이 과

정에서 조직은 유능한 구직자에게 조직의 철학 등을 전달할 수

있다. 향상된 조직매력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조직의 자원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첫째, 소수집단 구직자에게 긍

정적인 조직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유능한 구성원을 채용하고 확

보할 수 있다(Turban and Greening, 1997). 둘째, 조직은 다양한

조직 구성원을 통해, 문화적으로 다양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Ely and Thomas, 2001).

3) 다양성의 가변적 효과

전술한 연구들은 동일한 다양성 지표가 각기 다른 연구들에서

상충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의 단초를 제시한 van Knippenberg, De Dreu, and

Homan(2004)의 연구는 다양성이 맥락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발

휘한다는 상황적 접근법(Categorization-Elaboration Model,

CEM)을 제안하였다. CEM은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이르는 경로

사이에 존재하는 누락된 조절효과나 매개효과가 두 변수의 관계

를 변화시킨다고 설명한다. CEM은 사회범주화이론과 정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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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관점이 설명하는 과정이 각기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모든 다양성 요인은 원칙적으로 두 관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보았다.

CEM은 다양성이 정보나 통찰력의 정교화(elaboration)를 통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모든 다

양성이 정교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적 맥락과 범

주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상황적으로 ①업무가 창의

성을 요구할 때, ➁구성원의 업무 동기부여 수준이 높을 때, ➂구
성원의 업무 역량이 높을 때 다양성이 정교화 수준을 높인다. 모

든 다양성이 범주화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⓵차이가 야기하

는 사회 범주화가 활성화된 정도(cognitive accessibility), ⓶범주

화가 구성원 간의 주관적 감정을 유발하는 정도(normative fit),

⓷범주화가 집단 내 동질성과 집단 간 차이를 유발하는 정도

(comparative fit)에 따라 범주화가 다르게 발생한다. 또한 해당

모형은 범주화가 반드시 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범주화가 집단 간 편견(intergroup bias)을 동

반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며, 집단 간 편견은 외집단이 내

집단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겨질 때에만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다양성의 가변적 효과를 설명하는 또다른 관점으로, 다양성이

단층(faultlines)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Lau and

Murnighan, 1998). 해당 연구는 다양성의 각 범주가 독립적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성으로 구성된

단층이 다이나믹스(compositional dynamics of the multiple

demographic attibutes)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단순히 새로운 인종의 유입이 새로운 다이나믹스를 만들

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준의 다양성, 경제적 지위의 다양성

등의 다채로운 요인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상호작용이 탄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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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논의의 필요성 및 한계

공공조직은 조직구성원의 통제 및 동기부여, 예산의 배분, 또한

학습 및 시정을 목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며, 이러한 수단적 과정

을 통해 관리자는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Behn, 2003). 다양성 또

한 동일한 관점에서, 다양성의 조직성과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된다(Andrews et

al., 2005; Ely and Thomas, 2001; Mathews, 1998; Pitts, 2005;

Wegge et al., 2008).

다양성 논의의 목표에 비해, 기존의 다양성 연구는 여러 한계

를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이론적 한계와 경험적 한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이론적 한계는 다양성

의 체계적인 구분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는 제2장 제2절의 다

양성의 구분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계적 구분의

결여로 인해 요인별 논의의 우선순위가 파악되지 않았고, 무분별

한 요인들이 논의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두 번째 이론적

한계는 기존의 논의들이 심리학의 이론적 토대만을 따르는 과정

에서 다양성의 단편적인 효과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선행연

구들이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등의 맥락적 요인들에 의한 다양성

의 효과 파악에 관심을 가진 것에 비해, 다양성이 구조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

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제도에 의해 변동하는 다양성이 갖는

근본적인 속성을 고민한다면, 기존에 알려져 있던 효과들이 발생

하지 않거나, 새로운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양성 논의의 방법론적 한계는 첫째, 조직성과에 대한 추정의

문제이다. 선행연구들은 여전히 다양성과 조직성과를 단순히 선

의와 추측에 기대 설명하고 있다(Carrell and Mann, 1995; Ely

and Thomas, 2001; Gilbert and Ivancevich, 2000). 이로 인해 다

양성에 대한 막연한 규범적 시각을 탈피하는 것이 어렵고,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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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리방식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여전히 실증분석의 부족

(Cox, Lobel, and McLeod, 1991; Ely and Thomas, 2001; Pitts

and Wise, 2010)과 조직성과 추정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실질

적 조직성과에 다양성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Choi

and Rainey, 2010; Moon, 2016; 2018a; Sabharwal, Levine, and

D’Agostino, 2016). 둘째, 조직성과의 시차효과를 해결할 수 있어

야 한다. 조직성과는 한 해의 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로 여

겨지지만, 실제로 조직의 운영은 오랫동안 형성된 조직의 문화나

업무분야의 특성, 기존의 성과 등이 누적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엄밀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해의

조직성과 성장분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럼에도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단년도 자료를 사용하거나, 다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어도 해당 문제를 해결한 연구는 드물다

(Moon, 2018b). 셋째, 조직 특성에 적합한 다양성 범주를 선정해

야 한다. 행정학에서의 다양성 논의들은 대부분 제각각의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지만 연구 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성 지표를

선정하기 보다는 성별과 인종과 같은 요인들만을 선정해왔다. 이

는 상충되는 결과로 인한 다양성 효과의 일반화의 어려움, 심층

적 다양성 논의의 부족에 대한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본 연구의 분석틀

다양성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림

1>의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하의 세 장의 연구에서, 본

연구는 각기 다른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행하

고, 그 과정에서 방법론적 한계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였다. 방법론적 보완 방법으로서, 본 연구는 타당성 있는 조직성

과의 추정 및 분석 방법의 정교화, 그리고 조직 특성을 반영한

지표의 선정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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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연구는 특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심층적 다양

성을 논의하여 다양성의 개념적 외연을 확장한다. 이 장은 공공

기관의 이사회를 논의 대상으로, 종속변수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통제수준으로 정하였다. 또한 분석방법을 정교화하기 위해,

기관의 고유 특성을 통제하였다. 성별 다양성 외에도 조직의 특

성을 반영하기 위한 심층적 다양성 변수로서 직위, 재임기간, 경

력을 제안하였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사회학적 이론적 토대를 활용하여, 맥락

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성의 효과를 확인한다. 제4장에서는 불

균형적인 권력 관계가 구성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조직 내 특정 집단의 비율로 해당 집단의 영향력

을 추정해왔던 관행으로는 집단의 실질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어

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구성원들은 사회정체성이론이

설명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신과의 유사성을 토대로 선호를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고려해 행동하기 때문이다(Ferris et

al., 2009; Jost and Banaji, 1994; Toosi et al., 2012).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장·차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종속변수는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의 목표달성도와 정부업무평가결과로 선정하였

다. 종속변수의 시차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조직의 특성을 반영

한 지표로는 학력, 경력, 출신지역, 출신학교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도 속에서 개인은 사회 이동을 택하

고, 그 과정이 소속의 변동과 기존 관계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점

을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논의들이 단순히 개인 간 관

계가 고정적 특성임을 가정하고 논의되어 왔던 것과는 다른 접근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공공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공공

기관 경영평가제도 결과 중 주요사업의 성과 점수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으며, GMM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직 특성을 반영

한 변수로 고용형태 다양성과 근로형태 다양성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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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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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다양성과 조직성과: 심층적 다양성 논

의의 확장

제1절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표면적 다양성 중심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 심층적 다양성으로의 개념상 확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심층적 다양성의 필요성에 비해, 선행연구들은 논의의 한계를 노

정하고 있다. 첫째, 심층적 다양성의 규범적 구분은 상호 배타성

이 부족하여 심층적 다양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

의하기 어려웠다. 심층적 다양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특성

(trait)과 상태(state)를 사실상 같은 차원으로 정의하고 논의하는

경우가 있다(김호균·김정인, 2017; 노종호, 2017; Maznevski, 1994

등).

둘째, 심층적 다양성 정의의 모호함은 다양성의 외연을 지나치

게 확대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의사결정 방식(Rink and

Ellemers, 2010), 업무에 대한 정보의 소유 정도(Mohammed and

Angell, 2004) 등은 물론, 직무만족, 조직몰입, 상사 만족도 등의

주관적 요인들을 심층적 다양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Harrison, Price, and Bell, 1998; Mohammed and Angell, 2004).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들은 다양성이라기보다는 다양성으로 인한

효과에 가깝다(Tsui and Gutek, 1999: 4; van Knippenberg and

Mell, 2016). 이뿐만 아니라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소망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개념의 특성상 설문 당시 맥락의 영향을 받

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관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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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의견의 차이(혹은 격차)가 실제 차이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다양성 논의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논의

의 우선순위가 높은 특성 다양성(van Knippenberg and Mell,

2016)에 속하는 심층적 다양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는 심층적 다양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다양성의 개념을 구체화하

고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인력 구성으로 인한 효과

를 더욱 면밀하게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공공기관 이사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사회

의 경영진에 대한 통제수준을 이사회 성과로 측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이사회 행태 추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직의 성과

를 이사회의 성과로 대리 측정해왔던 문제(Donaldson and Davis,

1991; Jiang, Wan, and Zhao, 2016 등)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심층적 다양성으로 논의의 확장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시각

적으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한 표면적 다양성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표면적 다양성의 효

과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본 연구는 종속변수

에 대한 표면적 다양성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후 심층적 다양성

을 모형에 포함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다.

이하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이사회

의 기능 및 이사회 다양성의 논의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또한 심

층적 다양성으로서 이사회 구성원들의 직위와 입직, 그리고 경력

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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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공기관 이사회에 관한 논의

1.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의

「상법」 제393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

구로, 조직의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로 구성되

는 기관이다. 이사회는 주주의 수탁자로서 조직의 최고책임자

(Chief Executive Officer)를 포함한 집행기구를 통제하고

(control), 이들에게 관리·전략 수립 등에 관한 조언을 하며

(service), 자원 습득이 용이하도록 돕는다(resource

dependence)(Johnson, Daily, and Ellstrand, 1996).

공공기관 이사회는 주요한 내부 지배구조로서, 경영진을 견제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성 증진과 책임성

강조의 기조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이 제정되는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의 혁신에 따라 이사회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조택,

2009; 주효진, 2015).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민영화의 대안으로서 기관의 내부적

인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기대 받고 있다(이상철, 2007:

384). 공공기관 운영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경영목

표·예산·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부터 내규의 제정·변경,

임원의 보수 등 조직 관리의 거시적·미시적 의사결정에 관여한

다.

2. 공공기관 이사회 논의의 필요성

공공기관 이사회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

째, 공공기관 이사회는 외부지배구조의 통제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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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불특정 국민의 위임 아래 정부의 소유와 경영, 통제

의 영향이 강한 반면(조택, 2007; Waterman and Meier, 1998),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즉 외부지배구조의 통제는 약한 특

성을 보인다. 결국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의 균형, 즉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도덕적 해이

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의 사회적·민주적 가치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을 선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고

려한 의사결정을 시행함으로써 통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이

는 단순히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이사회의 기능을 넘어, 공

공기관의 사회적·민주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 자본 형성 측면에서

도 의의가 있다(Van der Walt and Ingley, 2003).

둘째, 공공기관 이사회의 민주적 통제효과는 이사진의 다양성

을 확보함으로써 발휘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외 이사(비상임 이사)를 영입해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시민의

통제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다양한 개인이 가

진 지식과 경험 등은 창의적이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

다는 정보/의사결정 이론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illiams and O’Reilly, 1998). 요컨대 공공기관 이사회의 다양성

은 공공기관의 관리적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므로(Van der Walt and Ingley, 2003), 심층적 다양성의

논의를 위해 공공기관 이사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의

의가 있다.

3. 공공기관 이사회에 관한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공공기관 이사회는 그 중요성에 비해 학술적 관심은 적었다.

이사회의 논의 대부분은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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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singer and Butler, 1985; van der Walt and Ingley, 2003

등), 최근에는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Miller,

2002). 이에 비해 공공조직의 이사회에 관한 연구는 한정적인 것

으로 확인된다(Cahan, Chua, and Nyamori, 2005; Farrell, 2005).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공공기관 이사회의 지배구조의 법률적·구

조적 논의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으며(김판석·홍길표·김완희,

2008; 이상철, 2001; 최용전, 2007; 한상일, 2010 등), 공공기관 이

사회 이사진의 구성 혹은 의사결정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기관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들 또한 주로 공공기관의 기관

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로 시행되어 왔다(김봉환, 2018; 민병

익·김주찬, 2015; 유승원, 2013 등).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정치적 임용(민병익·김주찬, 2015), 경력(유승원, 2013;

정지수·한승희, 2014), 출신 지역(김봉환, 2018) 등 다양한 개인의

심층적 다양성을 변수화하고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조

직의 관리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Opstrup and Villadsen, 2014)을 고려한다면, 다양성은 기관장

개인의 차원을 넘어 이사회라는 의사결정기구 전반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고 관리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 조직의 경영 방침과 제도 도입 등이 결정된다는 것을 고려

한다면(Pitts, 2005), 공공기관 이사회 논의가 필요하다.

제3절 다양성과 이사회의 성과

이사회의 성과에 관심을 가져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사진의

구성을 중요한 선행 변수로 여겼다(Zahra and Pearce, 1989). 그

논의의 핵심에는 표면적 다양성은 물론, 이사회의 통제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성과 전문성의 증대가 있



- 46 -

다(Kosnik, 1987; Vance, 1978).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

는 먼저 표면적 다양성 중 가장 빈번하게 논의된 성별 다양성이

이사회의 통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이후 이사회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위와 재임 기간, 그리고 전문성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경력을 심층적 다양성 요인으로 선정하고,

해당 요인들이 성별 다양성의 효과를 변화시키는 점에 주목하였

다. 세 가지 변수는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또한 각기 규정되고 있

다는 점에서도 이사회의 통제수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2)

1. 성별 다양성에 관한 논의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논의는 여성 이사의 구성 논의와 직결된

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 전반 고위직에 여성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을 조직의 고위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조직

전반의 다양성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며 실제 관리적 측면에도 양

성이 평등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Van der Walt and Ingley, 2003).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비

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5항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공공기

관 관리직에 성별 균형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공

공기관 임원 중 여성 비율을 20%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 정책결정자의 선임에 대한 당위성에 비해 여성 이사가 조

2) 이사회의 직위는 제24조에서 상임이사의 비율을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 등으
로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에서는 이사회의 재임기간을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
감사의 경우 2년으로 규정한다. 한편 이사회의 전문성은 제25조제3항에서 ‘경영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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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성별 다양성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

(Campbell and Mínguez-Vera, 2008; Post and Byron, 2015)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Adams and

Ferreira, 2009), 혹은 그 효과는 혼재되어 있거나(Jeocks, Pull,

and Vetter, 2013) 연관이 없음(Carter et al., 2010)을 밝히는 연

구들도 있다.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과 조직성과 간의 혼재된 효

과는 왜곡된 효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선행연구들은 여성 이사진

의 실제 효과 때문에 선임하기 보다는 단순히 양성평등에 대한

상징(tokenism)을 위해 선임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

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에 대한 상징이 오히려 남성 최고 경영자

(CEO)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O’Reilly and Main,

2012)는 여성 임원의 선임이 단순히 전략적인 의도로 활용될 수

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성별 다양성이 이사회의 행태를 변화시킴을 밝히는

연구 결과들은 성별 다양성과 이사진의 통제 수준의 관계 추정에

단초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들은 성별 다양성이 증

가할 때 남성 중심의 이사회보다 다양한 배경의 이사진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이라고 설명한다(Hillman, Cannella Jr, and

Harris, 2002). 여성 이사가 남성 이사보다 출석률이 높고, 점진적

으로 남성 이사의 출석률 또한 높인다는 결과도 있다(Adams

and Ferreira, 2009). 더 나아가 여성이 감시 기능에 더 적극적이

며, 성별이 균형적일 때 이사진들이 협조 수준이 증가한다는 결

과도 있다(Adams and Ferreira, 2004).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

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성별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이사회의 통제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설 1-1: 성별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이사회의 통제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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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위 다양성에 관한 논의

본 연구의 첫 번째 심층적 다양성은 이사의 직위이다. 직위는

상시적 존재를 기준으로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

임이사(inside director)는 조직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의미하고, 비상임이사(outside/independent director)는 조직과 독

립되어 경영진에 속하지 않고,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만 참석한다.

비상임이사는 사외이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상법 제542조의8에서

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비상임이사

로 구성할 것을 규정할 만큼 비상임이사의 중요성은 크다. 공공

기관 운영법 제24조 또한 상임이사의 정수를 3분의 2 미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비상임이사의 비율을 일정 부분 보장하도

록 하고 있다.

직위에 관한 논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혁신에 따른 이사회

통제 기능의 실질적인 권한 증대와 함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사 직위에 대한 효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Gillette, Noe, Rebello, 2003). 비상임이사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

을 하는 연구들은 비상임이사가 조직 외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

과 학식을 바탕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

대한다(이상철, 2007: 407). 또한 비상임이사는 경영진과 독립되므

로 내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Gillette, Noe, Rebello, 2003),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전할 수 있어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

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주효진, 2015; Beasley, 1996;

Sundaramurthy and Lewis, 2003).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비

상임이사가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여기며

(Byrd and Hickman, 1991),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또한 비상임이

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이와 달리 비상임이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첫째,

비상임이사는 조직 내부 정보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견제에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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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할 경우 이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Sundaramurthy and Lewis, 2003). 둘째, 비상임이사 역시 사익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연임하기 위해 경영진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반대로 시장에서의 평판을 위해 불필요한 반

대를 할 수도 있다(Jiang, Wan, and Zhao, 2016). 이밖에도 공공

부문에서는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기준이 모호하며, 성과 보상이

유연하지 않아 동기부여가 힘들다는 주장이 있다(유승원, 2013).

국내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관한 규정은 모호하여 ‘낙하산 인

사’의 관행을 지속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박홍엽, 2009).

이사의 직위의 효과는 상충적인 실증분석 결과와 함께 논쟁적

인 이슈이다. 더욱이 국내 공공기관 이사회를 대상으로는 실증분

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양성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가

적기 때문에, 가설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본 연

구는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를 견지하는 정보 및 의사결정 관점

(information/decision making perspective)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따른다면 조직에 상시적으로 존재해 조직에 관

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임이사와 외부의 지식과 경험

을 보유한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비상임이사가 균형적으로 존재

할 때, 이사진들은 경영진에 대한 통제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 및 의사결정 관점을 따라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2: 이사회의 직위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이사회의 통제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3. 재임기간 다양성에 관한 논의

이사진의 재임기간은 이사진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인이다. 본 연구는 재임기간에 관하여, ‘기존 구성원’과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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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신입 구성원

(newcomer)이란 새롭게 조직에 유입된 구성원으로(Anderson

and Moynihan, 2018), 기존 구성원(oldtimer)과는 다른 사회 정체

성을 가져, 조직 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의 과정이 요

구된다(Phillips, Liljenquist, and Neale, 2009). 조직 사회화란 신

입 구성원이 조직에 필요한 가치관, 행동, 태도 등을 배우는 조직

적응과정의 총체를 의미한다(Van Maanen and Schein, 1977).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던 조직 체계에 신입 구성원이 편입하게

되면서, 조직 체계는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신입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은 상호 간의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Griffin, Colella,

and Goparaju, 2000). 이 과정에서 신입 구성원은 조직 내 정보를

습득하고, 적응하고자 노력한다(Chen, 2005). 신입 구성원은 조직

문화나 기존직원들과의 관계와 같은 비공식적 정보를 미리 파악

하기 어렵기 때문에(Morrison, 1993), 유입 후 적응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입 구성원은 양날의 검(double-edged sword)이 될 수 있다.

신입 구성원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문제해결능력과 창의력

등을 보유한 유능한 인재로서, 조직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Rink and Ellemers, 2009). 이는 새로운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에 순응하는 것을 선호하는 조직(Merton, 1968)에 새로운 혁

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기존 구성원

과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기존 구성원은 이전부터

공유한 가치관이나 경험을 토대로 내부자(insider)가 되어 외부자

(outsider)인 신입 구성원을 내집단에 수용할지 결정한다(Joardar,

Kostova, and Ravlin, 2007; Phillips, Liljenquist, and Neale,

2009). 이 과정에서 기존 구성원의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이 신입 구성원의 조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Bauer et al., 2007; Pitts and Jarry, 2009; Wa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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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effer, and O’Reilly, 1984), 조직의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또한 신입 구성원의 적응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

기 때문에, 신입 구성원의 잠재력 발휘를 위해 필요한 소요 시간

이 길다는 주장도 있다(Morrison, 1993; Pitts and Jarry, 2009).

전문성 가설(expertise hypothesis)은 이사진의 재임기간이 증

가할수록 조직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능력, 조직몰입도의 향

상을 통해 감독 기능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Byrd,

Cooperman, and Wolfe, 2010; Kosnik, 1990; Vafeas, 2003). 대리

인 이론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논의한다(Eisenhardt, 1989: 65).

반면 경영자패권이론(managerial hegemony theory)은 이사진이

결국 경영진의 발탁에 의해 선발되기 때문에, 경영진의 정책에

대해 거수기(rubber-stamp)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Zahra

and Pearce, 1989). 특히 경영자우호가설(management

friendliness hypothesis)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성은 이사진의 재

임기간이 증가할수록 포섭(cooptation) 가능성 또한 증가하여 감

독 기능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Vafeas, 2003). 이밖에도 지나

치게 오래 재임한 이사진의 비공식적 권한의 증가로 인해 이사진

이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하거나(Lipton and Lorsch, 1992), 경영

진 이익과 결탁하는 문제(Beasley, 1996), 내부 사정에 매몰되어

외부의 중요한 신호를 경시하게 될 가능성(Bantel and Jackson,

1989; Katz,1982)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선행연구들의 주장은 혼재되어 있어, 재임기간 다양성이 이사

회의 통제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명한 방향성을 확인하

기 어려웠다. 특히 국내 공공기관 임원의 재임 기간에 관해 논의

한 연구들이 매우 드물다는 점은 가설 도출의 어려움을 더욱 가

중시킨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토대로, 공공기관 이사

회의 재임기간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이사회의 통제 수준이 증가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첫째는 국내 민간기업 대상의 연구들이

이사진의 재임기간의 증가가 이사진의 독립성 저하 등 포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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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증가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김상훈·김양민, 2007; 김선미·

김숙민·신상훈, 2016 등). 이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이사회의 맥락

은 경영자우호가설의 주장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는 공공기관 운영법 제28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2년으

로 제한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연임 가능성을 예

외적으로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기의 법적 제한은

이사진의 재임기간 증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의 재임기간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이사회의 통제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

하였다.

가설 1-3: 이사회의 재임기간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이사회의

통제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4. 경력 다양성에 관한 논의

경력(career 혹은 occupation)은 개인이 일생 동안 수행한 역할

의 총체 혹은 연속적인 사건들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협의의 개념

으로는 개인이 맡았던 직책들로 정의된다(Super, 1957). 경력은

개인의 생애별 단계에서 개인이 내린 의사결정의 총체를 보여준

다는 점에서, 경력을 통해 개인의 기대와 성취, 성과 등을 파악할

수 있다(Super, 1980). 또한 조직의 최고관리자와 임원진 등의 행

위와 의사결정 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이들의 이전 경력은 주

요한 변수로 여겨진다(Smith and White, 1987). 선택적 주의

(selective attention)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목표 및 동기와 무

관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데, 이러한 선택

적 주의는 이전의 경험을 통한 강화(reinforcement)에서 비롯된

학습된 반응이다(Dearborn and Simon, 1958). 경력은 이러한 선

택적 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W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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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er, and Glick, 1995). 경력은 개인의 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

한 변화를 만드는 요인이며, 업무 과정에서의 행동 방향을 결정

한다(Bantel and Jackson, 1989).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공

기관 운영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공공기관 이사진을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선임할 것을 규정한다. 경력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속 교수, 판사·검사·변호사, 주권상장법인

근무자, 감사·회계 부문 종사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혹은

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2항).

경력은 이사진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

겨진다(Baysinger and Butler, 1985). 첫째, 자원의존의론의 관점

에서 볼 때 이사진의 다양한 경력은 다양한 전문성을 의미하며,

조직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다(Hillman,

Cannella Jr, and Harris, 2002). 이는 궁극적으로 이사진의 경쟁

력과 의사결정,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유승원, 2013;

Hillman, Cannella, and Paetzold, 2000). 둘째, 이사진의 경력은

외부의 주요 인사를 적응적 흡수(cooptation)하는 기준이기도 하

다. 예를 들면, 조직은 수직적으로 상호연관된 조직의 인사나 경

쟁 기관 인사를 선임해 가격담합을 하는 등, 조직 간 전략적 네

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이사회를 활용해 왔다(Baysinger and

Butler, 1985). 특히 정부의 자원조달 하에 설립된 공공기관은 대

통령이나 주무부처의 영향 아래 정부 관련 인사가 선임되기도 한

다(김병섭·박상희, 2010; 박상희·김병섭, 2012; Fan, Wong, and

Zhang, 2007).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임명이나 ‘낙하산 인사’(민병

익·김주찬, 2015), 혹은 자원의존을 위한 조직의 전략적 행위로

여겨지기도 한다(박상희·김병섭, 2012).

