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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패러다임의 등장 이래 관료제적 조직구조는 정

부조직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언급됨과 동시에 정부의 성과를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지

목되어 왔다(Rainey and Steinbauer, 1993). 이에 정부개혁론자들은 관료제적 조직구조

는 정부의 혁신을 위해 가장 먼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성공을 거둔 선진 관리기법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Barzelay, 

1992; DeHart-Davis, 2007). 이러한 흐름 속에 정부혁신운동(reinvention movement)의 

주창자들은 고객중심주의와 분권화를 행정개혁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였으며(Kearney 

and Hays, 1998), 규칙과 절차의 유연한 적용 및 간소화, 레드테이프의 감축은 세계 각

국의 주요 행정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기업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으며, 조직 내 계층 

수를 축소하는 팀제와 같은 조직형태들은 정부조직에 대한 구조적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대한 이와 같은 개선 요구는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 속한 관리자들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위와 같은 관리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내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정도에 대한 지식과 함께 민간과 공공 간의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떠한 공적(公的) 특성이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

식이 필요하다. 그동안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직들의 구조에 대해 연구해 온 다수

의 학자들은 조직구조에 있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경험적 증

거들을 보고해 왔으나(예를 들어, Rainey, 1979, 1983; Chubb and Moe, 1988; Baldwin, 

1990; Bretschneider, 1990; Coursey and Rainey, 1990; Lan and Rainey, 1992), 이러한 

증거들이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평가되기는 어렵다.1) 특히, 공공-민간 차이에 대해 연구

해 온 학자들은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대표하는 다양한 차원 중 주로 공식화 또는 레드테

이프에만 그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관료제적 구조 특성들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공공조직에서 특히 관료제적 조직구조가 강화되는가?’

라는 연구 질문에 대해 학자들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대답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현대 국가들에서 정부는 정책 집행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직접 관여하기 보다

1) 조직구조의 차이를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 중 공공-민간 차이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조직

연구자들 또한 여전히 존재하며(Rainey, 2014: 212), 일부 경험적 연구에서는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있어 공공-민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예를 들어, Pugh et al., 1969; 

Kurland and Eg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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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간조직들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들 조직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규제

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현실로 인해 기존의 이분법적 공공-민간 비교 연구들

은 단순명료한 기준에 따른 유형화가 가진 이론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정책현실을 반영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관료제적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이분법적으

로 이루어진 공공-민간 차이에 대한 연구 또한 이와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증거의 부족, 기존 시각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 공적(公的) 또는 사적(私的) 특성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온 학자들이 고안한 조직공공성(publicness)2)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적 공공성, 재정적 공공성, 통제 공공성 

등 조직공공성의 다양한 하위차원과 관료제적 조직구조 특성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조직공공성 및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대한 논의, 조직

공공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차례로 소개한 후, 연구 설계와 자료

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결과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Ⅱ. 이론적 논의

1. 다차원적 조직공공성의 개념 및 하위차원

이분법적 공공-민간 비교 연구는 “전형적(typical)”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조직(정부)

과 민간조직(기업)의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 조직 내부 요인 및 관리 요인의 차이에 대

해 풍부한 설명을 제공해 왔으며(Fottler, 1981), 실제로 이러한 분류에 따라 목표, 구조, 

관리 행태 등 조직의 다양한 요소들에 차이가 있음이 관찰되었다(Boyne, 2002; 전영한, 

2009). 이처럼 공공-민간이라는 단순명료한 기준에 따른 유형화에 따라 이루어진 조직

공공성 연구들은 공공-민간 간 고유한 특성의 분명하게 대비시켜 공공관리에 있어 조직 

2) 본 연구의 핵심 연구 개념인 ‘publicness’를 단순히 ‘공공성’이라고 번역하는 경우, 공적 가치 혹은 

공적 이익을 의미하는 ‘public value’, 혹은 ‘public interest’와 혼동되어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publicness’에 대한 영어권의 용례와 다소 어긋날 여지가 있다(이경은･전영한, 2016). 한편, 

‘publicness’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organizational publicness’ 또는 ‘organization’s publicnes’ 등

과 혼용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 조직과 구별되는 공공 조직의 정의적 속성”이라는 어의

를 담고 있는 publicness, organizational publicness, organization’s publicness 등을 모두 ‘조직공

공성’으로 번역하여, ‘공공성’이라는 번역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의의 혼란을 막음과 동시에, 

‘publicness’가 가지고 있는 조직학적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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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존재하는 공적(公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민간 부문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혼

합형(hybrid) 조직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분법적 공공-민간 조직유형론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군의 학자들은 조직공공성이 조직의 구조적 특징 혹은 행태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목표 혹은 공적 가치를 집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제도

적 장치(정책수단)의 영향력으로 인해 발현되는 조직의 특성임에 주목하였다(Stazyk and 

Goerdel, 2011; Meier and O’Toole, 2011). 이들은 조직공공성 연구가 ‘과연 공공

(public)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에 대한 개념적 질문에서 시작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

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공공의 목적3)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 수단(policy 

instruments)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하였음을 고려할 때(Meier and O’Toole, 2011), 그

동안 조직공공성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 온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의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학자들은 조직 내에 공적(公的) 특

성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조직공공성의 지표로 삼아 공적 특성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탐구해 왔다. 조직공공성에 대해 연구해 온 학자들은 

정부소유 여부, 정부재정지원 정도와 정부규제(혹은 정부통제) 정도를 조직공공성을 측

정해 온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꼽는다(Perry and Rainey, 1988; Andrews et al., 2011).4) 

Perry와 Rainey(1988)는 이러한 지표들이 정부 또는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차원5)을 가로

지르는 일련의 핵심적 지점들을(a series of points)을 나타내는 간결하고 단순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Boyne(2002)6)은 이들 하위 차원이 조직에 미치는 

3) Meier와 O’Toole(2011)은 공공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의사결정이며, 이는 시간

적, 공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대적이고 합의된 답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4) 이러한 세 가지 하위차원 외에도 Bozeman과 Bretschneider(1994)의 연구에서는 의제 설정(agenda 

setting), 의사소통(communications) 등 또한 조직공공성의 하위차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의

제설정 조직공공성’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단시간 내에 조직운영이 중단되거나, 

조직이 중시하는 의제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묻고 있어 이를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조직

공공성의 효과와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소통 조직공공성’의 경우 정부기관 또

는 정부인사와의 의사소통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묻고 있어, 이는 정부규제에 따른 조직

공공성의 정도와 관련이 깊다. 

5) Perry와 Rainey(1988)은 정부 통제와 시장 통제를 조직공공성의 하위 차원들과 구별하기 위해 일반

차원(general dimen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6)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이 서로 관련성이 높으나, 하나의 차원이 다른 차원을 완전히 

대체 할 수 없으며, 어떤 차원의 효과는 다른 차원들과의 관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차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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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각각의 차원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7) 그러나 이러한 하위 차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그러

한 차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 법적 공공성

초기 조직공공성 연구들에서는 공공조직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민

간조직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영리기업에 한정하여 공공-민간조직 간 비교 연구

를 진행하였다(Buchanan, 1974, 1975; Rainey, 1979, 1983). 이들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의 공법적 지위와 소유 형태의 정형(定型)성으로 인해 소유권 혹은 공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권위를 측정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학자들은 이를 포괄하여 소유권 차원에서의 조직공공성이라고 언급해왔다 

(Andrews et al., 2011). 그러나 사적 주체가 설립을 하였으나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법제상 소유권 이전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민간비영리조직, 공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정부의 출자･출연을 통해 설립되어 민간 주체

들의 지분 소유를 인정하는 주식회사의 형태의 공기업 등의 경우 기존 연구들처럼 조직

공공성을 측정하기는 어렵다.8) 이에 본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대상 대부분이 기존 조직

공공성 연구들의 측정 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운 비영리조직이라는 점, 헌법상 입법권의 

귀속주체인 국회에서 국민의 일반의사의 합치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 및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리하여 제정되는 조례에 의해 특별하게 설립되는 조직은 정치적 영향

력을 더욱 크게 받는다는 점, 조직의 공식적인 법적 지위(formal legal status)를 기술한 

정부 그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로서의 “공공”(Public-as-Government)이 공공-민간 비교 

7)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학자들의 견해와 함께 NPM의 흐름, 혼합형 조직의 등장 등으로 대표되는 

정책현실이 조직공공성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접근법으로서의 다차원적 접근법의 지위를 보여준

다는 Peshe(2008)의 견해에도 입장을 같이한다. 본 연구가 조직공공성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법을 취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혼합형 조직, 부문 간 경계의 모호성, 기업의 특성을 가진 

정부조직, 민간 조직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등 기존의 행정학･조직학･정치경제학적 논의들을 통해서

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다(Bozeman and Bretschneider, 1994). 

