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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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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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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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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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박사 학위논문

조직성과 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공무원 인식조사의 한계를 중심으로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 윤 호



조직성과 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 공무원 인식조사의 한계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임 도 빈

이 논문을 행정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  윤  호

김윤호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금 현 섭      (인)

      부위원장        나 종 민      (인)

      위    원        김 근 세      (인)

      위    원        이 민 창      (인)

      위    원        임 도 빈      (인)



- i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조직성과 연구의 잘못된 방

법론적 관행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론적 방안은 반복 설문조사를 활용한 

조직성과의 종단자료 구축과 자료의 구조를 고려한 종단연구 모형의 설

정이다.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과정을 분석과정과 일반화 과정으로 분류할 때, 

분석과정에서는 계층적 자료구조와 동일방법편의, 일반화 과정에서는 수

준교차 문제와 종단적 추론의 어려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설문

조사 자료의 계층적 자료구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외생성 가정에 문제

가 발생해 회귀계수의 추정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출처가 동일 설문조사인 경우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할 수 있

다. 셋째, 개인수준의 분석결과를 조직수준으로 일반화하면 수준교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횡단면적 연구결과를 인과적 관계와 같이 

종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단자료의 부족으로 보

고, 조직성과에 대한 종단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반복 설문조사를 사용한

다. 2014~2020년에 걸쳐 진행된 중앙정부 공무원 설문조사를 결합하며, 

이 과정에서 측정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한다. 문

항반응이론을 통해 추정된 조직성과의 종단자료는 각 부처의 조직성과에 

대한 변화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항평균 보다 더 많은 연속성을 제공한다. 

종단자료를 활용한 적절한 연구설계 방안으로 4수준의 다층분석과 변

수 분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모형이 갖는 장점을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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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만들 수 있는 횡단/종단 모형과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행정학의 방법론적 발전과 나아가 종단적 실증연구 축

적에 따른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연구의 타당성과 일반화를 

높여 증거기반의 정책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조직성과, 양적연구방법론, 설문조사연구, 종단연구, 

문항반응이론, 다층분석

학  번 : 2017-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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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행정학 연구에서 양적연구방법은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영미권의 연구에서도 1990년대 이후 컴퓨터를 이용

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권경득, 2006; 심준섭, & 주영

종, 2005; Moon, Kim, & Lee, 2013; Pitts & Fernandez, 2009; 

Groeneveld et al., 2015). 양적방법론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쉽기 때문

에, 보다 과학적이라는 평가 속에서,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활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손호성. & 배광빈, 2019:89). 이러한 

연구 경향은 빅데이터와 AI의 활용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행정학 연구에서 양적연구의 비중 확대를 고려할 때, 이론적·정책

적 기여를 위해서는 오류 없는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행정학의 연구방법론 발전이나 활용을 고려한다면, 현재 상황

은 우려할 만하다. Cozzetto(1994)가 3개의 행정학 저널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60개 논문 중 40%에서 방법론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행정학

계의 방법론 발전을 촉구한 이래, 여전히 행정학은 심리학, 교육학, 경

제학과 같은 인근 사회과학 분야보다 방법론적인 발전이 지체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Gill, & Meier, 2000; Raadschelders, & Lee 2011). 

이는 단순히 해외의 평가가 아니라, 해외의 논문들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예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설문조사를 활용

하는 연구들은 자료에 대한 숙고없이, 관련 선행연구를 인용하면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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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방법까지 모방하여 방법론적 오류가 재생산되고 있다(강윤호, 

2009:363). 나아가, 국내 행정학과 일반대학원에서의 방법론 교과과정

이 다른 사회과학분야와 비교해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손호성. & 배

광빈, 2019)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킨다. 행정학의 방법

론적 오류는 논문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밑거름이 되는 정책보고서

에 잘못된 결과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근거기반 정책의 

실현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방법에 대한 오

류를 검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성과 시급성

이 높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자

들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많은 연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조직의 특성 상 기록자료를 얻기 힘들다는 이유로 설문조사 자료

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Perry, 2012). 권경득(2006)의 연구에 따르면, 

1967-2005년까지 「한국행정학보」의 논문 중 양적연구의 비중은 최근

으로 올수록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의 비중이 과반을 넘었다. 또한, Moon, Kim, & Lee(2013)의 연구

에서, 「한국행정학보」, 「행정논총」, 「한국정책학회보」의 1999년

부터 2009년까지의 1,677건의 논문 중 개인수준의 연구가 395건으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설문조사 자료의 활용이 많기 때문

이라 분석하고 있다. 행정학 연구에서 설문조사의 이용 추세는 위 연

구 이후에도 가속화되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국책연구원의 설문조사 

자료 공개, 한국사회과학(KOSDA) 자료원의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으로 이전보다 쉽게 설문조사 자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

이터 가용성이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획득의 용이성 외에도 설문조사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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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구성개념(construct)을 연구하기 위해서이다. 조직행태론이나 조직

관리론에서 관심을 갖는 특성 중 추상적인 것들이 많다(김태일, 

2003:249). 동기, 태도, 문화 등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식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조직성과 역시 하나의 

구성개념으로서 많은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고 있다. 특히, 

공공조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성과를 연구의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학 내에서 조직성과의 연구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러한 연구들은 모두 실제 조직의 내부관리와 성과관리에 함의를 제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류의 발생 여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강건한(robust) 연구결과를 생산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설

문조사를 활용하여 조직성과를 연구한 문헌에서는 연구의 한계에서 방

법론의 오류 가능성을 기계적으로 언급할 뿐,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려

는 노력은 부족하다(박원우, 정구혁, 유지현, 최동원, & 김상윤, 

2010:177). 또한, 이러한 오류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 저널의 조직성과 연구에서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Meier, 2013a;2013b; Favero & Bullock, 2014; 

Andersen, Heinesen, & Pedersen, 2016), 다른 오류가능성에 대한 관심

은 부족한 상황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분석한 조직성과의 논문에서 연구의 한계로 

언급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의 결론

에서 횡단면 연구로 인해 해석이나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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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한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종단연구의 필요성

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단연구를 

진행하는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주된 이유는 추상적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공무원 패널조사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패널 설문조사의 실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

려할 때, 패널조사가 없다고 종단연구를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조직

성과 나아가 행정학의 이론적 발전은 매우 더디게 이뤄질 것이다. 또

는 타당성이 부족한 실증적 결과가 반복됨으로 인해 행정학 연구는 사

상누각과 같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단자료 구축방안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 종단연구를 설계할 수 

있는 연구모형의 상세화(specification)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활용한 종단연구라 하면 우선 패널설문조사가 떠오를 것

이다. 하지만 종단자료는 패널 설문조사자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코호트 연구와 같은 반복 설문조사 역시 종단연구의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저널의 사회학, 정치학 연구는 유로바로미터나, 세계가치관조사, 

유럽가치관조사 등의 반복 설문조사를 활용해 종단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cf, Fairbrother, 2014; Schmidt-Catran, & Fairbrother, 2016). 하지만 

문제는 국내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 설문조사 자료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횡단면 자료가 축적되고 있기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여러 기관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결합하여 

반복 설문조사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복 설문조사는 

2017년부터 진행된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가 있다. 

다만, 위 자료가 4년 치만 활용할 수 있기에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기 



- 5 -

위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센터들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결합한다1). 

문제는 여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측정문항이 동일하

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항반응

이론을 도입할 것이다. 행정학에서 문항반응이론을 사용한 선행연구가 

드물지만, 최근 Bertelli, Mason, Connolly, & Gastwirth(2015)는 문항반

응이론을 사용해 설문조사를 활용한 종단자료 생산 방안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문항반응이론을 사용하여 측정의 동일성

을 확보하고 종단자료를 가공할 것이다. 

종단자료를 분석한다고 바로 종단연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종

단적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모형의 설정이 적절해야 한다. 

특히, 자료의 구조를 고려하여 오차항의 외생성을 확보하고, 회귀계수

의 의미가 정확해지도록 연구모형을 상세화(specification)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모형 설정 방안으로 다층분석의 임의모형 

설정과 독립변수의 분해 방안을 제시하여 변수 간의 종단 관계를 분명

히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행정학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대응방

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족한 종단연구를 촉진하며, 다양한 

이론적 관계를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타 

학문보다 뒤처져 있다고 평가받는 행정학의 방법론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단자료의 개발과 연구모형의 개발은 기존의 

횡단면 연구에 비해 더 타당하고, 정확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줄 수 

1) 개인에게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윤리심의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 심의(IRB No. 2108/002-007)를 통과했다. 그리고 「공직생활
실태조사」 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
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 외의 자료들은 각 연구센터
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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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근거기반 행정의 실현을 도울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제2장에서는 조직성과 연

구의 방법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조직성과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활용

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방법론적 문제점을 논의한

다. 특히, 2차 자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분석과 결과의 

해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주목할 것이다. 자료의 분석과정에서는 

계층적 자료구조에 대한 미고려와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분석결과의 

해석에서는 수준교차의 오류와 종단추론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방법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단자료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종단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반복 설문조사를 활용할 것이다. 

7년 치 중앙정부부처의 반복 설문조사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문항반응이론을 소개하며, 구성개념 추정치의 도출과정과 추정결과

를 자세히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한 종단 연구모형 설계방안을 제시한

다. 먼저, 반복 설문조사는 복잡한 계층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를 분석

하기 위한 임의모형 설정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종단적 관계와 

횡단적 관계를 보다 분명히 연구하기 위해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사용한 변수의 분해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

구모형 설계가 갖는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횡단면적 연구모형

이나 패널고정효과모형과 분석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는 연구의 요약, 이론적·정책적 함의,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으로 논문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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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직성과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제 1 절  주관적 조직성과 측정의 필요성

1. 조직성과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

공공조직의 조직성과 연구는 실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핵심적인 위

치에 있다. 국민은 정부에게 많은 세금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권리가 일정 부분 제

약받더라도 이를 수인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 제도개선을 통해 내부관

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공공조직의 조직성과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또는 

어떻게 향상되는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조

직이론, 관리이론의 발전을 가져왔다. 모든 조직관리이론은 결국 조직

성과(혹은 효과성)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Rainey, 2014:147).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의 등장

은 조직성과 개념이 공공조직에서 많이 언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같은 비시장조직의 생산물은 공공재이면서, 독점적 생산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가격기제를 통한 평가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

서 통제나 과정 중심에서 조직을 통제하였으나, 이에 따른 레드테이프, 

경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정부조직의 비능률성, 비효과성을 초래하였

다. 신공공관리론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조직의 

성과를 효율성, 생산성 등 결과적 관점에서 측정하고 결과지향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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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성과관리가 도입되어 정부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

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신공공관리 개혁에 대한 회의로 인해 민간조직의 경영기법 

도입이나 공공조직 민영화 등에 대한 논의는 감소했으나,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뿐

만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정책의 과학성을 제고할 필요

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어떠한 

관리방법을 통해 공공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지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

로나 이론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2. 조직성과 측정의 어려움

공공조직의 조직성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조

직성과의 정의는 분명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있다. 목표가 다양하고 

모호하며, 상충적이라는 공공조직의 근본적 특성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조직은 시장조직과 같이 수익창출이란 분명한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자의 욕구가 분출되

는 곳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에 따라 공공조직이 달성하기를 원하는 

성과가 다를 수 있으며, 상충할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서 성과는 매우 다양하게 개념화되었다. Andersen, 

Boesen, & Pedersen(2016)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성과 개념을 이해관

계자(stakeholder), 공식성(formality), 주관성(subjectivity), 과정의 유형

(type of process focus), 생산물의 유형(type of product focus), 분석단

위(unit of analysis) 등의 차원에서 유형화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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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 

조직성과의 개념적 정의의 어려움은 조작적 정의의 어려움에도 이어

진다. 조직성과의 측정방법은 크게 기록자료(archival data)를 이용하는 

객관적 접근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주관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

다. 객관적 접근은 사전에 개념적·조작적으로 정의한 후 실제 현상을 

관찰하여 측정하고, 주관적 접근은 이해관계자가 갖는 인식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조직성과를 도출하게 된다(전영한, 2004:51). 