반면 경력이 비슷한 것이 오히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관

점도 있다. 개인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에게서 공통점을 찾고,

궁극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편견(out-group bias)을 줄일 수 있다

(Westphal and Milton, 2000). 경력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경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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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단 간 유대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는 이를 지지한다

(Mischel, 1973).

경력 다양성에 대한 세 가지 효과는 경력 다양성의 효과를 가

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가

설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가치와 달리, 경력 유사성의 긍정적 효과가 시사하는 이사진 간

비공식적 관계가 지나치게 두텁게 형성될 경우 이사회의 감독 기

능에 대해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Bantel and Jackson,

1989; Katz,1982; Lipton and Lorsch, 1992). 즉 공공기관 이사회

를 연구대상으로 할 때, 감독 기능을 위해서는 경력이 주는 개인

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력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이사회의 통제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가설 1-4: 이사회의 경력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이사회의 통제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제4절 이사회의 성과: 경영진에 대한 통제

1. 이사회의 통제 기능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이사회의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통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사

회의 성과는 이사회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 실증분석은 조직의 재

정적 수익이나 주주의 수익 등을 이사회의 성과를 선정해왔다

(Donaldson and Davis, 1991; Erhardt, Werbel, and Shr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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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Hillman and Dalziel, 2003; Opstrup and Villadsen, 2014).

물론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제

고하겠지만, 두 요인 간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으

며, 조직의 성과를 설명하는 많은 요인이 배제되어 누락 변수

(omitted variables)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Eisenhardt(1989)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리인의 행동이 단기간에

조직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사회의 의

사결정 및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 관한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

해,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선정하는 것이 이사회 연구의 보편적

인 방식이 되어 왔다(Gillete, Noe, and Rebello, 2003; Jiang,

Wan, and Zhao, 2016).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Grissom(2009)의 연

구를 참고해 이사회의 의사결정 결과를 직접 수치화함으로써 경

영진에 대한 통제수준을 추정하였다. Grissom(2009)은 학교 운영

위원회의 갈등 수준을 완전 합의(full agreement), 합의(general

consensus), 분화(division)로 구분하였다. 해당 연구는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연구 대상과 조직의 행태와는 다르지만, 의사결정

조직의 행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대리인 이론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의 관점에서, 이사회는 관리자라는

대리인이 갖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최소화하도록 통제하는 구조적

장치이다. 대리인 이론은 기존의 기업 이론에서 실제 행위자로서

개인을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규범적인

관점에서만 논의했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Jensen

and Meckling, 1976).

대리인 이론에서 Jensen and Meckling(1976)은 기업 내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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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주인과 대리인 간의 계약 관계를 가정한다.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대리인과 계약을 맺는다. 그렇지만

주인과 대리인은 각각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리인

은 항상 주인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특히 주인이 모

든 것을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의 감독을 피해 사익을 추

구하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주인은 대리인을 통제하는 감독비용을 지

불하고, 대리인은 자신의 행동이 계약에 반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확증비용(bonding cost)을 지불한다. 주인과 대리인 간에 발생하

는 이러한 모든 비용이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다.

이사회는 대리인 비용을 감축하는 장치로, 대리인이 주인의 이

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감독한다(Donalson and Davis, 1991). 이

사회는 단순한 성과가 아닌 정보를 기반으로 대리인의 보상 수준

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에 맞는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Eisenhardt, 1989). 이는 곧 조직의 성과로만 대

리인의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점

에서도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리인은 이사회를 통해 자신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했더라도 조직의 성과가 낮거나 혹은 단

기간에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즉 지식 기반의 보상 방식은 장기적인

조직의 성과를 위해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등 대리인의 긍정적인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

3. 자원의존이론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도 이사회는 조직에 중요한 기능을 한

다.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은 조직이 한 생태

계 속에 존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중첩된 관계를 형성하

며, 그 맥락 속에서 조직의 행태가 결정된다고 본다(Pfeff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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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ncik, 1978). 즉 조직의 행위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관리자는 환경으로부터의 불확실성과 외부 의존성을 줄이고자 노

력하고, 동시에 조직의 외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조직은 이사회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자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문성이 높은 사업가나 자본가,

경쟁자 등을 이사로 영입해 이들과의 교류 및 지식의 활용을 통

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Van der Walt and Ingley,

2003). 이로 인해 조직은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확보

와 환경에의 적응 등을 기대할 수 있다(Pfeffer, 1987; Pfeffer

and Salancik, 1978). 이사회의 기능에 대한 자원의존이론의 관점

은 대리인 이론과 비교했을 때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기능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Hillman, Withers, and Collins, 2009).

제5절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

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법 제4

조)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공공기관 운영법 제17조), 그리고 각

기관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설치한 기타공공기관을 연구 대상

으로 한다.

한편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사회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은 연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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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

회가 상급기관으로서 이사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과

학기술연구회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의 이사회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두 법률의 적용을 받는 39개

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3)

공공기관 이사의 재임 기간은 비교적 짧다. 한 해에도 여러 차

례 비정기적인 이사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바, 다양성 지표를 구

하기에 앞서 한 해의 이사 구성의 선정 기준이 중요하다고 판단

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선행연구는 드문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사회 구성의 측정 시점이나

측정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범위를 더 넓혀

사업체패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패널데이터의 설문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대부분 각년도 말의 기관장을 기준으로 질문

하기 때문에, 설문 직전 임용된 기관장과 조직 효과성에 실질적

인 영향력을 행사한 기관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공시하는 이사의 교

체 시점과 교체 명부를 기준으로, 동일한 직위에 선임되었던 이

사 중 측정 년도에 가장 오래 재임한 이사를 대표로 코딩하였다.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은 재임기간 다양성 측정의 적정성을 높일

3) 두 법률에 따라 이사회를 통합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
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다.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
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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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가 수집한 이사진의 교체 시점을

월별로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약 20%의

이사진이 10월 이후에 교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

한다면, 단순히 연말의 이사진을 코딩할 경우 실질적인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인원의 특성이 과다대표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특성 상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진을 가능

한 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바, 본 연구는 가장 오래 재임한

이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체 시점(월) 빈도 비율 누적비율

1 759 8.3 8.3
2 1,127 12.32 20.61
3 1,018 11.13 31.74
4 808 8.83 40.57
5 602 6.58 47.15
6 604 6.6 53.75
7 737 8.06 61.81
8 703 7.68 69.49
9 543 5.94 75.43
10 683 7.47 82.89
11 599 6.55 89.44
12 966 10.56 100

총계 9,149 100

<표 4> 이사진 교체 시점(월 기준)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http://www.alio.go.kr)에

서 공시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공공기관

에 관한 최근 5년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이사회에 관한 정보

는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3개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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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이 연구는 공공기관 이사회의 3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회귀분

석을 시행하는데, Breusch-Pagan test(귀무가설: 고유오차가

i.i.d.) 결과 오차의 이분산성이 확인되어 Pooled OLS가 아닌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FGLS)를 시행하였다. 이 방

법은 오차의 이분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곱된 잔차에 가중

치를 두는 방법으로, 일반회귀분석보다 점근적으로 효율적

(asymptotically efficient)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료의 자

기상관(autocorrelation)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Wooldridge test를

시행하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 모형은 설명변수만으로는 종속변수를 설명하지 못하는

누락변수의 문제(omitted variables problem)가 내생성 문제를 초

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특정 기관이 받는 정

치적 관심 때문에 이사진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환

경, 업무 특성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이사

진의 경영진에 대한 통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

다. 이러한 요인들은 패널 개체의 고유한 특성이므로, 본 연구는

패널 개체의 명목 변수(agency-specific fixed effect)를 통제변수

로 포함하였다. 이는 각 패널 개체에 대한 절편값을 추정할 수

있는 전통적인 분석 방법(dummy variable regression)이다

(Wooldridge, 2013: 470-471).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사회의 성과이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

이를 견제하는 것이 이사회의 효과성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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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Opstrup and Villadsen, 2014), 본 연구는 이사회의 경

영진에 대한 통제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가 해결하지

못했던 추정방식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료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직접

적으로 추정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재무, 수익과

관련된 성과 변수를 종속변수로 채택해왔다(Gillette, Noe,

Rebello, 2003; Kosnik, 1987). 해당 문제를 보완한 Jiang, Wan,

and Zhao(2016)의 연구는 안건에 대한 이사진 개인의 의사표현을

찬성과 반대(혹은 기권)를 측정하였다. 해당 연구는 이사회의 의

사결정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개인 수준의 측정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한편 조직 수준의 측

정을 시행한 연구로는 Grissom(2009)의 연구가 있다. 학교 운영

위원회의 갈등 수준에 관심을 둔 해당 연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수준을 만장일치(full agreement), 합의(general consensus), 불일

치(division)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두 연구의 측정에 착안하여,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

정을 추정하여 경영진에 대한 통제 수준을 파악하였다. 공공기관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

고, 각 회의의 안건은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으로 구분된다. 또한

의결 안건의 의사결정 결과를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본 연구는 각 년도의 모든 총회에서

의 의결 안건에 관해 부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순으로 이사회의

통제수준이 높다고 보고, 이를 각각 코딩하였다.4) 최종적으로 종

4) 이 때 의결 사항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경우(예: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등)는 본 연구가 측정하고자 했던 확장형 의사결정이 아닌 폐쇄형
의사결정이라고 판단되어 측정하지 않았다. 또한 소수의 회의록에서 ‘조건부 원
안의결’로 의결 사항을 보고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부라도 수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원안의결과는 다르다고 보아 ‘수정의결’로 코딩하였다. 또한 ‘보류’로 표
시된 경우 임원 간 의견이 불일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부결’로 코딩하
였다. 한편 과반 이상의 임원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가 존재하는데, Jiang, Wan, and Zhao(2015)이 불참 또한 반대 의사의 간접적
인 의사표현으로 보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 또한 해당 결과를 ‘부결’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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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는 전체 의결 수 중 수정의결 및 부결의 비율로 구하였다.

시기는 회의의 개최 날짜를 기준으로 구하였고, 회차 정보를 중

심으로 누락된 회의록이 있는 경우 각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

여 회의록을 구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이사회의 표면적 다양성과 심층적 다양

성이다. 본 연구는 심층적 다양성 중 직위, 재임기간, 경력의 세

가지 다양성을 구하였다.

(1) 성별 다양성

본 연구가 선정한 표면적 다양성은 이사진의 성별 다양성이다.

본 연구는 Blau index를 활용해 이사진의 성별 다양성을 구하였

다. 성별이 남성과 여성 두 집단으로 구분되는 바, 해당 지표는 0

과 0.5 사이에 분포한다. 0에 가까울수록 낮은 다양성을, 0.5에 가

까울수록 높은 다양성을 의미한다.

(2) 직위 다양성

공공기관 운영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는 상

임과 비상임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 운영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과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되고 있고, 그 이외의

경우 제24조제4항에 따라 3분의 2 미만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처

럼 이사진의 직위는 일정 수준의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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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성은 기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직위

다양성은 이사진의 상임·비상임 비율을 구하였다. 직위 다양성에

대한 비율을 다양성 지표로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Blau

index로 구하였다.

(3) 재임기간 다양성

재임기간 다양성에 대해 경험적 연구를 시행한 연구들은 신규

유입자의 기준을 제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신규유입자의 규

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연구가 대부분이며, 논의한

경우 입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을 신규유입자로 규정한

연구(Morrison, 1993), 팀원 간 입직 시점의 편차를 중심으로 논

의하는 연구(Wagner, Pfeffer, and O’Reilly, 1984), 한 해 중 신규

채용을 시행한 조직을 신규유입자가 있는 조직으로 규정하는 경

우(Andersen and Moynihan, 2018) 등 연구마다 각기 다른 방식

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다양한 기준으로

신규유입자를 정의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조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Andersen and Moynihan(2018)의 연구를 따라 각 임원의

선임 날짜를 기준으로 측정 년도의 임기가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을 신규유입자로 보고, 신규 유입자와 기존 임원을 두 그룹

으로 구분한 뒤, 그룹별 비율을 Blau index로 구하여 재임기간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두 가지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에서 공시된 정보를 토대로 측정하였다.

(4) 경력 다양성

마지막으로 경력 다양성은 모든 이사들의 이사 선임 직전의 경

력을 구하였다. 직전 경력은 선임 시점의 전문성의 총체적인 수

준을 보여주며, 이사 선임 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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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이시원·민병익, 2005). 대표 경

력을 측정했던 여타의 선행연구(박상희·김병섭, 2012; 이시원·민

병익, 2005 등)와 달리, 대표 경력의 선택이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집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경력을 측정한 많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였으나, 민간

조직의 이사회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이사는 주로 소수 분야

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Erhardt, Werbel,

and Shrader, 2003 등) 다양한 집단의 이사가 선임되는 공공기관

임원들을 측정하는 시도에 참고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관장 혹은 장관 등의 경력

을 논의하는 연구(박상희·김병섭, 2012; 이명석, 2001; 이시원·민

병익, 2005, 허준, 2015 등)를 중심으로 경력 구분 방식을 참고하

였다. 이때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추구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곽채기, 2009)하고, Blau index로의 전

환하였다.

본 연구는 이사의 소속 기관을 기준으로 집단을 ‘관료’, ‘기타

공직자’, ‘민간전문가’, ‘기타 사회단체’, ‘공공기관’, ‘내부승진’, ‘기

타’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경우 ‘관료’

로 구분하였고, 국회 재직자나 판사, 그리고 선거로 취임한 공무

원, 비서관·비서와 같이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국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이사를 ‘기타

공직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업인은 물론, 민간 연구기관 소

속 직원이나 예술·체육·언론·농업·어업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

사를 ‘민간전문가’로 구분하였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진 전문 직업인(Kerr,

Von Glinow, Schriesheim, 1977)은 소속기관의 관계에 대한 몰입

보다 직업에 대한 몰입도와 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연구를 따라(장재윤, 1997; Blau, 1999), 이들을 모두 민간전문가

로 측정하였다. 한편 다양한 이익집단과 비영리재단, 그리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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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속한 이사는 ‘기타 사회단체’로 구분하였다. 공공기관 소속

의 이사는 측정 조직 소속과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공공기관’과

‘내부 승진’의 두 집단으로 구별했다(정지수·한승희, 2014). 이밖

에 종교계 인사, 그리고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예: 특정 소속 없이 자문 위원 경력만 있는 경우, 대학 강사

등)는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임원의 경력 구분은 소속 조직의 특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개인이 조직에 입직한 것은 조직의 시스템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며(March and Simon, 1958), 자신이 속한 조

직에 따라 자신을 정의한다는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Ashforth and Mael, 1989;

Mintzberg, 1983: 210).

경력 정보의 수집은 각 이사의 이름과 공시된 경력을 중심으로

검색을 시행하였고, 포털 사이트의 인물검색 정보, 선거벽보, 소

속 조직의 웹사이트, 그리고 이사에 대한 보도 기사와 인터뷰 기

사 등을 참조하였다.

3) 통제변수

(1) 이사회 규모

본 연구는 가장 먼저 이사회의 수를 통제하였다. 공공기관 운

영법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지역·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

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일

초과한 경우 등은 15인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

다.

일찍이 이사회 연구는 이사회의 적정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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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져왔다(진종순, 2010; Pfeffer, 1972 등). Pfeffer(1972)는

이사진의 수가 조직의 인력 및 재무구조와 높은 연관이 있어 조

직의 맥락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한편 이사회 규모

가 증가할수록 기관장에 반대하는 연합체를 형성하기 어렵고 무

임승차의 가능성이 있어, 결국 이사회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경영

진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Cahan,

Chua, and Nyamori, 2005). 이사회의 규모는 조직 내부 수요와

연관이 있으며 의사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이를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이사장의 교체 여부

이사장은 이사진의 전반적인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이사장이 신규 임명된 경우를 변수화하였다.

이사장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진의 구성에 직·간접

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진을 대거 교체하

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사장의 영

향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사장이 조사년도에 신규 진입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인 명목변수로 이를 통제하였다.

(3) 조직 위치

이사회 회의록에서 공개되는 이사회의 개최 장소를 살펴볼 때,

이사회는 주로 기관(본사 기준)의 내부 공간이나 기관 인근의 식

당 등에서 개최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비상임 이사의 소속 기

관은 주로 기관과 물리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이사진의 근무지 위치가 이사회 소통의 물리적

장벽을 의미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의 일반화를 시도한다면, 기관의 위치는 기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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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잠재적 구직자, 즉 노동시장에서의 구직자 간의 경쟁

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 수준은 현재

재임하는 이사진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구직

시장에서의 경쟁 수준이 높다면 이사진들은 연임이나 재선임, 시

장에서의 평판 관리 등을 위해 독립적인 의사결정보다는 경영진

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시행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

다(Jiang, Wan, and Zhao, 2016). 본 연구는 이러한 영향을 통제

하기 위해, 기관의 본사를 기준으로 기관의 위치가 서울과 경기

에 위치하는 경우 1, 기타 지역에 위치한 경우 0으로 코딩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4) 조직 규모 및 특성

이밖에도 공공기관 운영법에서는 조직의 매출 규모와 인력 규

모에 따라 이사회의 상이한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조직 규모

는 전반적인 조직의 연구뿐 아니라(Kimberly, 1976) 이사회에 관

한 선행연구에서도 중요한 통제변수로 여겨져 왔다(Bantel and

Jackson, 1989; Baysinger and Butler, 1985; Grisson, 2010 등).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조직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조직 연령,

자산, 부채비율, 공공기관 유형을 통제하였다. 또한 주무부처에

따라 이사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상이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주

무부처를 명목변수로 통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각 기관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분석 결과에 편

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각 기관을 구분하는 명목변수

를 통제하여 조직이 가진 고유 효과(fixed effect)를 통제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조사년도를 명목변수로

선정하여,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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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종속

변수
통제수준

·전체 의사결정 수 대비 수정의결, 부결 비율

(자연로그)

·기준: 정기총회, 임시총회의 의결안건

독립

변수

표면적

다양성

성별

다양성

·이사진의 성별 다양성

·측정방식: Blau index

심층적

다양성

직위

다양성

·각 이사회의 상임·비상임 이사의 비율

·측정방식: Blau index

재임기간

다양성

·이사회 재임 기간이 만 1년 미만인 임원과 그

렇지 않은 임원의 비율

·측정방식: Blau index

경력

다양성

·각 임원의 직전 경력(관료, 기타공직자, 민간

전문가, 기타 사회단체, 공공기관, 내부승진, 기

타로 구분)

·측정방식: Blau index

통제

변수

평균 임원 수 ·한 해 평균 임원 수

이사장교체
·조사년도에 이사장이 새로 부임한 경우=1, 그

렇지 않은 경우=0
조직위치 ·서울, 경기=1, 기타 지역=0 (본사 기준)
조직 연령 ·조사년도-설립년도(자연로그)
자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총계(자연로그)

부채비율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자연로그)

공공기관 유형

·시장형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2, 기금관

리형 준정부기관=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기타공공기관=5
주무부처 ·각 부처 명목변수
기관 ·각 기관명 명목변수(패널 개체별 효과)
연도 ·측정 년도

<표 5> 변수의 측정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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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분석 결과

<표 6>은 실증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종속변수인 이사진의 경영진에 대한 통제수준의

평균은 0.085였다. <그림 2>에서 확인되는 통제 수준의 분포는

자연로그를 취한 후에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며,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그리고

있었다. 이사회의 통제수준은 기관 유형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

고 있었다(<그림 3> 참고). 시장성이 높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

장형 공기업, 그리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이사회의 안건

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준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통제수준을 보였다. 내규에 의

해 자발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수정의

결과 부결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면적 다양성인 성별 다양성의 평균은 0.177로, 높지 않은 수

준을 보였다. 성별 다양성의 분포를 확인할 때(<그림 4> 참고),

성별 다양성이 0인 조직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고, 그 이후

0.5까지 이르는 수치들은 매우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여전히 공공기관 이사진이 남성이 대부분인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기관 유형별 이사진의 분포를 확인할 때, 시

장성이 높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남성 이사진

중심 운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5> 참고).

심층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경우, 직위 다양성의 평균

은 0.303이었다. 해당 변수는 0.5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는

데(<그림 6> 참고), 이를 통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비율이

균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법 제24조에 의해 상임이사 비율의 상한 규모가 법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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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비해 기타공공기관의 상임이

사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7> 참고). 재임기

간 다양성의 평균은 0.288이었다. <그림 8>에 따르면 양 끝의 빈

도수가 오히려 높은 U자 형태의 분포를 그리고 있었고, 기관 유

형별 뚜렷한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다(<그림 9> 참고). 경력 다양

성의 평균은 0.572였다. 경력 다양성은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진

정규분포를 띠고 있었다(<그림 10> 참고). 또한 <그림 11>에 따

르면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민간전문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공기업의 경우 내부승진의 비율이 다른 유형의 조직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았다. 한편 공공성이 높은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은 관료 비율이 공기업에 비해 매우 컸다.

이 밖의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

관 이사회의 평균적인 임원 수는 11.67명이었으며, 최소 3명부터

67명이 존재하는 등 다양한 규모의 이사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

인된다.5) 자연로그를 취한 조직 연령 변수의 평균은 2.745, 자산

평균은 11.533, 부채비율의 평균은 0.399였다. 이사장이 교체된 경

우의 평균은 0.183으로, 본 연구의 표본 중 약 18%가 이사장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표본의 약 49%가 수도권에 위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정관 제15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대표자를
비롯해 사업자회원, 기업회원·단체회원·개인회원 중 절차를 거친 회원이 임원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강진군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임원진에 포함되어 타 조직에 비해 임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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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통제수준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통제수준(ln) 770 0.085 0.095 0 0.693

표면적
다양성 성별 다양성 770 0.177 0.156 0 0.5

심층적
다양성

직위 다양성 770 0.303 0.154 0 0.5
재임기간다양성 770 0.288 0.154 0 0.5
경력 다양성 770 0.572 0.153 0 0.82

통제
변수

임원 수 770 11.670 4.940 3 67
조직 연령(ln) 770 2.745 0.853 0 4.727
자산(ln) 770 11.533 3.024 4.844 20.250
부채비율(ln) 770 0.399 0.338 0 3.734
이사장교체 770 0.183 0.387 0 1
위치(수도권) 770 0.494 0.500 0 1

<표 6> 기초통계분석 결과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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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관유형별 이사회의 통제수준

<그림 4> 성별 다양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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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관유형별 이사진 성별 구성

<그림 6> 직위 다양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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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관유형별 이사진 직위 구성

<그림 8> 재임기간 다양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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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관유형별 이사진 재임기간 구성

<그림 10> 경력 다양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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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관유형별 이사진 경력 구성

2. 상관관계분석 결과

<표 7>은 변수들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통제수준은 모든 독립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독립변수 간에는 모두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면적 다양성 변수인

성별 다양성은 모든 심층적 다양성 변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다양성과 직위 다양성의 상관계수

는 –0.29(p<0.01)였으며, 재임기간 다양성과는 –0.08(p<0.05), 경

력 다양성과는 –0.20(p<0.01)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와 달리 심층적 다양성 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확

인되었다. 직위 다양성과 재임기간 다양성은 0.07(p<0.05), 직위

다양성과 경력 다양성은 0.38(p<0.01)의 상관계수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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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다양성과 경력 다양성 간에는 0.13(p<0.01)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관

계는 직위 다양성과 경력 다양성이었는데, 이는 비상임이사를 외

부에서 영입할 때 그 이사진의 경력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는 조직연령(-0.15, p<0.01), 자산(-0.06,

p<0.1)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

지 않았으며,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두 변수 또한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는데, 조직연령과 조직 위치는 모든 독립변수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연령

변수는 성별 다양성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0.08,

p<0.05) 직위 다양성(0.26, p<0.01), 경력 다양성(0.20, p<0.01)과

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대로 위치 변수는 성별 다양성

(0.15, p<0.01)을 제외한 세 변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직위

다양성 -0.26(p<0.01), 재임기간 다양성 -0.06(p<0.1), 경력 다양

성 –0.24(p<0.01)). 이밖에도 다른 변수들 간의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아, 모두 적절한 통제변수를 선정했다고

판단된다.