8)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조직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다수의 실증연구들에서 민간비영리조직을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민간영리조직 또는 정부조직과는 구분되는 조직형태로 보았으

며(Clark et al., 1994; Heinrich and Fournier, 2004; Knapp et al., 1999; Milcent, 2005; Wheeler 

et al., 1992; Kwon, S. 1995), 정부비영리조직을 정부조직과는 별도의 조직형태로 다루고 있는 연구

도 존재하였다(Kurland and Eg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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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더 나아가 조직공공성 연구 근간을 이루어 왔다는 점(Bozeman, 1987), 을 고려하

여, 이를 통해 1차적으로 조직공공성을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조직공공성 차원을 ‘법적’ 

공공성이라고 명명하였다. 

2) 재정적 공공성

정부재정지원에 따른 조직공공성은 법적(소유권적) 공공성과 함께 조직공공성의 하위

차원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외부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원천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조직특성으로 평가받는다(Wamsley and Zald, 1973; Perry and Rainey, 1988).9) 한 조직 

내에 정부에 의한 공적 자금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개인의 제품 및 서비스 선택에 

의한 시장통제메커니즘, 즉 시장 통제(또는 경제적 권위)가 약화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

다. 그러나 회계 기준 및 회계 구조의 차이, 정부로부터의 지원받는 재원의 복잡성 및 

그 명칭의 불일치 등은 재정적 공공성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다. 

정부재정지원에 따른 조직공공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직접적 형태의 공적자금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0) 직접적 형태의 공적자금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예산 결정 

및 분배 과정을 거쳐 획득된다는 점, 둘째, 공적자금의 획득과 함께 조직의 관리를 위한 

목적 이외의 추가적인 목적이 주어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예산 편성 과정은 합리적

이기보다는 정치적이다(Burkhead, 1956, Wildavsky, 1964). 즉, 예산 과정은 국민 개인

들의 선호를 국가전체의 선호로 전환하는 정치적 상호작용이자(Burkhead, 1956), 행정

기관, 의회, 관련 이해집단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Wildavsky, 1964)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분되는 공적자금은 가격메커니즘에 의한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으며, 산출물 

시장의 통제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조직 내 직접적 형태의 공적 자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조직 내 시장의 통제 메커니즘과 관리적 자율성은 약화되는 반면, 

정치적 권위에 의한 영향력은 강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재정지원에 따른 정

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발현되는 조직의 특성’을 ‘재정적 공공성(financial publicness)’이

9) 기존 연구들에서도 정부재정지원에 따른 조직공공성은 자원 공공성(resource publicness), 재정적 공

공성(financial publicness)과 같이 조직공공성의 독립된 하위 차원으로 다루어져 왔다(Bozeman and 

Bretschneider, 1994; Chun and Rainey, 2005a). 

10) 조직이 정부로부터 획득하는 재정 자원 중 개인의 서비스 구입에 대한 보조금 형태를 통해 획득되는 

간접적 형태의 공적 자금은 개인의 선택권이 여전히 존재하며, 서비스 공급자가 제품 및 서비스의 

거래를 통해서만 공적 자금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출물 시장의 통제메커니즘이 여전히 작동

한다고 볼 수 있다(Anheier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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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개념화하고 이를 또 하나의 핵심적인 하위차원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3) 규제 공공성

정부규제(혹은 정부통제)에 따른 조직공공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

우며,11) 그 측정에 있어서도 합의된 지표를 찾기 어렵다. 조직공공성의 하위차원으로서

의 통제 공공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헌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더 이상의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만, 

본 연구가 지향하고 있는 경험적 접근을 위해, 정부가 권위에 근거하여 조직의 의사결정 

및 행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묘사되어 온 규제 수단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자 한다.12) 특히 조직공공성의 하위차원으로서의 규제 공공성을 발현시키는 수단에 관

련된 기존의 논의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인(입법자)―대리인(관료

조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에 대한 법 이론적 논의들을 상기 시킨다. 법 이론가

들에 따르면, 관료조직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일반 유형은 ‘행정 절차(administrative 

procedure)’와 ‘관리･감독(oversight)’ 으로 나눌 수 있다(McCubbins et al., 1987). 이 중 

‘행정절차’는 대리인의 의사결정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미쳐, 대리인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행동들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리･감독’은 보상 및 처벌과 

연계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유인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McCubbins et al., 1987). 제도실증이론가(positive theorist)들은 관료조직을 둘러싼 ‘행

정 절차’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적 선택에 대해 기민하게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관

료적 책무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해 왔으며(Balla, 1998),13) 정치실증이론가(political 

positive theorist)들은 정치적 주체들이 정책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보상과 제재 

시스템을 통한 ‘관리･감독’이 대리인(관료제)의 유인체계를 변화시켜, 대리인(관료조직)

11) 기존의 조직공공성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통제 양식(modes of social control),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 정치적 통제(political control) 등을 교차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 학자 

및 연구에 따라 그 의미와 개념적 수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12) 이는 조직공공성이 결국 일종의 제도적 장치의 영향력으로 인해 발현되는 조직의 특성이라고 할 

때(Meier and O’Toole, 2011), 그 하위차원으로서의 규제 공공성 역시 조직에 대한 제도적 장치, 

즉 규제 수단과 분리되어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13) McCubbins, Noll, 그리고 Weingast는 행정절차가 정치적 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주

장하면서, 이러한 행정절차는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료

들로 하여금 입법자가 보호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입법자가 보호하

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이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더라도 이를 보호함으로써 관료적 책무성

을 향상시킨다고 보았다(Balla, 19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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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인(입법자)의 요구에 순응(compliance)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Moe, 1987). 지

금까지 조직공공성 연구에서 언급해 온 정부의 조직에 대한 다양한 규제 수단들은 대부

분 이들 법이론가들이 언급한 ‘행정절차(예. 상급기관에 대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 

보고 절차)’와 ‘관리･감독(예. 감사 또는 평가)’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14)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법이론적 논의에 따른 대표적인 규제 수단들을 기반으로 규제 공공성을 측정

하고자 하였다.