주관적으로 조직성과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객관적 측정의 보충적

(subsidiary)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시장조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수

익률(return on assets)이나 매출성장률(growth in sales)로 성과를 측정

할 수 있지만, 다업종(multi-industry) 회사나 개인소유 회사의 경우 이

를 측정하더라도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회사의 성과를 측

정하는 것이 오히려 비교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Dess, & Robinson, 

1984). 

중앙행정기관과 같은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성과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Rainey, 2014), 이러한 시도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다. 공공조직은 시장조직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가격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가, 수익 등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수익률을 확인하기 어렵고, 목표가 다양하면서

도 모호해 무엇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정하기조차 쉽지 않다. 특히, 

중앙정부조직과 같은 경우 기관에 따라 생산하는 서비스나 재화가 서

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

다(Brewer, & Selden, 2000; Vandenabeele, 2009; Choi, & Rainey, 2010). 

반면, 주관적인 성과측정은 객관적 측정과 달리 형평성, 고객만족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Jung, & 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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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의 주관적 접근을 선호하는 학자들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척

도보다 누가 성과를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Connolly, 

Conlon, & Deutsch, 1980; Tsui, 1990).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이

러한 각자의 시각과 목적에 따라 조직을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

조직의 성과를 시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

다.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 연구자들은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평가

한 조직성과를 다양한 연구에 활용해왔다. Andersen, Boesen, & 

Pedersen(2016:855-856)에 따르면, 공무원은 전문가(professions) 집단으

로서, 씨족사회(clan)와 같이 집단 내 사회화를 통해 일치된 조직성과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의 내부구성원은 내부에 대

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해관계자와 다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들은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내부의 관리과정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조직의 성과가 외부적 요인

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조직의 기여를 구분하기 위해 이러한 시

도가 주목받을 수 있다.  

측정의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연구자들은 측정 대상과는 독립된 기관

이 개발하고 수집하는 측정을 선호한다(Adcroft & Willis, 2008). 조직성

과의 객관적 측정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믿음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으

로 여겨져 왔지만, 주관적 측정은 타당성 문제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

아왔다(Meier, & Brudney, 2002). 하지만 객관적 측정도 역시 사회적으

로 구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타당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Jung, 

& Kim, 2014). 이러한 견해에서 Brewer(2006)는 ‘모든 성과측정은 주

관적이다(all performance measures are subjective)’라고 주장하였다. 

즉, 정부조직의 다양한 목적과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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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더라도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오히려 주관적 조직성과가 더 용이한 수단일 수 있는 

것이다.

조직성과를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견해는 객관적 조직성과와 

주관적 조직성과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를 근거로 인용

한다(Dess, & Robinson, 1984; Boomer, Johnson, Rich, Podsakoff, & 

MacKenzie, 1995; Brewer, 2005). 하지만, 주관적 성과측정이 문제가 있

다는 견해 역시 객관적 조직성과와 주관적 조직성과 간의 관계가 없다

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Meier, & O’Toole, 2013a;2013b). 

제 2 절  공무원 인식조사를 활용한 연구의 한계

공무원이 인식하는 주관적 조직성과는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측정

된다. 공무원 인식조사는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문

조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부터 논의한다. 

1. 설문조사로서 공무원 인식조사의 특징

1) 설문조사 방법의 정의와 특징

설문조사(survey)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질문하고 응답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한다(김병섭, 

2010:278). 설문조사는 다른 자료수집 방법인 사례조사, 사회실험과 구

분된다(남궁근, 2012:562). 사례조사는 소수의 사례에 대해 반구조화되

거나 개방형 질문 등을 통해 심층조사가 이뤄지지만, 설문조사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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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가 이뤄진다. 사회실험은 

비교적 소수의 연구대상을 임의할당을 통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처치변수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는 반면, 설문조사는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다수의 변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가

설을 검증할 수 있다. 

설문조사방법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표본추출, 구조화된 설문지, 통계

분석의 측면에서 제시된다(남궁근, 2012:562-3; Babbie, 2001:237-249). 

김병섭(2010:278-9)은 설문조사방법의 정의를 통해 특징을 보다 세분화

하여, 사람, 다수의 표본, 설문지, 질문과 응답을 제시한다. 위 두 가지 

분류를 참고하면, 설문조사의 특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설문조사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이다. 관찰조사의 경우 대상

이 다양할 수 있지만, 설문조사는 질문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2). 따라서 연구설계 시 설명단위와 관측단위의 불일치에 주의

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연구의 외적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조사가 다수를 대상으로 하

는 것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즉, 그 결과를 통해 연구대상

인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고자 한다. 따라서 어떤 모집단을 연구할지

를 결정하고,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표본추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

고 있다.

2) 조직수준에서 측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동연구원의 국가승인통
계인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노사관계담당자, 근로자 대표 3인
이 설문에 응답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직진단평가연구센터의 「한
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는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재무담당자가 답
하는 인포먼트 서베이(informant survey)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Bae, & Ki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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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설문지를 사용한다. 설문지는 구조화, 직접성, 폐쇄형의 특징을 

갖는다(이군희, 2004:191-2). 구조화된 질문은 질문내용과 순서가 정해

져 있다. 질문내용은 ①응답자의 상태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 ②경험과 

같은 행동, ③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 ④특정 분야에 대한 지

식의 정도 등에 관한 것이다(남궁근, 2012:569-70).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직접적으로 답변한다3). 또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 응답

이 자유로운 개방형 질문보다 리커트 척도와 같이 선택지가 고정된 폐

쇄형 질문이 주로 활용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설문지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오류을 고려해 연구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넷째, 설문조사는 질문하여 응답을 받는 방식이다. 질문하는 방식은 

전화, 우편, 면접,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도 세부방식

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면접방식의 경우에도, 종이설문지 방식

(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PAPI)과 , 컴퓨터 방식(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CAPI 태블릿 PC방식(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iew: TAPI)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cf. 탁현우, 고길곤, 정

다원, 2019). 이러한 설문조사 도구의 차이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iemer, 2010). 응답받는 방식에 따라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응답률이 낮아 무응답편의가 발생하기도 하고, 응답의 주관성으로 인

해 사회소망성편의 등 각종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설문조사로 얻게 되는 것은 자료(data)에 불과하므로 정보

(information)를 얻기 위해서는 통계분석이 필요하다. 기술통계를 통해 

3) 질문방식의 직접성 측면에서는 직접질문법과 간접질문법이 있다(김병섭, 
2010:484). 직접질문법은 질문의 준거점(reference)이 응답자 자신이지만, 간접
질문법은 동료나 타인으로 설정한다. 준거점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솔직한 답
변을 유도하기 위함도 있지만(김병섭, 2010:484-5), 개인이 아닌 집단이나 조직 
수준의 구성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박원우, 차문경, 전이영, & 박
미혜,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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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변수에 대한 모집단의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으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특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다

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자료의 특성을 유념하며 분석할 필요가 있

다. 

2) 공무원 인식조사의 특징

행정학의 주요 연구대상인 공공조직과 그 구성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 주제에 관한 인식을 조

사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 인식조사는 설문조사라는 점에

서 앞서 제시한 설문조사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면서, 공무원이 대상집

단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는 계층적 자료(nested data) 구조를 갖는

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중앙정부에 소속된 경우 한 부처에서, 지방공무

원의 경우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순환하며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공무원들은 부처라는 하나의 둥지(nest)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부처나 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유사한 업무

와 일정, 리더십, 문화를 공유하면서 여러 주제에서 유사한 인식을 보

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서로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업무를 보기 때문

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조직 내 개인들의 특성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반대로, 조직이 다른 공무원과는 공통적 요인들이 적

기 때문에 행동이나 태도가 독립적일 것이다. 대부분의 공무원 인식조

사는 이러한 조직 내 동질성을 고려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표

본추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조직수준에서 층화표본추출(stratified 

sampling)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횡단면 설문조사(cross-sectional survey)가 이뤄진다. 횡단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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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는 한 번의 조사로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게 된다. 특

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패널설문조사(panel 

sruvey)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 노출 위험성 

때문에 이러한 설문조사는 진행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 개인의 측면에서 공공조직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의견이 외부

에 알려지게 된다면 암묵적인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솔직한 응답이 이

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조직 외부에서 공무원을 식별할 경우 민

원이나 로비를 통해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 

2. 공무원 인식조사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선행연구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는 행정학 연구가 1990년대 이후 급증하면서 

공무원 인식조사 등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연구의 경향과 문제점을 검

토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뤄져 왔다(cf, Houston, & Delevan, 1990; 

1994; Cozzetto, 1994, Vijverberg, 1997; Lan, & Anders, 2000; Wright, 

Manigault, & Black, 2004; Pitts, & Fernandez, 2009; Groeneveld, 

Tummers, Bronkhorst, Ashikali, & van Thiel, 2014; Bouwman, & 

Grimmelikhuijsen, 2016; Stritch, 2017; Mele, & Belardinelli, 2019). 설문

조사 방법은 양적연구의 한 유형이지만, 그 비중이 커지면서 일부 연

구에서는 특정 설문조사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Fernandez, Resh, Moldogaziev, & Oberfield(2015), Somers(2018)는 미국

의 Federal Employee Viewpoint Survey(FEVS)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위 연구들은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해당 

설문조사의 약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보완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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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를 검토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Lee, & Benoit-Bryan, & Johnson(2011)은 총설문조

사오차(total survey error)를 coverage error(연구범위 오차: 모집단과 

표본틀의 일치 문제), sampling error(표본추출 오차: 임의추출의 문제), 

nonresponse error(무응답 오차), measurement error(측정오차: 조사수

단과 측정문항의 질에서 발생하는 오차), processing error(처리오차: 자

료 수집 이후 데이터 처리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데이터 분석에서 발생

하는 오차)로 구분하여, 선행연구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

는지 이 틀에서 분석하고 있다. 김태일, & 서주현(1998)은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들이 밟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설문지의 구성, 표본추출, 

자료의 분석 등 세 가지 관점에 발생하는 방법론적 문제점이 선행연구

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강윤호(2009)는 설문조사의 

분석단위와 수준 선정의 오류를 위와 같은 분석틀로 분석하였다는 점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①측정문제, ②표본추출문제, 

③통계분석과 해석의 문제라는 틀에서 설문조사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설문조사를 이용한 조직성과 연구에서의 문제점

본 연구는 조직성과라는 특정 주제에서 발생하는 방법론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활용할 때의 방법론적 한계가 조직성과 연

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계분석과 해석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많은 연구에서 자료의 한계로 취급하여 이를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박원우, 정구혁, 유지현, 최동원, & 김

상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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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계분석과 해석의 문제는 2차 자료를 활용할 때 문제된다. 많

은 연구자들이 연구비용의 문제 때문에 2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특

히, 국책연구원 등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 자료는 많은 표본으로 일반

화 가능성이 높고, 많은 구성개념을 제공해 다양한 통제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설문지나 표본의 구성에 대해서는 연

구에서 통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통계분석과 해석은 연구자가 직접적

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는데 실제적인 기여도가 클 것이다. 