- 78 -

1 2 3 4 5 6 7 8 9 10 11

1통제수준
1.00

2성별다양성
0.05 1.00
(0.16)

3직위다양성
0.01 -0.29 1.00
(0.89) (0.00)

4재임기간
다양성

-0.04 -0.08 0.07 1.00
(0.29) (0.03) (0.04)

5경력다양성
-0.05 -0.20 0.38 0.13 1.00
(0.19) (0.00) (0.00) (0.00)

6이사진 수
0.03 0.05 -0.25 -0.04 0.02 1.00
(0.48) (0.16) (0.00) (0.33) (0.53)

7조직연령
-0.15 -0.08 0.26 0.05 0.20 0.04 1.00
(0.00) (0.02) (0.00) (0.15) (0.00) (0.32)

8자산
-0.06 -0.21 0.58 0.05 0.34 0.01 0.41 1.00
(0.10) (0.00) (0.00) (0.16) (0.00) (0.75) (0.00)

9부채비율
0.03 0.05 0.13 0.05 0.08 -0.01 0.01 0.09 1.00
(0.38) (0.17) (0.00) (0.13) (0.02) (0.73) (0.71) (0.01)

10이사장 교체
-0.05 0.08 -0.04 0.26 -0.03 -0.02 0.00 -0.01 -0.03 1.00
(0.21) (0.02) (0.24) (0.00) (0.38) (0.59) (0.91) (0.70) (0.35)

11위치(수도권)
-0.03 0.15 -0.26 -0.06 -0.24 -0.01 -0.08 -0.38 -0.03 0.07 1.00
(0.37) (0.00) (0.00) (0.07) (0.00) (0.85) (0.02) (0.00) (0.47) (0.05)

<표 7> 상관관계분석 결과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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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분석 결과

<표 8>은 본 연구의 패널분석 결과이다. <model 1>은 표면적

다양성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고, <model 2>는 세 가지 심층

적 다양성까지 포함한 모형이다. 먼저 <model 1>에 따르면, 성

별 다양성은 이사회의 통제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0.033, p<0.01). 즉 성별 다양성은 이사회의 통제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model 2>에 심층적 다양성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성별

다양성의 회귀계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060,

p<0.01). 이는 이사회 내 여성 이사진의 증가가 이사회의 참여수

준과 감시 기능 등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Adams

and Ferreira, 2004; Campbell and Mínguez-Vera, 2008 등). 또한

<model 1>과 <model 2>의 회귀계수의 변화 및 변수를 추가했

을 때 설명력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29291.49→66783.73)을

고려한다면, 심층적 다양성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에 많은 기

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충되었던 여성 이사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성별 간 상이하게 존재했던 심층적 다양성의 효과

가 누락된 것에서 기인한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심층적 다양성 변수 중 직위 다양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2는 기각하였다. 한편 재임기

간 다양성(0.007, p<0.05)은 이사회의 통제수준을 유의한 수준으

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3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공공기관 운영법의 임기 제

한 등을 고려하여 재임기간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이 통제수준

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 결과는 본 연

구의 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재임기간 다양성의 증가는 기존

구성원과 신입 구성원 간의 건설적인 견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구성원은 습득한 조직에 대한 정보를, 신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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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은 새로운 시각과 외부의 견해 등을 이용하여 경영진에 대한

통제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력 다양성(0.061, p<0.01) 또한 이사회의 통제수

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4를 기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의 유사성이 개인

간 관계를 우호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돕는다는 연구(Westphal

and Milton, 2000)보다는 경력 구성이 다양할 때 이사진이 다양

한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고(유승원, 2013; Hillman, Cannella,

and Paetzold, 2000 등),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

(Baysinger and Butler, 1985)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성 변수를 집단별 비율로 바꾸어 동일한

분석을 시행했을 때에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9>에

따르면, 성별 다양성을 여성 비율로 바꾸었을 때에도 그 영향력

은 유사했다(0.079, p<0.01). 재임기간 다양성을 신규유입자비율로

변경하였을 때에도, 유의성은 줄었으나 회귀계수는 유사하였다

(0.007, p<0.1). 경력 다양성은 관료 비율을 기준으로 6개의 집단

별 비율로 바꾸었다. 이 때 기타공직자(0.07, p<0.1)와 민간전문가

(0.035, p<0.05), 공공기관(0.045, p<0.05) 소속 이사진은 관료에

비해 통제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외부의 전

문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본 연구의 가설과 같

이 전문성이 통제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내부승진

집단은 기관 경영진과 결탁하거나 내부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비율은 통제수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기타 비율은 통제수준을 오히려 떨어뜨

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0.355, p<0.1). 이들은 정확한 소속이 확

인되지 않는 이사진으로서, 전문성이 낮은 집단이거나 낙하산 임

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경력 다양

성은 전문성 여부가 통제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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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model 2
Coef.

(Std. Err)
표면적
다양성 성별 다양성

0.033*** 0.060***
(0.012) (0.011)

심층적
다양성

직위 다양성
0.025
(0.019)

재임기간 다양성
0.007**
(0.003)

경력 다양성
0.061***
(0.012)

통제변수

임원 수
-0.002*** -0.003***
(0.000) (0.000)

조직 연령(ln)
-0.019 -0.032***
(0.011) (0.011)

자산(ln)
0.003 0.004
(0.004) (0.004)

부채비율(ln)
-0.012 -0.024
(0.013) (0.016)

이사장 교체
-0.003** -0.007***
(0.001) (0.001)

위치(수도권)
-0.048*** -0.047***
(0.002) (0.005)

조직

포함
주무부처
기관 유형
조사년도

constant
0.007 -0.010
(0.068) (0.073)

N of obs 769 769
N of groups 278 278

model fitness
Wald chi2(280)

=29291.49***

Wald chi2(283)

=66783.73***
자기상관 F(1, 226)=0.827(no sig) F(1, 226)=0.746(no sig)
이분산성 chi2(1)=499.05*** chi2(1)=508.15***

(* p<0.1, ** p<0.05, *** p<0.01)

<표 8> 패널분석 결과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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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 model 4
Coef.

(Std. Err)

표면적
다양성

성별 다양성

여성 비율
0.079*** 0.075***
(0.017) (0.017)

심층적
다양성

직위 다양성

비상임이사비율
-0.040
(0.032)

신규유입 다양성

신규유입자비율
0.007*
(0.004)

경력 다양성
기타공직자
비율

0.070*
(0.038)

민간전문가
비율

0.035**
(0.017)

내부승진 비율
0.000
(0.033)

사회단체 비율
-0.007
(0.019)

공공기관 비율
0.045**
(0.022)

기타 비율
-0.355*
(0.190)

통제
변수

임원 수
-0.002*** -0.003***
(0.000) (0.000)

조직 연령(ln)
-0.018 -0.029***
(0.011) (0.011)

자산(ln)
0.004 0.004
(0.003) (0.004)

부채비율(ln)
-0.013 -0.018
(0.013) (0.014)

이사장 교체
-0.004*** -0.006***
(0.001) (0.002)

위치_수도권
-0.047*** -0.041***
(0.002) (0.005)

조직
포함

주무부처

<표 9> 패널분석 결과 (연구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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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결

본 연구는 심층적 다양성의 개념화 및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이사회를 대상으로, 이사

진의 다양성이 경영진에 대한 통제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

으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사진의 다양성 논의가 대부분 성

별, 인종과 같은 표면적 다양성 논의에 그쳤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위, 재임기간, 경력의 세 가지 심층적 다양성 변수를 독립

변수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는 이사회의 표면적 다양성과 심층적 다양성은 모두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통제수준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을 보

여준다. 특히 표면적 다양성은 심층적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그

긍정적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공기

관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단

순히 규범적 당위성 차원이 아니라 실제 조직에도 유용한 관리방

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심층적 다양성 요인 중

재임기간 다양성과 경력 다양성은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통제

수준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요인은 각각 이사

기관 유형
조사년도

constant
-0.007 0.051
(0.066) (0.075)

N of obs 769 769
N of groups 278 278

model fitness
Wald chi²(280) =

7.69e+07***

Wald chi²(288) =

14825.74***

자기상관
F(1, 226) = 0.620

(no sig)

F(1, 226) = 0.874

(no sig)
이분산성 chi²(1) = 501.54*** chi²(1) = 496.42***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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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조직에 대한 정보나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보여주는 요

인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연

구들을 지지하였다.

이사회의 다양성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이사진 개인의 역량 뿐 아니라 이사진들의 상호작용 속에

서 나타나는 견제와 균형이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이사진의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다른 이사진과의 균형과 견제 가능성 또한 고려해

야함을 시사한다. 특히 성별과 같은 표면적 요인 외에도 이사진

전반의 직위와 재임기간, 경력 등과 같은 심층적 요인을 활발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술적 관심이 부족했던 공공기관 이사회의 다양성

에 관해 논의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두 가지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본 연구는 표면적 다양성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심층적 요인을 실증 모형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들은 심층적 다양성의 논의가 다양성 논의의 확장(Sabharwal,

Levine, and D’Agostino, 2016)뿐 아니라, 기존에 논의되었던 표

면적 다양성의 효과를 정교하게 확인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 정교함에 그치지 않고, 표면

적 다양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거나 그 효과에 대한 오류를 범

할 가능성(Rink and Ellemers, 2010)을 줄일 수 있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

한 통제수준을 이사회의 성과 변수로 선정하고, 회의록을 이용해

이를 직접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통제

수준을 조직의 재정성과 변수 등으로 대체해왔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패널분석을 시

행하였지만 측정 시점이 길지 않아 정교한 패널 방법론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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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가 약 3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판단된다. 더욱 정

교한 추정을 위해 후속연구는 더욱 장기적인 자료의 수집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재임기간 다양성을 정교하게

추정하지 못하였다. 재임기간의 판단에 대해 더욱 세밀한 추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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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다양성과 조직성과: 차별적 권위의 배

분과 다양성

제1절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1. 제도와 다양성 논의의 필요성

심리학의 이론적 기반에 기초한 선행연구들은 조직 내 구성원

들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구성원 간의 차이는 다양한 견해를 제공하여

창의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Cox, 2001 등). 이러한 가

정 하에 시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 집단의 양적 비율이 곧

그 집단의 영향력이라고 가정해왔다(안선민·이수영, 2018a; Blau,

1977; Harrison and Klein, 2007). 이러한 기존의 측정 방법은 수

평적 조직 형태를 상정한 것으로, 개인이 조직 내에서 모두 동일

한 권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개인이 보유한 권위와 자원 등의 차별성을 간과

했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가정과 달리, 개인은 단순히 인지적

평가에 기초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나 체제에 순응

하여 최종적인 행동양식을 택한다. 조직에 한정하여 논의한다면,

개인은 조직에서의 권력과 자원, 지위에 따라 상사에게는 순응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조직은 확고하게 순위가 정해진 권

위 체계(“firmly ordered system of super- and subordination”)

이고(Weber, 1946), 지위구성이론(status construction theory)은

상사가 자원을 이용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하는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Ridgeway, 1991). 시스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또한 동일한 논지를 따르는데,

부하가 시스템 저항 비용이 크기 때문에 상사를 호의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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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현 상황에 저항하기보다는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

다(Jost and Banaji, 1994). 즉 차별적 권위는 구성원 간 의사결정

혹은 상호작용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구성원을 통

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견해가 도출된다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개인은 조직에서 자신의 권위 수준에 맞추어 의사표현을 하거나

상사의 의사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Blau, 1977: 76-98; 156-160;

159; DiTomaso, Post, and Parks-Yancy, 2007). 달리 말하면, 선

행연구들이 기대했던 다양한 구성원들을 통한 통찰력과 창의력의

발휘가 현실에서는 그만큼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다양성 논의에 있어 조직에서의 차별적 권

위의 배분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실제로 리더십을 논의한 선

행연구들은 일찍이 제도 속에서 개인의 행동이 결정되는 점을 지

적해왔다. 선행연구들은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도 사회정체성이론

의 효과가 발휘되는데, 이때 상사가 자신과 동질적인 부하에게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적임을 밝혀왔

다(Grissom and Keiser, 2011; Rink and Ellemers, 2006 등). 이

를 고려한다면 기존 다양성 연구들이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

를 가정했던 것과는 대치될 가능성이 있다. 부하는 단순히 자신

의 견해를 피력하기 보다는 상사의 권력 때문에 상사의 견해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제도적 속성을 고려한다면,

조직에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 연구 방법: 구성원 간 이질성(relational

demography)

다양성의 근간이 된 사회범주화이론, 유사성-매력 관점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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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관계의 출발점은 개인과 개인, 즉 두 개인이 이루는 쌍

(dyad)이다(Tsui and Gutek, 1999: 61; Tsui and O’Reilly, 1989).

이로써 쌍을 분석단위로 다양성의 한 연구 분야로 정착한 구성원

간 이질성(relational demography)은 두 개인 간의 차이에서 나타

나는 효과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상사와 부

하로 대표되는 수직적 쌍에서 나타나는 개인 간 일치

(congruence)에 대해 논의해왔다(Grissom, Nicholson-Crotty, and

Keiser, 2012; Tsui and O’Reilly, 1989 등).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상사가 부하보다 더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사실상 부하의 근무

환경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특히

중요한 연구대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따라 본 연구는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과

차관의 심층적 다양성의 일치 여부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성원 간 이질성을 논의한 연구들

을 따라 장관과 차관을 한 쌍으로 보았다. 정부성과의 규정의 어

려움과 다차원성을 고려해 독립된 두 조직이 평가하는 두 개의

지표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 그리고 조직

성과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심층적 다양성 요인으로서 학력, 경

력과 출신 지역 및 출신 학교를 주요한 변수로 선정하여 각 요인

에 관한 가설을 도출한 후, 실증분석을 시행한다.

제2절 구성원 간 이질성과 심층적 다양성

1. 차별적 권위를 보유한 행위자들에 관한 관심

상사-부하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들은 개인의 행동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라는 경제학적 관점에 반대하였는데, 이러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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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들은 공식성과 비사인성이 중시되는 조직에서도 개인 간 공통

점은 관계 형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Miles, 1964; Senger,

1971; Turban and Jones, 1988).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상사

가 자신과 동질적인 부하에게는 신뢰와 존중을, 그렇지 않은 경

우 불신과 같은 질 낮은 교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밝혔다

(Dienesch and Liden, 1986; Graen and Uhl-Bien, 1995). 이에 따

라 결국 동일한 집단의 상사와 일하는 부하는 긍정적인 직무 태

도를 갖고, 그렇지 않은 부하는 부정적인 태도가 증가한다는 점

이 확인되었다(장재윤, 1997; Goldberg, Riordan, and Zhang,

2008; Grissom and Keiser, 2011; Pulakos and Wexley, 1983;

Rink and Ellemers, 2006; Turban and Jones, 1988).

이러한 결과는 불균형한 권력 관계 속에서도 유사성-매력 관점

과 사회정체성 이론이 상정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상대적

으로 적은 권력을 가진 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

다. 특히 부하는 상사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 행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인 창의적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과는 다른 부정적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사의

선호는 부하에 대한 지원 수준을 차별화하여, 외집단 부하의 행

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상사와 부하 간 의사결정 체

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금까지 다양성 연구가 시행했던

단순한 비율에 의한 의사결정의 추정을 넘어 조직 내 권위를 고

려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2. 구성원 간 이질성: 쌍(dyad) 분석수준의 선

행연구와 한계

다양성의 한 연구방법인 구성원 간 이질성(relational

demography) 논의는 상사와 부하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의 일치

여부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져왔다. 대표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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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Tsui and O’Reilly(1989)의 연구는 두 개인의 인적 특성의 차

이가 관계 속 개인의 행태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며, 특

히 요인 간 상호작용의 성격에 따라 효과가 긍정적일 수도, 부정

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Sosa, 2011).

관계적 인구통계는 초기 대표관료제의 효과를 확인을 위해 활

용되었고, 이후 다양성 연구의 한 방법으로 발전했다(Harrision,

Price, and Bell, 1998; Rink and Ellemers, 2010). 물론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다양성 연구들이 집단을 대상으로 논의한 것과는 다

른 방식을 취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양성 논의가 주목하

는 구성원 간 관계는 근본적으로 두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최소

단위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Tsui and Gutek, 1999: 61), 이와

같은 연구방법 또한 다양성 연구로 볼 수 있다. 특히 리더십 연

구, 즉 수직적 관계를 갖는 두 개인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

어 가장 활발히 사용된 방법이라는 점에서(Dienesch and Liden,

1986; Graen and Uhl-Bien, 1995), 수직적 구조 속에서의 다양성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 적절한 분석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구성원 간 이질성 논의는 대부분 대표관료제의 맥락에서, 상급

자가 자신과 동일한 인적 특성을 가진 구성원을 지지하는가에 관

해 논의해왔다(Grissom and Keiser, 2011; Grissom,

Nicholson-Crotty, and Keiser, 2012). 이는 상사-부하 관계가 개

인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풍부하게 논의하는 데에 기여했

지만, 그러한 효과가 조직성과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구성원 간 이질성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정체성

이론과 유사성-매력 이론 등에서 논의된 개인 간의 선호, 신뢰

등이 상사의 부하에 대한 권한 위임이나 동기부여, 및 부하의 상

사에 대한 존경이나 지원 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관해 논의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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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장·차관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1. 장·차관의 역할과 의의

장관과 차관은 인간적·정치적으로 대통령에게 충성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 받는다(Lewis, 2011). 대통령

은 정부의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이자 내부의 통제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한

다(민병익·이시원, 2007; Lewis, 2009). 이에 따라 정부 운영의 질

적 제고와 효과적인 관리에 있어 장·차관의 선발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Mann, 1964).

「정부조직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장관은 소관 사무를 통할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차관은 장관을 보좌해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대내적으로 장·차

관은 예산편성이나 규칙제정, 부처의 인사 자원의 배분 등을 통

해, 타성에 젖기 쉬운 관료들을 견제하고 조직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Lewis, 2009). 대외적 관점에서 장·차관은 대통령의 비

전을 부처의 내부 구성원과 언론 및 이해관계자, 시민들에게 전

한다(Lewis, 2009). 이들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며, 대통령

의 국정 철학과 의지를 행정적 역량으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정

치와 행정을 잇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강혜진, 2017; 김경

은, 2015; Lewis, 2011; May and Winter, 2007). 두 가지 논의를

종합한다면, 장·차관에게는 관리적 역할과 정치적 역할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Mann,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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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차관의 심층적 다양성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의 한계

장·차관의 역할의 중요성은 상당하기 때문에 내각 구성 문제는

언론과 국민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는다. 장·차관의 사회적 배경

은 그 자체로 정부의 정당성 확보 및 사회적 정의 실현, 국정 운

영 방향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곽진

영, 2017). 단순한 정치적 전략을 넘어, 장·차관의 사회적 배경은

각 인물의 능력과 기술, 네트워크 등을 결정하므로 조직성과 제

고 및 정치적 갈등 해소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배병용·민병

익, 2003; Bertelli and Feldmann, 2006).

이러한 관심은 학술적으로도 이어져 장·차관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은 장·차관

의 경력,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정치적 관계 및 자원 등(김순양,

1996; 김호균, 2002; 민병익, 2006; 민병익·이시원, 2007; 박천오,

1995; 배병용·민병익, 2003; 안병영, 2001; 이시원·민병익, 2005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분석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관

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은 두 가지 한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대부분의 연구가 장·차관 다양성의 서술적 분

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내각의 대표성을 규범

적 관점에서 논의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대표

성이 높은 내각이 정권의 지지나 여론의 관심 제고에 긍정적 기

여를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표성이 실제로 조직성

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과의 유사성을 토대로 정치적 임용의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한계는 장·차관을 개인 수준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연구는 정무직 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독립

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Bach and V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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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Lewis, 2007). 그렇지만 실제로 장관과 차관은 활발하게 상

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각 인물들의 인적 특성의 상호작용은

단일한 효과와는 별개의 효과를 발휘한다(Grissom,

Nicholson-Crotty, and Keiser, 2012; Tsui and O'reilly, 1989).

이 점을 고려한다면 장관과 차관의 다양성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4절 표면적·심층적 다양성과 정부성과

다양성 연구가 표면적 다양성을 중심적으로 논의해온 문제는

후천적·사회적으로 형성된 개인의 사회적 특성(social

characteristics)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Anderson and

Moynihan, 2018). 선행연구들은 주로 표면적 다양성에 한정해 논

의해왔지만, 개인의 사회적 특성 또한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요

인이다. 특히 장·차관의 배경과 특성 등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는 점에서 이들의 사회적 특성은 임명 과정에서 ‘탕평 인사’의 평

가 기준이 되어왔다(강혜진·김병섭, 2018).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표적인 표면적 다

양성인 성별 다양성 논의와 함께 심층적 다양성을 논의하고자 한

다. 장·차관의 사회적 특성에 관해 논의들은 그 특성을 실적요인

과 실적 외적 요인(엽관성, 정실성 등)으로 구분해 왔다. 실적요

인은 학력이나 전공 및 경력이 주로 논의되었고, 실적 외적 요인

으로서 학연·지연·혈연이나 정당관계, 출신지역 등이 논의되었다

(김순양, 1996; 박민정·김판석, 2016; 박영원, 2011; 배병용·민병익,

2003 등). 이를 따라, 본 연구는 심층적 다양성을 실적요인과 실

적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실적요인으로서 개인의 학력과 경력

을, 실적 외적 요인으로 출신지역과 출신대학으로 대표되는 연고

(緣故)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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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는 실적 요인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사가 부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두 개인의 소통과 신뢰수준이 증가하여 궁

극적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 반면 실적 외적 요인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

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실적 요인의 일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조 직관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실적 외

적 요인의 일치는 업무와 관계없는 부정적 사회자본이 형성할 수

있다. 부정적 사회자본은 조직 내 정치(organizational politics)를

야기해 실적 평가나 승진, 업무 배분에 있어 불공정을 초래하는

등 이익의 사유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업무와 관계

없는 요인에 의한 과도한 결속력은 조직 전반의 문화를 경색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실적 외적 요인이 일치하는 경우 조직성

과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1. 성별 다양성에 관한 논의

성별 다양성의 긍정적 결과와는 달리(Choi and Rainey, 2010;

Herring, 2009 등), 상사-부하의 관계에서는 성별이 두 개인 간

편견을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Tsui and O’Reilly,

1989). 이러한 논의들은 유사성-유인 이론이나 사회정체성이론

등을 지지하며 상사-부하 간의 성별이 일치할 때 관계가 긍정적

이라고 설명해왔고, 더 나아가 그러한 긍정적 관계는 두 개인이

남성일 때에만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연구들도 등장하였다

(Goldberg, Riordan, and Zhang, 2008; Grissom,

Nicholson-Crotty, and Keiser, 2012).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여성의 기용을 증가시키

려는 움직임이 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편향된 성별 비중으

로 인한 경직된 조직 문화를 지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대표관

료제의 기조를 따른 여성 지도자의 기용을 증가시켰고, 이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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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직 공무원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 지도자가 여성 근로자들의 롤모델이 되어 여성들의 직무태

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거나(Beaman et al., 2011; Choi, Hong,

and Lee, 2018) 여성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는 점(O'Reilly and

Main, 2012)에 무게를 둔 것이다.

반면 여성 장·차관의 임용이 상징적 의도(tokenism)나 정치적

정당성 및 자원 확보를 위해 기용되는 경향(Escobar-Lemmon

and Taylor-Robinson, 2005)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6). 이러한 연

구들은 여성 지도자의 긍정적 효과의 이면의 남성의 근로환경의

질 저하나(Flabbi et al., 2016; Kunze and Miller, 2015), 여성 지

도자에 대한 편견(안선민·이수영, 2018a; Eagly and Carli, 2007;

Eagly and Karau, 2002; Ritter and Yoder, 2004) 등을 지적한다.

여성 지도자에게 형성되는 편견은 역할일치이론(role congruity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해당 이론은 타인을 평가하는 데

에 있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명령적 규범(injunctive norm)에 일

치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적 평가를

강화한다고 설명한다(Eagly and Karau, 2002). 이를 두 근로자

간의 관계에 대입해 본다면, 남성 부하 직원은 높은 사회적 지위

를 가진 여성에 대하여 ‘낮은 사회적 지위’라는 명령적 규범과 불

일치해 여성 상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여성 지도자의 부정적인 효과가 여성 근로자에게도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다. 대표관료제의 기대와 달리, 여성 근로자

또한 여성 지도자를 불편해하거나(Elsesser and Lever, 2011) 여

성 지도자가 경쟁심으로 인해 여성 근로자를 지원하지 않는 현상

(우양호, 2010; 정한나, 2017; Buchanan, Warning, and Tett,

6) 초대 정부부터 역대 장관의 충원 패턴을 분석한 곽진영(2017)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장관의 비율은 4.9%(총 41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중의 절반이 여성가족부
의 장관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임명직 공무원은 매우 상징적인 의도
(tokenism)로 임명되어 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여성 장·차관
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을 때에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강혜진·김병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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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여왕

벌 신드롬(queen bee syndrome)이라고 불리며, 여성이 경쟁 과

정에서 형성된 의식·무의식의 경쟁심을 높은 자리에 이른 뒤에도

발휘하여, 다른 여성들에게 경쟁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

다. 해당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아무리 고위직에 여성이 존

재해도 증진된 근로환경의 질이 전파(spillover)되지 않을 가능성

이 있다고 본다(Buchanan, Warning, and Tett, 2012).