2.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개념 및 하위차원

Weber의 관료제론 상의 이념형적 관료제 조직은 조직구조의 하위차원들이 특정한 양

상으로 결합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이념형적 관료제 조직에 대해 묘사한 

대목을 살펴보면,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이념형적 관료제 조직의 주요 특징으

로 ‘규칙과 절차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직화되고 규제되며, 조직 내 행정 행위, 결정, 규

칙 등은 문서로 기록 된다’고 표현하였으며, ‘관료제 조직에서는 계층의 제 원리에 기초

하여 보다 낮은 계층에서의 직무는 보다 높은 계층의 통제와 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거

나, ‘관료제 조직에서의 업무는 정교하게 분화되며, 직위에 따른 전횡은 철저하게 금지

된다’고도 서술하였다(Weber, 1978: 956-960). 한편, 많은 학자들은 Weber의 관료제 조

직에서는 구조의 경직성, 규칙과 절차에 대한 강조 등으로 인해 레드테이프 현상이 강하

게 나타난다는 비판을 해왔다(오석홍, 2011: 404). 이러한 논의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적 

조직구조는 복잡성(특히 수직적 분화 혹은 계층적 분화), 집권화, 공식화, 레드테이프 수

준이 모두 높은 조직구조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공공성과 조직구조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Downs(1967)의 ‘계층제의 법칙(law of 

hierarchy)’은 민간조직에 비해 더 많고 복잡한 규칙과 레드테이프, 계층구조를 가진 공

공조직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대표한다(Rainey, 2014: 212). 그러나 조직공공성과 관

료제적 조직구조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Boyne, 2002; 전영한, 2009), 대부분의 연구들이(약 82%) 조직공공성의 주요 결과변수

로 공식화 또는 레드테이프를 고려한 반면, 그 밖의 다른 구조 특성(집권화, 복잡성, 전

문화 등)을 다룬 연구는 매우 희소함을 알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되

14) 구체적으로 정치적 주체들이 조직의 전반적 의사결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들은 ‘행정절차’

에 속하며, 조직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조사 등을 통해 상벌을 부여하는 장치들, 즉 감사, 경영평가, 

성과지표 등은 법이론적 측면에서 ‘관리･감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5) 이들 연구에서 언급된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특성과 관련된 개념을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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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루어진 공식화 및 레드테이프 이외에도 Weber의 이론적 논의에서 드러난 관료제

적 조직구조의 특성인 계층적(수직적) 분화와 집권화를 결과변수로 하여 이들과 조직공

공성 간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계층적 분화는 Hall(1991: 52-63)이 제시한 조직복

잡성의 여러 차원16) 중 조직 내에 계층의 분화정도를 나타내는 수직적 분화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조직계층의 높이, 즉 계층의 수로 측정될 수 있다. 

집권화는 조직 상층부에 의사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정도(Child, 1972)를 의미하며, 

공식화는 조직의 구조와 절차 등이 규정(rule)과 규칙(regulation)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Berman and Cava, 1994; Rainey, 2014: 209).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레드테이프는 “불필요하고 정당화되기 어려운 행정규칙이나 절차(Bozeman et 

al., 1992)”를 뜻하며, 이는 규칙의 부작용 또는 역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박경효, 

1999). 

3. 조직공공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논의 및 가설 설정

공공조직이 민간조직과 다르다는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위와 

같은 관료제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해왔다(Boyne, 2002; 

Downs, 1967; Lan and Rainey, 1992; Rainey and Bozeman, 2000; 전영한, 2009). 그러

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소유권 혹은 공법적 지위에 관련된 논의에 치우쳐져 이루

어져 왔기에 조직공공성의 각 하위 차원별로 그 이론적 논의를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공성의 하위차원들과 관료제적 조직

구조 간의 관계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학자들의 논의를 소개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가설

을 설정하고자 한다. 

있는 11개의 실증 연구 중 9개가 공식화 또는 레드테이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특성과 관련된 개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연구들에서도, 인사절차의 유연성,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규정의 정도 등 공식화 또는 레드테이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16) Hall(1991: 52-63)은 조직구조의 복잡성(complexity)을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장소적 분화 등

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 수평적 분화는 분업화, 전문화 등 단위부서의 횡적인 분화정도

를, 수직적 분화는 조직의 계층적 분화 정도를, 장소적 분화는 지리적 공간단위의 분화정도를 위미

한다(Hall, 1991: 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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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공공성과 계층적 분화

먼저 Downs(1967: 7)는 그의 저작인 Inside Bureaucracy에서 ‘계층 구조’가 모든 관

청(bureau)에 있어 필수적인 구조적 속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관청에 계층적 분화

가 필수적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그 중 하나는 정치인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

의 이해(利害), 현실에 대한 인식 및 이용 가능한 정보와 관련된 갈등, 그리고 한정된 자

원 배분에 있어서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이 가진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및 조직 내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따른 의사소통을 효율화하기 위

한 장치의 필요성이다(Downs, 1967: 9, 50-57). Downs(1967: 50-57)는 상충되는 정치적 

목표들의 존재, 시장의 부재, 수입과 지출의 비연관성 등 흔히 공공조직의 고유한 특성

으로 언급되어 온 특징들 또한 계층적 분화의 선행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17) 이와 

같은 Downs의 언급에는 조직공공성의 다양한 하위차원들과 계층적 분화간의 관계에 대

한 논의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를 나누어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에서는 유권자 또는 그들의 대표자인 정치인들이 소유자로 간주되며

(Clarkson, 1972), 이 조직은 ‘정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Wamsely and Zald, 

1973: 8). 기업과는 달리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를 받는 정부

조직에서는(Shleifer and Visnhy, 1994) 정치인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이 가진 이해

(利害)로 인한 갈등,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용 가능한 정보에 관련된 갈등,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계층적 분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다(Downs, 1967: 7). 이러한 논의에서 정부조직의 공법적 지위는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

시키며, 이는 계층적 분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법적 공

공성이 높은 조직의 경우 계층적 분화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편, 공공-

민간조직 차이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산출물시장의 부재로 목표에 대한 구체화 및 목

표 달성정도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어려워지게 되며, 이 경우 관리자들은 산출보다는 

투입,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하게 된다고 

주장해왔다(Fottler, 1981). 한 조직 내에 공적 자금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개인의 제

품 및 서비스 선택에 의한 시장통제메커니즘은 약화된다. 시장의 부재와 조직의 수입과 

지출이 연관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조직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계층적 분화라는 별도의 장치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Downs, 1967: 50-57). 이를 통해 재정적 공공성이 높아지면 계층적 분화의 

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법령을 포함한 다양한 

17) 다만, Downs(1967: 50-57)는 계층적 분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조직 규모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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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수단을 통해 조직으로 하여금 핵심 목표 이외에 다양한 맥락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며(Wilson, 1989: 129-131), 이러한 목표들은 조직 내 목표 및 자원 배분에 있어

서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맥락적 목표들의 유입은 갈등 조정 장치로서의 

계층적 분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법적 공공성이 높을수록 계층적 분화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재정적 공공성이 높을수록 계층적 분화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1-3. 규제 공공성이 높을수록 계층적 분화 수준이 높을 것이다.