1) 통계분석의 문제

잘못된 통계분석은 연구의 내적타당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1) 계층적 자료구조에 대한 미고려

통계분석을 진행할 때는 자료의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은지에 대해 t-검정을 하는 경우라도 모분산이 동

일한지 여부에 따라 검정통계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자료

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보다 많은 가정이 요구되는 회귀분

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료의 특성에 맞지 않은 분석은 오류가 있는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무원 인식조사는 계층적 자료의 형태이다. 계

층적 구조의 자료는 분석에 있어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수집된 자료

의 특성을 무시하고 개인수준에서 회귀분석을 하는 경우 계층적 구조

로 인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태

일, 1999). 회귀모형은 일반적으로 잔차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지만, 계



- 18 -

층적 자료에서 같은 조직이나 집단에 속한 표본들은 조직의 특성을 공

유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잔차 간의 독립성 가정을 위

반할 수 있다. 또한, 잔차의 이분산성, 잔차 간의 자기상관, 오차항과 

독립변수 간의 선형독립 가정에 위배된다. 이 경우 모형의 추정된 오

차분산이 작아져 추정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한 t값이 커지게 

되며, 따라서 실제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추정계수를 유의미하다고 추

정하는 1종 오류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Aitkin, Anderson, & Hinde, 

1981). 

한 조직 내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문조사를 분석할 때에는 자료의 계층적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조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하나의 조직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이러한 계층적 자료구조로 되어 있

었다. 따라서 자료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

한 방법론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는 이러한 자료의 계층성을 고려하

지 않고 있었다4). 반면, 해외 연구는 이를 고려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

었다. Jung, & Lee(2013)는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서베이(Merit 

Principles 2005)를 사용하면서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계층적 자료에 따

른 문제점을 통제하였다. Nicholson-Crotty, Nicholson-Crotty, & 

Fernandez(2017), 최유진, & 박순애(2019)5)는 subagency 수준의 측정자

료에 대한 OLS 분석을 하면서 agency 수준의 고정효과 더미변수와 

subagency 수준의 군집강건표준오차를 사용해 자료구조를 반영하여 분

석을 진행하였다. 

4)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사례의 국내 선행연구는 별도로 인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5) 이 연구는 앞의 Nicholson-Crotty, Nicholson-Crotty, & Fernandez(2017)의 

이론과 연구방법을 국내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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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방법편의

설문에 대한 응답이 하나의 방법으로 주관적인 인식에 대해 측정하

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동일방법편의

의(CMB: Common Method Bias)6)가 발생한다. 동일방법편의는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가 동일한 방법과 출처를 통해 측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오

류를 의미한다(박원우 외, 2007:94). 측정된 변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 속성이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Conway, 2002).

    

즉, 측정치()는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 )과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

는 오류( ), 임의적인 오류( )로 구성된다. 어떤 연구자가 측정치 X

와 측정치 Y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한다면,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 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 ). 하지만 두 변수에서 동일한 방

법을 사용한다면, 실제 특성 간의 관계는 방법적 특성에 의해 부풀려

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는 원인은 응답자와 측정방법 측면에서 발생

한다(박원우 외, 2007:97-102). 응답자 측면에서는, 응답과정에서 자신

을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Ganster, Hennessey, & Luthans, 1983),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는 일관성 유지 동기(Podsakoff & Organ, 1986; 

Salancik & Pfeffer, 1977), 평가자들이 조직 현상에 대해 갖는 가상적 

6) 다른 연구에서 공통출처편의(common source bias), 단일방법편의(mono 
method bias) 등의 용어를 활용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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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성(Berman, & Kenny, 1976), 개인의 부정적/긍정적 정서가 긍정적/

부정적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측정방법에

서는, 항목의 구성에 따라 발생하는 항목 맥락효과(item context), 측정

항목의 척도(scale)의 일관성으로 발생하는 오류, 종이나 태블릿, 이메

일 등 응답 시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가 있다. 

행정학 연구에서는 CMB와 관련하여 특히 조직성과에 주목하고 있

다. Meier, & O’Toole(2013a)은 텍사스주 교육기관의 관리자에 의해 

측정된 주관적 조직성과와 실제 교육기관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양한 선행요인에 대한 회귀계수가 두 종속변수에서 일치하는지를 확

인하였다. 분석결과, 주관적 조직성과에서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 변수가 많았으며, 그 원인으로 CMB를 제시한다. 저자들은 관리

자의 주관적인 조직성과에 의존하는 경우 CMB로 인해 분석결과에 심

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Andersen et al.(2016)은 위 연구와 비슷하게, 개인성과 측면에서 주

관적으로 측정한 선생님이 인식하는 교육적 성과 창출과 실제 학생들

의 교육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공공서비스동기, 직무만족과 같은 

설명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생님의 인식을 기반으

로 한 설명변수들은 성과 인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객관

적 성과에는 일부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기반으로 저자들은 

주관적 성과의 분석결과는 CMB로 인한 허위관계이기 때문에 기록된 

성과의 분석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Favero and Bullock(2015)은 행정학 연구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CMB 대처방법들을 소개하고, 이 방법 중 일부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뉴욕시 교육기관의 학생 성적에 대한 인지된 조직성과와 실제 학생 점

수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방법들이 CMB를 적절히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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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해결책으로 설문자료로부터 독립된 

출처의 자료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George, & Pandey(2017)는 행정학 연구에서 급격한 CMB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CMB에 대한 기존의 주장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그는 4가지 주장을 전개

하는데 첫째, CMB의 영향력이 과장되었을 수 있으며, 둘째, 선택적 증

거(학교기관)에 의해 도출된 결과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셋째, 일부 변

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측정할 수 있고, 넷째, 기록된 자료 역시 타

당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동일방법편의가 논의되었지만, 국내연구는 여

전히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부족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언급하더라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CMB를 확인하는 경우 대부분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을 사용하였

다.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은 설문조사로 측정된 모든 측정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공통분산을 50% 이상 설명하는 요인이 있

는 경우, CMB가 있다고 판단한다7). 하지만 1 요인의 분산설명력 50%

라는 기준은 매우 관대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Jung(2014a)은 요인분석에서 제1요인의 분산설명력이 39%라는 점을 보

고하면서 기준 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공통분산의 

39%가 공통요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있음

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공통요인의 심

7)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일요인 확인적 요인분석이 다요
인 확인적 요인분석에 비해 모델 적합도(goodness of fit)가 우월한 경우 CMB
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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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을 확인할 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동일방법편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연구도 있었다. 한 연구는 객관

적 조직평가 결과와 측정된 주관적 조직성과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

에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 결론지었다. 동일방법편의는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형에 사용되지 않는 자료와의 

관계를 통해 모형 내의 편의가 없음을 제시하는 것은 동일방법편의 해

결방안과 오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결과해석의 문제

통계적 분석결과를 다른 시간이나 대상에 대해 해석하기 위해서는 

외적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Cambell, & Stanley, 1963). 설문조사 

연구는 대량의 표본을 확보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외적타당성

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은 무한한 것이 아

니기 때문에 분석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해석문제로서 수준교차의 문제, 시간적 차원에

서의 해석문제로서 횡단연구의 종단추론 문제를 다룬다.  

(1) 수준교차의 문제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많은 조직성과 연구는 개인수준에서 분석이 이

뤄지고 있다. 하지만 조직성과는 조직수준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분석

수준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분석수준을 논의하기 위

해서는 설명단위와 관찰단위를 구분해야 한다. 실증연구에서 연구자가 

가설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의 수준을 설명단위 내지 분석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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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고, 자료수집과 통계분석이 이뤄지는 단위를 관찰단위 내지 측정

단위라 한다(김병섭, 2010:215; Ragin, 1991). 

수준교차의 문제는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와 형이상학적 전체주의(metaphysical holism)에 대한 논쟁과 관련 있

다.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모든 사회현상이 개인수준의 이론, 용어로 환

원(reduce)될 수 있다는 견해고, 형이상학적 전체주의는 조직이나 국가

와 같은 집단수준의 사회현상은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독자적인 이

론, 용어가 있다는 견해이다(강신택, 2005:125-127). 방법론적 개체주의

가 적용된다면 분석단위가 조직이더라도 개인수준의 측정과 분석을 통

해 조직수준의 설명이 가능해진다. 개인의 특성이 상위 수준의 특성에 

반영되며,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게 된다(Dansereau, Alutto, & 

Yammarinom, 1984). 반대로, 형이상학적 전체주의가 적용된다면, 조직

이 분석단위인 경우 측정단위도 조직이어야 한다. 또한, 거시적 구조가 

개인의 행동도 결정한다고 본다(김병섭, 2010:219). 즉, 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 

개체주의와 전체주의 중 어느 하나로 세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

다. 또한, 신제도주의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 개인과 구조는 상호작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경험론적 측면에서 두 주장은 오류가능

성을 내포한다. 집단수준의 분석이 개인수준에서 적용될 것이라는 전

체주의 주장은 생태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개인수준의 분석이 조

직수준에서 적용될 것이라는 개체주의 주장은 개체주의적 오류

(individualistic fallacy)나 환원주의적 오류(reductionism)을 유발할 수 

있다. 

 설문조사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에서 분석된 결과가 조직수준에서 적

용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Alker(l969)에 따르면, 개인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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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집합적인 관계로 일반화하는 경우 수준교차의 오류(cross-level 

fallacy)가 발생할 수 있다. Robinson(1950)의 국외 출생자와 문맹자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개인수준의 상관관계는 -.11, 지역수준의 상관관계

는 .58로 다르게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수준에 따라 다른 

분석결과가 제시될 수 있으며, 섣부르게 수준 간 분석이 일치한다는 

가정을 일반화하는 경우 연구의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설문조사의 경우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구성개념이 다른 

수준에서 동일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박원우, 김재

원, & 최혜원, 2003:5). 

조직성과 선행연구는 개인수준에서 분석을 진행한 경우, 모두 조직

수준에서 가설을 검정하고, 설명하였다. 즉, 측정단위는 개인수준이지

만, 설명단위는 조직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 개인을 하나의 

조직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강윤호, 2009:368). 예를 들어,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형을 설정한다면, 하

나의 조직에 조직문화나 조직성과는 하나만 존재하고 이를 조직 간 비

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개인수준의 인식을 통해 분석하는 것

은 개인 수만큼 조직문화와 조직성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다. 따라서 개인 간의 비교분석 결과를 조직 간의 비교분석결과로 

해석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하지만, 일부 연구는 분석수준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유동상, & 임정빈(2014)는 기존의 연구들이 개인수준에

서 이뤄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 FEVS자료를 조직수준에서 

집계하여 68개 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종단추론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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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에서 횡단면 설문조사를 활용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횡단면 연구는 공공관리이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Stritch, 

2017:221).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추상적 구성개념(공공봉사동기, 목

표모호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변혁적 리더십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공공관리이론의 발전과 검증이 이뤄졌다. 

반면, 횡단면 설문조사 연구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동일방법편의 역시 횡단면 연구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다. 횡단면 연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비판은 동적이론에 대한 연구

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직관리이론은 근본적으로 변화에 관

한 동적이론이기 때문에(Stritch, 2017:220; Ployhart and Vandenberg, 

2010:96), 동적연구를 위해서는 종단자료가 요구된다. 정적인 횡단면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서는 동적이론을 직접 검증할 수는 없다(Chan, 

1998). 