논의를 종합할 때, 다양성 논의와 달리 상사-부하 관계를 고려

한 연구들은 여성 상사(혹은 지도자)가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다는 점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이를 종합하여, 성별의 불일치는

개인 간 불균형한 권력 배분 속에서 부정적 영향을 발휘할 것이

라고 보았다. 물론 장·차관의 성별이 일치할 경우 일치하는 성별

에만 우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성별 간 경쟁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여성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위구

성이론이나 시스템정당화이론이 말하는 부하직원의 소극적 태도

나 소통의 부재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1: 장관과 차관의 성별이 일치할 때, 조직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학력 다양성에 관한 논의

교육은 개인의 지식 및 전문성의 원천 중 하나로, 교육 지표는

개인의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어져 왔다(Dahlin,

Weingart, and Hinds, 2005). 구체적으로 교육은 주로 교육 수준,

즉 학력으로 측정되었다(Curşeu et al., 2012). 이러한 선행연구들

은 학력이 인지적 능력과 관계되어, 창의적 문제해결 및 조직성

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Bantel and Jackson, 198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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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논의에 따르면 학력이 조직의 문제 정의 및 해결방안 도출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사결정(information/decision making perspectives)의 관

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성원의 유입은

조직에 효과적이다(Williams and O’Reilly, 1998). 이 점에서 개인

의 높은 교육 수준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Bantel and Jackson, 1989). 또한 학력 다양성이 높을수록 구성

원의 기능적 다양성과 정보 접근성이 증가하여 조직성과에 긍정

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Marino, Parrotta, and Pozzoli, 2012;

Parrotta, and Pozzoli, 2012). 한편 선행연구의 일부는 교육 수준

을 전공의 다양성으로 측정하여(Dahlin, Weingart, and Hinds,

2005) 교육의 종류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이와 달리, 두 개인 간 학력의 차이가 조직성과에 오히려 부정

적이라고 설명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학력의 차이는 개인의 소신

과 가치관의 차이 뿐 아니라, 소통방식의 차이를 격화시켜 두 개

인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기대의 차이까지 유발하기 때문이다

(Tsui and O’Reilly, 1989). 특히 국내 교육환경이 갖는 특수한 맥

락을 고려한다면, 관료의 학력은 단순한 지식 및 인지적 능력 이

상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화 및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으로 증가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고등교육

의 공급을 확대해 왔다(김안나, 2003). 정부의 교육 서비스 공급

으로 한국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보편성을 띠고 있으나, 지나

친 경쟁으로 인해 학력이 계급 재생산의 수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는 비판이 있다(김종엽, 2003). 실제로 고등교육에의 진학이나 학

교의 선택이 부모의 학력, 사회적 지위, 가계소득 등의 요인에 따

라 불평등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김기헌·방하남, 2005;

김안나·이병식, 2008; 김영미, 2016; 방하남·김기헌, 2002). 이러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학력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관료 개

인의 가정환경 및 유년시절의 경험 등을 토대로 형성된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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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맥락을 내포할 수 있다.

두 개인의 학력으로 인한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동일한 관점을 견지하는 Tsui and O’Reilly(1989)의 연구

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교육이 개인의 가치관과 경

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학력이 상이한 상사와 부하

간의 소통은 동일한 두 개인에 비해 어려울 것이며, 이는 조직성

과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 고등교육 환경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학력이 상이한 두 관료는 상이한 성장배경

속에서 가치관이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두 관료 간

소통의 차이, 정책 결정·집행과 조직 관리 전반에 상이한 기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지위구성이론과 시스템 정당화 이론을 따

라 차관은 상위 권력을 의식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소동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차관의 학력이 일치할

때 조직성과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설 2-2: 장관과 차관의 학력이 일치할 때, 조직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경력 다양성에 관한 논의

경력(career)은 개인이 근무를 통해 얻은 경험을 일컬으며, 광

의의 관점에서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는 가치관과 태도까지도 포

괄하는 개념이다. 경력은 사회화를 통해 개인의 상황 해석 능력

과 방법을 형성하고(Adkins, 1995), 정책에 대한 가치관, 정책 목

표 달성 방법, 조직에 대한 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친다(O’Toole

and Meier, 2014). 특히 임명직 공무원의 경력은 다른 어떤 사회

적 배경보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을 만큼(Dogan,

1979), 경력은 개인의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이시원·민병익,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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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경력에 대한 관심은 ‘정치와 행정의 분리’라는 담론 속

에서 행정학의 탄생 및 발전과 함께 했다. 1800년대 후반 미국의

팬들턴법(Pendleton Act) 제정은 행정학의 탄생이자 관료의 전문

성이 강조된 출발점이었다(Wilson, 1887). 법률 제정은 전문 관료

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조직성과를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Heclo, 1975). 그러나 동시에 실적제를 우려하는 학자

도 있었는데, 실적제는 관료의 귀족화를 초래해 반응성이 감소할

수 있고, 오히려 정치적 임명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네트워크, 위

험감수 성향을 가진 이의 리더십을 통한 성과 증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었다(Moe, 1985). 정치적 임명은 관료의 정치화를 초래

함에 따라, 이후에도 임명직 공무원의 경력(주로 정치 경력)과 조

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와 검증이 지속되었다(Lewis, 2007;

2009; Moynihan and Roberts, 2010; Veit and Scholz, 2016).

이러한 논쟁은 곧 공무원 개인의 경력이 행동방식과 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였다(김두식, 2012; 김순양, 1996;

성시영, 2014b; 이시원·민병익, 2002; 2005; 정지수·한승희, 2014;

Bach and Veit, 2017; Lewis, 2007; 2011; Mann, 1964 등). 예를

들어 공공조직 재직 경험이 없는 지도자는 공공조직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기 계획 수립이나 실행에 필요한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다(Lewis, 2007; 2011). 또는 외부 출신 인

사는 부처 성과보다는 개인의 정치 경력에 관심을 가져 ‘관료 후

려치기(bureaucrat bashing)’를 하거나 대통령의 아젠다 수행에

소홀하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정지수·한승희, 2014; Bach and

Veit, 2017; Gallo and Lewis, 2011). 이와 달리 직업공무원 출신

은 업무 전반의 이해도는 높지만 혁신보다는 안정과 위험회피,

형식주의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성시영, 2014b; Lewis,

2007). 공공조직의 보상체계 부족의 문제로 인해 유능한 인재는

민간조직에 재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부 인사 활용이 조직성

과에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있다(Crewson, 1995; Lewi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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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력의 중요성에 비해 지도자 경력을 논의한 대부분

의 국내 연구들은 공공기관(유승원, 2013; 정지수·한승희, 2014)이

나 지방공기업(이석환, 2015)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수의 장·

차관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민병익·김주찬, 2015; 2016; 박상희·김

병섭, 2012; 성시영, 2014b 등)이라도 경력에 대한 논의가 단순한

추세분석을 비롯한 서술적 수준에 그치고 있거나, 임명직 공무원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논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온 관료 조직의 특성과 외부출

신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를 따라(정지수·한승희, 2014;

Bach and Veit, 2017; Lewis, 2007; 2011 등), 동질적인 부하를

선호한다는 리더십 연구의 논거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Grissom and Keiser, 2011; Rink and Ellemers, 2006; Tsui and

O’Reilly, 1989 등). 직급에 따라 임명 방법을 달리하는 결합된 인

사시스템을 통해 정치적 감독과 행정적 전문성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연구가 존재하지만(Krause, Lewis, and Douglas,

2006) 본 연구는 경력의 불일치가 가치관의 불일치를 야기해 상

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는 차관의 자유로

운 업무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3: 장관과 차관의 경력이 일치할 때, 조직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고(緣故) 다양성에 관한 논의

1) 다양성으로서의 연고의 정의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높은 것이 사실

이지만, 높은 동질성 가운데에서도 차이로 인한 차별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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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었다(안선민·이수영, 2018a; Chung and Das Gupta, 2007

등). 표면적으로 높은 다양성으로 인해 이러한 차별의 요인은

상대적으로 비가시적이고 미묘한 형태를 띠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특히 교육수준이나 출신 지역 등 연고(緣故)의 영향이 큰 것

으로 확인된다(박나라·이종수, 2010; Cho and Mor Barak, 2008).

연고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일종으로, 전통적으로 내적

연결고리의 기능을 해왔다. 연고는 동일한 범주 내의 개인 간에

는 동질성과 친밀성, 소속감 및 충성심 등을 형성할 수 있는 요

인이 되며,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리더십을 확립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기관·이상임, 2011; 오경훈, 2012; Jiang,

Wan, and Zhao, 2015; Uzzi, 1996). 반면 연고가 조직 내 정치

(organizational politics)를 야기해 불공정한 자원 배분을 초래한

다는 주장도 있다(박지원·원숙연, 2013). 특히 국가 발전 과정에

서 연고는 사회 전반에 파벌을 형성해 집단 간 불신을 야기했다

(박나라·이종수, 2010; 박통희·원숙연, 2000; 정기선, 2005 등). 급

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제도보다 연고가 더 높은 신뢰의 기준으로

여겨지면서(지충남, 2011), 연고는 개인의 실제 능력이나 실적에

비해 과도한 결속력을 형성해 조직성과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

과가 존재한다(Hwang and Kim, 2009).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연고는 사회정체성이론이 설명하는

내집단에 대한 애정과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연고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

하는 정보이며, 강한 결속력을 갖게 하는 하나의 사회적 범주이

다(남인숙, 2011). 연고는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와 달리 조직 내

비공식적 연합을 형성하여 정보를 우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는 점에서(박나라·이종수, 2010; Schneider and Northcraft, 1999),

다양성의 부정적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장·차관에게 있어 연고는 정실요인과 엽관요인으로서 매

우 중요한 요인이다(배병용·민병익, 2003; 이시원·민병익,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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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연고의 중요성에 비해 대부분의

연구는 연고를 서술적 측면에서 논의해 왔다(박통희·원숙연,

2003; 박흥식, 1993). 또한 연고의 효과는 개인 간 상호작용 속에

서 발휘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증분석은 설문조사를 기반

으로 시행하여, 개인의 인식적 측면을 확인하는 데에 머물러 있

다(Hwang and Kim, 2009).

2) 출신 지역 다양성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의 주요한 연고 범주 중 하나는 출신 지역이다(김선업,

1993; 김용학, 1996; Cho and Mor Barak, 2008). 지역주의 정치

의 시행 이후로 정치적 맥락에서는 물론(권인석, 2011; 김영태,

2009; 정기선, 2005 등), 정계, 학계 및 관료 사회에서도 출신 지

역은 ‘동향(同鄕) 의식’을 형성하여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

한 요인이 되었다(유석춘·장미혜·김태은, 2000). 권위주의 정부가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지역주의 정치를 이용해 지역 간 불균형한

부의 배분을 야기했고(지충남, 2011), 이로 인해 출신 지역 요인

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개인 간 과도한 유대나 갈등을 야

기하는 요인으로 고착화되었다. 최근 지역주의의 영향이 약화되

고 있다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출신 지역은 타인의 평가

하고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된다(정기선, 2005).

이로 인한 타인에 대한 감정은 개인의 직무 태도(정기선, 2005)와

상사-부하 간의 신뢰 관계(원숙연, 2001), 자원 배분 과정에서의

가치관 혹은 선호의 차이를 야기해(권인석, 2011) 업무 관련 갈등

을 초래할 수 있다.

정무직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출신 지역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다. 한국 관료 사회에서 특정 지역 출신 인사가 조직의 권력을

독점하거나 소외되었던 역사로 인하여(박흥식, 1993), 정무직 공

무원의 출신 지역은 임명의 정당성과 정책 효과 등에 있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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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졌다(배병용·민병익, 2003; 윤민재, 2009

등). 동일 지역 출신인 장·차관 간에는 내집단에 대한 선호와 신

뢰, 융합 등이 형성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타적 태도로

인해 두 관료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조직적 관점에서 볼 때, 출신 지역의 일치는 견제와 균형의 시

각에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두 관료가 동일한 지역

출신일 경우 견제와 균형이 어려워 직업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과

정에서 특정 지역 선호 분위기가 형성되고 조직 전반 문화가 경

색될 수 있다(민병익·이시원, 2007). 본 연구는 출신 지역 요인의

일치에 따른 신뢰와 결속의 긍정적 효과보다 조직 전반에 배타적

인 선호 현상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보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4: 장관과 차관의 출신 지역이 일치할 때,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학벌(學閥) 다양성에 관한 논의

산업화에 따른 학력 중시 풍토는 세계 전반의 현상이지만, 우

리나라는 이와 함께 ‘학벌(學閥)’이 중시 현상 또한 형성되었다

(김용학, 2003; 손종현·김부태, 2016). 교육을 지위획득의 수단으

로 여겨왔던 문화는 학력의 상향평준화를 초래하였고, 결국 곧

동일한 학력이더라도 출신 학교에 따라 집단 간 결속을 다지는

문화가 형성되었다(남인숙, 2011). 결국 학벌은 동류의식을 바탕

으로 ‘연합과 배제’를 야기하는 사회범주의 일종이 되었다(김성

훈, 2005; 손종현·김부태, 2016). 이에 따른 교육 목적의 변질이나

학벌의 신분제도화, 계층 이동 가능성 등의 문제(김부태, 2014;

남인숙, 2011 등)를 차치하고서도, 다양성의 시각에서 학벌이 야

기하는 구성원 간 관계의 문제는 조직 관리에 큰 장애물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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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된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했던 ‘학

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은 학벌이 공식적인 사회 문제로서의 가치

를 가짐을 보여주기도 한다(김부태, 2014).

학벌 기반의 파벌은 공직 사회를 경직시키는 문제로 대두되었

다(손종현·김부태, 2016). 예를 들어 김두식(2012)에 따르면, 이승

만 정부에서부터 현재까지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의 약

70% 이상이 대졸자였는데, 정권별 특정 대학 출신의 고위직 관

료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 또한 일류 대학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해, 내부적으로

학연주의가 지배적이었다(권인석, 2011). 이와 같이 편중된 출신

학교의 문제는 공직 내부에서 출신 학교가 일종의 사회 범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김부태, 2014). 이는 곧 관료가

학벌을 기반으로 이익집단화되어 권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거나

사유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이종한, 1994).

출신 학교 기반의 이익집단화는 조직의 공식 목표보다 결속된

개인 간의 사적 목표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Hwang and Kim,

2009; Jiang, Wan, and Zhao, 2015). 이와 같은 연구들은 특히 출

신 대학이 인적 네트워크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밝힌다. 동

일한 맥락에서, 국내 관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인 배병용·민

병익(2003)과 김두식(2012) 등은 출신 대학을 정실성 요인의 한

가지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르면, 장관과 차관이 동일

한 학교를 졸업한 경우 조직성과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5: 장관과 차관의 출신 학교가 일치할 때,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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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부성과에 관한 논의

한국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투입 과정에서의

통제 방식인 품목별 예산제도를 벗어나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일환으로 도입

된 정부의 성과 평가는 크게 「국가재정법」 하에서 기획재정부

가 시행하는 세 가지의 성과관리제도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하에서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 시행하는 정부업무평

가로 구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성과관리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3년 참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전 정

부부처에 도입하였다.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

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세 가지가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모든

재정사업의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제도로서, 다른 두

제도의 토대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와 재정사업 심층평가제

도는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을 평가·분석한다.

정부업무평가는 2001년부터 도입되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

치단체, 그리고 해당 행정기관들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를 점검·분석·평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정부 기관들에 대해 통

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해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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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연구 설계

1.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부처의 부·처·청 모든 단위 부

처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명직 공무원의 명확한 상하관계

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예를 들어 부위

원장이 다수 존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연구대상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은 여러 웹사이트에서 수집하였다.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org.mois.go.kr)에서 정부 조직의 연혁과 변천 등의 정보를 수집

하여 연도별 정부 조직 정보를 추적하였다. 이후 장·차관 정보는

각 부처 웹사이트의 역대 장·차관 정보를 기준으로 수집하였으

며, 각 인물에 대한 정보는 포털사이트의 인물검색 결과와 임명

시기의 신문기사를 토대로 수집하였다. 또한 각 인물의 현재 소

속 조직의 웹사이트, 혹은 동창회 사이트의 소식 등을 이용해 정

보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부처별 성과 지표는 연도별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와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www.evaluation.go.kr)에서 제공하는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수집하

였다.

2) 조직개편을 고려한 부처의 구분

본 연구는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종단적 형태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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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의 존속을 고려하였

다.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잦은 변화를 겪어 왔다(임도빈, 2014). 특히 본 연구의 연구 시점

인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루어진 세 번의 정권 교체로 인

해 정부조직개편이 빈번하게 시행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정부 조직의 통·

폐합(박천오, 2011)을 시행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정권 출범과 세

월호 사건 후 안전 기능 담당 부처 개편을 위해 두 차례의 정부

조직개편을 시행했다는 점(박영원, 2017)은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

을 제기한다.

선행연구들은 개편이 이루어진 조직은 개편 전 조직과 별개의

조직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Lewis(2003: 171-179)는 조직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조직의 담당 업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조직

이 신설되었다고 보고, 개별적인 조직으로 코딩하였다. 윤주철·양

지숙·전영한(2011) 또한 부처가 개편된 경우 기존 조직이 폐지되

고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었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 또한 기능이 변화하거나 단위(부·처·청)가 변화한 경우 새로

운 조직으로 코딩하였다. 예를 들면 2004년에 신설된 소방방재청

은 2014년 이후 국민안전처에 통합되었고, 2017년 다시 소방청으

로 독립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를 3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보았다.

1996년 설립된 중소기업청은 2017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되었

는데, 이 또한 독립된 두 조직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

는 각 행정부처의 웹사이트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조직

관리정보시스템(https://org.mois.go.kr)을 참고하였다.

3) 장·차관의 선정

정무직 공무원의 재임 기간이 매우 짧은 특성(성시영, 2014a)에

따라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장·차관의 교체가 이루어져왔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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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어떤 장·차관을 한 해의 대표 쌍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지도자 코딩방식을 참고하였으나, 대다수의 연구는 어떤 지도자

를 한 해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보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았다. 소수의 선별방식을 밝힌 연구는 한 해에 한 지도자만이

재직한 경우를 선별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거나(이명석, 2001)

연말에 재임한 지도자를 대표 지도자로 선정하는 경우(김병수,

2017; 민병익·김주찬, 2016; 최부경·안지영, 2016; 허준, 2015)가

있었다. 그리고 기간을 고려하여, 한 해에 재임 기간이 상대적으

로 가장 긴 기간을 재임했던 지도자를 대표 지도자로 선정한 경

우(강영걸, 1999; 김다경·엄태호, 2014; 서미경, 2017)도 있었다.

한 해에 한 지도자만이 재직한 경우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결측치가 발생할 뿐 아니라 선별 과정에서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방법

인 연말에 재임한 지도자를 선정하는 방식 또한 한 해의 조직의

성과를 파악하는 데에 적합한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미 많은 업무가 집행된 후에 지도자가 교체된 경우 해당 조직의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간을 고려한 선별방식이 가장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방식 또한 재임기간이 길더라도 모든

부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을 가

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각 부처의 장·차관을 같은 기간 재임했던 장·

차관의 쌍으로 구성하였다. 그 뒤 한 해에 가장 오래 재임한 쌍

이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고 해당 쌍을 그

해의 대표적인 장·차관으로 보았다. 각 쌍의 한 해 동안의 재임

기간(월)을 구하였을 때, 평균 9.3개월인 것으로 확인되어, 한 해

를 대표할 수 있는 쌍으로 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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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 차관의 처리

장·차관 선정 과정에서 복수 차관이 존재하는 경우를 추가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각

부에는 장관과 차관이 각 1명씩 존재하지만, 예외적으로 기획재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의

5개 부처에는 차관이 2명 존재한다. 본 연구는 장관과 차관의 쌍

을 구성하여 두 사람에 대한 심층적 다양성을 논의하는 바, 차관

을 1명으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

구는 5개 부처의 「..부(기획재정부 등)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확인하고, 모든 법률의 제5조에 해당하는 복수 차관의 운영에 관

한 규정을 확인하였다. 해당 규정에서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

보통신부 등)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

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

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2차

관보다 제1차관이 부처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보고, 제1차관을 대

표 차관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복수 차관 존재 여부에 대한 명

목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5) 분석 방법

본 연구는 10년간의 정부 부처 자료를 이용해 패널분석을 시행

한다. 본 연구가 제4장에서 수집한 자료는 정부 부처를 분석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관측치 수를 오랜 기간 반

복 추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세 개의 패널분석을 시

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조직의 고정효과를 통제변수로 포함한 분석을

시행했다. 이밖에도 본 연구는 종속변수의 특성상 전년도 값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동적 패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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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panel model)을 시행하였다. 동적 패널분석은 종속변수

의 과거변수  (lagged dependent variable)을 설명변수에 포

함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단순히 종속변수의 과거변수를 고려

하는 것은 다시 과거변수와 패널 개체 고유의 오차 간의 상관을

초래하는 문제를 낳으므로,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화된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 GMM)을 분석

방법으로 택하였다. GMM 추정법에는 차분적률법(difference

GMM)과 시스템적률법(system GMM)이 있다. 차분적률법은 차

분값을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로 시행한 후, 종속변수의 변화량

∆에 대한 도구변수로서 , , ...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Arellano and Bond, 1991). 시스템적률법은 차분적률법의 조건

들과 수준적률법의 조건을 결합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전술한

차분적률법의 도구변수와 함께 ∆, ∆ 등까지 도구변수로

포함한 방법이다(Arellano and Bover, 1995). 본 연구는 두 분석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성과지표

본 연구의 첫 번째 종속변수는 목표달성도이다. 본 연구는 재

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결과를 토대로, 전체 지표 중 달성한 지표

의 개수의 비율로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였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

도는 회계연도(t)의 전년도(t-1)에 조직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다음 년도(t+1)에 평가하여, 재정운용과정에 활용하는 제도

를 일컫는다.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차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



- 111 -

할 때 및 국회에 차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연간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에 수록한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성과보고서를 검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위해 2003년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이자 이후 도입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

층평가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다(유승현, 2018).

(2) 정부업무평가결과

본 연구의 두 번째 종속변수는 정부업무평가결과의 성과이다.

정부업무평가결과는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국

무총리 산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업무평가는 민

간전문가와 수요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평가에 참여하므로,

실제 수요자가 체감하는 조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주요 현안시책 등을 평가하는 특정

평가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특정평가 영역(2013년 제외)의 9년 중 8번 이상 측정된

지표인 ‘규제개혁’, ‘국정과제’, ‘정책홍보’의 세 가지 영역 평균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이 밖의 다른 지표들은 해마다 정부가

당면한 현안에 따라 평가 항목이 변경되어 안정적인 종속변수로

선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표 10> 참고).7) 또한 2013년 이

후부터 종합평가 점수가 공개되어왔지만, 이 또한 합산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해마다 동일한 변수라고 볼 수 없어 종속변수로

선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선정한 세 개의 지표들은 10년간 꾸준히 평가가 필

7) 2013년에도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의 지표들로 정부업무평가를 시행하였으나, 그
평가 결과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결과는 내부 평
가자료로 활용되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부득이하게 2013년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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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된 부문을 선정한 것이므로 정부 국정운영

의 효과성으로 파악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결측치의 발

생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방법은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는 단편적으로 추정하기보다 다차원적으로

추정할 것을 제안하는 선행연구들의 기조(Behn, 2003; Brewer

and Seldon, 1999)와도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평가항목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국민만족도(정책 및

민원만족도)
O O O O O O O

규제개혁(규제개선) O O O O O (O) O O O O
핵심과제(국정과제) O O O O O O O O
정책관리역량 O O O O
녹색성장 O O O O
정책홍보(정책소통·홍보) O O O O (O) O O O O
일자리창출(일자리과제) O O O (O) O
서민생활안정 O
특정시책(국정과제) O (O) O O O O
부처간 협업 (O) O O
정상화과제(비정상의

정상화)
O O O

정부 3.0 O O O
성과관리 O
현안관리 O
갈등관리 O
인권개선 O
기관종합평가 (O) O O O O
(출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시행계획 재정리)

<표 10> 연도별 정부업무평가 평가항목

본 연구가 선정한 세 가지 항목의 등급 부여 방식 또한 매해

변동되어 왔다(<표 11> 참고). 예를 들면 규제개혁 부문의 경우,

우수-보통-미흡의 3등급으로 구분했던 해가 있는 반면, 최우수-

우수-보통-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는 경우 또한 존재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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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정과제 영역의 경우, 2009년에는 과제별 평가를 시행하였다

면, 2010년 이후부터는 영역별 종합점수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최우수의 경우 4점, 우수의 경우 3점, 보통의 경우 2

점, 미흡의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산정방식이 상이한 지표

를 일원화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다. 과제별 평가가 이루어진 경

우 (우수 과제 개수*3)+(보통 과제 개수*2)+(미흡 과제 개수*1)를

구한 뒤 점수들의 평균을 구하였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도 동일

한 지표가 해마다 등급 분포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하

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는 Cohen et al.(1999)이 제안한

POMP(Percent of the Maximum Possible) 방식을 따라 지표별

점수를 동일한 체계로 분포하도록 하였다. POMP 방식은 지표별

분포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고려하므로, 등급값을 비율(%)로 변경

할 수 있다. 해당 방식을 거치는 경우, 해마다 등급의 체계가 다

르더라도 한 체계로 일원화된 값을 얻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POMP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POMP = [(관측값-최솟값)/(최댓값-최솟값)]*100

관측값 = 한 경우에 관측되는 값

최솟값 = 등급에 존재하는 최하위의 값

최댓값 = 등급에 존재하는 최상위의 값

(출처: Cohen et al., 1999: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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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장·차관 심층적 다양성의 일치 여부이다.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학력, 경력,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의 네

가지 요인에 대해, 각 쌍의 일치 여부를 변수화하였다. 장·차관의

사회적 범주가 일치할 경우 1,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하

였다.