2) 조직공공성과 집권화

Pugh 등(1969)은 공적 책임에 대한 압박이 의사결정에 대한 상급자의 승인을 다시 요

구하기 때문에 계층의 정점에서 권위의 집중이 일어나며, 공적으로 더 강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일수록(민간조직보다는 공공조직 내에서) 권위의 집중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

였다. 일반적으로 공공조직의 결정은 일반기업에서의 결정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Allison, 1983). 또한 공공조직에 의한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넓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크다(Allison, 1983). 이와 더불어 공공조직은 국

가와 일반시민들의 소유로 인식되기 때문에 형평성, 책임감, 정직성 등에 있어서 공공조

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다(Allison, 1983). 공공조직을 둘러싼 이러한 상황

에 위에서 Pugh 등(1969)이 언급했던 조직의 공적 책임과 집권화의 관계를 대입하면, 

공공조직에서 집권화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

에서도 민간조직은 공공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Perry and Rainey, 1988). 이상의 논의를 조직공공성의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논의에서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공적 책무성이 더 강조되는 것은(Allison, 1983), 

정부가 가진 공법적 지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 책무성에 대한 이러한 압박

은 공공조직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이 상위 계층에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즉 집권

화18)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Pugh et al., 1969). 또한 재정적 공공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18) 여기서의 집권화(centralization)는 조직 내 권위와 의사결정에 관한 영향력이 집중된 정도(Glisson 

and Martin, 1980), 또는 조직의 계층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퍼져있는 정도(Holdaway et 

al., 1975)라는 중립적 의미라기보다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계층이 높고,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가 적은 상태(Zaltman et al., 1973) 또는 상급계층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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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정지원주체들에 비하여 조직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공적 책임성을 요구하는데(Peterson, 1986: 정광호･권기헌, 2003에서 재인용),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압박은 계층의 정점에서 권위의 집중이 일어나게 만드는 주

요한 원인이 된다(Pugh et al., 1969). 한편, 정부에 의해 가해지는 규제는 대부분 책무성

을 이유로 정당화된다(Boyne, 2003). 규제의 대상 조직은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규제 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다루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며

(Andrews et al., 2011), 이는 의사결정의 집권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는 규제공공성과 집권화의 관계를 예측하도록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법적 공공성이 높을수록 집권화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 재정적 공공성이 높을수록 집권화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2-3. 규제 공공성이 높을수록 집권화 수준이 높을 것이다.

3) 조직공공성과 공식화 및 레드테이프

공식화(formalization)는 조직의 구조와 절차 등이 규정(rule)과 규칙(regulation)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Berman and Cava, 1994; Rainey, 2014: 209). 또한 

흔히 관료제의 병리현상(bureaupathologies)의 일종이라고 일컬어지는 레드테이프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순응해야 할 부담을 수반하지만, 규칙이 의도한 목적에는 기

여하지 않는 규칙, 규제 또는 절차(Bozeman, 2000: 12)’, ‘과도하고, 무의미하며, 실질적

인 효용을 인정할 수 없는 지침, 절차, 또는 형식(Rosenfeld, 1984)’을 의미한다. ‘나쁜 

규칙들(bad rules)’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Brewer and Walker, 2010), 레드테이프

는 규칙의 역기능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경효, 1999).19) 공식

화와 레드테이프의 경우 ‘규칙에 대한 강조’가 만들어 내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동일선 

상에서 놓여 있는 개념들로, 그동안 이러한 개념들을 둘러싼 논의들 또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정부는 고객을 차별하지 않고 법에 의거한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Child, 1972)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권화는 분권화와 함께 조직 내 의사결정 권한 배분의 정도라는 

연속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9) 레드테이프를 조직 내에 존재하는 ‘규칙 및 절차 그 자체’라고 규정하는 입장도 존재하나(Chandler 

and Plano, 1982),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합리적인 규정과 절차조차도 레드테이프에 포함되어, 레

드테이프 개념이 포착하고자 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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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평성의 요구를 받게 되고,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공식적인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자의적이나 차별적인 업무 처리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여겨진다(Downs, 

1967: 59-60). 또한 정치적 세력 교체의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세력 간의 갈등은 정치적 

주체들로 하여금 정부조직들의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세세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논의나(Langbein, 2000), 정부에 대해 수많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경계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존재 또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을 낳고, 정부로 하여금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과 규정들을 만들게 하는 원인

이 된다는 논의가 존재한다(Kurland and Egan, 1999; Rosenfeld, 1984). 이와 같은 정부

조직의 규칙구속성(rule-boundedness)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부조직의 공법적 

지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결국 법적 공공성으로 인해 규칙구속성이 강화되고, 이

는 결국 공식화 및 레드테이프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시장으로부터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직의 구성원과 고객들

은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는 반면, 이러한 정보를 받기 어려운 조직의 

관리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규칙을 개발하여 개인의 행동에 대한 지침이 

되도록 하며, 규칙은 조직의 주요한 통제수단이 된다(Downs, 1967: 59-60; Chun and 

Rainey, 2005; Coursey and Rainey, 1990). 또한 시장을 통한 객관적 정보의 획득 가능

성이 낮아지게 되면, 주인들은 대리인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과 행정절차를 만들어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Langbein, 2000). 이는 결국 재정적 공

공성이 높아질수록 조직 내 공식화 및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로 이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 공공성과 관련하여, 실익이 적은 반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

보고체계나, 의회가 개발하는 복잡한 지침,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등이 레드테이프를 양

산한다는 Rosenfeld(1984)의 논의에서는 규제가 독립적으로 조직 내 공식화 수준 또는 

레드테이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묘사된다. 정부가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조직에 주요 

행정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규칙이 부과되는 경우에서처럼 규제는 그 자체로 조직의 공

식화 및 레드테이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Rainey, 1983). 특히, 정부가 

다양한 규제를 통하여 정치적 및 법적 책임에 대한 강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조직의 

관리자는 본인이 속해있는 조직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부여한 외부 관련자들의 반응을 

우려하여, 하위조직과 부하 직원들의 행동에 대한 지침(directives)과 규칙(rules)을 만들

어 조직의 구성원들을 통제하고자 할 것이다(Downs, 1967; Rainey, 1983). 더 나아가 

Bozeman와 Scott(1996), Brewer와 Walker(2010) 등은 외부 통제에 대한 순응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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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외부적 레드테이프가 증가하는 한편, 이에 대한 회피의 결과로 조직 내 내부적 

레드테이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Bozeman and Scott, 1996; Brewer and 

Walker, 201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법적 공공성이 높을수록 공식화 및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3-2. 재정적 공공성이 높을수록 공식화 및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3-3. 규제 공공성이 높을수록 공식화 및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을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2017년도 회계연도 자산은 약 811조원, 부채는 

약 496조원, 총 임직원은 31만 여명에 달한다.20) 또한 2018년 공공기관의 총지출은 약 

627조원21)으로 이는 2018년 중앙정부 총지출22)인 약 429조원의 146%에 달한다. 이러

한 수치는 공공기관이 국가 전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도를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우리나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적

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준정부조직23)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들 조직들에 대한 연구는 

20)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2019년 3월 30일 검색 기준.

21) 상동

22) 중앙정부 총지출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모든 지출 중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채무상

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규모를 의미한다(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2019년 3월 30일 검색 기준).

23) 준정부조직은 전형적인 정부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면서도, 정부로부터 구조의 독립성을 보장받으

며, 의사결정에 있어 더 많은 재량이 보장된다고 알려져 있다(Pollitt et al., 2005: 8-9). 

Seidman(1989)은 이러한 준정부조직의 법적 지위(legal status)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음을 지적

하면서, 이러한 모호성은 우연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의도적 산물이며, 정치적 통제로 인한 제약으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행정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새로

운 방식의 행정이란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행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준정부조직을 도입하

면서 전제하고 있었던 가정들에 대한 논의와 그에 대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 통제의 약화가 경제적 효율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행정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

함으로써 생기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은 없는지 등 준정부조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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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다기(複雜多岐)한 현대 국가의 행정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동법 제4조)을 살펴보면, 이들 조직들은 본 연

구가 핵심 독립변수로 고려하고 있는 다차원적 조직공공성 개념을 연구하기에 적절하

다. 마지막으로, 이들 조직들은 다양한 종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특정 기능

에 한정되지 않은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조직공공성의 영향력을 연구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연구 대상을 준정부조직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직의 사회적 역할

(role)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민간 차이 연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Nutt, 2000)에 대응

할 수 있으며, 조직공공성의 양 극단에 존재하는 조직들을 제외함으로써 정부와의 관계

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의 객체로서의 유사 지위가 인정되는 조직들을 비교 대상으로 하

여 분석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24)

2. 자료의 원천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조직진단평가연구부(Center 

for Organizational Diagnosis & Evaluation Research, CODE)25)에서 구축한 ‘한국 공공

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주요 원천으로 하였다. 