하지만 종단면 분석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횡단면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단적 관계를 추론하는 경우가 많다(Fairbrother, 

2014:121). 횡단면 분석결과를 통한 종단적 관계의 추론이 항상 틀렸다

는 것은 아니지만, 둘의 관계가 같다는 것은 매우 강한 가정이다. 

Gelman(2005:461)은 조직 간(횡단면) 분석결과를 조직 내 변화의 효과

로 해석하는 것은 엄청난 비약이라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적 분석결과와 종단면적 분석결과가 일치할 것이

라는 가정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Oberfield, 2014:778). 

Wilson, & Butler (2007)의 국가 수준 시계열 횡단면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횡단면 관계와 종단면 관계가 동등하다는 귀무가설은 하우스

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둘을 같게 보는 것은 섣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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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과 같이 개체 간(between) 횡단적 

관계는 음의 방향이지만, 개체 내(within) 종단적 관계는 양의 방향인 

사례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1] 개체 내(within) 관계와 개체 간(between) 관계의 독립성

횡단면 분석결과와 종단면 분석결과가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개체의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횡단면 분석에서 많은 통제변수

를 추가하더라도, 개체의 특성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

변수편의(omitted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개체의 특성을 고정효

과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종단연구는 변수 간의 불편추정치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횡단면 연구 자체의 내적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동일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역의 인과관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

다. 즉, 내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섣부른 일반화로 종단면에도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론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횡단면 설문조사를 사용하고 있어 개인 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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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분석수준의 문제에서 언급했듯

이 이를 조직 간 비교 결과로 해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적이론에 대

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종단적 추론의 예시를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의 관계로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분석결과로 제시된 

경우, 횡단면적인 해석은 ‘다른 조직보다 조직문화가 강한 조직이 더 

높은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될 것이다. 조심스럽게 일반화 한다면, 

‘강한 조직문화는 높은 조직성과와 관련있다’로 서술할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조직 내 문화를 강하게 만들어 조직성

과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연구결과를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보완이 이

뤄져야 한다’고 제시하지만, 본문에서 분석할 때는 이를 고려한 조심

스러운 서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Brewer, & Selden(2000)은 횡단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종단적 결과로 해석되지 않

도록 조심스럽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 3 절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계층적 자료구조를 고려한 분석

계층적 자료는 다양한 조직이나, 기관, 지역의 응답자를 비교하여, 

사람들이 속한 곳의 사회·정치적 맥락효과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상위 수준의 사회적 조건이 개인의 태도, 신념, 환경과 태

도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을 검증할 수 있다(Fairbrother, 2014:119). 이

를 위해서는 자료구조를 고려한 적절한 분석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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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다. 대

표적으로 조직고정효과, 군집강건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와 다층모형 분석이 제시된다(Schmidt-Catran, & Fairbrother, 

2016:35). 

조직고정효과는 조직수준의 분산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다8). 이 경우 조직 내 구성원 간의 변동만 분석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직수준의 변수에 대한 식별불가 문제가 발생하

기 때문에, 조직수준의 변수는 분석에 포함될 수 없다.

군집강건표준오차는 군집(cluster) 내 오차항에 공통의 요소가 있어 

상관이 존재하지만, 군집 간에는 오차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서 

OLS 추정량의 분산을 수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개인이 아닌 군집을 

관측치의 단위인 것으로 간주하여 분산을 추정한다(한치록, 2019:369). 

따라서 군집 관측치가 많을수록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 도출된다. 

여러 수준의 변수가 모형의 설명변수에 포함된 경우, 다층모형을 통

한 분석이 보다 적합하다.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 혹은 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mixed model9))은 Raudenbush와 

Bryk(1986)의 노력에 의해 사회과학에 확산되었으며, 종속변수의 계층

적 구조를 반영하여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다층분석은 계층적 자료를 

개인수준의 회귀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항의 등분산성 가정 위

배,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 발생, 오차항이 독립변수와 선형독립이라는 

가정 위배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김두섭, 강남준, 2008:388), 수준

별 분산을 고려해 다수준의 설명변수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8) 또는 집단평균 중심화(group-mean centering)을 활용할 수 있다. 
9) 고정효과와 임의효과가 동시에 쓰이기 때문에 혼합모형(mixed model)으로 불린

다. 다만, 여기서 고정효과는 패널분석의 고정효과와 의미가 다르다. 다층분석의 
고정효과는 오차항이 아닌 모든 설명변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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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방안

동일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Favero, & 

Bullock(2014)는 기존 행정학 문헌에서 활용되고 있는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하는데, ①무시하기, ②변수에 대한 해석을 조정

하기10), ③Harman의 단일요인 검증, ④Brewer의 표본분할 방법, ⑤표

지변수(marker variable) 활용, ⑥차분(differenceing) 방법, ⑦다른 출처

의 설문자료 활용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⑧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2003)가 제시하는 방법(구조방정식에서 

잠재변수로 공통방법편의를 통제)을 추가적 방안으로 제시한다11). 

Harman의 단일요인검증과 Brewer의 표본분할 방법은 동일방법편의

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좋은 대안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같은 출처의 자료를 사용한다면, CMB를 일부 통

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방안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들로 앞서 언급했던 동일방법편의의 원인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CMB가 발생하지 않도

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다른 출처와 방법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10) 저자들은 Lee, Chen, & Chou(2014)가 변수에 대한 해석 조정을 통해 CMB
를 다루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Lee, et al.(2014)는 실제(actual) 자신의 사회태
만에 대한 과소응답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작업집단 내 타인에 대한 인식
(perception)을 기준으로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직접질문법이 아닌 간접질
문법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응답을 얻고자 한 것이다(김병섭, 2010:484). 저자들
은 actual의 의미를 실제적, 객관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인식과 비교하여 동
일방법편의를 회피한다고 했으나, 이는 저자들의 실수로 보인다. 정작 Lee, et 
al.(2014)는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으로 동일방법편의를 다루고 있다.

11) 이 방법은 김윤호(2014), Qi, & Wang(2016), Hsieh, & Liou(2018)에서 활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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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Hassan(2012; Hassan, & Hatmaker, 2015)는 

조직구성원의 설문조사 자료와 개인성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결합하여 

CMB 논의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Nicholson-Crotty, Nicholson-Crotty, 

& Fernandez(2017), 최유진, & 박순애(2019), 유동상, & 임정빈(2014)는 

조직수준에서 집계한 자료를 사용하여 CMB를 해결하고 있다. 여전히 

설문조사에서 추출된 자료를 하나의 모형에서 사용하는 점에서 우려가 

남지만, CMB의 주요한 원인인 공통응답자로 인한 편의가 집계의 과정

에서 제거된다는 점에서 개선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Oberfield, 

2014:782). 

개인수준에서 다른 출처의 자료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 보건학에서는 증거기반 정책을 위해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방법을 사용하여 행정데이터와 조사데이터 간의 연계

를 시도하고 있다(오미애 외, 2014).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응답자 특성에 대한 자료가 풍부해야 한다. 행정학에서 이러한 

자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수준의 데이터 결합은 쉽지 않다.

반면, 공공조직은 정보공개 등으로 조직수준의 기록자료가 풍부한 

장점이 있다. 결국 행정학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이 아닌 조직수준의 연구가 필요하다. 

3. 수준교차 문제에 대한 방안

조직성과 연구에서 수준교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수준에

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개인수준의 설문조사로 조직수준에서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론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개인수준의 측정을 조직수준으로 집계(aggregation)하여 조직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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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석할 수 있다12). 둘째, 개인수준의 측정자료를 사용하여 다층모

형 등을 통해 다수준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

직수준에서 샘플이 적어 추정치에 대한 통계적 검정력이 낮게 되는 것

이다(Schmidt-Catran, Fairbrother, & Andreß, 2019:107). 통계적 검정

력이 높은 연구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충분한 조직수준의 관측치를 확

보할 필요가 있다. 다층모형의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

직수준에서 30개의 표본과 각 조직별 30개의 개인표본이 요구된다(손

성철, 정범구, & 주지훈, 2011). 만일 적은 자유도를 통해 얻은 분석결

과는 상위수준의 표본이나, 변수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문제는 연구자들이 조직수준의 연구보다 개인수준에서 연구를 진

행하는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자료 획득의 용이성으로 인

해 분석수준의 오류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강윤호

(2009:371-2)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사용하는 연구에서 분

석수준의 오류가 나타나는 원인을 ①연구자들의 회귀분석에 대한 집

착, ②게재를 위한 무리한 설명적 연구 시도, ③분석수준의 환원

(reduction) 이후 구성(composition)에 대한 관심 부족, ④비판의식 없는 

선행연구의 답습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공공조직의 수를 늘리면 

될 것이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위한 조직의 수가 증가할수록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간적 거리가 짧아 

12) 집계하는 경우 집단수준에서 일치도(agreement)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박원우, 
김재원, & 최혜원, 2003). 동의도에는 집단 내 일치계수(with-in agreement 
coefficient, )와 집단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elation: ICC)가 주로 활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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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용이하나,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경우 전국적으로 퍼져있어 

쉽지 않다. 또한, 표집틀 준비를 위한 정보 역시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해 설문조사를 어렵게 한다.

 조직수준에서 자료획득이 가장 쉬운 조직이 중앙정부조직이다. 하

지만 중앙부처조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적은 관측치(small N)가 

문제된다. 국, 관 등 subagency 수준에서 수집되는 경우 충분한 조직

관측치를 확보할 수 있으나, 개인 식별문제나 표본확보의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반복적 

설문조사 자료의 활용일 것이다(Schmidt-Catran, Fairbrother, & 

Andreß, 2019:112). 이 경우 부처수준에서 충분한 조직의 표본이 확보

되어 회귀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4. 종단 추론의 문제에 대한 방안

횡단면 연구결과를 통해 종단적 추론을 제시하는 것은 비약이기 때

문에, 함부로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은 논문의 타당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논문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운 논문의 서술이 

요구된다. 

종단추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단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조직에서 개인 수준의 패널설문조사

(panel survey)는 공무원의 신분 노출 위험성 때문에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신분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횡단면 설문조사만 이뤄지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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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변수가 다양하다면,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데이터를 종단

으로 결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는 대부분 성별, 재직기간, 교육수준, 연령 등 단순한 자료만 제공

되고 있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방안은 반복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수

준의 분석은 포기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조직수준 이론의 검증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저널의 일부 선행연구에서 이러

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는 반복 설문조

사를 활용한 종단적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한

다면, 조직수준의 종단적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위에서 언급된 문제가 횡단 설문조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종단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적절한 

분석방법을 활용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가능한 통제할 수 있

을 것이다. 종단자료 다음과 같이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있

다. 

첫째, 종단 자료를 통해 종단적 연구가 가능해지므로 횡단면 추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여러 기간에 걸쳐 조직수준의 자료가 확

보되기 때문에 많은 관측치를 확보하여 조직수준의 신뢰성 있는 회귀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수준교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셋째, 조직수준의 외부출처 자료와 결합된 자료구축으로 동일방법편의

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단 자료는 여전히 계

층적 자료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계적 방법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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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설문조사를 활용한 기존의 조직성과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 패널자료는 얻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반복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조직성과의 종단자료를 가공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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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직성과의 종단자료 구축

제 1 절  종단자료의 정의

조직성과에 대한 종단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종단자료가 갖춰야 할 

특성과 종류를 살펴본다. 