각 요인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교육 수준)의 경우

학사, 석사, 박사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둘째, 경력의 경우 제3

장에서 논의한 7개 구분기준(관료, 기타공직자, 민간전문가, 내부

승진, 사회단체, 공공기관, 기타)을 따랐다. 셋째, 출신 지역 변수

는 출신 고교 지역을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분하였다. 출신고교

지역은 청소년기의 정체성과 가치관 등이 형성된 지역 정체성을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연고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

(김용학, 2003)에서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출신 학교는

학사 졸업 대학을 기준으로 구하였다.

규제개혁 국정과제 정책홍보
2008 3등급(우수/보통/미흡)
2009 3등급 3등급(과제별 평가) 3등급
2010 4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 4등급 4등급
2011 4등급 4등급 4등급
2012 4등급 4등급 4등급
2013 - - -
2014 3등급 3등급 100점
2015 3등급 3등급 3등급
2016 3등급 3등급 3등급
2017 3등급 3등급 3등급

<표 11> 연도별 정부업무평가 등급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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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1) 개인 단위 통제변수

본 연구는 일치 여부로 선정한 네 개의 기준에 맞추어, 장관과

차관의 각 기준의 명목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첫 번째

통제변수는 장·차관 개인의 학력이다. 본 연구는 장·차관의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였다. 둘째, 경력은

직전 경력을 기준으로, 제3장에서의 논의와 동일하게 각각 관료,

기타 공직자, 민간전문가, 기타 사회단체, 공공기관, 내부승진, 기

타의 7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고와

관련된 요인을 출신 지역과 출신학교(출신 대학) 정보를 명목변

수로 선정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밖에도 본 연구는 장·

차관의 성별, 출생 년도 두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Cho

and Mor Barak, 2008; Zenger and Lawrence, 1989).

(2) 조직 단위 통제변수

조직 단위의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처 단위(장관급,

차관급 기관)에 따라 부처의 예산과 업무 범위, 부처 간 영향력

등이 상이하므로, 부처 단위를 구분하는 명목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한편 조직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조직구성원 수, 조

직 연령, 예산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장·차관이 동시에 재임

한 기간을 통제하였다. 한편 장·차관의 쌍을 구하는 과정에서 복

수 차관이 존재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명목변수를 통제변수로 선

정하였으며, 목표가 다양할수록 조직의 목표는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 성과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Chun and Rainey, 2005) 조

직별 전략목표의 수를 통제하였다.



- 116 -

변수 측정

종속

변수

목표달성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 목표 대비 달성

한 목표의 비율

정부업무평가결과

규제개혁, 국정과제, 정책홍보 3개 영역의 평균,

측정: 최우수=4, 우수=3, 보통=2, 미흡=1로 측

정 후 일원화

독립

변수

표면적

다양성
성별 일치

일치=1, 불일치=0
심층적

다양성

학력 일치
경력 일치
지역 일치
학교 일치

통제

변수

성별 장·차관 각 성별(여성=1, 남성=0)
학력 장·차관의 최종학력(학사=1, 석사=2, 박사=3)

경력
장·차관의 직전 경력(관료, 기타공직자, 민간전

문가, 내부승진, 기타 사회단체, 공공기관, 기타)

출신지역

·장·차관의 출신 고교 지역(축약 정보)

1=호서(대전/세종/충북/충남)

2=호남(광주/전북/전남)

3=영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4=관동(강원)

5=경기(서울/인천/경기)

6=기타(제주/국외/북한지역 등)

출신 대학

·장·차관의 출신 학부명(축약 정보)

1=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2=소울소재대

3=지방국립대

4=사관학교, 경찰대

5=기타(방송통신대, 한국사이버대 등)

6=지방사립대
출생년도 ·장·차관의 각 출생년도
부처 단위 ·장관급 기관=1, 차관급기관=0
조직원 수 ·부처별 일반직·정무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수
조직연령 ·조사년도-조직설립년도

조직예산 ·부처의 연도별 결산

<표 12> 변수의 측정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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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분석 결과

<표 13>은 실증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 결과이

다. 먼저 두 종속변수인 목표달성도의 평균은 0.791, 정부업무평

가결과의 평균은 49.033(%)이었다. 성과달성도는 0.8과 1 사이에

분포하는 조직의 빈도가 가장 높아,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그림 12> 참고).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분포는 대

체로 정규분포 형태를 띠지만 일부 지점에서만 높은 빈도를 보여

분포가 불연속적이었다(<그림 13> 참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총 다섯 개의 다양성 지표는 일치여부를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표면적 다양성 지표인 성별일치의 평균

은 0.905로, 약 90%의 관측치의 성별이 일치했으며 이는 대부분

남성으로 성별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4> 참고). 표

면적 다양성 지표에 비해 심층적 다양성 지표들의 일치는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연고 요인의 경우 일치 비율이 가장

낮았다(<그림 14> 참고). 또한 연도별 일치비율을 확인할 때, 이

명박 정부의 경우(2008~2013년) 성별과 경력 일치의 비율이 두드

러지게 높았으나 이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정도

가 매우 낮아졌다(<그림 15> 참고).

학력과 경력 일치의 평균은 각각 0.426, 0.478로 약 45% 내외의

장차관의 학력과 경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변수 측정

재임기간
·쌍이 함께 재임한 기간(단위: 월)

·1년 이상 동일한 쌍이 재임한 경우 기간 누적
차관 수 ·복수차관 존재하는 경우=1, 그렇지 않음=0

프로그램 목표 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보고서상 프로그램목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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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은 박사로 일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석사, 학

사 순이었다(<표 15> 참고). 경력은 관료 출신으로 일치하는 경

우가 압도적이었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차관이 관료출신

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16> 참고). 이를 참고할 때 <그림

15>의 연도별 경력 일치 경향성은 최근 외부인사 출신의 장관의

기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연고 요인인

출신지역과 출신학교의 일치의 평균은 각각 0.226과 0.176으로,

다른 두 요인에 비해 일치 수준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고 요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인사를 시행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출신지역이 일치하는 경우는 대부분 서울 출신

이었다(<표 17> 참고). 이는 출신 지역이 일치하는 경우이더라도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의 인사를 가능한 한 기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신 대학의 경우, 서울대 출신의 장·차관의 비

율이 약 38%를 차지하였고(장관 106명, 차관 117명), 그 다음 고

려대(장관 29명, 차관 27명)와 연세대(장관 27명, 차관 20명) 순으

로(<표 18> 참고), 장·차관의 엘리트주의가 꽤 높은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출신 대학이 일치하는 경우는 약 90%가

서울대였다(<표 19> 참고).

이밖에 개인 단위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분석을 확인한 결과, 장

관과 차관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는 각각 8.1%와 2%였다. 출생년

도의 평균은 장관의 경우 1954년, 차관의 경우 1957년으로 차관

이 장관보다 전반적인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조직 단

위 통제변수의 경우 평균적인 조직원 수는 약 16,189명, 조직 연

령은 20년 등이었으며, 본 연구가 선별한 장차관 쌍의 평균 재임

기간은 13.446개월이었다. 그리고 복수차관이 존재하는 조직은 전

체 표본의 약 18%였다. 조직별 프로그램 목표 수의 평균은

12.5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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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목표달성도 296 0.791 0.173 0 1
정부업무
평가결과 296 49.033 24.288 0 100

표면적
다양성 성별일치 296 0.905 0.293 0 1

심층적
다양성

학력일치 296 0.426 0.495 0 1
경력일치 293 0.478 0.500 0 1
출신지역 일치 296 0.226 0.419 0 1
출신학교 일치 295 0.176 0.382 0 1

개인단위
통제변수

장관성별 296 0.081 0.273 0 1
차관성별 296 0.020 0.141 0 1
장관 출생년도 296 1954.551 5.057 1937 1971
차관 출생년도 296 1957.909 3.487 1944 1966

조직단위
통제변수

부처단위 296 1.476 0.500 1 2
조직원 수 294 16189.980 60712.490 96 368675
조직연령 296 20.422 20.255 0 69
조직예산 296 21600000 50300000 18112 352000000
재임기간 296 13.446 7.855 5 52
복수차관 296 0.186 0.390 0 1

프로그램목표수 296 12.584 8.726 1 42

<표 13> 기초통계분석 결과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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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성과달성도 분포

<그림 13> 정부업무평가결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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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요인별 일치 비율

<그림 15> 연도별 요인 일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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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차관
남성 여성 합계

남성 267 23 290
여성 5 1 6
합계 272 24 296

<표 14> 장·차관의 성별 구성

장관

차관
관료

기타

공직자

민간

전문가

공공

기관

사회

단체
합계

관료 131 22 71 17 20 261
기타공직자 0 2 0 0 0 2
민간전문가 7 2 7 2 0 18
공공기관 4 0 5 0 0 9
사회단체 3 1 1 1 0 6

합계 145 27 84 20 20 296

<표 16> 장·차관의 경력 구성

장관

차관
학사 석사 박사 합계

학사 9 19 11 39
석사 22 43 61 126
박사 14 43 74 131
합계 45 105 146 296

<표 15> 장·차관의 학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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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차관

강
원

경
기

경
남

경
북

광
주

대
구

대
전

부
산

서
울

울
산

인
천

전
남

전
북

제
주

충
남

충
북

국
외

합
계

강원 0 0 0 0 0 1 0 0 1 0 0 0 1 0 1 4 0 8

경기 0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2

경남 2 0 0 0 2 3 0 2 6 0 0 0 0 0 0 4 0 19

경북 1 1 0 2 0 1 2 1 8 0 0 0 0 0 0 0 0 16

광주 2 0 0 1 0 1 0 0 10 2 1 1 0 0 0 0 0 18

대구 0 0 3 0 2 2 2 1 15 0 0 0 2 1 1 3 1 33

대전 0 0 1 0 1 5 0 1 8 0 0 0 0 0 0 1 0 17

부산 0 0 0 0 0 7 2 2 16 0 0 1 2 0 0 1 0 31

서울 4 0 2 2 6 11 4 6 61 0 1 1 3 2 2 4 1 110

울산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인천 3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4

전남 0 0 0 0 0 1 0 0 4 0 0 0 0 0 0 0 0 5

전북 0 0 0 0 0 5 0 1 7 0 1 1 0 0 0 1 0 16

제주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충남 0 0 3 0 1 0 0 2 4 0 0 0 0 0 0 0 0 10

충북 0 0 0 0 0 2 0 0 2 0 0 1 0 0 0 0 0 5

합계 12 1 9 5 12 41 10 16 145 2 3 5 8 3 4 18 2 296

<표 17> 장·차관의 출신지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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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관 차관 합계
강원대 2 1 3
건국대 4 3 7
경북대 6 6 12
경상대 4 - 4
경찰대 4 3 7
경희대 - 4 4
고려대 29 27 56

공군사관학교 - 2 2
국민대 1 2 3
국제대 1 2 3
단국대 1 1 2
동국대 3 3 6
동아대 4 1 5
부산교대 - 1 1
부산대 2 7 9

부산수산대 - 2 2
서강대 1 2 3
서울대 106 117 223

서울시립대 1 8 9
성균관대 13 27 40
숙명여대 - 1 1
연세대 27 20 47
영남대 13 8 21

육군사관학교 14 3 17
이화여대 7 1 8
전남대 1 2 3
전북대 2 2 4
제주대 - 1 1
조선대 2 - 2
중앙대 10 3 13
청주대 1 - 1
충남대 1 3 4
충북대 5 2 7

한국방송통신대 9 15 24
한국사이버대 1 1 2
한국외대 6 5 11
한국해양대 - 1 1
한양대 8 8 16

해군사관학교 5 - 5
홍익대 2 - 2
합계 296 295 591

<표 18> 장·차관의 출신 대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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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분석 결과

<표 20>은 변수들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이다. 먼저 두 종속변

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

의 성과를 측정하는 두 평가제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함에 따라 다

차원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표면적 다양성인 성별 일치는 두 종속변수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 심층적 다양성 변수들과 종속변수

는 상이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표달성도는 출

신지역 일치(0.12, p<0.05) 및 출신학교 일치(0.12, p<0.05)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 반면, 정부업무평가결과는 경력일치(-0.12,

p<0.05)에 대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정부업무평가결과와 경력일치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별 일치는 경력 일치(0.24, p<0.01), 출신지역 일치(-0.10,

p<0.1)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모두 높은 수준

은 아니었고, 방향성 또한 일치하지 않았다. 출신학교 일치는 출

신지역 일치(0.11, p<0.1)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들은 모두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프로그램목표 수가 부처 단위(-0.55, p<0.01), 차관 수

장관

차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육군

사관학교 합계

고려대 2 0 0 0 0 2
서울대 0 47 0 0 0 47
성균관대 0 0 1 0 0 1
연세대 0 0 0 1 0 1

육군사관학교 0 0 0 0 1 1
합계 2 47 1 1 1 52

<표 19> 장·차관의 출신대학 일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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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직 규모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추측된다. 두 결과는 모

두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 분석에 필요한 변수라고 판단되어

모형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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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목표달성도
1.00

2정부업무평가결과
0.07 1.00
(0.24)

3성별일치
0.04 0.06 1.00
(0.48) (0.28)

4학력일치
-0.01 0.09 0.04 1.00
(0.81) (0.11) (0.44)

5경력일치
0.06 -0.12 0.24 -0.07 1.00
(0.33) (0.04) (0.00) (0.27)

6출신지역일치
0.12 -0.02 -0.10 -0.07 -0.07 1.00
(0.05) (0.70) (0.08) (0.21) (0.21)

7출신학교일치
0.12 -0.04 0.03 0.05 -0.04 0.11 1.00
(0.03) (0.54) (0.63) (0.39) (0.48) (0.06)

8장관성별
-0.04 -0.02 -0.88 -0.06 -0.26 0.11 -0.04 1.00
(0.51) (0.70) (0.00) (0.34) (0.00) (0.07) (0.49)

9차관성별
-0.04 -0.08 -0.36 -0.03 -0.04 0.09 0.00 0.05 1.00
(0.54) (0.15) (0.00) (0.65) (0.48) (0.11) (0.95) (0.44)

10장관출생년도
-0.12 0.19 0.03 -0.07 0.20 -0.10 -0.01 0.05 -0.04 1.00
(0.03) (0.00) (0.60) (0.23) (0.00) (0.08) (0.92) (0.43) (0.45)

11차관출생년도
-0.12 0.20 0.01 0.07 -0.14 0.05 0.06 0.04 -0.05 0.39 1.00
(0.04) (0.00) (0.84) (0.21) (0.02) (0.38) (0.34) (0.53) (0.38) (0.00)

12부처단위
-0.11 0.00 0.15 0.04 0.35 -0.22 -0.28 -0.13 -0.09 0.21 -0.02 1.00
(0.05) (0.97) (0.01) (0.48) (0.00) (0.00) (0.00) (0.02) (0.13) (0.00) (0.79)

<표 20> 상관관계분석 결과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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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3구성원 수
0.04 -0.05 0.01 0.10 0.06 -0.06 0.27 -0.07 0.11 -0.10 0.16 -0.11 1.00
(0.45) (0.42) (0.91) (0.09) (0.30) (0.34) (0.00) (0.22) (0.05) (0.10) (0.00) (0.05)

14조직연령
-0.03 -0.07 0.18 -0.03 0.26 -0.20 -0.11 -0.16 -0.10 0.12 0.02 0.39 -0.12 1.00
(0.56) (0.21) (0.00) (0.59) (0.00) (0.00) (0.06) (0.01) (0.07) (0.04) (0.76) (0.00) (0.04)

15예산(결산)
0.08 0.16 -0.03 0.12 -0.22 0.16 0.13 -0.01 0.06 -0.15 0.13 -0.36 0.10 -0.28 1.00
(0.16) (0.01) (0.61) (0.04) (0.00) (0.01) (0.03) (0.88) (0.32) (0.01) (0.02) (0.00) (0.08) (0.00)

16장차관재임기간
0.01 0.08 0.12 0.05 -0.11 -0.11 -0.10 -0.11 -0.03 -0.01 -0.08 0.12 -0.06 0.13 -0.09 1.00
(0.89) (0.15) (0.03) (0.40) (0.06) (0.05) (0.10) (0.06) (0.61) (0.92) (0.19) (0.04) (0.29) (0.02) (0.11)

17차관 수
0.17 0.17 0.10 0.08 -0.18 0.18 0.19 -0.08 -0.07 -0.22 -0.02 -0.46 0.12 -0.39 0.42 -0.08 1.00
(0.00) (0.00) (0.10) (0.17) (0.00) (0.00) (0.00) (0.18) (0.24) (0.00) (0.77) (0.00) (0.04) (0.00) (0.00) (0.19)

18프로그램목표 수
0.20 0.23 -0.02 0.08 -0.23 0.13 0.10 -0.02 0.05 -0.23 -0.04 -0.55 0.17 -0.39 0.34 -0.13 0.61 1.00
(0.00) (0.00) (0.69) (0.16) (0.00) (0.02) (0.08) (0.77) (0.44) (0.00) (0.50) (0.00) (0.00) (0.00) (0.00) (0.0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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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분석 결과

<표 21>, <표 22>, <표 23>은 각각 다른 분석 방법을 통해

다양성의 일치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각

모형의 model 1과 model 2는 성과달성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이고, model 3과 model 4는 정부업무평가결과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이다. 각 분석 결과는 장·차관의 각 일치요인들에 해당하는

명목변수, 시간 통제변수, 부처명(부처명은 <표 21>만 해당)의

회귀계수 결과는 생략하여 보고하였다.

먼저 <표 21>은 조직 고정효과를 통제변수로 포함한 모형이

다. 해당 모형은 이분산성과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여 각 조건

에 부합하는 분석을 시행했다. model 1에 따르면 표면적 다양성

에 해당하는 성별 일치 변수는 성과달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후 model 2에서 심층적 다양성에 관한 네 가지 변

수를 추가하였을 때에도 성별 일치는 유의하지 않았다. 네 가지

심층적 다양성 변수 중 경력 일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성과달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0.078,

p<0.01).

<표 21>의 정부업무평가결과에 관한 분석 결과는 성과달성도

의 결과와는 다른 경향성을 보여준다. model 3에서는 성별이 일

치할 때 정부업무평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18.272, p<0.01). 이후 model 4에서 심층적 다양성 변수

를 포함하였을 때에도 성별 일치는 유의하였으나 회귀계수는 소

폭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5.777, p<0.05). 또한 학력

(-3.627, p<0.05), 출신지역(-8.675, p<0.01), 출신학교(-6.459,

p<0.01)의 일치는 모두 정부업무평가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2>와 <표 23>은 GMM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GMM의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분석 결과의 유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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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변수의 개수와 과다식별 검정(overidentification test) 결과,

자기상관 검정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Roodman, 2009). 본 연구

는 robust 옵션을 추가한 분석을 시행했기 때문에 과다식별 검정

결과의 경우 Hansen test 결과를 보고하였고, <표 22>와 <표

23>의 모형들 모두 검정의 귀무가설(‘과대식별이 적절하다’)을 기

각하지 못해 분석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본 연구

는 t-1년도 종속변수만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는데,

Arellano-Bond 검정에서 1계 자기상관 검정결과는 유의하였고 2

계 자기상관은 유의하지 않아 이 또한 적절한 시차를 고려한 것

으로 확인된다.

difference GMM을 시행한 <표 22>에 따르면, model 1에서 표

면적 다양성인 성별일치는 성과달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적 다양성의 네 가지 변수를 추가한

model 2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출신지역 일치와 출

신학교 일치가 모두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가정대로 출신학교 일치가 부정적인 영향(-0.047,

p<0.1)을 미쳤던 것과 달리 출신지역 일치는 성과달성도에 긍정

적인 영향(0.093, p<0.05)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업무평가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model 3에서는 성별 일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고(20.934, p<0.05) 그 효과는 model 4에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2.491, p<0.01). 이는 model 3에서 심층적 다양성의

영향이 표면적 다양성의 효과와 함께 나타나, 그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model 4에서는 model 2에서와

같이 출신학교 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나(-6.132, p<0.1), 출신지역 일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ystem GMM을 시행한 <표 23>의 경우, model 1에서 성별

일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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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심층적 다양성 변수를 추가한 model 2에서도 그 경향성은

동일했다. model 2에서 경력 일치(0.061, p<0.1)와 출신지역 일치

(0.071, p<0.05)는 성과달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model 3과 4에서는 어

떠한 독립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세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표면적 다양성과 심층적 다양성의 효과는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일관된 경향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경력 일치는

성과달성도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출신학교 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편 성별 일치는 정부업무평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출신지역 및 출신학교 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24> 참고). 이에 따라 가설 2-1, 2-3, 2-4, 2-5를 부

분채택하였다.

대체로 성별 일치는 심층적 다양성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였을

때 그 영향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등 심층적 다양성의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심층적 다양성이 표면적 다

양성과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 심층적 다양성을 포함하지 않은

연구 결과들은 누락변수로 인한 편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차관의 성별 일치는 계수의 변동은 있었지만

유의한 경우 모두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 중 장·차관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장관이 여성이고 차관이 남성인 경우였다(<표

14> 참고). 장관이 여성인 경우 조직성과가 부정적이라는 결과는

역할일치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여성 상사가 부하에게 지지

를 받지 못할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부하 직원들의

지지의 부족이나 소통문제 등으로 인해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거

나 역량이 과소평가될 수 있는 점은 부처 운영 과정 전반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쳐 부처 전반의 성과를 낮출 수 있다. 한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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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상징적인 의도로 기용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여성 장관의 실질적인 역량보다 성별에 무게를 두어 임용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성별 일치의 긍정

적 효과가 남성의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Grissom, Nicholson-Crotty, and Keiser, 2012 등), 본 연구의 표

본 중 성별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 남성이었다는 점이 긍정적

효과를 과다대표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심층적 다양성 변수 중 경력 일치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임명직 공무원이 정치적 인

사와 관료로 혼합 구성된 경우 긍정적이라고 보았던 Krause,

Lewis, and Douglas(2006)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표본 중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는 대부분

장관과 차관의 경력이 모두 관료인 경우였다(<표 16> 참고). 이

경우는 두 개인이 가진 관료 조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이

해와 소통 수준에 기여함에 따라, 대통령의 정책 목표를 행정적·

관리적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데에 긍정적 기능을 했을 것이라

고 예상된다.

반대로 두 개인의 경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관료 이외의

경력을 가진 이가 정무직 공무원, 특히 장관으로 발탁된 경우였

다(<표 16> 참고). 이 경우 외부 인사 출신 장관이 업무 역량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차관과의 의사소통 수준이 저하되고

조직 전반에 불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선행연

구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장관이 외부인사인 경우 국정과제보다

는 개인 정치를 할 가능성(정지수·한승희, 2014; Bach and Veit,

2017; Lewis, 2007; 201) 또한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지위구성이

론과 시스템정당화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장관의 개

인적인 경력 특성이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차관은

저항보다는 지원을 선택함에 따라, 장관을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

이 높다. 이로 인해 경력 불일치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조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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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연고 요인 중 출신학교 일치는 가설대로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

으나, 출신지역 일치는 가설과 반대되었다. 본 연구는 장관과 차

관의 두 연고 요인이 일치할 때 조직 전반에 부정적인 사회자본

이 양산되어 조직 문화를 경색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두 요인은 각기 다른 효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는 출신지역은 오

랜 정치적 역사를 통해 정치적으로 견제 가능한 요인으로 정착된

반면, 출신학교는 상대적으로 관심도와 가시성이 낮은 요소였다

는 데에서 차이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즉 두 요인이 각기 다른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는 차관의 사회적·정치적 용인 수준을 고려

한 시스템저항비용 인지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출신 지역에 대한 정치적 견제 수준은 높기 때문에(즉 용인수준

낮음) 시스템저항비용은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관의 출신

지역이 일치할 때 차관은 상사에 저항함으로써 의식적 의사결정

을 이끌어내고, 긍정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출신학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차관

은 저항을 선택할 유인이 낮을 수 있다. 차관은 저항보다는 지원

을 택하고, 장·차관의 동종 집단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시행함

으로써 이익을 내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장·차관의 출신 지역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 서울이었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표 17> 참고), 동향 의식은 있는 반면 정

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 출신이 많았다는 점이 사회자본의 긍

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다

는 점은 특정 지역에 편향된 정책을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고, 무엇보다도 여론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장·차관의 출신대학이 일치하는 경우는 대부분 서

울대 출신이었으므로(<표 19> 참고), 출신대학 일치로 인한 부정

적 효과가 단순히 일치에 의한 효과인지, 특정 학교의 효과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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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달성도 정부업무평가결과(평균)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ef.