다만, 해당 자료를 통해 측정하기 어렵거나, 변수를 측정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획득 

가능한 자료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예를 들어, 법적 공공성, 재정적 공공성, 조직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4) 공공조직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은 일반적으로 제도적 규칙과 틀을 만드는 주요 제도적 행위

자(institutional agents), 즉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그려진다(Scott and Davis, 2015). 

25) CODE는 매년 한국의 주요 공공서비스 조직들에 대한 인포먼트 서베이(informant survey) 형식으로 

이루어진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 자료 및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해 왔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에는 공공서비스조직의 인사담당자 및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직목표모호성, 집권화, 레드테

이프 등 경성자료를 통해 측정하기 어려운 조직학적 개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는 면접관들이 해당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면대면 인터뷰(face-to-face interview) 형식으로 이루어져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총 331개의 공공기관 중 205개

의 조직 정보가 수집되었으며(응답률 61.9%), 2017년에는 총 342개의 공공기관 중 275개 조직

(80.4%), 2018년에는 총 342개의 공공기관 중 263개 조직(76.9%)의 정보가 수집되었다. 한편, 무응

답 편의를 조사하기 위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응답조직과 무응답조직 간에 체계

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t-test를 수행한 결과, 총 3개년 중 1개년(2016년)에 4개 항목 중 

2개 항목(총 상근직원 수, 조직연령)에서만 응답조직과 무응답조직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총 상근직원 수, 총 자산, 총 부채, 조직연령 등 모든 변수에서 응답조직과 

무응답조직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 자료를 활

용함에 있어 분석 결과의 해석이 무응답 편의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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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등)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약칭 ‘알리오’, www.alio.go.kr), 국가법령

정보센터(www.law.go.kr) 등 다양한 정보원천을 활용하여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은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에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이다. 이는 ‘한국 공공서비스 조직 조사’ 자료를 패널 데이터로 구

성 시 대규모 관측치의 소실로 인한 편의(bias)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26)

3. 주요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관료제적 조직구조

계층적 분화는 ‘귀 기관의 조직도를 기준으로 기관장으로부터 평직원에 이르는 조직

계층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

는 3단계부터 6단계까지 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집권화의 경우, 직원의 채용, 직원에 대

한 성과평가, 직원의 승진, 새로운 경영관리 기법의 도입, 새로운 기술 및 신규 시설에의 

투자와 관련된 각각의 의사결정에 있어 실제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총 5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①실무담당자, ②

중간 또는 하급 관리자, ③고위 또는 상위 관리자, ④기관장 중 한 계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무담당자에서 기관장으로 갈수록 집권화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공식화

에 대한 측정에는 ‘귀 기관에는 직원의 개인별 업무목표를 미리 적어 놓은 공식문서가 

있습니까?’, ‘귀 기관에는 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직무기술서가 직무마다 있습니

까?’, ‘귀 기관에는 직원의 업무 일정을 미리 적어 놓은 공식문서가 있습니까’라는 총 3

개의 설문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응답자는 이에 5점 척도로 대답하였다(①거의 그렇지 

않다~⑤대부분 그렇다). 마지막으로 레드테이프의 측정에는 인사, 구매, 예산 전용 업무

에서 복잡한 규칙과 절차로 인해 관리자가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는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하위 차원 중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계층적 분화를 제외하고, 집

권화, 공식화, 레드테이프 변수는 STATA 15를 활용, 공통요인을 추출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수의 가중치를 구하고 이를 각 변수의 응답 값에 곱해 가중합산 값을 구하는 

2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관측그룹별 평균 관측년수(T-bar)는 3 이하이다(<부록 1> 참조). 만약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균형 패널 분석을 수행할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응답을 한 150개 조직들(전체 관측그룹 중 46.15%)만이 실질적 분석 대상에 포함되며, 불균형 

패널 분석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개년에서만 응답한 57개 조직을 제외

한 268개 조직들(전체 관측그룹 중 82.46%)만이 실질적 분석 대상에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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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점수화방식(regression scoring method)을 사용하여 요인점수를 구하고 이를 연구

에 활용하였다.27)

2) 독립변수: 조직공공성

본 연구에서는 법적 공공성을 측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조직에 대한 설립근거가 되

는 특별법(또는 조례)에 존재하고 해당 법률에서 설립주체를 사적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1)와 민법 혹은 상법 등 일반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근거가 되는 특별법

(또는 조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내용에서 설립주체가 사적 주체로 명시되어 있

는 경우(0)를 구분하였다. 예외적으로 설립근거가 특별법(또는 조례)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특별법(또는 조례) 상의 설립근거를 가진, 즉 공법적 

지위를 가진 조직들 법적 지위를 공유한다고 판단되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법적 공공성

이 존재한다고(1) 재분류하였다.28) 조직공공성의 또 다른 주요한 하위 차원인 재정적 공

공성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정보 획득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재원을 파악한 후 

이것이 총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Bozeman과 Bretschneider(1994), 

Rainey 등(1995) 등의 방식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알리오의 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는 

각 조직별 총 수입에 대한 정보와 정부순지원수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순

지원수입에 해당되는 항목들은29) 운영보조금 또는 계약 형태를 통해 정부로부터 조직에 

27) 단일문항으로 측정한 계층적 분화를 제외하고 총 13개의 관료제적 조직구조 측정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eigenvalue)은 1이상인 요인이 총 3개 발견되었다. 요인1은 레드테이

프를 측정한 문항들에, 요인2는 집권화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에, 요인 3는 공식화를 측정하기 위

한 문항들에 대응되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요인을 ‘레드테이프’, ‘집권화’, ‘공식화’로 명명하였다. 

요인 적재치는 모두 0.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총 누적분산설명력은 57.15%로 나타났다.

28) 공법상 지위 공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일관된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본 

연구는 법학적 논의에서 언급되는 ‘지배주주’의 개념을 통해 그 기준점을 정하고자 하였다. 법학적

으로 ‘지배주주’란 어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경영의사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존재하는 주주를 의미하는 사회학적 개념이다(송호신, 2008).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에서는 지배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어떤 회사의 유통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여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 등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

는 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 상법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지배주주에 대해 주식의 비중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국세기본법 제39조와 동조 제2호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라 50%를 공법상 지위 공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29) 여기에는 해당 기관이 고유 업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제외하고 정부가 공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창출된 수입으로, 당해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액(출

연금), 당해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자금액(출자금), 당해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액(보조



54 ｢행정논총｣ 제58권 제1호

직접 제공되는 재정자원이라는 점에서 재정적 공공성을 측정하기 위한 정부지원재정의 

개념에 부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리오에서 제공하는 아카이브 데이터를 활용하

여 공공기관의 ‘전체 수입액 중 정부순지원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재정적 공공성

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 공공성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 지표로 ‘행정절차 적용 

정도’ 및 ‘감사 및 평가 정도’를 선정하였다. 행정절차의 적용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주요 업무계획(사업계획서, 예산안 등)에 대해 감독관청 등 상급기관의 사전 허가 혹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주요 업무결과(실적보고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감독관청 

등 상급기관에 제출 혹은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조례의 유무에 대해 ‘①

예/②아니오’로 대답하도록 설계된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두 문항에 모두 ‘예’라

고 대답한 조직의 행정절차의 적용정도가 가장 높고(2점), 두 문항에 모두 ‘아니오’라고 

응답한 조직의 행정절차의 적용정도가 가장 낮게(0점) 나타나도록, ‘아니오’의 응답값을 

0으로 재코딩하여 두 문항 값을 합산하였다. 관리･감독 정도는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상벌을 예정하고 있는 감사 및 평가로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용된 문항은 총 4개로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및 조사, 감독관청 등 상급기관의 