1. 종단자료의 특성

종단자료(longitudinal data)는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를 위해 필

요한 자료이다. 종단자료를 활용해서 횡단 연구(cross-sectional study)

는 가능하지만, 횡단자료를 활용해서 종단연구는 불가능하다. 종단연구

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Menard, 1991). ① 여러 기간(multiple 

waves)에 걸쳐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고, ②측정대상은 일정하거나 최

소한 비교가 가능하며, ③연구의 분석은 시간적 의미의 비교가 포함되

어야 한다. 여기서 ①과 ②는 종단자료가 갖추어야 할 특성을 제시한

다.

①의 여러 기간은 세 기간 이상을 의미한다. 한 기간의 자료를 횡단

자료라 하기 때문에 두 기간 이상의 자료가 누적되는 경우 종단자료라 

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인 종단자료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세 기간 이상의 자료가 필요하다(Chan, 1998). 그 이유

는 첫째, 두 기간의 자료는 차분변수로 만드는 경우, 횡단자료로 변환

될 것이다. 이를 통한 분석은 한 분석단위 내의 변화가 아닌 분석단위 

간의 변화만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단연구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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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료가 두 기간만 존재하는 경우, 두 기간의 차이가 관심 특성의 

실제 변화인지 측정오차인지 판단하기 어렵다(Singer & Willett, 2003). 

②는 종단자료에서 표출단위(sampling unit)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표

출단위는 표본추출이 이뤄지는 대상을 의미한다(김병섭, 2010:215; 이

군희, 2014:287). 표본의 추출방법에 따라 표출단위는 달라질 수 있다. 

모집단과 집락(cluster), 계층(stratum)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설

문조사를 통해 추론하고자 하는 분석대상이 분명해질 것이다.

2. 종단자료의 종류

종단연구는 연구대상의 시간적 변화정보에 기반하여 종단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시간적 변화정보는 ① 경향자료(trends data), ② 코호

트자료(cohorts data), ③ 패널자료(panel data) 등 세 가지 유형의 자료

를 통해 얻을 수 있다(강상진, 2016:201). 하지만 경향자료13)는 실질적

으로 횡단면자료이기 때문에, 종단자료는 코호트자료와 패널자료를 통

해 얻을 수 있다. 김병섭(2010:332-333)은 이를 반복 설문조사(repeated 

survey)와 패널 서베이(panel survey)로 구분한다. 

13) 경향자료는 한 시점에 연령, 학년, 재직기간 등 시간적 의미를 갖는 변수를 활
용하여 시간이 변함에 따라 관심변수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함으로
써 종단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경향자료의 활용은 종단적 추론이 가
능하면서도, 자료 수집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령 등 시
간 변화가 큰 경우 내·외적 타당도가 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1년 
차와 2년 차 공무원의 특성은 큰 차이가 있지 않겠지만, 1년 차와 20년 차 공
무원 사이에는 많은 특성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현재의 1년 차 공무원이 20
년 차 공무원이 되었을 때 현재의 20년 차 공무원과 특성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윤호(2018)는 이러한 경향
자료를 활용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공공서비스동기의 동태적 변화를 연구한 바 
있으나, 1~43년 차 공무원까지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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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적 추론이 가능하다. 코호트란 

“같은 시간동안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동질의 특성을 갖는 연구대

상”을 말한다(이군희, 2014:143). 특정 연령대, 세대를 코호트로 정하

는 경우 이들 모집단을 추적하여 표본자료를 수집한다면, 코호트자료

가 구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에 입직한 공무원들만을 대상

으로 매해 표본을 구축한다면, 코호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매해 10

년 차 공무원들의 자료를 누적해 얻은 자료 역시 코호트 자료의 일종

이다. 개인을 추적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료수집이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집단구성원의 이탈이나 유입으로 인해 집단특성의 변화가 발

생하는 경우 이를 추적 및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패널자료는 가장 엄밀한 종단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패널자

료는 동일한 개체를 반복측정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장 정

확하게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패널자료를 분석하여 얻게 되는 통

계량은 횡단면 분석에 비해 높은 타당성을 확보한다. 개인의 특성이라

는 가장 우려되는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s)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 절  분석자료와 측정방법

그리고 여기서 조직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정의는 무엇인

지, 내용타당성은 있는지, 수렴타당성은 있는지, 매해의 수렴타당성은 

확보되는데, 이게 비교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설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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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용가능한 설문조사

조직성과 인식이나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같은 구성개념은 설문조사 

외의 방법을 통해서 측정하기 어렵다(Meier, & O’Toole, 2013a). 따라

서 이에 대한 종단연구를 위해서는 세 기간 이상 누적된 설문조사 자

료가 필요하다. 종단적 설문조사는 반복 설문조사와 패널 설문조사가 

있지만, 이론적 논의에서 검토했듯이 공무원의 패널 설문조사는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반복 설문조사를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FHCS(Federal Human Capital Survey)가 2002년 시작된 

이래로 격년으로 반복설문조사가 시행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FEVS로 

개편되어 매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Fernandez, Resh, Moldogaziev, & 

Oberfield, 2015). 최근에 이를 활용해 종단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Shon, Porumbescu, & Christensen(2020)은 FEVS 2010~2015를 활용해 

조직수준의 변수인 조직의 예산분배 모호성이 공무원의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국내 설문조사의 경우 2017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가 반복설문조

사로 진행되고 있다14). 하지만 미국의 FEVS만큼 오래 진행되지 않아 

누적된 데이터가 2021년 10월 기준으로 4년 치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

했듯이 종단자료의 기준이 3 기간 이상으로 조건을 만족하나, 더 많은 

기간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자유도와 변동의 확보, 추정량의 효율성

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Hsiao, 2007).

14) 2011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조직을 식
별할 수가 없어 반복설문조사를 만들수가 없다. 2017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서 
공직생활실태조사로 개편되었으며, 보고서에 기반하여 조직의 식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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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17년 이전에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와 공

직생활실태조사의 결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로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에서 수행된 「2014 중

앙공무원인식조사」, 「2015 중앙공무원인식조사」15)와 동대학원 정부

경쟁력센터에서 수행된 「2016 경쟁심 설문조사」를 활용한다. 

각 설문조사의 조사설계를 각 설문조사의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표 3-1]에 정리하였다. 공직생활실태조사의 보고서에는 자세한 표본추

출 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표본규모를 할당 후 과/팀을 임의출하고, 다

15) 정책지식센터의 중앙공무원인식조사는 2013년 이전 데이터도 존재하지만, IRB 
문제로 인해 기간을 더 늘리지는 못했다.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추출

2014년 
중앙공무원 
인식조사

35개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3~9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면접조사(E-mai
l, Fax 조사 병행)

비례할당 및 
유의할당 추출

2015년 
중앙공무원
인식조사

41개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3~9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

TAPI System 이용한 
방문면접조사(E-mai
l, Fax 조사 병행)

비례할당 및 
유의할당 추출

2016년
경쟁심
설문조사

35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유치조사 및 TAPI를 
활용한 방문면접조사

비례할당 및 
유의할당 추출

공직생활
실태조사

46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

E-mail 웹 조사
(이메일 수집이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

부처별 비례할당 후 
과/팀을 임의추출 후 
10명씩 계통추출

출처: 리서치랩. (2014). 2014년도 공무원 인식조사사업 결과보고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리서치랩. (2015). 2015년도 중앙공무원 인식조사사업 결과보고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리서치랩. (2016). 2016년도 중앙공무원 경쟁심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센터.
한국행정연구원. (2017). 2017년 공직생활실태조사. 

[표 3-1] 각 설문조사의 조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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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표본인원을 임의추출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다른 설문조사 보고

서에서는 자세한 서술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표본 조사업

체들은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와 유사한 과정으

로 표본을 수집하고 있다. 조사대상 공무원은 공직생활실태조사는 일

반직공무원, 다른 설문조사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차이가 있으나, 

실제 조사표본에서 기술직이 섞여 있어 실무적으로 이를 정확히 구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설문조사의 조사설계는 동

일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총 7년간 설문조사에서 12,704 관측치가 있었으나, 개인수준에서 결

측치가 있거나, 조직수준에서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16), 개인

수준 관측치 10,837개, 조직수준 관측치 250개, 대상기관 42개가 분석

에 사용되었다. 조직수준 자료는 기관별로 평균 5년의 관측치가 있는 

불균형패널 형태이다. 각 설문조사에서 분석대상인 개인수준의 표본 

수는 [표 3-2]와 같다.

16) 개인수준에서는 일부 문항에서 무응답이 있는 경우였으며 그 숫자는 크지 않
았다. 조직수준에서 결측치가 발생한 원인은 설문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
나, 조직개편으로 설명변수인 목표명확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였다. 이러한 결
측치의 발생이 체계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결측치 발생에 따라 해당 표본을 제
거하는 것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부처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경찰청 - 60 40 11 50 50 50 261

고용부 40 60 40 69 54 54 49 366

공정위 29 30 0 53 40 40 45 237

과기부 - - - 7월 창설 50 53 46 149

관세청 40 60 40 49 41 41 46 317

교육부 37 60 40 44 40 42 49 312

[표 3-2] 조직-연도별 분석대상 및 표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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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30 40 38 53 39 43 42 285

국방부 - 40 - 30 50 53 45 218

국세청 49 60 39 58 50 50 52 358

국토부 40 60 40 78 50 55 51 374

금융위 30 30 - 29 40 40 42 211

기상청 31 40 26 66 40 41 53 297

기재부 26 40 40 49 51 55 55 316

농식품부 39 60 40 53 50 51 47 340

농진청 30 50 36 27 40 40 43 266

문화재청 29 40 39 34 40 45 40 267

문체부 40 50 39 58 49 51 49 336

미래부 - 60 37 7월 폐지 - - - 97

방사청 28 40 40 32 42 40 55 277

법무부 49 60 38 35 49 50 48 329

법제처 0 30 38 35 40 39 45 227

병무청 40 50 40 40 41 40 54 305

복지부 40 50 40 53 49 50 56 338

산림청 30 50 39 40 40 40 49 288

산업부 29 40 40 60 50 53 52 324

새만금청 - - - 21 41 44 42 148

소방청 - - - 7월 창설 23 30 11 64

식약처 30 50 40 39 39 40 52 290

여가부 29 30 40 33 40 42 46 260

외교부 29 30 33 31 39 40 41 243

인사처 11월 창설 - 39 44 40 43 47 213

조달청 27 40 39 43 44 41 48 282

중기청 29 40 40 7월 폐지 - - - 109

중기부 - - - 7월 창설 40 40 54 134

통계청 39 50 32 57 53 50 52 333

통일부 30 30 33 30 40 42 40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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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성과의 측정

1) 조직성과의 정의

먼저,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조직성과의 개념을 정의한다. 2

차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개념정의는 귀납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이를 먼저 정의하는 것은 측정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선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직성과는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정의를 분명히 하

는 것이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조직성과를 효율성과 효과성, 생산성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3E 모형은 경제성(economy:같은 조건 하 최소 비용 달성), 효율성

(efficiency:투입 대비 산출), 효과성(effectiveness:주어진 목표의 달성) 

측면에서 성과를 정의하며(Boyne, 2003), 이는 조직의 생산과정에서 성

과를 정의하는 IOO모형(Inputs, Outputs, Outcomes)과 유사하다

(Andersen, & Bosen, & Pedersen, 2016:853). 투입(inputs)이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중복적으로 활용되기에 경제성에 대해서는 생략하였다17). 