(Std. Err)
표면적
다양성 성별 일치

-0.063 -0.062 18.272*** 15.777**
(0.073) (0.068) (6.717) (6.635)

심층적
다양성

학력 일치
-0.009 -3.627**
(0.011) (1.733)

경력 일치
0.078*** 1.614
(0.029) (3.571)

출신지역 일치
0.018 -8.675***
(0.022) (3.052)

출신학교 일치
-0.008 -6.459***
(0.015) (2.406)

통제
변수

부처수준
-0.193*** -0.208*** -36.841*** -35.702***
(0.073) (0.067) (9.928) (9.555)

조직구성원수
-0.000 -0.000 0.001 0.001
(0.000) (0.000) (0.001) (0.001)

조직연령
0.007*** 0.007*** 0.108 0.081
(0.002) (0.002) (0.565) (0.533)

예산(결산기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장차관재임기
간

-0.000 -0.001 0.139 0.126
(0.001) (0.001) (0.103) (0.102)

복수차관
-0.039 -0.033 1.303 -0.582
(0.044) (0.049) (12.202) (10.827)

프로그램목표
수

-0.001 -0.002** 0.374** 0.338**
(0.001) (0.001) (0.170) (0.156)

constant
-7.304 -6.856 712.791 536.374
(5.640) (5.909) (838.511) (857.151)

N of obs 293 290 285 282
N of groups 57 57 49 49

Model Fitness Wald chi²(96)
=958.87***

Wald chi²(100)
=997.45***

Wald chi²(97)
=1704.47***

Wald chi²(101)
=1888.74***

Breusch-Pagan
test (Chi²(1)) 65.65*** 66.02*** 4.01** 3.70*

Wooldridge test
(F(1, 47))

0.075
(no sig)

0.523
(no sig) 3.087* 3.736*

(* p<0.1, ** p<0.05, *** p<0.01)

<표 21> 패널분석 결과 (agency-fixed effect)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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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달성도 정부업무평가결과(평균)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ef.

(Std. Err)

성과(t-1)
0.078 0.082 -0.097 -0.142*
(0.130) (0.147) (0.078) (0.084)

표면적
다양성 성별 일치

-0.043 -0.045 20.934** 22.491***
(0.055) (0.047) (8.567) (8.169)

심층적
다양성

학력 일치
-0.012 -5.304
(0.027) (3.253)

경력 일치
0.047 3.172
(0.032) (4.845)

출신지역 일치
0.093** -4.075
(0.037) (4.101)

출신학교 일치
-0.047* -6.132*
(0.028) (3.395)

통제
변수

부처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조직구성원수
-0.000 0.000 -0.001 -0.001
(0.000) (0.000) (0.001) (0.001)

조직연령
-0.025* -0.029** -5.231*** -4.772**
(0.013) (0.014) (1.964) (1.905)

예산(결산기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장차관재임기간
-0.002 -0.003 -0.163 -0.215
(0.003) (0.002) (0.228) (0.222)

복수차관
-0.179*** -0.157** 14.096 8.437
(0.061) (0.061) (12.167) (10.898)

프로그램목표
수

0.002 0.000 0.125 0.217
(0.003) (0.004) (0.368) (0.372)

N of obs(groups) 169(48) 166(48) 160(48) 158(48)

Model Fitness Wald chi²(63)
=42961.16***

Wald chi²(67)
=88527.60***

Wald chi²(63)
=42699.51***

Wald chi²(67)
=1.96e+06***

N of instruments 68 72 65 69

Hansen test chi²(5)=0.00
(P=1.000)

chi²(5)=0.00
(P=1.000)

chi²(2)=0.13
(P=0.939)

chi²(2)=0.00
(P=1.000)

Arellano-Bond
test: AR(1) z=-2.39** z=-2.31** z=-3.68*** z=-3.08***

Arellano-Bond
test: AR(2)

z=0.12
(P=0.906)

z=-0.18
(P=0.858)

z=-0.05
(P=0.964)

z=0.14
(P=0.890)

(* p<0.1, ** p<0.05, *** p<0.01)

<표 22> 패널분석 결과 (difference GMM)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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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달성도 정부업무평가결과(평균)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ef.

(Std. Err)

성과(t-1)
0.247*** 0.216** 0.061 0.059
(0.092) (0.100) (0.096) (0.098)

표면적
다양성 성별 일치

-0.048 -0.068 -0.156 -0.194
(0.046) (0.049) (4.914) (4.963)

심층적
다양성

학력 일치
-0.028 -2.122
(0.021) (3.391)

경력 일치
0.061* 1.311
(0.032) (3.779)

출신지역 일치
0.071** -4.293
(0.035) (3.828)

출신학교 일치
-0.024 -3.201
(0.027) (4.101)

통제
변수

부처수준
0.046 0.039 8.504 8.718
(0.032) (0.029) (6.089) (6.280)

조직구성원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조직연령
0.000 0.000 -0.124 -0.122
(0.001) (0.001) (0.102) (0.102)

예산(결산기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장차관재임기간
-0.001 -0.001 -0.200 -0.233
(0.002) (0.002) (0.211) (0.212)

복수차관
-0.017 -0.012 3.560 4.064
(0.034) (0.033) (4.997) (5.065)

프로그램목표 수
0.003 0.002 0.534** 0.520**
(0.002) (0.001) (0.225) (0.219)

constant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N of obs(groups) 247(49) 244(49) 241(52) 239(52)

Model Fitness Wald chi²(63)
=1.26e+11***

Wald chi²(67)
=3.88e+06***

Wald chi²(63)
=1.85e+06***

Wald chi²(67)
=1.02e+12***

N of instruments 78 82 74 78

Hansen test chi²(14)=0.21
(P=1.000)

chi²(14)=0.00
(P=1.000)

chi²(10)=9.05
(P=0.527)

chi²(10)=0.00
(P=1.000)

Arellano-Bond
test: AR(1) z=-3.31*** z=-3.41*** z=-3.73*** z=-3.56***

Arellano-Bond
test: AR(2)

z=-0.27
(P=0.789)

z=-0.51
(P=0.607)

z=0.21
(P=0.833)

z=0.24
(P=0.809)

(* p<0.1, ** p<0.05, *** p<0.01)

<표 23> 패널분석 결과 (system GMM)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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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소결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사회학적 관점의 수용이 부족했다는 판

단 하에, 개인은 인지적 평가뿐 아니라 체제에의 순응을 토대로

행동양식을 결정한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권위가 차별적으로 배분된 조직에서의 다양성과 조직성과

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장·차관을 연구 대상

으로 선정하고, 두 개인 간 이질성(relational demography)을 중

심으로 요인별 일치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성 요인을 표면적 다양성과 심층적 다양성으로

종속변수: 성과달성도
가설 결과

채택

여부독립변수
예상

방향

fixed

effect

differ

-ence

GMM

system

GMM

2-1 성별 일치 + . . . 기각
2-2 학력 일치 + . . . 기각
2-3 경력 일치 + + . + 부분채택
2-4 출신지역 일치 - . + + 기각
2-5 출신학교 일치 - . - . 부분채택

종속변수: 정부업무평가결과
가설 결과

채택

여부독립변수
예상

방향

fixed

effect

differ

-ence

GMM

system

GMM

2-1 성별 일치 + + + . 부분채택
2-2 학력 일치 + - . . 기각
2-3 경력 일치 + . . . 기각
2-4 출신지역 일치 - - . . 부분채택
2-5 출신학교 일치 - - - . 부분채택

(.은 유의하지 않음 의미)

<표 24> 가설 채택 여부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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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고, 표면적 다양성은 성별 일치를, 심층적 다양성은 학

력, 경력,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일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

속변수는 정부성과로서, 정확성을 위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목표달성도와 정부업무평가결과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성

과가 시차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기관 통제효과를 통제변

수에 추가한 패널분석, 그리고 difference GMM과 system GMM

방법을 사용한 분석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논의들이 구성원이 다양할수록 조

직성과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단편적으로 가정하였던 것과 달리,

성별이나 경력, 출신지역 등이 일치할 때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사는 동질적인 부하를

선호하고, 권력을 고려한 부하는 그에 순응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대표하거나 범주화를 기반으로 한 행동보다는 제한된 행동을 선

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반드시 차이가

구성원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

여준다. 권력을 적게 가진 개인에게 있어, 자신보다 많은 권력을

가진 이에게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요컨대 개인은 체제에 순응적인 행태를 보이므로, 다양성의 긍

정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불평등을 논의

했던 연구들에서 오랜 기간 논의된 것으로, 달리 새로울 것이 없

는 발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논의에서는 거의 논의된 바가 없

다. 다양성 논의는 심리학의 이론적 기반을 충실히 따르는 동안

사회학의 논의와는 멀어졌고, 이러한 논의의 한계는 결국 다양성

논의가 현실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다루게 만들었다. 본 연구는

다양성의 시각에서 체제 속 개인의 행태와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

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양성 논의

는 ‘다양성은 긍정적’이라는 규범적 평가에서 벗어나, ‘효율성 대

차별(Skaggs and DiTomaso, 2004)’이라는 거대 담론을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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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동질적인 구성원으로 구

성된 조직은 효율적일지라도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적극적

조치와 같은 제도적 보완도 권위가 차별적으로 배분된 공고한 체

제를 깨기엔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요인별 효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차관의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장·차관의 쌍을 연구 대상에 포괄하지 못했다. 또

한 성별 일치는 대부분 남성 간 일치하거나, 출신지역의 일치는

서울 지역에, 출신학교는 서울대학교로 일치하는 경우로 편중되

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결과가 특정 요인의 일치 효과인지, 아니

면 특정 집단의 효과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이밖에도 정보

수집이 가능한 대상으로만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는 점, 모든

해의 정부업무평가결과 지표를 수집하지 못한 점, 복수차관이 존

재하는 부처의 정보를 간소화한 점 등 또한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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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다양성과 조직성과: 사회 이동의 효과

에 관한 논의

제1절 연구 목적

1. 사회 이동 논의의 필요성

자기범주화이론, 사회범주화이론 등 다양성의 근간이 된 심리

학 이론들은 사회 범주에 따라 구분된 내집단과 외집단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Ashforth and Mael, 1989;

Tajfel, 1974 등). 이러한 이론들은 집단별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기여했지만, 사회 범주와 그에 따른 개인의 소속이 고정적인 것

으로 가정해왔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 가정과 달리 현실에서 개

인은 계층·지위·직업을 이동하며,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도 이동

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범주화와 관계는 기존의 가정처럼 고정적

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학에서 사회 이동(social mobility)이라는 개

념으로 논의되었다. 사회 이동이란 개인이나 사회의 물질·가치

변이의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Sorokin, 1998). 예를 들

어 결혼, 임금 변화, 실업, 개종 등은 개인의 소속을 변화시킨다

(Blau, 1977: 36-41; 158). 사회 이동에 대한 관심은 기회와 자원

배분의 평등, 계층 변동의 가능성과 같은 불평등에 대한 질문에

서 출발하였다(Kalleberg and Mouw, 2018).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회학의 논의는 세대 간 이동(intergenerational mobility)에 관심

을 가져왔으나, 최근에는 논의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본 연구는 직업 이동(job mobility), 특히 조직 내

이동(intraorganizational mobility)에 관해 논의한다. 조직 내 이

동은 개인의 특성의 영향 외에도 제도적, 구조적 특성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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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의 경제적 여건, 노동시장의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Anderson, Milkovich, and Tsui, 1981). 또한 차별금지법

이나 적극적 조치와 같은 정부 정책의 인위적 조정도 조직 내 이

동에 영향을 미친다(Kalleberg and Mouw, 2018; Rosenfeld,

1992).

조직 내 이동은 개인의 행동양식과 심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

론, 구성원의 결속과 적대감에도 영향을 미친다(Sorokin, 1998:

508-546). 결국 아무리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조직 내

이동은 구성원 간 관계와 상호작용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다양성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거의 논의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

에는 선행연구들이 성별과 인종 등 개인의 선천적 요인에 집중해

왔다는 점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 표면적 다양성 중심

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이후 심층적 다양성을 논의한 연구들 또

한 측정 당시 직업·인식 등의 개인 소속을 고정적인 것으로 가정

하였다(김호균·김정인, 2017; Maznevski, 1994; Mohammed and

Angell, 2004). 이러한 한계는 개인의 소속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

다는 속성을 포착하지 못하여(Piazza and Castellucci, 2013), 다

양성 연구의 풍부한 논의를 어렵게 한다.

2. 연구 방법

조직 내 역할(role)의 변동은 조직 내 이동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역할은 역할 경계를 형성하고, 역할별 정체성

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다양성의 한 지표로 볼 수 있다. 특히 동

일한 개인이더라도 조직 내 역할에 따라 다른 의무를 가지고 다

른 기대를 받으며, 그에 따라 상이한 경험과 지식, 행태 및 감정

을 갖는다는 점에서(Turner, 2001: 233) 역할은 심층적 다양성으

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정책이라는 인위적 개

입에 의한 역할 변동(Kalleberg and Mouw, 2018; Rosenf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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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변동의 영향이 조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시간제 근로제도에 주목하였는데, 해당 정책

들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로 근로자의 조직 내 역할

을 변화시키는 정책들이다. 해당 제도들은 각각 근로자의 고용형

태와 근로형태를 변동시킨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조직성과 변

수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사업 성과지표를 선정하였

다. 공공기관은 모범고용주(model employer)로서 다양한 실험적

인사제도를 도입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역할의 변동이 나타

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모범고용주로서의 공공

기관에 대해 논의하며, 각 인사제도가 갖는 이론적 배경과 제도

의 도입 배경, 그리고 그로 인한 개인들의 역할 변동에 대해 논

의하여 그에 대한 가설을 도출한 후, 실증분석을 시행한다.

제2절 공공기관의 사회 이동 논의의 적절성

개인의 삶의 질, 특히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의

선호 증가는 조직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대해 공공조직은 상대적으

로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조직은 모범고용주

(model employer)로 인식되어 왔고, 고용 개혁과 혁신의 선두에

서왔다(Pandey, 2010). 특히 공공조직은 시장 상황에 좌우되지 않

는 인적자원 중심의 연성 인사관리(developmental humanism)를

시행하고,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서비스 지향성을 추구하기 때문

이다(Morgan and Allington, 2002). 구체적으로 공공조직은 공정

한 대우와 고용 기회의 평등, 및 직업 안정성·연금과 같은 질적

인 처우, 집합행동 등(Beaumont and Leopold, 1985;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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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의 모범 사례의 원칙(the principles of best practices)을 세

워왔다.

특히 공공기관(government-owned corporation)은 다양한 정부

권장정책들을 시범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왔다. 이 과정은 필연적

으로 역할의 변동과 조직구성원 간 관계의 변화를 동반하므로,

사회 이동을 포착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연구대상으로서의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인사제도의 도입 및 활용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민간조직과 달리, 정치적 압력을 받는 공공기관

이 가진 특수한 맥락은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 변동의 효과를 확

인하는 데에 용이하다. 둘째, 공공기관은 수익성의 요구 또한 동

시에 받는데,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한 역할 변동은 조직의 효

율성과 대치될 가능성이 있다(White et al., 2003). 이러한 맥락은

역할 변동에 따른 구성원의 대응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의 삶의 보장을 위한 제도는 수익성 저하라

는 부담을 가중시켜, 구성원 간 관계 변화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절 역할 변동에 관한 논의

1. 역할의 정의

역할(role)의 개념은 연극에서 주로 논의되다가 1920년대에 들

어 사회학·인류학·심리학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Biddle,

1986). 최근 역할의 개념은 크게 구조-기능주의적 관점과 상징주

의적 관점으로 구분된다(Ashforth, 2001:4). Merton(1957)과 같은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을 택한 학자들은 역할을 배태된 사회 체계

속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위치 및 그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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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상징주의적 관점에서의 역할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

과 선호에 따라 합의된 이해로 정의된다(Ebaugh, 1988:18). 본 연

구는 구조-기능적 관점(Ashforth, 2001:4)을 따라 역할의 의미를

협의로 이해하고, 일터라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제도적으로 부여

하는 지위(position)로 정의한다.

역할은 또한 사회범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 역할은 특정

한 물리적 위치와 시간에 따라 구분된 역할 경계(role boundary)

를 형성하며, 한 번 형성된 역할 경계는 당연하고 불변한 것으로

여겨진다(Ashforth, 2001:5). 둘째, 역할 경계는 역할과 관계된 목

표, 가치, 믿음 등의 역할 정체성(role identity)을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역할의 특성은 사회 범주에 따라 집단과 집단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다양성의 기본 전제와 동일하다. 이에 역할은 사회

범주의 일종, 다양성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역할 변동에 따른 진입 충격

역할 변동(role transition)은 승진이나 강등, 이직 등과 같이 심

리적·물리적 변동이나 개인이 맡은 다수의 역할 간의 변동을 의

미하기도 한다(Ashforth, 2001:7). 역할 변동은 고정적으로 존재하

던 사회 체계를 깨며 발생한다. 준고정적 균형상태

(quasi-stationary equilibria)인 사회에는 변화에 저항하는 요인이

존재한다(Lewin, 1951:224-237). 변화는 기존 관습을 깨는 해빙

(unfreeze)-변화(movement)-재동결(refreeze)의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해빙은 공고히 구축된 사회체계를 변화시키고 편견을

없애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새로운 균형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다.

해빙 과정의 대표적인 예는 역할 탈출(role exit)과 역할 진입

(role entry)이다. 역할 진입에는 개인과 조직 간 협상이 필요하다

(Ashforth, 2001:15). 진입 과정은 놀라움과 불안정의 과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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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자로 하여금 현 상황을 학습하고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사회적 보호막(social cocoon)을 구축해 개인에

게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에 적응하도록 견고한 압력을 가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정체성의 변동을 겪으며, 한편으로 적응을

위해 주도적으로 변화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역할 변동 과정이 조직 전반에 진입 충격(entry

shock)을 야기함을 시사한다. 진입 충격이란 역할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대와 경험 간의 불일치 등의 혼란을 의미한다. 진입

충격은 개인의 기대가 클수록, 불일치가 클수록 크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계약 위반(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과도

관계가 있다(Robinson and Rousseau, 1994). 진입 충격은 단순히

진입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체계를 구

성하는 내부자(insider)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Ashforth, 2001:159). 이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직 구성

원 일부의 역할 변동은 기존의 집단 구성의 변화를 초래한다. 외

집단이었던 이가 내집단에 속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초래한다.

달리 말하면 역할의 변동은 단순히 개인의 조직 내 책임과 권한

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 관계의 변화를 촉구한

다.

3. 다양성관점에서의역할변동과조직성과논의필요성

역할의 변동은 사회 이동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역할 변동 과

정에서의 진입 충격은 개인의 소속 변화로 인한 조직 전반의 혼

란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역할 변동에 관한 논의는 거시적

인 사회 구조와 제도, 문화 속에서 다양성의 효과를 논의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인사정책은 조직 내 이동을 발생시킨다(Kalleberg

and Mouw, 2018; Rosenfeld, 1992). 그중에서도 본 연구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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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가족친화정책’을 통해 개인의 역할 변동

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두 제도는 개인의 기존 업무 및 처우, 더

나아가 조직 내 책임과 권한 등을 변화시킨다. 이는 개인의 역할

변동을 초래하며, 소속의 변화로 인한 사회 이동을 초래한다. 구

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분화된 노동 시장에서

지위의 일종이 된 고용형태를 변동시키는 수직적 이동(vertical

mobility)에 속한다(Sorokin, 1998: 133-163). 한편 가족친화정책

은 구성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동

일한 지위 내에서의 근무형태 이동이므로 수평적 이동(horizontal

mobility)에 속한다(Sorokin, 1998: 381-413).

이러한 다양성의 특성 또한 조직성과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

다. 역할 변동으로 인한 다양성의 증가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두 방향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두 제도의 기본 전제

는 근로자의 삶의 질 증진이 조직몰입을 증가시켜 조직성과를 향

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실현된다면 다양성의 증가가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역할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진입충격이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Ashforth, 2001). 이는

기존의 내집단이었던 구성원이 외집단이 될 수도 있고, 외집단에

속해있던 이가 내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는 혼란과 저항이 예상되며, 구성원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

도 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역할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제4절 표면적 다양성과 공공기관 성과

표면적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다양성 연구

분야의 가장 전통적인 주제이다. 이러한 논의는 1960년대에 논의

된 적극적 조치와 1970년대의 고용평등(Equal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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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제도의 이행에 따라 제도의 효과 파악을 위해 시작

되었다(Pitts and Wise, 2010). 이는 국내 연구 또한 동일한 맥락

을 보인다. 한국 정부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시행하였

고, 그 이후 성별 다양성의 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우양호,

2010; 안선민·이수영, 2018a 등).

약 50년 동안의 연구가 시행된 현재에도 여전히 성별 다양성은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선행연구들은 성별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Herring, 2009; Wegge et

al., 2008). 특히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논의한 선행연구들은 대표

관료제의 규범적 시각을 따라, 관료가 중립적이지 않으며 자신이

동정이나 공감을 느끼는 고객에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

에, 대표할 수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Meier, 2018).

성별 다양성이 높은 조직에서는 실제로 긍정적 효과가 발휘된다

는 연구가 존재하는데, 여성이 정책대상자들의 참여를 높은 수준

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인된다(Riccucci, Van Ryzin, and Li,

2016). 이러한 효과는 정책대상자들의 참여나 협조 등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여겨지는 공공조직에서 더욱 큰 가치를 가질 것이

다. 이러한 효과는 한국 공공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1: 성별 다양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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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고용형태 다양성과 공공기관 성과

1.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

1)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non-standard, part-time or temporary employment)

은 형태가 다양해 학자들 간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학

술적·실무적으로 논의되는 비정규직은 맥락에 따라 상이하지만,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정규직의 근로형태와 다름을 인정한다. 비

정규직의 특수한 근로형태는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16)이 제시하는 네 가지 형태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시적 근무(temporary employment)이다. 비정규직

은 프로젝트나 일 단위, 혹은 계절 단위로 조직과 계약을 맺는

일시적인 형태이다. 둘째는 비상근(非常勤) 근로이다. 비정규직은

근무시간이 전일제 근로자와 달리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필요한

때 일하는 형태(on-call work)를 띠기도 한다. 셋째는 간접고용

(multi-party employment relationship)이다. 이는 계약 주체와 사

용 주체가 상이한 형태로서, 파견이나 사내도급과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 넷째는 임금을 받음에도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 형태(disguised employment/dependent self-employment)이다.

비정규직은 비용감축의 목적으로 1980년대부터 전략적 인사관

리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되어져 왔다(Walton, 1985).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활용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기조와 함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정부 부문

의 감축이 요구되었을 때부터이다(김동배·김주일, 2002; 안선민·

이수영, 2017a; 이근주·홍은주, 2007).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

면 외부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다(Levine, 1978).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비정규직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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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그림자 인력(shadow workforce)’으로서,

정부의 규모 감축 요구에 대한 대응 및 정부성과목표의 달성과

위험회피를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Light, 1999).

비정규직의 활용은 조직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용 절감은 물론

조직의 유연성 제고와 핵심 인력 지원에 유용하지만(Atkinson,

1984), 근로자는 다차원적인 삶의 질 하락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터에서의 물리적 불안정성은 물론 일자리와

사회 보장 등 경제적 불안정성을 감내해야만 하는데(ILO, 2016),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미래의 자기계발

을 방해하는 요인이다(남재량·김태기, 2000; 안선민·이수영,

2017a; Nollen, 1996).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비정규직 개인의 문

제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권순식, 2006; Broschak and Davis-Blake, 2006; Pandey,

2010).

2) 중심-주변 노동모형

중심-주변 노동모형(core-peripheral work model)은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분화된 인사관리 형태를 설명한다(Atkinson, 1984).

조직은 분화된 인사관리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이러

한 유연성은 조직 규모(근로자의 수)나 조직의 기능(근로자의 기

술), 그리고 비용 등 다차원적 유연성을 의미한다. 먼저 조직은

핵심 인력(core employee)에게는 안정적인 임금과 질적인 근로

환경,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가진 능력을 안정적으

로 활용하고 계발한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를 불안정한 근로계약

형태로 비정규직인 주변 인력(peripheral employee)에게 전가해

부담을 상쇄시키고자 한다(한승희·정지수, 2016; Cappelli and

Neumar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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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인사관리방법은 국내 공·사 조직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중심-주변 노동모형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은 수직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조직에

서 발생하는 더 큰 문제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업무 난이도가 유사하다는 데에 있다. 국내 공공조직의 비정규직

은 청소·경비 등 단순한 업무뿐 아니라 민간위탁이라는 이름 아

래 간접고용의 형태로 조직의 주요업무에 다방면적으로 고용되고

있다(조성재, 2006). 이 과정에서 조직의 업무를 핵심업무와 주변

업무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비정규직이 처한 불공정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내부자-외부자 이론

Lindbeck and Snower(1986; 1988)가 주창한 내부자-외부자 이

론(insider-outsider theory)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관계를 경

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해당 이론은 조직의 업무나 기술, 비

공식적인 요소들에 대해 학습·훈련된 내부자(full-fledged

employees)를 외부자(unemployed employees)로 교체하는 데에

있어 조직은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내

부자는 외부자보다 높은 협상력(bargaining power)과 시장 지배

력(market power)을 갖기 때문에, 결국 조직은 내부자에게 포획

되어 외부자보다는 내부자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아무

리 외부자가 낮은 가격에 일할 의사가 있어도 내부자보다 우월한

입지를 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부자는 외부자들을 배제시

킴으로써 질적인 근무환경과 높은 임금, 직업 안정성 등 조직의

체계적인 보호를 유지하고, 외부자들을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한

다.