감사, 정부가 주관하는 평가의 횟수를 묻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상 4개 문항의 횟수

를 합산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규제 공공성을 측정하기 위한 이와 

같은 두 개의 지표(행정절차 적용 정도, 감사 및 평가 정도)들이 정형화되고 제도화된 

통제의 측면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측정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조직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통제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기관장 및 임원 선임, 인사관리, 재무관리, 사업 목표 설정, 추진전략 채택 등 

해당 조직의 주요 업무에 있어 정부의 지도･감독의 정도에 대해 질문한 총 5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매우 적다(1점)부터 매우 많다(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따

라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지도･감독 정도는 위 5개의 문항의 요인점수를 

구하여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조직공공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통제하

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수입액(부담금), 정부 관리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액(이전 수입), 정

부와 직접 체결한 위탁사업에 따른 수입액(위탁수입),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의 이자, 부대수입(기타수입)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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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조직수준의 변수는 조직의 규모, 조직연령, 조직기능이며, 그 선정 이유 및 

측정 방식을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규모(size)는 학자들 사이에서 조직구조의 차이

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Pugh et al., 1969). 조직의 규모는 관료

화의 전반적 수준(general level of bureaucratization)에 영향을 미치며(Bozeman and 

Bretschneider, 1994), 대규모의 조직에서 관리자가 구성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규칙과 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Bozeman et al., 1992). 조직규모를 측정함에 

있어 인력의 규모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조직규모

를 조직 구성원의 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조직 내 임원을 포함한 상근 

근무자 현원의 규모로 조직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둘째, 조직의 초기 단계에는 관리 업

무가 분화되기보다는 최고관리자가 모든 구성원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Quinn and Cameron, 1983). 그러나 조직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관료제적 조직구

조의 특성이 현저히 나타나게 된다(Quinn and Cameron, 1983). Downs(1967: 61) 또한 

조직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교한 규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Bozeman 등(1992)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법령이 통과되고, 제도와 시스템이 

발전됨에 따라, 조직은 이에 조응하기 위해 더 많은 규칙을 개발하게 되고, 결국 오래된 

조직에서 더 높은 수준의 공식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직 연령을 통제하고자 한다. 조직연령은 조직의 조사년도에서 설립년

도를 뺀 값으로 측정된다. 셋째, 조직의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은 조직의 구조와 

운영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Pugh et al., 1969).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

단의 유형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책수단을 유형화한 전영한(2007)의 연구

를 참조하여 정책수단유형의 두 기준 중 강제성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 조직들의 기능을 

유형화하여, 규제(regulation)기능, 유인(incentive)기능, 정보제공(information)기능을 

조직기능 유형으로 포함하였다.30) 공공서비스조직은 단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여

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존재하므로, 기능별로 해당 조직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코딩하였다. 조직 기능을 변수화하기 위한 자료는 알리오, 각 

조직의 홈페이지, 정관 등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각 기능 수행 

여부를 더미변수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2017년도와 2018

년도 여부를 더미변수화 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30) 규제기능은 인･허가 및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들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약하는 기

능을, 유인기능은 바우처, 금융지원, 위탁계약 등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유인하는 기능을, 

정보제공기능은 교육훈련,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유인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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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고려 및 OLS 기본가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관료제적 조직구조가 중간관리자31)의 인식에 의해 측정되

며, 독립변수인 조직공공성의 하위 차원 중 규제 공공성 또한 관리자들의 응답에 의해 

측정된다. 이에 동일방법편의32)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변수의 측정에 있어서는 

동일한 조직의 재무담당자의 응답을, 종속변수의 측정에 있어서는 인사담당자의 응답을 

활용하였다.33)

최종 분석에 앞서, 관료제적 조직구조 모형에 대해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증하였

으며, 본 연구의 모형이 OLS 회귀분석의 가본가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잔차의 정규성에 대한 Shapiro-Wilk 검증결과, 모든 모형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

어(p<0.05), 종속변수를 Box-cox 변환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잔차의 등분산성

을 검증하기 위해 Breusch-Pagan 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귀무가설을 기각

할 수 없어 이분산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VIF 분석 

결과, 설명변수들의 VIF 값(1.03~1.89)은 모두 10보다 낮았고, Tolerance 값(0.53~0.97) 

역시 0.2보다 높았다. 또한 평균 VIF 값도 1.30로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나 결론적으로 

다중공선성은 문제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1) Buchanan(1975)은 White(1955: 90)의 견해를 빌어 공공서비스의 정신(spirit)과 속도(tempo)는 중

간관리자들의 관리에 달려 있으며 이들에 의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판이 좌우된다고 강조하면서, 

조직 내에서 중간관리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간관리자의 조직에 대

한 높은 이해도와 그들이 가진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를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Buchanan(1975), Rainey(1983) 등을 포함한 다수

의 연구자들 또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조직공공성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에 응답한 중간관리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해마다 차

이가 있으나, 최소 8년 이상으로 조사되었다(2016년 10년, 2017년 8.8년, 2018년 9.3년). 또한 본 

연구자들은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사대상

자를 선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중간관리자들이 조직 단위의 설문 내용에 응답

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조직의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32)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됨으로써 발

생하는 오류를 통칭하는 용어이다(박원우 등, 2007). 동일방법편의는 응답자 측면에서는 사회적 소

망성, 일관성 유지 동기 및 개인적인 기질에 의해, 측정방법 측면에서는 설문항목과 측정상황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다(박원우 등, 2007).

33) 박원우 등(2007)은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와 같은 편의를 원

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응답원천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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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분석결과

기술통계 분석 결과(<부록 1> 참조), 관료제적 조직구조 변수들과 관련하여 계층적 분

화를 측정한 문항의 평균은 2.42로 나타나, 한국의 공공기관은 평균적으로 4단계에서 

5단계 정도의 계층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집권화를 구성하는 5개 문항을 살펴보면, 직

원 채용(2.91) 및 직원 성과평가(2.81)에 대한 결정 권한보다 직원 승진(3.23), 신규경영

관리 기법 도입(3.31), 신규 기술 및 투자(3.40)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층부에 더 집권화 

되어 있다. 공식화를 구성하는 3개 문항의 평균은 모두 3점 이상으로 한국 공공기관 내 

공식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적인 레드테이프의 수준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2.75), 레드테이프가 가장 높은 업무는 예산 변경(2.93), 가장 낮은 

업무는 구매(2.59)와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모든 문항과 변수에서 조직 간의 차이가 연

도별 차이보다 컸다(between 표준편차>within 표준편차). 