공공조직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쉬운 것

특허청 28 40 40 74 60 59 56 357

해경청 - - - 7월 창설 37 40 41 118

해수부 - 60 40 69 40 40 54 303

행안부 - - - 7월 창설 50 54 64 168

행복청 - - - 41 40 40 41 162

환경부 30 50 36 61 39 47 50 313

합계 977 1,580 1,221 1,599 1,750 1,808 1,902 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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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공공조직은 기능적 분화나 공간적 분화가 명확히 이루어지

기에 조직의 맥락에 따라 투입, 산출, 결과는 모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각 조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들을 조작적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관적 측정을 통해 정보수집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효율

성과 효과성을 조직성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2) 분석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성과에 대한 종단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

령 제31518호)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

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2조는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

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

다”고 하여 정부조직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분석대상기관은 국무

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기관이며, 따라서 분석에서 제외된 기관은 대통

령 소속기관과 독립위원회, 소규모위원회, 참모조직 등이다. 

17)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 차원에서만 조직성과를 접근하는 것
이 성과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효율
성, 효과성과 같이 가치중립적, 가시성 있는 차원과 대립되는 형평성, 정의 같은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의 초점이 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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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분석범위는 2014-2020년이다. 하지만 조직수준에서 7년치의 

균형패널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대선 

이후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하지만 점진적으로 변화한다(염재호, 

2009; 김동환, 2013). 또한, 정부조직 개편은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과 같아 세월호 사고와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

직변화를 촉발하기도 한다. 2013년 박근혜정부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

조직의 규모 변화는 [표 3-3]과 같다. 

본 연구가 중앙행정기관을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이유는 연구대상으

로서의 중요성과 연구자료 획득의 용이성이다. 첫째, 국가행정에 있어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과정에서 문제의 인식-대안탐색–정
책결정 등 핵심적인 과정이 중앙부처를 통해 진행된다. 이러한 국가의 

핵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고시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중앙부처의 

본부로 입직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둘째, 공공성이 가장 높은 조

직이다. Bozeman(1987)은 조직의 특성을 정치적 권위(political 

authority), 경제적 권위(economic authority)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고, 공공성을 정치적 권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역대정부
정부조직법 

시행일
계 부 처 청 원 실 위원회 사유

박근혜정부

2013.03.22. 50 17 3 17 2 5 6 정권 교체

2013.09.12. 51 17 3 18 2 5 6 새만금청 신설

2014.11.19. 51 17 5 16 2 5 6 세월호 사고

문재인정부
2017.07.26. 51 18 5 17 2 4 5 정권교체

2020.08.11. 52 18 5 18 2 4 6 코로나-19

[표 3-3] 201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변화



- 45 -

중앙정부기관은 국회, 대통령, 국민 등 정치적 영향력이 제일 강한 조

직으로서 공공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행정조직, 공공

기관과 비교할 때 고객의 특정성이 낮고, 목표와 업무가 매우 다양하

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행정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많은 설문조사가 이뤄져 자료획득이 

용이하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비해 수가 많지 

않아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뤄질 수 있으며, 중앙행

정기관의 본부가 일부 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조사의 경제성도 상

대적으로 높다. 

3) 측정문항의 타당성

각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은 [표 3-4]와 같다. 이차 자료이기 

때문에 명확한 출처를 알기 어렵지만, 이 문항들은 Brewer & 

Selden(2000)의 측정문항을 변형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는 이를 인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며(김주애, 2013:165), 

2014~2016년 측정문항은 위 연구와 유사하다. Brewer & Selden(2000)

은 효율성, 효과성, 공평성 3가지 행정적 가치(administrative value)에 

대해 조직의 내·외부적 관점을 고려하여 여섯 가지 차원의 질문을 활

용하고 있다. 본 연구가 사용한 2차 자료는 공평성 문항을 제외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대부분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수렴타당도만 제시하며, 내용타당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김태일, 2003; Lee, & Benoit-Bryan, & Johnson, 2011). 본 연구는 

비록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타당성 검토에 제약이 있지만 수렴타당



- 46 -

도와 함께 내용타당도를 검토한다. 

(1) 내용타당성의 검토

내용타당성은 측정이 연구변수를 대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내용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론이나 전문가에 의한 질적인 평가를 통

해 가능하다(김태일, 2003:257).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문항을 구성하는 경우, 추상적 개념을 측

정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기반 하에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하거나, 이러

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선행연구의 문항을 사용할 때 내용타당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김태일, & 서주현, 1998:202). 하지만, 2차 자료를 

질문내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우리 조직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 ○ ○

② 우리 기관은 비용절감을 하고 
있다.

○ ○ ○ ○

③ 지난 2년간 우리 부서의 
생산성이 개선되었다.

○ ○ ○

④ 우리 기관의 성과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 ○ ○ ○

⑤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의 
업무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

○ ○

⑥ 우리 조직의 행정서비스는 
질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

⑦ 우리 조직의 고객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 ○

⑧ 우리 기관 성과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

○ ○ ○ ○

[표 3-4] 연도별 설문문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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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경우 문항구성의 근거를 연역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워 내용타

당도를 확보하는데 제약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동일하거나 유사

한 측정문항이 사용된 선행연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동료 전문가들의 

권위를 빌려 타당화를 시도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하지 않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2차자료를 활용하지만, 개념적 정의와 문

항의 내용의 관련성을 설명하여 최소한의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다. 

조직성과의 효율성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 조직은 비용을 절

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질문을 활용하고 있다. 비용이라는 투입

(input) 측면의 절감노력이 조직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부처의 효율성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문항은 타당하게 조직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과성은 “우리 기관의 성과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전반적

으로 우리 부서의 업무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 “우리 조직의 행

정서비스는 질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우리 조직의 고객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우리 기관 성과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 등으로 측

정되고 있다. 성과 및 성과의 질, 행정서비스의 질, 고객만족도 등은 

조직이 관심을 갖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의 결과물의 

달성이나 개선여부를 조직구성원에게 질문하는 것은 조직의 효과성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수렴타당도의 검토

각 연도의 측정문항들이 적절하게 하나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5]

는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요인분석 결과는 주성분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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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component factor analysis)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문항이 같

더라도 설문조사 연도별로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모든 

연도에서 하나의 주요인이 나타나고 있어 측정문항은 수렴타당도를 확

보하고 있다. 또한, 매해 측정문항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모두 

0.6 이상을 보이고 있어 각 문항들은 적절히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질문내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우리 조직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776 .793 .665

② 우리 기관은 비용절감을 하고 있다. .849 .844 .828 .826

③ 지난 2년간 우리 부서의 생산성이 
개선되었다.

.852 .780 .726

④ 우리 기관의 성과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931 .919 .923 .928

⑤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의 업무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

.794 .726

⑥ 우리 조직의 행정서비스는 질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754

⑦ 우리 조직의 고객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758 .686

⑧ 우리 기관 성과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 .919 .902 .910 .920

1요인에 의해 설명된 분산 .633 .569 .499 .810 .790 .788 .797

크론바흐 알파 계수 .806 .743 .702 .882 .866 .864 .871

표본수 977 1580 1221 1599 1750 1808 1902

평균 3.69 3.74 3.42 3.45 3.43 3.42 3.41

표준편차 .622 .571 .470 .662 .684 .662 .710

[표 3-5] 연도별 요인분석 결과(요인적재치)

타당도 외에도 각 연도별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계수

가 모두 0.7을 넘고 있어 일반적인 신뢰도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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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항들은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확보한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제 3 절  반복 설문조사의 비교가능성

설문조사와 같이 준거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일설문에 대한 

집단별 비교나, 동일설문에 대한 연도별 비교만 가능할 것이다(한혁·

금현섭, 2017:63). 만일 설문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연도별 비교가능성

이 문제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설문조사의 연도별 측정문항은 변화

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연도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적 방안을 제시한다. 

1. 종단자료의 측정동일성

종단연구를 위해서는 종단자료의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가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박원우, 장진욱, & 이수진, 

2010:149). 측정동일성이란 시간, 지역, 문화 등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속성을 측정한다는 것이다(Horn, & McArdle, 1992). 측정동일성이 유지

되지 않을 경우 시점 사이의 변화가 실제로 확인하고자 하는 특성의 

변화인지, 측정도구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변

화인지 구분이 어려워진다. 

여러 시점에서 설문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시간의 측면에서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박원우, 장진욱, & 이수진, 2010:149). 첫 번째

는 응답자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측정도구의 변화이다(Menard, 1991).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패널자료에서도 측정동일성의 문제가 제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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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째, 표본 탈락(attrition)이 발생하는 경우, 표본의 대표성이 

약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상협, 박찬용, 정성석, & 최혜미, 2011:1). 

특히, 특정집단에서 탈락률이 높다면 무응답편의가 발생할 것이다. 둘

째, 장기간 측정문항이 유지되는 경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시간 변

화에 따라 응답자의 성향이 변화하여 측정문항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반복 설문조사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첫째, 설문조사 회차

(wave)마다 표본을 새로 추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응답자는 변화한

다. 따라서 응답자의 동일성은 확보될 수 없다. 하지만, 각 계층(strata)

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된다면 집단수준의 기술통계는 모수에 가까

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조사는 이질적인 조직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층화추출방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조직수준에서 응답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측정도구가 변화할 수 있다. 측정문항의 내용이 달라진 경우, 

측정문항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문항의 어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경우, 측정도구는 동일하지 않게 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모집단이 공무원이며, 7년의 연구기간을 갖고 있기에 사용된 어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측정문항이 달라 측정동

일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측정동일성의 확보방안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질문들이 구성되었으며, 각 연도

에서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각 연도별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올해의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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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와 지난해의 수능점수를 직접 비교하지 않는다. 지난해와 올해의 

난이도, 수험자 집단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수능점수가 각 

문항의 득점을 총합하는 고전적인 검사(측정)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

이다. 대부분의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들 역시 이러한 고전적인 검사

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경우, 구성개념의 

신뢰도와 타당도, 변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문항을 

활용한다. 그리고 여러 개로 측정된 문항은 총합, 평균, 요인분석 등을 

통해 하나의 점수로 합성된다. 

총합을 하거나 평균하는 방법은 고전적인 검사방식에 해당한다. 뒤

에서 다루겠지만, 고전적인 검사는 문항의 특성(난이도나 변별도)에 따

라 피험자나 응답자의 능력(잠재특성)을 다르게 측정한다. 따라서 조사

시기(wave)에 따라 측정문항이 다를 경우, 같은 능력을 갖는 사람이더

라도 다른 능력을 지닌다고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능력이 달라

지지 않았음에도 능력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점수를 비교하는 것은 오류를 유발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

해 도출된 공통분(communality)의 추정치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문항 간의 상관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문항의 수와 특성, 피

험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응답자의 잠재특성은 다르게 측정될 수 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시험은 측정시기가 다르더라도 비교가 허용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토플, 토익, 텝스와 같은 영어자격시

험들이다. 이들 시험은 맞춘 개수와 점수 간의 1:1 대응이 이뤄지지 않

는다는 점에서 문항의 특성에 기반하여 점수가 산출됨을 알 수 있다. 