조직이 내부자에게 포획되는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Lindbeck and Snower, 1986; 1988). 첫째, 조직은 내부자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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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채용비용과 해고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부자와 외부자 간 능력의 격차가 내부자의 임금과 외부자의 의

중 임금(reservation wage)과의 격차보다 크지 않은 이상 조직은

외부자를 채용할 유인을 느끼지 못한다. 둘째, 외부자가 조직에

충원되었을 때, 내부자는 외부자와 협력할 것인지(cooperation),

협력하지 않을 것인지(harassment)를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 내

부자가 갖는 자유에 비해 조직은 모든 과정을 일일이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은 외부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내부자를 보유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직은

개인이 업무에 들이는 노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반면 내

부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자는 외부자의 의중임금만큼 자신

의 임금 상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내부자를 외부자로 교체할 경우 조직구성원 전반의 사기 저

하와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쉽게 교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내부자들의 이기적인 행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의 관계를 잘 설명해준다. 내부자인 정규직의 강한 응집력과 협

상력은 때로 정규직의 안위를 위해 비정규직의 희생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국내 선행연구들은 노동조합의 응집력이 조직의 비정

규직 비율을 증가시키거나(한승희·정지수, 2016),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지적하였다(안선민·이수영,

2017b; 2017c). 이러한 현상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수직화된 권력관계를 보여준다.

4) 비정규직에 대한 평가

두 이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화된 처우를 받고 있으며,

곧 근로자 간 수직화된 권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이론들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

한 각도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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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한정해 논의한다면, 비정규직은 정부규모 감축이라는

거대 담론의 부담이 개인에게 질 낮은 일자리와 낮은 삶의 질로

전가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논의한다면,

직위의 차이로 인한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는 근로자의 공정성 인

식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는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갈등까지 초

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권순식, 2014; 안선민·이수영, 2017a;

2017b; 은수미, 2006; 조성재, 2006).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제도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채 시행

되어, 정규직과의 근로환경의 격차는 물론 위법적·탈법적인 활용

행태도 나타났다(고용노동부 외, 2006).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민

간부문보다 적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를 인

식한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에게 신분의 안정과 처우 개선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단계

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였다(고용노동부 외, 2004). 구체적으

로 정부는 공무원 정원 확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등의 방안을

권고하였고 퇴직금과 유급 휴가, 보수의 점진적 개선 등 세부적

인 방안까지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해당 대책은 일부 직종에 대

해서만 시행되거나, 실제 예산편성에 반영된 경우는 드물었고 일

회성 예방점검 혹은 인사담당자 교육 등만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

책」이 마련되었다(고용노동부 외, 2006).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

해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민영화와 통폐합을 시행하였고, 이 과정

에서 조직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기능에 적합하도록 공공기관의

기능과 정원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이 가능하거나 민간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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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 폐지·축소하거나 민간위탁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기획재정부, 2009). 이 과정에서 정원이

축소된 업무는 비정규직이 맡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

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하였다(한승희·정지수, 2016). 물론 「공공부문 비정

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주기적으로 시행되었지만, 공공부문 비

정규직이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의 질이 높다는 이유로

파견·용역을 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는 간과하거나 정

규직 전환 대상을 협소하게 판단하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

로 전환하는 등의 보수적인 대책이 시행되었다(기획재정부, 2011;

2012). 이러한 기조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었다(고

용노동부, 2014; 고용노동부 외, 2016). 이러한 한계로 인해, 비정

규직의 문제는 오히려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증가로 이어졌다(이장원, 2018).

이와 달리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

부 일정이 인천공항공사에서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

언일 만큼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주목한 정도가 컸다

(이정희, 2017). 이후 정부는 기간제 직원과 같은 직접고용비정규

직 및 파견·용역 직원인 간접고용비정규직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

의 질을 제고하고 정규직 고용관행을 민간조직에도 확산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용노동부 외, 2017).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차관

이 주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TF」를 운영하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변

화를 꾀하였다. 다만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정규직 근

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형식적인 정규직 전환 문

제나 청소·경비·시설관리직 등의 직원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문제 등(이장원, 2018),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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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형태 다양성에 관한 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무기간이나 급여, 복리후생 등의 측면

에서 차별화된 처우를 받으면서 수직화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질 때, 수직적 관

계를 형성하고 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정책적 개입에 의해 수

평적 관계로 변화한다. 이는 곧 외집단과 내집단 구성의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직은 외집단이었던 비정규직을 내

집단의 일원으로 포용해야 한다. 한편 정책 이후 비정규직은 정

규직화된 이와 그렇지 않은 이로 구분되어, 기존의 비정규직이

형성하던 내집단은 각기 다른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즉 정규직

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기존의 비정규직의 역할을 탈출(role

exit)하게 되며, 정규직으로의 역할 진입(role entry)을 시도한다.

비정규직의 역할 탈출과 역할 진입은 기존의 사회적 보호막에

대한 도전이며, 이로 인해 조직에는 진입 충격(entry shock)이 발

생한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정규직·비정규직

의 두 집단은 정규직-(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정규직-비정규직의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될 것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소속 집단을 이동하는 과도기적 형태를 띠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균형 상태에 머물렀던 구성원 간 관계는 해빙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궁극적으로 재동결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입 충격은 구성

원 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정규

직과 전환된 정규직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이다. 정규직은 자신

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정규직을

내집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개인이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이들과 상호작용할 때 자신

의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Blalock, 1967). 지위에 대한 불안감은 낮은 지위를 가진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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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낮은 지위

를 가진 이의 불쾌감을 자극한다(Broschak and Davis-Blake,

2006). 이러한 부정적 관계는 경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안선민·오민지·이수영, 2017; Wharton and Baron,

1987; Wilson, 2006; Wilson and Roscigno, 2016; Wilson,

Roscigno, and Huffman, 2013; 2015). 또한 자신과 동질적인 부

하직원의 충원 가능성 저하(Smith, 1997)나 자신의 승진 가능성

저하(Barnett and Miner, 1992) 문제는 내집단으로 진입을 시도

하는 전환된 비정규직 집단의 기대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결국 기존의 정규직은 비록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었더라도,

입직 출신의 차이 등을 강화(reinforce)하여 이들과 지속적인 차

이를 두고자 할 것이다. 이는 자기범주화이론과 사회범주화이론

이 설명했던 타인과 자신을 유사성과 차이점으로 비교해 관계를

형성하는 행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공식적 지위가

동일하더라도, 또다른 차별 요인을 양성하여 기존의 사회적 보호

막(social cocoon)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자인

정규직이 배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정규직을 활

용하거나(한승희·정지수, 2016)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을 어렵

게 하는 현상(안선민·이수영, 2017b)이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은 심리적 계약 위반

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심리적 계약 위반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이란 개인과 조직 간 심리적으

로 형성된 상호 의무(reciprocal obligations)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Morrison and Robinson, 1997). 상대적 박탈

감(relative deprivation)이란 개인이 기대 이하의 보상을 받았을

때 기대와 실제 간 차이에서 오는 불만, 격노, 슬픔 등의 감정이

다(Gurr, 197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지위 상승

을 기대했을 개인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때 상대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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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심리적 계약 위반을 느낄 것이다. 이로 인해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은 전환된 정규직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싶은 부정적 사회정체성(negative social identity)을

느끼며, 전환된 정규직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근로자는 기존 정규직, 전환된 정규직, 그리고 전환되지 않은 비

정규직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며, 세 집단은 모두 타 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감정을 느껴 근로자 간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계는 근로자 간 관계의 혼란과 긴장, 업무의 차질 등을

야기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Jung

and Lee, 2015).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

출하였다.

가설 3-2: 고용형태 다양성은 공공기관 성과를 저하시킬 것이다.

제6절 근무형태 다양성과 공공기관 성과

1. 가족친화정책에 관한 논의

1) 가족친화정책의 정의

초기 현대 사회의 조직은 일과 가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근로자

에게 둘 중 한 가지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성 근

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의 노동 인력 구성의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

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조직은 가족친화정책(family-friendly

policies)을 도입하였다(Goodstein, 1994). 가족친화정책을 통해 전

일제로 단일한 형태를 띠던 근무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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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정책은 유연근무제도(flexible work arrangements)와

부양가족 지원제도(dependent care supports)로 구분할 수 있다

(Allen, 2001). 구체적으로 유연근무제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flextime), 집중근무제(compressed work week), 재택근무

(telecommuting), 시간제근로(part-time work) 등이 있다. 한편

부양가족 지원제도는 직장 내 보육시설, 보육비용 지원, 육아휴

직, 간호휴직 등이 있다. 유연근무제도가 전형적인 근무형태를 탈

피한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추구한다면, 부양

가족 지원제도는 가정 지원이라는 목적에 더욱 무게를 두어, 유

능한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가정 양립을 도

모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족친화정책은 근로자의 자율성 증진 및 일과 삶의 균형 유지

를 통해 스트레스 감소 및 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성과 향상을 기

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조직은 유능한 인재 보유를 기대한

다(Hayman, 2009; Lee and Hong, 2011; Pierce and Newstorm,

1982).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도의 경우 근로자에게 통근시간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통근시간 및 비용 등을 감축할 수 있다

(Wadsworth, Facer, and Arbon, 2010). 가족친화정책은 단순히

조직 구성원들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구직자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Ng and Burke, 2005).

이와 달리,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먼저

가족친화정책이 조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가족친화정책 도입 초기에는 근로자들이 조직에 감사

함을 느껴 조직에 몰입하고 충성할 것이지만, 이러한 감정은 이

내 정책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였다(Gonyea and Googins, 1992). 가족친화정책의 성숙기

를 거치고 있는 최근에도 업무의 완성도 및 처리속도나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책임감 부재의 해결에 대한 관리적 부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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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구성원의 사기 저

하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결근(absenteeism) 및 고객의 불만 증

가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다(Wadsworth, Facer, and Arbon,

2010).

가족친화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제도

의 부정적 측면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가족친화정책은 부양가

족이 있는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

문에(Barhan, Gottlieb, and Kelloway, 1998), 학업이나 건강 등

개인적 목적으로 가족친화정책을 사용하고 싶은 이들은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Hoyman and Duer, 2004). 모든 구성원에게 가족친

화정책 활용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배

제된 근로자는 불만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가족친화정책은 다른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수준을 낮추어 주변 동료들의 불만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안선민·권보경·이수영, 2018). 이

외에도 조직의 문화적 요인(상사 및 동료의 지원 등)과 융화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제도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김태희·오민지, 2017; Kirby and Krone, 2002). 궁극

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제도 활용자가 가정의 일을 일터

에 끌어들였다가(on-site) 오히려 눈 밖에 나는(out-of-sight), 즉

조직 구성원 사이에서 평판이 하락하는 등의 부정적 결과가 초래

되기도 한다(Allen and Russell, 1999; Hoobler, 2007).

2) 관련 이론

가족친화정책의 긍정적·부정적 가능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가족

친화정책과 관련된 이론들 또한 동일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역할에 관한 논의 중 역할 갈등(role conflict)은 개인

의 역할들의 상충이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Kahn et al., 1964). 역할 갈등의 관점에서, 일과 가정에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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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상충되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을 느끼게 만든다(Greenhaus and Beutell, 1985).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친화정책은 근로자가 지나치게 일 영역의

역할에 매몰되지 않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강요(role strain)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Allen 2001).

또한 가족친화정책은 개인의 조직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

회이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경제적 교환과

는 구분되어,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거래에

대해 논의한다. 경제적 교환이 분명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과 달

리, 사회적 교환은 불분명하지만 긍정적인 미래의 의무를 수반하

며, 의무뿐 아니라 감사나 신뢰 등의 감정을 야기한다(Blau,

1964). 이러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상사와 부하, 동료들, 직원과

고객 등의 개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거나 개인과 조직 간에 형성

된다(Cropanzo and Mitchell. 2005). 구체적으로 개인과 조직의

관계는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으로 나타

나며, 개인은 자신의 안녕과 가정을 보살피는 조직에 대해 높은

몰입도와 애정을 갖는다(Eisenberger et al., 1986).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가족친화정책을 활용자는 조직이 개인의 가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생각에 높은 조직몰입과 낮은 이직의도, 조직성과에 대

한 높은 기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Lee and Hong, 2011).

한편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가족친화정책의 활용은 오히려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회정체성이론

(social identity theory)은 개인이 타인과 자신을 다양한 사회적

기준에 입각한 범주화를 통해 구분한다고 설명한다(Tajfel and

Turner, 1978). 또한 한 범주에 속한 경우, 범주의 원형적 특성

(prototypical characteristics)에 의거해 그 집단의 특성으로 타인

을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Ashforth and Mael, 1989). 이러한 맥

락에서, 가족친화정책의 활용은 근로자를 남성 중심적 일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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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멀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업무를 덜 중시한다는 인상

을 줄 가능성이 있다(Hoobler, 2007). 더욱이 역사적으로 돌봄의

무자(caregiv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여성들이 가족친화정책

을 사용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이로 인

해 개인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Bergmann, 1998;

Lewis, 1997). 이러한 견해는 가족친화정책을 활용한 개인이 받

는 불이익을 잘 설명해주며, 가족친화정책에 친화적 문화가 형성

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2.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정책

공공기관은 2010년 유연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기획재

정부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도를 실

시하도록 권고하였다(기획재정부, 2012).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

로 시행되는 유연근무제도는 전형적인 전일제 방식에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탄력근무제)와 장소를 조정하는 제도(원

격근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 조정 제도는 근무일

과 근무시간의 제약 정도에 따라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

형’, ‘집약근무형’, ‘시간선택제’ 등으로 구분되며, 공간 조정 제도

는 자택근무와 별도 사무실 근무 등 기존의 사무실 외의 다른 공

간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근무형’이 있다.8) 한

편 부양가족 지원제도는 육아휴직제도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

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가족친화정책 중 시

8) 구체적으로 시간 조정 제도는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동일하되 출근시간을 자율적
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 근무일은 동일하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형’, 근무일을 조정하되 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유지하는 ‘집
약근무형’,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인정받는 ‘재
량근무형’으로 구성된다. 공간 조정 제도는 자택근무와 별도 사무실 근무 등 기
존의 사무실 외의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근무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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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택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시간선택제란 육

아 및 가족돌봄, 건강, 학업 등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주 30시간

이하를 근무하지만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

한 처우를 받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2015; 인사혁신처, 2017).9)

해당 제도는 채용 시간선택제도와 전환 시간선택제도로 운영되는

데, 채용 시간선택제도는 채용 당시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

용된 경우를 말하며, 전환 시간선택제도는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도로 변경하여 일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시간선택제도

는 정부권장정책 하나로서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기획재정부, 2014; 2015; 2016;

2017; 2018). 또한 정부는 민간조직을 대상으로도 시간선택제도를

시행하는 조직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고용노동부, 2015) 다양

한 방법으로 시간선택제도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가 시간선택제도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선택제도는 가족친화제도의 두 가지 유형의 속성을 공

통적으로 갖는다. 시간선택제도는 근로시간의 변화라는 점에서

유연근로제의 성격을 갖지만 여타의 유연근로제도보다 근무시간

이 더 짧아 근로형태의 변화가 더욱 크다. 한편 시간선택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던 육아휴직의 부분근무제도의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로서(인사혁신처, 2017), 부양가족 지원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5). 이와 같은 특징은 시간선택제도가

갖는 독특한 특성으로서, 해당 제도를 독립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9) 전환형 시간선택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공공기관은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한 대
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운용지침(2018)에
따르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은 보수와 복리후생비 등에 있어 시간비례원칙
을 준용하여 전일제 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14)의 내부규정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전환직원이 1년 이하 기간 동안 제도를
활용한 경우 근무기간은 전일제 직원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호봉승급과 승급 제
한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평가된다. 한편 한전원자력연료(2016)는 내부규정
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이 만료되어 복귀할 때, 전환 전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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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부분의 유연근무제도와 부양가족 지원제도가 기존의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반면, 시간선택제도

는 채용형과 전환형이 이원화된 특성으로 인해 집단 간 분화가

예상된다. 두 제도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시행됨

에도, 채용형 시간선택제도는 대부분 생계를 이유로 비자발적으

로 입직한 경우가 많으며 임금 수준이 매우 낮거나 퇴직금 및 시

간외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

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김유휘·이승윤, 2014; 한국노동

연구원, 2014). 이에 따르면 동일한 조직 내 동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맥락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시간선택제도가 근로자 간 관계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시간선택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

부분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서술적 관점에서 논의하거나(김기형·

진종순, 2013; 김유휘·이승윤, 2014) 여성 근로자의 시간선택제도

활용 등 한정적인 대상만을 연구(김복태·조경호·문미경, 2014; 송

영남, 2015; 신경아, 2015)하는 한계를 보였다. 시간선택제도는 역

할 다양성과 역할의 변동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논의는 부족했다.

3. 근무형태 다양성에 관한 논의

전일제 직원이 시간선택제도를 활용할 때 근무시간 축소에 따

라 담당 업무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권한

의 축소 등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장시간 동료들 및 고객과 소

통이 필요한 일을 맡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기존의 전일

제 직원과 형성해왔던 업무 루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

에서 전환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기존의 역할로부터 이탈하는

역할 이탈(role exit)이 발생한다. 이는 개인의 역할 변동 및 역할

관계의 변동을 유발할 뿐 아니라 기존의 ‘정규 직원은 곧 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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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회적 보호막(social cocoon)이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선택제도로의 전환은 전일제 직원과 채용 시간선택제 근로

자 간 형성되어 있던 이분화된 집단을 세 집단으로 분화시킨다.

이로 인해 근로자 간에는 새로운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첫째는

기존 전일제 직원과 전환 시간선택제 근로자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이다. 역할 변동이 발생하기 전 이들은 내집단을 형성하였으

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무시간 축소로 인해 근로자간 새로운

업무분담이 요구되며, 단기적으로 새로운 업무분담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더 나아가 시간선택제도를 택한 근로자는

이전과 동일한 양의 업무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

의 동료는 상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더 많은 업무 부담을 질 수 있

다(안선민·권보경·이수영, 2018; Bell and Hart, 1999; Broschak

and Davis-Blake, 2006). 이는 전일제 직원으로 하여금 전환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불만을 느끼는 요인이 된다(Scheibel and

Dex, 1998). 이밖에도 근로자 간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리적 시

간이 감소함에 따라, 이전과 같은 소통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기존의 친밀감 및 정보 공유의 양과 질이 감소하여

두 집단에는 우호적인 태도가 줄고, 몰이해와 긴장감 등이 증가

할 것이다(Berger and Calabrese, 1974).

둘째는 전환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채용 시간선택제 근로자 간

의 관계에 관한 논의이다. 이들은 근무 형태는 유사할지라도, 전

환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채용 시간선택제 근로자 집단에 역할 진

입(role entry)하려는 시도는 적을 수 있다. 동일한 근무 형태와

달리 두 집단은 입직 경로가 상이하고, 조직에 대한 경험과 이해,

처우가 상이했다는 점은 근로자들 간 친밀감 형성에 장애물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전환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가 다했을 때 전일제 근로자로 재전환된다는 점(고용노동부,

2015)을 고려한다면, 두 집단은 과거의 조직과의 심리적 계약뿐



- 164 -

아니라, 미래의 조직과의 심리적 계약까지 상이할 것이다. 사회정

체성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전환 시간선

택제 근로자와 채용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

정체성으로 인해 동일한 내집단을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두 논의를 종합하면, 전일제 근로자와 채용 시간선택제 근로자

로 구성되던 두 집단은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한 근로자로 인해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될 것이다. 또한 각기 다른 경험과 지식,

이해, 그리고 조직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 세 집단은 서로 배

타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성원 간

의 친밀도를 약화시키고(Mohammed and Angell, 2004; Pelled,

1996; Roberge and Van Dick, 2010), 궁극적으로 조직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3: 근무형태 다양성은 공공기관 성과를 저하시킬 것이다.

제7절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논의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정부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치유를 위해 공공기관을 설립하

였다(이상철, 2007: 68-69). 그럼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하에서

정부 재원으로 보전 가능하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게 만든다. 이러한 특성을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s)이라고 하는데, 파산할 조건에도 정부 재원에 의해

파산되지 않는 상태(Eggleston and Shen, 2011), 정부의 긴급구

제 가능성(Brekke, Siciliani, and Straume, 2015) 등으로 정의된

다. 이처럼 방만하게 경영해도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해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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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유인을 잃게 하는 요인

으로 지적되어 왔다(안선민·이수영, 2017c).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라는 사후 통제수단을 통

해, 공공기관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0년대에는 주무부처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되어왔던 성과평

가 제도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주

무부처의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인센티브 구조가 구체화되었다.

이후 사전규제의 문제와 이중구조로 존재하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게 되었고, 이후 지표 개선 등을 토대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 대상 기관의 기관장은 중장

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제46조), 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

도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

기관 장에게 제출한다(제47조).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목표

와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실적을 평가하는데, 이때 기획재정

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경

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제48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으로 구분

된다. 경영관리 영역은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성, 조

직·인사·재무관리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기관의 유형별 가중치

는 상이하지만 모든 평가 기관이 동일한 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받는다. 이와 달리 주요사업 영역은 각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추

어 사업의 전 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이 수행하는 사

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와 목표 구성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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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경영개선 효과에 대해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박석희(2006), 조택·송선하(2010)

등의 연구는 경영평가제도 이후 기관의 인건비관리효율성, 금융

비용비율 등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들어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확

인하였다. 이와 달리 해당 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연구들도 있는데, 공공기관 임원들의 정치적 네트워크(유승원,

2014)나 공공기관의 정치적·경제적 요인(김다경·엄태호, 2016), 조

직 규모(박용성·남형우, 2011; 장희란·박정수, 2015) 및 언론 보도

(황영경, 2014) 등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과가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

하면서도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온정주의적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관리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이러한 점을 토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결과를 조직의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제8절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해 지

정한 공공기관 중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분석에 필요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http://www.alio.go.kr)에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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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제5장은 공공기관의 5개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행하는 바, 동일한 관측치를 반복 측정하는 패널분석을 시행한

다. 본 연구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전년도의 정보를 설명변수

에 추가함으로써, 종속변수의 시차 효과를 통제하였다. 본 연구가

활용한 분석방법은 일반화된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 GMM) 중 차분적률법(difference GMM)이다. 해당 방

법은 회귀식에서 전년도 값을 차분하여 종속변수의 차분값(∆=
)을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을 설명변수

로 활용한다. 이 경우 오차항() 중 패널 개체의 고정효과

()는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시 과 이 한 수식에

존재하게 됨에 따라 두 값 간의 상관관계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nderson and Hsiao(1981)은 설명변수인 ∆에
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더 발전한 형태

로서 Arellano and Bond(1991)는 시점마다 도구변수의 개수를

다르게 하는, 즉 가용한 모든 적률조건들을 사용하는 차분적률법

을 고안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중 주요사업 평

가결과를 활용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다. 경영평가

의 평가 내용은 ‘경영관리’ 영역과 ‘주요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 주요사업 영역 점수만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경영관

리 영역에는 고용의 질 개선과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 등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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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때문에(기획재정부, 2018),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중복되

어 단순한 정(+)의 관계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평가 범주는 다시 계량, 비계량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중 비

계량 영역은 등급이 부여된다. 본 연구는 등급별 평점을 참고해

등급을 수치로 변경하였다. 기획재정부(2017: 27)가 제시하는 등

급별 평점은 <표 25>와 같다. 이후 각 기관별 가중치 대비 획득

점수의 비율로 종속변수를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1) 성별 다양성

이 장의 표면적 다양성은 성별 다양성으로 측정하였다. 엔트로

피 지수는 log (=1,...,)의 방법으로 구한다. 본 연구는

집단의 개수(log)를 고려하여 지수가 0에서 1 사이에 분포하도록

조정하였다.