조직공공성의 하위차원 변수들에 대한 분석 결과,34) 법적 공공성은 이산형 변수로 전

체 공공기관의 94%가 공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18

년까지 법적 공공성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within 값: 0). 재정적 

공공성의 평균은 44.7%로, 공공기관의 정부재정지원 비중이 고객 등으로부터 얻는 재원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재정적 공공성의 표준편차는 overall 기준 

37.2, between 기준 37.7로 조직 간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규제 공공성을 

측정하는 변수 중 행정절차의 적용 정도의 평균은 1.85, 표준편차는 0.46(overall 기준)으

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두 유형의 행정절차의 적용을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평가 정도의 경우 총 조사년도가 3개년이고, 지난 2년 간 감사 및 평가 횟수에 대

해 묻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평균이 6.26회이므로 매년 평균 1회 이상 감사 또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편차가 2.90(overall 기준)로 행정절차의 적용 정도에 

34) 조직공공성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조직공공성 변수들은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관계수의 절대적 크기는 0.01에서 0.20까지 다양하였으며, 조직공공성의 변수들은 

대부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법적 공공성과 재정적 공공성 간에는 부(-)의 관계

(r=-0.2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공공성과 재정적 공공성이 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정

부소유조직들 중에서는 고유 사업을 영위하여 수입을 충당하는 병원(서울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등), 주식회사(강원랜드(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등) 등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정부비소유

조직들 중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 APEC기후센터 등 정부에 의한 지원에 의한 수입에 전적으로 의

존하고 있는 비영리조직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조직 내 조직공공성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책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이는 조직공공성의 하위차원들이 서로 관련되

어 있으나, 하나의 차원이 다른 차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어떤 차원의 효과는 다른 차원

들과의 관계에 의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Boyne(2002)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결과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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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조직 간 차이가 크다. 정부의 지도･감독 정도를 구성하는 5개 문항 각

각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이 3.33에서 3.80으로 재정 담당자에 의

해 지각된 정부의 지도･감독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통제변수 중 조직규모의 평균은 log 5.99로 나타났

는데, 이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평균 상근직원 수가 약 399명임을 나타낸다. 조직 연령의 

평균은 24.5년으로 한국의 공공기관은 일단 설립된 이후에 쉽게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

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직기능과 관련하여 규제기능과 유인기능을 

수행 비중이 각각 6.59%, 20.86%임에 비해 정보제공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전체 조직

의 77.12%이었다. 

3.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1>은 조직공공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 간의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

여준다. 계층적 분화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법적 공공성, 재정적 공공성, 규제 공공성 등 조직공공성의 세 가지 하위차원 중 법적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계층적 분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적 공공성 및 규제 공공성은 계층적 분화 수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적 공공성이 높은 계층적 분화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분석결과는 공법적 지위를 가진 

정부조직에서 정치인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이 가진 이해(利害)로 인한 갈등,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용 가능한 정보에 관련된 갈등,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계층적 분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Downs(1967: 7)의 견

해를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이다. 이는 Downs(1967: 7)가 계층적 분화의 가장 주요한 원

인으로 꼽은 조직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공식화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조직공공성

의 하위차원 중 법적 공공성과 재정적 공공성은 공식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규제 공공성 중 감사 및 평가 정도는 공식화와 정(+)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

되었다(p<0.05). 감사 및 평가 과정에서 감사자 또는 평가자들이 조직 내부 업무 및 조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인터뷰나 설문조사 자료 뿐 아니라 공식화된 자료

나 문서들을 요구하게 된다(Chelimsky, 1985: 492-494). 따라서 감사 및 평가를 더 많이 

받는 조직일수록 감사자 또는 평가자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내부의 

정보들을 문서화할 유인이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레드테이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조직공공성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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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차원 중 법적 공공성과 규제 공공성이 주요 업무에 있어 레드테이프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공공성은 주요 업무에 있어 레드테이프 수준과 정(+)의 관계

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규제 공공성의 측정 변수 중 하나인 행정절차의 적

용 정도는 레드테이프와 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계층적 분화 집권화 공식화 레드테이프

법적 공공성(정부소유=1)
0.102* -0.102 0.234 0.360**

(0.0597) (0.179) (0.175) (0.176)

재정적 공공성
0.000177 -0.00150 0.00132 0.000195

(0.000456) (0.00136) (0.00134) (0.00135)

규제 
공공성

행정절차 적용 정도
0.00739 -0.0802 -0.0851 -0.222**
(0.0317) (0.0950) (0.0932) (0.0938)

감사･평가
0.00112 0.00141 0.0329** 0.0193

(0.00497) (0.0149) (0.0146) (0.0147)

정부 지도･감독 정도
0.0240 0.0676 0.0566 0.0257

(0.0149) (0.0446) (0.0437) (0.0440)

조직연령
0.000264 -0.00352 -0.000493 -0.00187

(0.000826) (0.00247) (0.00243) (0.00244)

조직규모
0.0777*** -0.104*** 0.110*** 0.0470
(0.0131) (0.0391) (0.0384) (0.0386)

규제기능(유=1)
-0.000201 0.207 -0.237 0.307*
(0.0562) (0.168) (0.165) (0.166)

유인기능(유=1)
0.120*** 0.00999 0.108 -0.194*
(0.0359) (0.107) (0.105) (0.106)

정보제공기능(유=1)
-0.0731* 0.0712 -0.0699 -0.0985
(0.0378) (0.113) (0.111) (0.112)

2017년 연도더미
-0.0558 -0.108 -0.0747 0.0610
(0.0357) (0.107) (0.105) (0.105)

2018년 연도더미
-0.0266 -0.0453 -0.0764 0.136
(0.0363) (0.109) (0.107) (0.107)

Constant
0.417*** 0.995*** -0.854** -0.269
(0.118) (0.354) (0.347) (0.349)

Observations 563 563 563 563
R-squared 0.156 0.036 0.055 0.035

 주1: ( )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2: *** p < 0.01, ** p < 0.05, * p < 0.1

법적 공공성이 레드테이프와 정(+)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한편으로 정치적 주체들의 

책무성 및 형평성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식적인 규칙을 더 많이 발행

하는 정부소유조직의 행태를(Downs, 1967: 59-60)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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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정부소유조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세력 간의 갈등

(Langbein, 2000)과 정부에 대해 수많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경계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이중적 태도(Kurland and Egan, 

1999; Rosenfeld, 1984)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규제 공공성의 측정 지표 중 

행정절차는 레드테이프와의 관계에서만 유의미성을 나타났지만, 그 방향성은 예측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즉 행정절차의 적용이 많을수록 레드테이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35)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찾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해석의 가능성이 존

재한다. 의회에서 제정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정보 공개법과 같은 법률 등은 필수

적인 업무 절차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절차를 조직에 부여하고 이것이 레드테이프의 주

요 원인이라고 여겨져 왔다(Rosenfeld, 1984). 그러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 행정절차는 

단순히 업무를 지연시키고 업무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기

보다, 조직의 문제해결 혹은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규칙과 절차로 작용할 가능성

이 존재한다. 전자가 규칙과 절차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레드테이프에 대한 논의라

면, 후자는 규칙과 절차의 순기능을 부각하는 그린테이프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36) 공

공기관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언급한 행정절차들은37) 법령상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각 조항에는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 조직들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는 문서

화된 규칙(또는 절차)이 적용대상으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줄이며, 일관된 규칙의 적용은 

공정성을 실현시킴으로써 규칙의 적용대상으로 하여금 협력과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는 DeHart-Davis(2008)의 주장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들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레드테이프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그린테이프

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38)

35) 행정절차와 레드테이프 간의 부(-)의 관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행정절차를 더 엄격하

게 적용받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적용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을 더미변수

화 하여 추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36) Bozeman과 Scott(1996)은 조직에 도움이 되는 규칙과 절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좋은 레드테

이프(Good Red Tape)’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는 Kaufman(1977)으로부터 이어져온 공공조직의 

규칙과 절차의 순기능에 대한 입장과 관련 깊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DeHart-Davis(2008; 2009)는 레드테이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그린테이프(Green Tape)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실증연구도 진행하였다. 

37)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영실적 등의 보고의무(동법 제47조), 경영목표 수립 후 제출의무

(동법 제46조), 예산운영계획의 수립 후 제출의무(동법 제42조) 등이 존재한다.