문항의 특성을 파악하여 피험자의 능력을 산출하는 것은 고전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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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되는 문항반응이론의 기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행정학 선행연구에서도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해 측정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다. Bertelli, et al.(2015)은 직접 관측하기 어려운 종

사자의 동기나 만족과 같은 특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고 있지만, 

제공되는 데이터의 한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성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데이터의 한계란 반복 설문조

사에서 일부 조직의 측정이 연속되지 않거나, 문항이 바뀌는 것을 의

미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문항반응모형을 통해 자

율성(autonomy),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의 시점 간, 조직 간 패널자료 구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수준의 데이터 생성이 개인수준의 정보를 희생하는 것을 인지하였

지만, 개인식별 정보의 부족, 질문 표현 및 순서의 다름, 일정치 않은 

조사 기간과 조직 표본의 문제로 조직수준에서 자료를 결합하고 있

다18). Marvel, & McGrath(2016)는 Bertelli, et al.(2015)의 방법을 활용

해 1999-2011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미 의회의 감시(oversight)가 

기관의 사기(moral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하여 반복 설문조사

의 측정동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 4 절 문항반응이론의 개요

18) 위 연구는 설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기간(결측치)의 기관 잠재특성을 추정하
기 위해 Martin, & Quinn(2002)의 동태적 이념점 추정(dynamic ideal point 
estimation)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동태적 이념점 추정은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
(Martin, & Quinn, 2002),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박종희, 2016)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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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반응이론은 행정학에서 활용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

해 간단히 소개한다. 그리고 문항반응이론의 모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할 모형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정의 및 특징

인간의 능력이나 태도 등은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잠재적 특성

(latent trait)이기 때문에 검사(test)를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이론이 검사이론(test theory)이다. 

따라서 검사이론은 응답자의 잠재특성과,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와 

같은 문항특성을 도출하고 분석한다. 검사이론은 크게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으로 구분된다. 

문항반응이론(IRT: Item Response Theory)은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피험자의 능력이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발전된 것이다. 고전적인 검

사는 피험자가 시험에서 얻은 총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문항반응이론

은 문항이 가진 고유한 특성에 기반하여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하게 된

다(성태제, 2016:30).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대에서 개발한 영어능력시험

인 TEPS19)와 교육종단연구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측정(한국교육개

발원, 2006), 미국의 SAT(Scholarstic Assessment Test), TOEFL(Test Of 

English for Foreign Language), OECD 주관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문항의 분석, 채점에서 활용되고 

있다(박정, 2001:11). 문항반응이론이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높지만, 계

산의 복잡성과 수학적 난해성으로 인해, 여전히 고전검사이론은 많이 

활용된다. 그 외 두 이론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19) TEPS 홈페이지의 ‘채점방식 및 등급체계’(teps.or.kr/info/TEPS#, 2021.11.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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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전검사이론 문항반응이론

분석대상 총점(     ) 문항(문항특성곡선, ICC)

진점수 추정     , 반복측정 가정
문항특성에 의해 진점수 추정, 
반복측정 불필요

문항특성 피험자 특성과 관련 피험자 특성에 독립적

잠재특성 검사도구에 따라 추정값 변화 검사도구와 독립적

문항난이도 전체 인원 중에 정답자 수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5에 
대응되는 잠재특성 수준

문항변별도
검사총점과 문항 점수 간의 
상관관계

문항특성곡선 상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5인 곳에서의 
기울기

측정오차 모든 피험자의 측정오차 동일 피험자에 따라 상이

 출처: 성태제(2016:18-21)를 정리

[표 3-6]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의 비교 

문항반응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에 기반한다(성태제, 2016: 

30). 첫째, 일차원성(unidimensionality) 가정이다. 모든 측정도구가 하나

의 잠재특성(latent trait)만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독립

성(local independence) 가정이다. 지역독립성이란 각 문항 간의 측정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두 가정은 서로 교환적이라 할 수 있다. 각 

측정문항들이 하나의 차원만을 측정한다면, 잠재특성이 통제되었을 때, 

문항 간의 관계는 독립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문항반응모형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잠재특성이 검사의 난이도에 따

라 다르게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성태제, 2016:91). 이를 피험자의 

능력 불변성이라 한다. 고전검사이론에서는 검사문항이 쉬운 경우 피

험자의 잠재특성이 과대추정되고, 어려운 경우 과소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고전검사이론은 피험자의 잠재특성을 정확하게 추정한다

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문항반응이론에서는 피험자의 잠재특성은 피

험자의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검사문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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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종류

피험자의 잠재특성에 따라 문항에 대한 반응은 다를 것이다. 이를 

확률적으로 표현한 것이 문항반응이론이다. 즉, 피험자의 잠재특성()

에 따라 문항을 맞출 확률()이 높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함수관계

를 통해 모형을 설정한다. 이러한 함수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문항특성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이라 하며, 문항특성곡선은 문

항모수에 따라 그 모형이 달라진다. 

문항반응이론은 응답자의 잠재특성이 주어졌다는 가정에서 추정하려

는 문항모수의 숫자에 따라 모형의 형태가 결정된다. 최근에는 4모수 

모형까지 활용되고 있는데(cf, 안선영, 서영숙, 송미영, & 성태제, 

2021), 문항난이도, 문항변별도, 문항추측도, 문항실수제외도를 추정한

다. 3모수 모형은 문항난이도, 문항변별도, 문항추측도를, 2모수 모형은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를, 1모수 모형은 문항난이도만을 추정한다. 

시험과 같이 피험자의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모수를 늘

려 복잡한 모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수가 늘어나는 만

큼 모형이 복잡해지고 그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인식이나 태도를 

리커트 척도로 검사하는 경우, 잠재특성에 관계없이 문항을 맞출 수 

있는 것을 고려하는 문항추측도나 실수로 잘못 응답하는 것을 고려하

는 문항실수제외도는 무시해도 될 것이다. 따라서 문항난이도와 문항

변별도를 고려한 2 모수 모형이 적절할 것이다. 

여기서 문항난이도란 문항을 맞출 확률이 .5에 해당하는 잠재특성 

수준을 의미한다. 문항반응이론에서 잠재특성은 일반적으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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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갖는 정규분포형태를 가정한다. 따라서 문항이 쉬운 경우 

문항난이도는 음의 값을 가질 것이고, 문항이 어려운 경우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문항변별도는 문항을 맞출 확률인 .5에서 문항특성곡선의 

기울기20)를 의미한다. 문항난이도가 같은 문항이더라도, 잠재특성에 따

라 문항을 맞출 가능성이 크게 변한다면 문항변별도는 더 크고, 문항

반응곡선은 더 가파를 것이다. 

문항의 정오만을 통해 모수를 추정한다면, 0과 1의 이항변수로 측정

되는 이진반응모형(binary response model)의 형태이다. 이 경우 종속

변수는 로지스틱(logistic)이나 누적정규분포(normal ogive)의 형태를 보

일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 모형은 로짓 모형(logit model)이나 프로빗 모

형(probit model)으로 표현될 수 있다. 

피험자의 응답이 리커트 척도와 같이 이항반응이 아닌 경우에도 문

항반응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다분문항반응이론(polytomous 

item response theory)라 한다. 다양한 다분반응모형 중 서열척도에 대

해서는 등급반응모형을 통해 분석이 이뤄진다21). 이는 서열로짓모형이

나 서열프로빗모형과 같이 문항반응을 분석한다. 

3. 등급반응모형의 추정방법

등급반응모형(GRM: Graded Response Model)을 개발한 

Samejima(1969)는 2 모수 IRT모형을 확장시켜 서열척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IRT모형은 피험자의 반응이 맞다/틀리다 이분형이므로 경계

20) 집단으로 설명한다면, 능력수준이 a로 같은 사람이 100명이 있을 때, 확률적으
로 50명만 문항을 맞추는 경우 그 능력수준 a가 문항의 난이도 이다. 

21) 이외에도 부분점수모형, 평정척도모형, 명명반응모형, 선다모형 등 다양한 다분
문항반응이론이 존재한다(박정, 2001:25).  



- 57 -

기준값이 하나였지만, 서열척도의 경우 피험자의 반응이 여러 등급으

로 나뉘기 때문에 경계기준 역시 여러 개로 확장된다. ‘매우불만족-

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으로 응답이 척도화된 경우, 경계기준

(cutpoint)은 4개가 될 것이다. 

GRM에서 각 문항은 응답자의 잠재특성이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고유

의 변별도 모수22)와 서열척도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주는 난이도 모수

들로 모형화된다. 피험자 가 문항 에서 척도  이상의 결과를 관찰

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프로빗 모형:

 Pr ≥    
 ∞

  

   


exp





로짓 모형:

Pr ≥   exp 

exp 
  ∼  

는 응답자의 문항에 대한 관찰된 결과, 는 문항의 문항변별

도, 는 경계점(cutpoint)으로 문항에서  척도 이상에서 응답할 확률

이 50%인 문항범주난이도이다. 는 피험자의 잠재특성으로 평균 0, 

표준편차 1인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위 식은 누적확률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항의 개별척도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Pr     Pr ≥   Pr ≥ 

22) 이는 서열로짓모형에서 비례오즈 가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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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들을 [그림 3-1]을 통해 설명한다. 그림은 4개의 서열척도를 갖

는 문항의 경계특성곡선이 제시되어 있다. Pr ≥ 는  번째와 

 번째 이상의 응답을 구분하는 경계특성곡선인데, 이 곡선의 아래 

확률은  번째 척도를 선택할 확률(Pr ≥ )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Pr ≥ 는 두 번째 이하 범주와 세 번째 이상의 범주의 

응답을 구분하는 경계특성곡선이며, Pr ≥ 과 Pr ≥ 사이의 

영역은 각 능력에서 세 번째 응답을 할 확률(Pr  )을 의미한다.

[그림 3-1] 네 개의 범주를 가진 문항의 경계특성곡선

(출처: 성태제, 1998:208)

가 응답자 의 문항 에서 관측된 결과라 할 때, 등급반응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성태제, 1998:209, 박정, 

1999:199). 이러한 우도함수는 각 문항의 측정은 독립적이라는 지역독

립성(local independence) 가정에 기반한다. 먼저, 문항모수를 추정한 

후 응답자의 잠재특성을 추정한다.

문항모수 추정 우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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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능력집단 수

 :  능력집단의 피험자 수

 : 번째 범주 관찰 수

피험자 모수 추정 우도함수:

  
  




  






위 우도함수에 추정해야 할 총 모수는  이다. 피험자 N

명의 잠재특성 모수와, J개의 문항변별도 모수, J×4의 문항범주난이도 

모수, 능력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므로 평균(0)과 분산(1)을 고정하기 위

해 고정모수 2를 제외한 것이다. 추정할 모수가 많기 때문에 로그-우

도함수(log )의 미분을 통해서는 닫힌 해(closed form solution)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근사값을 찾기 위해 수치해석법(numerical 

method)을 사용한다(Skrondal, & Rabe-Hesketh, 2004:159; Bertelli, 

2006:241). 본 연구는 적응적(adaptive) Gauss–Hermite 구적법

(quadrature)을 사용하는 STATA 14.2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계산하였

다.

제 5 절  문항반응이론을 통한 종단자료의 구축 결과

1. 측정문항의 조정

본 연구에서는 간명한 분석과 문항반응모형의 수렴을 위해23)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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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문항 ①과 ②, 문항 ③과 ④을 하나의 

문항으로 간주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 ①과 ②는 각기 조직, 기관으로 문장의 주어가 다르지만, 

2014~2016년에는 ‘부처’ 수준에 대한 질문임을 사전에 명시하고 있

으며, 2017~2020년의 설문에서 사용하는 ‘기관’은 응답자가 속해있

는 행정기관으로서 부처를 의미하므로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술

어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다’와 ‘비용 절감을 하

고 있다’로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행

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문항 ③과 ④는 ‘부서의 생산성 개선 여부’와 ‘부서의 성

과 향상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Tangen(2005)은 생산성과 성과의 개

념의 차이를 [그림 3-2]와 같은 3P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산성은 

가장 협소한 개념으로서 투입된 자원량과 산출량의 관계를 의미한다. 