(2) 고용형태 다양성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

의 고용형태 다양성을 추정하고자 하는 바, 본 연구는 조직 구성

원을 (기존) 정규직,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전환

된 정규직의 세 집단으로 각각 측정하고, 이를 엔트로피 지수로

변환하였다. 즉 정규직과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집단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등급 A⁺ A⁰ B⁺ B⁰ C D⁺ D⁰ E⁺ E⁰
평점 100 90 80 70 60 50 40 30 20

<표 25> 공공기관 경영평가 – 비계량지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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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의 변동이 발생한 조직 구성원을 의미한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공시하는 ‘전환된 비정규

직’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등 전환 형태에 관해 구분하지 않

은 채 합계만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전환 과정에서 정규

직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여부는 각 기관의 자율에 의해 행해

지는 바, 이 정보는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

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규직 현원 수를 측정 시 정

규직과 무기계약직의 현원을 합하여 측정하였다. 물론 무기계약

직이 정규직과 지위와 권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안선민·이수

영, 2017), 본 연구가 변동된 고용형태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하는 바, 전환과 관계없는 기존 인력을 추정하기 위해 적절한 방

법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근무형태 다양성

두 번째 독립변수는 근무형태 다양성이다. 기존의 전일제-채용

시간선택제로 구분되던 조직구성원은 가족친화정책의 시행으로

전일제-(전일제에서) 전환된 시간선택제-채용된 시간선택제로 구

분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세 집단을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측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자료의 수집을 거쳤을 때 두 독립변수는 각각 변동

이 일어나지 않은 두 집단과 변동이 발생한 한 집단, 총 세 집단

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이를 각각 엔트로피 지수로 변환하여,

다양성 지표를 구성한 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모형에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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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근속년수, 1인당 평균 임금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McKay et al., 2011). 노동조합은 내부자로서의 정규직의 이익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바(안선민·이수영, 2017b; 한승희·정지수,

2016), 역할 변동의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하

여 노동조합의 존재여부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밖에도 조직 규

모를 통제하기 위해 조직 연령, 부채 비율, 정부지원금 규모, 조

직구성원 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주요사업 성

과는 평가항목(지표 수)이 증가할수록 조직의 목표모호성은 증가

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Chun and Rainey,

2005), 주요사업의 지표수를 통제하였다. 한편 조직의 유형에 따

라 조직의 목표와 운영, 관리방식이 상이한 바(안선민·김병섭,

2018), 이를 통제하기 위해 주무부처와 조직 유형을 명목변수의

형태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 효과를 통제하기 위

해 조사년도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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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분석 결과

<표 27>은 기초통계분석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주요사업성과

는 가중치 대비 획득점수를 비율로 환산하여 평균은 0.781이었으

며, 0.085부터 0.967까지 분포하고 있다. <그림 16>에 따르면 주

변수 측정

종속

변수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사업 성과
·가중치 대비 획득 점수의 비율

독립

변수

표면적

다양성

성별

다양성

·임직원의 성별 다양성

·측정방식: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

심층적

다양성

고용형태

다양성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 기존 비정규직, 전

환된 정규직의 비율

·측정방식: 엔트로피 지수

근무형태

다양성

·기존 전일제, 채용된 시간선택제, 전환된 시

간선택제 직원들의 비율

·측정방식: 엔트로피 지수

통제

변수

평균 근속년수 ·조직구성원의 평균 근속년수

1인당 평균 임금
·조직구성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단위: 천

원)
노동조합 ·노동조합 존재=1, 없음=0
조직 연령 ·조사년도-설립년도
부채비율 ·자단 대비 부채의 비율
정부지원금 ·고유사업, 기금계정 총계(단위: 백만원)
조직구성원 수 ·임직원 총계
주요사업 지표 수 ·주요사업지표 5개 이상=1, 5개 미만=0

연도 ·측정 년도

공공기관 유형

·시장형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2,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

관=4

<표 26> 변수의 측정 (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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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업 성과가 0.5 이하인 경우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0.6 이상

의 점수를 획득하여, 왼쪽으로 꼬리가 긴 정규분포 형태를 띠고

있었다.

독립변수는 표면적 다양성과 심층적 다양성으로 구분된다. 표

면적 다양성은 성별 다양성으로, 평균은 0.759였다. 다양성이 가

장 낮은 조직의 다양성 지표는 0.128이었으며, 가장 높은 조직은

두 성별이 완전한 균형을 이루어 지표값이 1.0에 이르렀다. 성별

다양성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 17>에 따르면 성별 다양

성이 1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관측치가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제3장에서의 공공기관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분포(<그림

4> 참고)와 대치되는 분포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동

일한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전체의 성별 다양성은 상당

수준 이른 반면 여전히 여성의 경영진 참여 수준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기관 유형별 성별 다양성을 파악할 때도 성별 다양성의

제한적 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수익성이 높은 시장형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낮은 편인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18> 참고).

한편 심층적 다양성 변수인 고용형태 다양성의 평균은 0.525였

다. 고용형태 다양성은 정규분포 형태를 띠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림 19> 참고), 전환된 정규직은 여전히 조직 내에서 그 비율

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그 비

율이 낮았다(<그림 20> 참고). 근무형태 다양성의 평균은 0.083

이었다. 고용형태 다양성은 높은 정책적 관심에 의해 전환 속도

가 빨라 다양성이 높은 반면, 가족친화정책 중 하나인 시간제근

로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근로형태 다

양성은 대부분의 기관이 여전히 0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그

림 21> 참고). 수익성이 높은 기관일수록 전일제 직원이 절대 다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채용 시간선택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전환 시간선택제의 활용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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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기관 유형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다(<그림 22>

참고).

이밖에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평균근속년수는 12년인 것으로 확인되며, 평균임금

의 평균은 약 6천7백8십만 원이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조직

은 전체 표본의 약 86%였다. 자연로그를 취한 네 개 변수인 조

직연령의 평균은 2.851, 부채비율은 0.449, 정부지원금은 9.279, 근

로자 수는 6.481이었고, 주요사업지표의 수가 5개 이상인 조직은

전체 표본의 약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성과(주요사업) 576 0.781 0.074 0.085 0.967
표면적
다양성 성별 다양성 576 0.759 0.193 0.128 1.000

심층적
다양성

고용형태다양성 576 0.525 0.159 0.073 0.981
근무형태다양성 576 0.083 0.079 0.000 0.556

통제변수

평균근속년수 576 12.402 4.602 0.000 22.900
평균임금 576 67843.77 12543.26 36481 101021
노동조합 576 0.865 0.342 0.000 1.000
조직연령(ln) 576 2.851 0.869 0.000 4.477
부채비율(ln) 576 0.449 0.427 0.002 3.734
정부지원금(ln) 576 9.279 4.702 0.000 16.800
근로자수(ln) 576 6.481 1.307 4.259 10.248
주요사업지표수 576 0.179 0.384 0.000 1.000

<표 27> 기초통계분석 결과 (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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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주요사업성과 분포

<그림 17> 성별 다양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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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기관유형별 성별 구성

<그림 19> 고용형태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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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기관유형별 고용형태 구성

<그림 21> 근로형태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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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기관유형별 근로형태 구성

2. 상관관계분석 결과

<표 28>은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이다. 먼저 종속

변수인 주요사업성과는 독립변수 중 성별 다양성과 0.198(p<0.01)

의 상관을 가졌으나, 심층적 다양성의 두 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 다양성은 두 심층적

다양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성별 다양성과 고용형태 다양성 간의 상관관계는

0.276(p<0.01)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다양성과 근로형태 다양성

간의 상관계수는 0.239(p<0.01)이었다. 이로써 성별 다양성과 심

층적 다양성 간에는 낮지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두 심층적 다양성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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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세 독립변수들은 평균근속년수, 평균임금, 노동조합, 조

직연령, 근로자수와 대체로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 중 성별 다양성과 평균 근속년수의 상관관계는 –

0.431(p<0.01), 평균임금과의 상관관계는 –0.341(p<0.01)로 상대

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세 변수는 정부지원금과

는 모두 양의 관계를 보였다. 성별 다양성과 정부지원금은

0.298(p<0.01), 고용형태 다양성과는 0.11(p<0.01), 근로형태 다양

성과는 0.159(p<0.01)의 상관계수를 갖고 있었다. 정부의 지원이

정책적 압력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때, 정책적 압력과 구성

원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높지 않은 수준을 나타내

고 있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은 조직연령과 근속

년수로서 0.511(p<0.01)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고, 근로자 수와

근속년수는 0.592(p<0.01)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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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주요사업성과
1.000

2성별 다양성
0.198 1.000
(0.000)

3고용형태
다양성

0.019 0.276 1.000
(0.651) (0.000)

4근로형태
다양성

0.028 0.239 -0.009 1.000
(0.508) (0.000) (0.828)

5평균근속년수
-0.056 -0.431 -0.183 -0.061 1.000
(0.180) (0.000) (0.000) (0.143)

6평균임금
-0.055 -0.341 -0.127 -0.177 0.369 1.000
(0.189) (0.000) (0.002) (0.000) (0.000)

7노동조합
-0.072 -0.175 -0.072 -0.202 0.356 0.227 1.000
(0.082) (0.000) (0.082) (0.000) (0.000) (0.000)

8조직연령
-0.018 -0.159 -0.129 0.022 0.511 0.120 0.214 1.000
(0.663) (0.000) (0.002) (0.602) (0.000) (0.004) (0.000)

9부채비율
-0.008 -0.021 0.042 0.131 0.067 -0.023 0.065 -0.046 1.000
(0.854) (0.610) (0.316) (0.002) (0.109) (0.583) (0.119) (0.269)

10정부지원금
0.132 0.298 0.110 0.159 -0.089 -0.383 -0.080 0.014 0.124 1.000
(0.002) (0.000) (0.008) (0.000) (0.033) (0.000) (0.056) (0.730) (0.003)

11근로자수
-0.073 -0.418 -0.202 -0.030 0.592 0.224 0.317 0.350 0.071 -0.043 1.000
(0.080) (0.000) (0.000) (0.471) (0.000) (0.000) (0.000) (0.000) (0.091) (0.301)

12주요사업지표수
0.192 0.065 0.008 -0.002 0.058 -0.175 0.026 0.043 -0.047 0.141 0.072 1.000
(0.000) (0.122) (0.851) (0.965) (0.168) (0.000) (0.537) (0.306) (0.259) (0.001) (0.086)

<표 28> 상관관계분석 결과 (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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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분석 결과

<표 29>는 본 연구의 difference GMM 방법을 이용한 분석결

과를 보여준다. 해당 모델은 과다식별, 자기상관 등의 검정을 거

쳐, 적절한 분석 방법인 것으로 확인된다. model 1은 표면적 다

양성만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으며, model 2에서 심층적 다양성

변수까지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odel 1에서 성별 다

양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model 2에서 심층적 다양성 변수인 고용형태 다양성과 근무형태

다양성 변수를 포함하였을 때에도 성별 다양성 변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설 3-1을 기각하였

다.

model 2에서 심층적 다양성 변수 중 고용형태 다양성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근무형태 다양성은 조직성과에 통계적

으로 유의하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0.159,

p<0.05). 이는 개인의 다양성의 변화가 조직에 역할변동을 초래

하고, 근로자 간 관계 및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보았던 본 연구의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

구는 근로형태의 변동으로 인해 가족친화정책 사용자에 대한 편

견의 증가 및 경력개발 문제(Bergmann, 1998; Lewis, 1997), 동

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안선민·권보경·이수영, 2018; Bell and

Hart, 1999; Broschak and Davis-Blake, 2006), 친밀감의 저하

(Berger and Calabrese, 1974)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가족친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보다

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으로 인한 만족감과 조직 몰입 증

가나 유능한 인재의 근속 증가 등의 효과가 발휘되는 것

(Hayman, 2009; Lee and Hong, 2011; Pierce and Newstorm,

1982)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설

3-2와 3-3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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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관계는 본 연구의 가설과 대치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사회 이동의 속성에서 발생한 것

으로 해석하였다. 첫째, 고용형태 다양성과 근로형태 다양성이 각

각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이라는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

이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수직적 이동, 그중에서도 수직적 상승은

계층의 불평등 수준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의 근로의욕을 고취시

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정규직에게는 위협 요인,

즉 진입 충격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는 정규직이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는 불안에 따라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전

환된 정규직에게 적대감을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Sorokin,

1998: 531-546). 이처럼 각기 다른 영향이 상쇄되어, 통계적 유의

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다

양성 변수를 집단별 비율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0>에 따르면 전환된 비정규직 비율의 증

가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0.132, p<0.05), 비정

규직 비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비정규직의 전환이 전

환된 집단에게는 근로의욕 고취 등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다양성 변수로 측정하였을

때 조직성과에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전환된 집단에게 나타나

는 긍정적 효과가 다른 집단의 부정적 효과에 의해 상쇄될 가능

성을 보여준다.

반면 근로형태 다양성은 수평적 이동으로서, 타인의 이동이 위

협으로 느껴질 유인이 적다고 판단된다. 또 한편으로는 직접 활

용하지 않았어도 자신도 필요한 경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긍정적인 사회정보처리(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가 조직 전반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안선

민·이수영, 2018b; Salancik and Pfeffer, 1978). 이 가능성 또한

집단별 분석을 시행한 <표 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무형태

이동을 집단별로 분석할 때에는 어떠한 집단에서도 긍정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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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세 집단의 다양성 지표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근로형태의 변

화가 특정 집단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정보처리를 통한 조직 전반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고 보았다.

둘째, 범주화가 편견을 야기할 때만 사회범주화가 부정적이라

는 견해(van Knippenberg, De Dreu, and Homan, 2004)를 따를

때, 편견을 가진 외집단의 이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고용형태 다양성은 오랜 시간 고착화된 노동시

장 분화로 인해 구성원 간 이질성이 높다(지위가 상이하다)고 이

해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근로형태 다양성의 경우, 실제 조직의

처우는 표면적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집단

간 이질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즉 이질성이 낮은 집단의 이동은

진입 충격의 정도가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발휘되

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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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model 2
Coef.

(Std. Err)
주 요 사 업 성 과

(t-1)

0.197*** 0.183***
(0.060) (0.060)

표면적

다양성
성별 다양성

0.056 0.047
(0.128) (0.129)

심층적

다양성

고용형태 다양성
0.008
(0.049)

근무형태 다양성
0.159**
(0.077)

통제변수

평균근속년수
0.005** 0.006**
(0.002) (0.002)

평균임금
-0.000 -0.000
(0.000) (0.000)

노동조합
-0.000 -0.000
(0.030) (0.032)

조직연령(ln)
-0.072* -0.083**
(0.038) (0.040)

부채비율(ln)
-0.033 -0.022
(0.054) (0.055)

정부지원금(ln)
0.001 0.001
(0.002) (0.003)

근로자 수(ln)
0.117** 0.119**
(0.057) (0.057)

주요사업 지표
수

0.011 0.008
(0.015) (0.015)

연도 포함 포함

기관 유형 포함 포함

N of obs 333 333
N of groups 113 113
model fitness Wald chi²(20)=182.20*** Wald chi²(22)=137.59***
Number of instruments 21 22
Hansen test chi2(5)=8.73 (no sig) chi2(5)=9.59 (no sig)
Arellano-Bond test for AR(1) z=-2.06** z=-2.03**
Arellano-Bond test for AR(2) z=0.66 (no sig) z=0.64 (no sig)
(* p<0.1, ** p<0.05, *** p<0.01)

<표 29> 패널분석 결과 (연구 3)



- 184 -

종속변수: 주요사업성과
model 3 model 4
Coef.

(Robust Std. Err)

Coef.

(Robust Std. Err)

주요사업성과(t-1)
0.143*** 0.152***
(0.050) (0.049)

표면적 다양성
성별 다양성

여성 비율
0.047* 0.037
(0.024) (0.026)

심층적 다양성

고용형태 다양성

비정규직 비율
-0.011
(0.022)

전환된 비정규직
비율

0.132**
(0.061)

근무형태 다양성

채용시간제 비율
0.097
(0.099)

전환시간제 비율
0.355
(0.258)

통제변수

평균근속년수
-0.001 -0.001
(0.001) (0.001)

평균임금
0.000 0.000
(0.000) (0.000)

노동조합
-0.009 -0.007
(0.010) (0.010)

조직연령(ln)
-0.001 -0.001
(0.005) (0.005)

부채비율(ln)
-0.001 -0.001
(0.007) (0.007)

정부지원금(ln)
-0.000 -0.000
(0.001) (0.001)

근로자 수(ln)
0.007** 0.006*
(0.003) (0.003)

주요사업 지표 수
0.014 0.014
(0.009) (0.009)

연도 포함 포함
기관 유형 포함 포함

N of obs(groups) 452(119) 452(119)
model fitness Wald chi²(20)=77767.28*** Wald chi²(24)=79329.17***
Number of instruments 26 30
Hansen test chi²(5)=8.39(no sig) chi²(5)=9.52(no sig)
Arellano-Bond test for AR(1) z=-2.70*** z=-2.71***
Arellano-Bond test for AR(2) z=0.74(no sig) z=1.22(no sig)
(* p<0.1, ** p<0.05, *** p<0.01)

<표 30> 패널분석 결과 (연구 3 참고, one-step system G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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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소결

본 연구의 마지막 논의는 사회 이동이 발생시키는 다양성의 변

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그간 표면적 다

양성 중심의 논의로 인해 간과되어왔던 다양성의 사회 이동의 측

면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의 조직 내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직 내

수직적·수평적 이동으로 이해되는 근로형태 다양성과 고용형태

다양성을 변수화하고 이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

다.

분석 결과는 사회 이동, 구체적으로 수평적 이동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가 선정한 두

변수의 효과는 상이했는데, 본 연구는 사회 이동의 속성과 범주

화가 편견을 야기한 경우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고 해

석하였다. 사회 이동이 수직적 이동에 속하는 경우는 상위 집단

이 위협을 느껴 적대감이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수평적 이동은

상대적으로 이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적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회학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회 이동의 현

상을 다양성의 관점으로 고찰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

를 통해 다양성은 고정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요인에 의해 변하는 개인의 소속에 따라서 공변하

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변화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할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수직적·

수평적 이동이라는 여러 유형의 변화와 그 상이한 효과를 확인하

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다양성의 논의에 사회학적 시각을 더

해, 다양성의 논의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러나 본 연구는 각 집단의 실제 반응을 개인 수준에서 측정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를 단순히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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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성 논의가 현실의 집단 간 관계를 모두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관계를 면밀히 포착하기

위한 논의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실증분석을 시행하

였는데, 첫째는 경영학에서 이미 논의된 심층적 다양성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간 심리학적 관점에서만 논의되던 다

양성의 효과를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

원 간 관계는 구조의 영향 또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 또한 사회학적 시각으로서, 개인은 사회 속에서 이

동하는 존재이며 이동을 따라 구성원의 관계는 변화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현실에서의 대인 관계가 그러하듯, 다양성의 효과는

다이나믹하며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배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

다. 첫째, 단순히 표면적 다양성만이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들의 경력, 지식, 정보, 더 나아가

연고 요인 또한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둘째, 구성원은 반드시 자신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타인과의 관

계를 결정짓지 않으며, 조직 내 권력을 고려해 관계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반드시 이질적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창의적인 의사결

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관은 배제한

채 상사를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체계는 견해의 다양성을 줄이는

요인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제도 속에서 이동하며, 그 변

화는 관계를 새로이 형성함으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성이 기존의 가정처럼 단순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수용

할 때, 구성원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때로는 비합리적이기까

지 한 행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조직 관리 전반에 중요한 통

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 가장 일을 잘하는 부하직원이 아님에도 상사의 무한한 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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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 일, 표면적인 조직 형태의 변화(직군 통합, 기관 통폐합

등) 후 구성원들이 미묘하게 적대적이고 파벌을 형성하는 일 등

은 일상에서 종종 발생함에도 선행연구들이 포괄하기 어려운 맥

락들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을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성의 범주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맥락을 해석함

으로써 조직의 다양한 문제들이 다양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새로운 다양성관리방식의 도입에 앞서,

다양성과 기존 조직 체계가 상충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학자들이 일찍이

‘one-size-fits-all’의 관리체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

던 것과 같이(Riccucci, 2002), 다양성의 증대는 그 자체만으로 긍

정적인 것은 아니며, 다양성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다양한 구성원이 유입되더라

도 공고한 권력 체계가 개개인의 개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다

면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인위

적 조정에 의한 구성원의 지위 변동이 이루어지더라도 불신이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미묘한 형태의 차별이 지속될 수도 있

다.

한편 세 가지 실증분석은 다양성이 일반적인 효과를 갖지 않는

다는 점을 방증한다.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

일 수도 있다는 점은 어쩌면 수많은 연구들이 다양성 효과의 일

반화를 시도하고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는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

러나 연구자들은 다양성 연구가 다양성의 일반적 효과를 발견하

거나,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효과를 찾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양성에 대한 결과는 ‘다양성이 조

직성과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성을 증가

(감소)시켜야 한다’와 같은 일방적인 방향성을 가진 결과로 이어

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양성 연구는 조직이 가진 다양성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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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제약 조건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이해 속

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편향된 이해는 다양성을 오로지 효율성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게

하고 사회적 가치를 간과하게 할 것이다.

다양성은 성과를 제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시각

의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는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 다양성의 개

방성을 받아들이는 조직은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

고, 부패하거나 타성에 젖지 않을 것이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조

직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게 한다. 이 점

에서 관리자들은 다양성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느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왜 발생했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각 장에서는 표면적 다양성의 효과는

모두 상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다양성이 공공기관 이사

회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수직적인 관계 속

(제4장, 제5장)에서는 부정적이거나 어떠한 효과도 확인하지 못하

였다. 이는 조직의 권력체계 특성에 따라 성별 다양성의 효과가

상이하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원이 수평적인 지위를

갖는 이사회에서는 성별 다양성이 긍정적이지만, 여성이 리더이

거나 조직의 하위 수준에만 머무르는 경우, 즉 수직적인 지위를

갖는 조직 형태에서는 성별 요인이 여전히 편견을 야기해 부정적

인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고 보았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효율성에 경

도되었던 다양성 연구는 논의의 범주를 확장해야 함을 촉구한다.

행정학에서의 다양성 연구는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을 따라 경영학

에서의 논의와 유사하게 변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들은 다

양성을 다채로운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 대신 효율성이라는 한 가

지 기준에서만 평가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가 추구

했던 ‘구성원은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오히려 더 멀어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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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평성과 사회 가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행정학은 경영

학적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견제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경성 자

료를 확보하여 심층적 다양성의 효과를 심도 깊게 파악하고, 이

를 표면적 다양성의 효과와 비교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성

과 조직성과의 관계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완

하였다. 본 연구는 타당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사용하였을 뿐 아

니라 동적패널 분석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성 지표를 선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첫째, 제3

장과 제4장에서의 경력 변수는 단순히 개인의 직전 경력을 구하

였다. 이러한 측정은 선임(임명) 직전에 소속이 바뀐 경우 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가진 가치관, 경험과 코딩된 경력

이 상이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둘째, 제4장에서 수직적 관계

속에서의 다양성의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장·차관이라는 2인의

쌍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화를 시행했다. 셋째, 제5장에서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무기계

약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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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dentifies the impacts of diversity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on the presumption that previous

research cannot fully explain the actual relationships between

groups. Previous research mainly posits that the relationship is

formed by similarity based on surface-level diversity, such as

gender, race, and ethnicity. However, in reality, individuals do not

develop relationships only at the surface level: they usually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dissimilar others, hostile relations with

similar others, or their relations are not static. Previous research

on diversity has not explained these phenomena, therefore it

cannot provide practical suggestions on the impacts of diversity

and diversity management.

The two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previous studies in Public Administration have narrowly

understood diversity in line with affirmative action, which is

implemented to improve equity and organizational legitimacy.

Second, studies on diversity rarely attemp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groups from a structural view, while they

borrow the concept of ‘group inequality’ from sociolog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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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members consider pow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s, and a new relationship occurs in the process of social

mobility.

This research conducts three empirical analyses to resolv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First, the analysis conceptualizes

deep-level diversity and identifies its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selects the board of directors as the

research subject, and their position, tenure, and occup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dependent variable is ”monitoring

management,” which is discussed as one of the major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board in agency theory: I track the

boards’ decision based on board minutes, and consider that the

higher the rate of revision and rejection, rather than approval of

each agenda, the higher the degree of monitoring. According to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FGLS) analysis of three-year

panel data of state-owned companies in Korea, the positive

impact of surface-level diversity (gender diversity) is reinforced

after adding the deep-level diversity in the model. This result

allows us to assume that the conflicting gender effect in the

previous research is because of omitted deep-level diversity.

Tenure diversity and occupation diversity are also found to

increase the level of monitoring. These results support the idea

that diverse values and expertise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llowing an information/decision-making perspective.

In this chapter, I recognize that deep-level diversity is an

important factor in identifying the actual behavior of members,

and gender diversity is more beneficial than previously thought.

Second analysis identifies has found whether diversity is

positive even when considered a discriminatory, distributed

power. Unlike the previous assumption that divers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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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diverse opinions and values, the individual is likely to

choose compliance and support rather than resistance to the

person with more power (mainly his/her superordinate). I

investigate the impacts of congruence of gender, educational

attainment, occupation, region of origin, and affiliated universities

between ministers and vice-minister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relational demography. According to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GMM) analyses of ten-year panel

data of central government, I found that while the congruence of

affiliated universities (mainly the congruenc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negative with regard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gender (mainly the congruence of male), occupation (mainly the

congruence of bureaucrat), and the region of origin (mainly the

congruence of Seoul) are positive. These results suppose that

male subordinates do not prefer female superordinate following

the role congruity theory, that bureaucrats have a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at the region

of origin has a role to play in positive social capital. These

results, in turn, show that diverse members are not always

positiv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rust brought about

between similar members is sometimes more efficient, and

institutional intervention such as affirmative action can be limited

to breaking “the firmly ordered system of super- and

subordination.”

The final analysis identifies the impacts of members’ changed

relationships in social mobility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

chose two independent variables: Employment status diversity,

which is the transition policy from nonstandard workers to

standard workers in vertical social mobility, and work status

diversity, which is the change to part-time work in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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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obility. According to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GMM) analyses of five-year panel data of state-owned

companies, work status diversity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employment status diversity was not. I assume

that the impact of employment status diversity is traded off

between the nonstandard workers’ improved motivation to work

and the standard workers’ discontent. Work status diversity is

positiv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the positive effect of

work-life balance from the part-time work is reinforced by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se findings imply that social mobility

causes a positive or negative change not only to the changed

individual but also to the overall organization, and this provides a

more practical managerial suggestion regarding the reality of

diverse work contract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discussion of

multidimensional diversity embedded in structural factors. Given

these findings, it is expected that the delicate, or sometimes even

lack of relational relationships between members is more

understandabl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diversity is not

positive in itself, but is significant for organizational openness,

and that the reform of the conventional system should be more

beneficial than the introduction of a new diversity management

method.

keywords: diversity,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ep-level

diversity, relational demography, social mobility

student number: 2016-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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