38) 즉, 법령이나 조례 등 성문화된 행정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직들은 일관성 없는 규칙이나 절차

에 대한 노출 정도가 커져 높은 레드테이프 수준 나타낸 반면, 성문화되고 일관된 행정절차의 적용

을 받는 조직들은 낮은 레드테이프 수준을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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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조직공공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 간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은 그동안 이루어진 

실증 연구들의 연구 설계상의 다양한 문제 및 학자들의 레드테이프에 대한 편중된 관심

으로 인해 어느 한 쪽도 결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또한 지난 수십 년 간 다양

한 형태의 혼합형 조직이 폭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분법적 조직공공성 연구의 현실설

명력 및 적실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정부의 재정지원 및 규제 등 조직 내의 공적 특성

을 강화하는 수단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공공성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한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3개년 간의 데이터를 분석하

여 다차원적 조직공공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

다. 특히 본 연구는 동일방법편의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

과, 전반적으로 조직 내 공적 특성을 강화하는 수단들이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특성들과 

맺고 있는 관계들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이는 기존에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대립되어 온 주장들의 현실적합성을 재검토

하고, 시각을 확장하여 접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비록 관료제가 현대 

사회 내 조직 일반의 지배적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조직공공성

의 다양한 하위차원들이 관료제적 조직구조와 맺고 있는 관련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이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경우에도, 조직공공성의 하위차원들은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다양한 특성들을 강화하기

도, 완화하기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조직공공성과 관료제적 조직구

조의 특성들 간의 관계를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으

로 접근해야 함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법적 공공성은 조직 내 계층적 분화 

수준 뿐 아니라 레드테이프 수준을 높인다는 결과는 어떤 공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있어 정책결정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조직에 대해 공법적 지위를 부

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조직을 정치적 권위에 노출시키겠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며, 다양한 정치적 주체들이 사전적･사후적으로 이들 조직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

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공법적 지위는 앞선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관료제적 조직구조

의 특성을 강화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공법적 지위를 부여한 조직에 대하여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일정 수준에 이르러 한계에 부딪치기 

쉽다. 따라서 정책의사결정자들은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조직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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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시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제공공성의 측정지표 중 행정절차 적용이 낮은 레드테이프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는 행정절차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지양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오히려 행정절

차가 조직의 문제해결 및 불확실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들, 즉 DeHart- 

Davis(2008; 2009)가 제시한 규칙의 문서화, 타당한 목표-수단 관계의 반영, 과도한 통제

가 아닌 최선의 통제장치로서의 규칙적용, 규칙적용에 있어서의 일관성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감사 및 평가 정도는 조직의 공식화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레드테이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현재의 감사 

및 평가가 조직 내부의 정보들을 공식적인 문서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수단들이 과다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식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선 논의에서 

공식화와 레드테이프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듯이, 감사 및 평가로 인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책결정

자들과 공공관리자들이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기법을 고안하

거나 도입하기 이전에, 조직 내의 공적 특성을 강화하는 정책수단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공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수단들 그 자체를 변화시

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방안이 존재하는지, 조직공

공성을 변화시키는 수단들의 영향력과 새로운 관리기법의 효과 간의 충돌로 인해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숙

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조직공공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 간의 관계에 대한 지식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먼저, 본 연구 결과에서는 기존 학자들에 의해 예측되었던 조직공공성의 효과가 강력

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공공성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전

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본 연구대상인 공공기관

의 경우 다차원적 조직공공성 개념을 연구함에 있어 유용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으나, 조

직공공성의 각 하위차원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분포가 일부 치우쳐 있으므로 차후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 공공성의 효과를 매개하거나 조

절하는 제3의 요인을 밝힐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조직공공성의 세 가지 하위 차원 외에도 조직공공성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

인 차원들(예를 들어, Bozeman과 Bretschneide(1994)의 의사소통 공공성, Bozeman과 

Kingsley(1998)의 목표 공공성 등)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더욱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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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Bozeman(1982; 1987)이 지적했듯이, 현재의 조직공공성 연구에 있어 최종적

인 장애물은 조직공공성의 효과에 대한 명료한 인과이론의 부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

양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인과이론의 부재로 인한 조직공공성 연구

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향후 조직공공성 연구자들이 장기간

에 걸쳐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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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Variable M.
Std. 
Dev.

Variable M.
Std. 
Dev.

계층적 분화

O

2.42

0.70

법적 공공성

O

0.94

0.24

B 0.57 B 0.25

W 0.43 W 0

집
권
화

(문항1)직원채용

O

2.91

0.77

재정적 공공성(%)

O

44.7

37.2

B 0.59 B 37.7

W 0.52 W 3.43

(문항2)직원 
성과평가

O

2.81

0.68

규
제 
공
공
성

행정절차 적용 정도

O

1.85

0.46

B 0.53 B 0.40

W 0.46 W 0.29

(문항3)직원 
승진결정

O

3.23

0.63
감사 및 평가 

정도(회)

O

6.26

2.90

B 0.49 B 2.42

W 0.43 W 1.75

(문항4)신규 
경영관리기법 도입

O

3.31

0.72

정부 
지도･
감독 
정도 

(문항1)임
원선임

O

3.95

0.89

B 0.53 B 0.68

W 0.51 W 0.63

(문항5)신규기술 및 
시설 투자

O

3.40

0.68
(문항2)인

사관리

O

3.33

0.92

B 0.53 B 0.65

W 0.46 W 0.67

요인점수

O

0.00

1.00
(문항3)재

무관리

O

3.53

0.82

B 0.79 B 0.59

W 0.66 W 0.59

공
식
화

(문항1)업무목표 
공식문서

O

3.60

1.06 (문항4)사
업목표 
설정

O

3.63

0.78

B 0.90 B 0.62

W 0.64 W 0.54

(문항2)직무기술서

O

3.53

1.06 (문항5)추
진전략 
채택

O

3.51

0.77

B 0.85 B 0.61

W 0.67 W 0.52

(문항3)업무일정 
공식문서

O

3.30

0.98

요인점수

O

0

1

B 0.75 B 0.76

W 0.68 W 0.70

요인점수

O

0.00

1.00

조직규모

O

5.99 

1.31 

B 0.82 B 1.35 

W 0.62 W 0.05 

레
드

(문항1)성과저조 
직원불이익

O
2.75

1.01
조직연령

O
24.5

18.1

B 0.79 B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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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O – overall, B – between, W – within
 주2: overall은 복수의 조사년도에 응답한 조직도 각각 별개의 관측치로 삼아 평균 등을 측정한 항목이며, 

between은 관측그룹별 시계열 평균 등을 측정한 항목이고, within은 각 관측값에서 between항목의 값을 
빼고 다시 overall항목의 값을 더하여 측정한 항목이다. 세 항목의 평균은 언제나 동일하며, within의 표준편
차가 0에 가까울수록 시계열에 따른 변동의 차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
이
프

W 0.69 W 0.72

(문항2)성과 높은 
직원이익

O

2.62

0.90

조
직
기
능

규제기능
(유=1)

O

0.07

0.25

B 0.70 B 0.26

W 0.62 W 0

(문항3)구매

O

2.59

0.85
유인기능
(유=1)

O

0.21

0.41

B 0.67 B 0.40

W 0.56 W 0

(문항4)예산 변경

O

2.93

0.87

정보제공기능(유=1)

O

0.77

0.42
B 0.71

W 0.57
B 0.43

요인점수

O

0.00

1.00

B 0.82
W 0

W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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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ness and Bureaucratic Structure: The Case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Korea

Kyungeun Lee & Young-Han Chu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multi-dimensional publicness (legal publicness, 

financial publicness, and regulatory publicness on bureaucratic structure with a sample of 

around 300 Korean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over a three-year period. The 

findings indicate that legal publicness has a positive impact on red-tape and bureaucratic 

structure, especially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External audits and evaluations enhance 

formalization, while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external authorities reduce red-tape. 

【Keywords: organizational publicness, bureaucratic structure,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centralization, formalization,red-ta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