수익성(profitability)은 생산성에 가격개념이 추가된 것이다. 성과는 가

격과 같은 수치적 측면과 아울러 품질(quality)이나 속도(speed), 이행

(delivery)과 유연성(flexibility)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공조직의 특성에 따라 3P 모형을 이해한다면 생산성과 성과의 개

념은 좀 더 유사하게 볼 수 있다. 공공조직,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산출

물은 행정서비스라 할 수 있기에 양적이기보다는 질적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행정서비스는 경제학에서 언급하는 공공재(public 

goods)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가격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지

난 2년간’과 ‘꾸준히’는 계속성이란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문항 ③과 ④는 서로 유사한 대상에 대

23) 문항반응모형이 분석되기 위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최소한 하나의 공통된 문항
에 응답해야 한다. 이는 TOEFL CBT에서 처음 문항 일부가 같고 이후 난이도
가 조정되어 다른 문항이 제시되는 것과 유사하다(박정,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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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문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동일한 문항으로 취급하여 분석한다. 

2. 문항모수 추정결과

등급반응모형을 통해 6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표 3-7]과 같이 문항 

모수 추정치가 도출되었다. 문항변별도()는 각 문항에서 1등급의 변

화가 구별되는 정도로서 응답자 특성의 구별용이성을 의미한다. 등급

반응모형에서는 모든 등급 변화에서 변별도가 같다고 가정하기 때문

에, 등급1에서 등급2로 변화할 때의 변별도나, 등급2에서 등급3으로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변별도가 모두 같다. 문항2와 문항3의 변별도가 각

각 5.09, 5.60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두 문항의 등급 간 구별

이 다른 문항에 비해 용이했음을 말해준다.

[그림 3-2] Tangen의 3P 모형

(출처: Tangen, 2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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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범주난이도()는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할 확률이 50%인 능력수

준을 의미한다24). 즉, 문항 1의 모수추정치를 보면,  -3.11인 응답자

는 1에 응답할 확률과 2 이상으로 응답할 확률이,  -1.87인 응답자는 

2 이하에서 응답할 확률과 3 이상에서 응답할 확률이,  0.02인 응답

자는 3 이하에서 응답할 확률과 4 이상에서 응답할 확률이,  2.01인 

응답자는 4 이하에서 응답할 확률과 5 이상에서 응답할 확률이 50%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모수추정치를 사용하여 문항1과 문항2에 대한 경계특성곡선

(boundary characteristic curve) 또는 누적문항범주특성곡선(cumulative 

item category charateristic curve)를 그려보면 [그림 3-3]과 같다. 각 

문항의 추정된 난이도 모수는 Pr ≥    인 잠재특성에 해당

24) 문항범주는 다음과 같다. 1 “매우 동의하지 못한다”, 2 “동의하지 못한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 5 “매우 동의한다”

설문문항              

문항 1: 우리 기관은 
비용절감을 하고 있다.

2.00
(0.04)

-3.11
(0.06)

-1.86
(0.03)

0.02
(0.02)

2.00
(0.03)

문항 2: 우리 기관의 성과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5.09
(0.27)

-2.49
(0.04)

-1.52
(0.02)

-0.11
(0.01)

1.59
(0.02)

문항 3: 우리 기관 성과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

5.60
(0.32)

-2.28
(0.04)

-1.38
(0.02)

-0.03
(0.01)

1.64
(0.03)

문항 4: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의 
업무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

1.58
(0.08)

-4.05
(0.25)

-2.40
(0.11)

-0.16
(0.03)

1.96
(0.08)

문항 5: 우리 조직의 
행정서비스는 질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1.47
(0.08)

-5.00
(0.53)

-2.49
(0.14)

-0.59
(0.05)

1.60
(0.07)

문항 6: 우리 조직의 
고객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1.23
(0.06)

-5.08
(0.35)

-2.34
(0.11)

-0.08
(0.04)

2.20
(0.08)

[표 3-7] 문항 모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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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에서 각 곡선의 기울기는 변별도를 의

미한다. 문항2와 문항3은 변별도 추정치가 각 5.09, 5.60이기 때문에 다

른 문항에 비해 가파른 곡선의 기울기를 보인다. 

[그림 3-3] 각 문항의 경계특성곡선

개별문항을 선택할 확률에 대해서는 [그림 3-4]와 같은 문항범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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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item category charateristic curve)으로 나타낼 수 있다. 문항1에서

는 잠재특성이 대략 –3 이하인 응답자는 등급1을, -3.0과 –1.9 사이에 

있는 응답자는 등급2를, -1.9과 0.0사이에 있는 응답자는 등급3을, 0.0

와 2.0사이에 있는 응답자는 등급4를, 2.0보다 높은 응답자는 등급5를 

[그림 3-4] 각 문항의 문항범주특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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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25). 2를 선택하는 능력치의 

간격이 좁은 것은 그만큼 선택하는 응답자가 적다는 것으로 사실상 다

른 범주에 비해 능력치를 구분하는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0을 선택하는 경우의 능력치가 –3.02 이하라는 것은 

0.13%(  ≤ )로 극히 적은 응답자가 분포한다는 것으로 이 역

시 기능성이 약함을 알 수 있다.

3. 응답자의 잠재특성 추정결과

1) 부처별 추정치의 비교

추정하고자 하는 응답자의 능력, 즉 잠재특성으로서 조직성과 추정

결과의 부처별 평균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표 3-8]과 같다26). 조직성과 

인식은 2014년과 2015년의 연도별 전체 평균이 양수이지만, 2016년 크

게 감소한 이후 계속 음(-)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

건으로 공무원의 성과 인식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27). 

25) 이러한 등급간 경계(threshold)는 난이도와 유사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
이 일치 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다룬 수식을 통해 알 수 있다.

26) 주의할 것은 향후 다층분석을 진행할 시 이러한 기술통계 결과로 분석하는 것
이 아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결과는 단순평균으로, 다층분석 시에는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회귀계수의 추정이 이뤄지게 된다. 

27) 앞서 문항반응이론을 통해 연도별 문항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통제하였지만, 여
전히 다른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러한 해석은 주의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서베이의 표본추출을 고려해 서베이 가중치를 고려해야 하지만 
2017년 이후 자료에만 서베이 가중치를 얻을 수 있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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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관세청 0.81 0.78 0.08 0.55 0.26 0.36 0.32 0.47

병무청 0.94 0.77 0.09 0.34 0.39 0.22 0.33 0.45

통계청 0.70 0.69 0.20 0.12 0.30 0.43 0.16 0.36

소방청 . . . . 0.20 0.43 0.19 0.31

중기청 0.43 0.48 -0.09 . . . . 0.26

농진청 0.45 0.98 -0.06 0.36 -0.22 0.04 0.02 0.24

해수부 . 0.44 0.32 -0.13 0.15 0.13 0.36 0.20

행복청 . . . 0.05 0.15 0.21 0.39 0.20

국세청 0.67 0.00 0.08 0.13 0.24 0.00 -0.11 0.14

산림청 0.63 0.13 0.08 -0.08 0.06 0.10 0.10 0.13

미래부 . 0.29 -0.15 . . . . 0.12

조달청 0.17 0.61 -0.31 -0.36 0.28 -0.01 0.16 0.07

경찰청 . 0.24 -0.02 -0.11 0.01 0.06 0.06 0.07

기상청 0.28 0.52 -0.04 0.04 -0.21 -0.07 -0.16 0.04

복지부 -0.06 -0.08 -0.13 0.04 0.15 0.12 0.09 0.03

식약처 0.18 -0.10 -0.05 0.08 0.07 -0.02 0.03 0.02

해경청 . . . . 0.00 0.07 -0.04 0.01

문화재청 -0.04 0.27 -0.23 0.09 0.08 -0.16 0.09 0.01

보훈처 0.73 0.23 -0.17 -0.17 -0.28 0.06 -0.20 0.00

법제처 . 0.16 -0.15 0.14 0.07 -0.09 -0.11 -0.01

공정위 0.24 0.09 . -0.02 0.05 -0.26 -0.06 -0.01

국토부 0.35 -0.38 0.07 -0.15 -0.02 -0.01 0.14 -0.03

과기부 . . . . -0.25 0.06 0.07 -0.04

법무부 0.17 0.06 -0.28 0.02 -0.13 -0.18 -0.01 -0.04

교육부 0.61 0.05 -0.21 -0.20 -0.28 -0.07 -0.21 -0.05

국방부 . 0.55 . -0.14 -0.32 -0.16 -0.12 -0.05

농식품부 0.28 0.07 -0.11 0.06 -0.43 -0.24 -0.08 -0.07

행안부 . . . . -0.26 0.01 0.00 -0.07

특허청 0.62 -0.05 -0.35 0.10 -0.38 -0.24 -0.03 -0.08

고용부 -0.36 0.07 0.12 0.06 -0.38 -0.15 -0.03 -0.09

[표 3-8] 조직성과 인식의 부처별-연도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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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치 평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관세청이었으며, 뒤를 이어 병무청, 

통계청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청 단위 기관에서 조직성과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부 단위 기관에서는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

부에서 비교적 높은 조직성과 인식을 보였다. 

의외인 것은 기획재정부의 결과이다. 오재록(2014; 2018)의 중앙행정

기관의 권력지수 연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전신인 재정경제부는 

각 정권에서 권력지수가 중앙부처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기재부의 강한 권력과 자율성을 고려한다면, 해당 부처 공무원

들 역시 높은 조직성과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측되었지만 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최하위에 가까웠다. 반대로 위 연구에서 통계청, 병

무청, 농진청은 낮은 권력지수를 보였지만 설문자료에서는 높은 조직

성과 인식을 보였다. 

오재록(2018)의 박근혜 정부 중앙부처 권력지수와 조직성과 추정치의 

부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산업부 0.12 0.28 -0.21 -0.16 -0.18 -0.19 -0.19 -0.10

환경부 -0.18 0.44 -0.05 -0.12 -0.18 -0.18 -0.47 -0.10

중기부 . . . . -0.25 0.00 -0.11 -0.12

문체부 0.36 0.44 -0.28 -0.40 -0.25 -0.37 -0.25 -0.12

새만금청 . . . 0.14 0.02 -0.12 -0.45 -0.14

금융위 -0.04 0.11 . -0.67 -0.05 0.04 -0.30 -0.14

방사청 -0.02 0.48 -0.42 -0.63 -0.13 -0.17 -0.24 -0.16

통일부 -0.28 0.25 -0.53 -0.62 0.24 -0.32 -0.41 -0.23

인사처 . . -0.32 -0.15 -0.13 -0.29 -0.44 -0.27

외교부 -0.20 -0.47 -0.43 -0.45 -0.43 -0.44 -0.18 -0.37

기재부 -0.72 -0.22 -0.17 -0.36 -0.37 -0.46 -0.48 -0.39

여가부 -0.68 -0.27 -0.37 -0.05 -0.26 -0.59 -0.60 -0.41

Total 0.24 0.24 -0.13 -0.06 -0.08 -0.07 -0.0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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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관계를 분석한 결과28), 상관계수는 -.211이었으며, t값이 –1.243으
로 상관계수가 0과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는 못하였다. 모호성이

28)  2014-2016 기간의 35개 기관의 조직성과 인식 평균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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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6 2018 2020 2014 2016 2018 2020 2014 2016 2018 2020 2014 2016 2018 2020 2014 2016 2018 2020 2014 2016 2018 2020

경찰청 고용노동 공정거래 과학기술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 금융위원 기상청

기획재정 농림축산 농촌진흥 문화재청 문화체육 미래창조

방위사업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 산림청

산업통상 새만금개 소방청 식품의약 여성가족 외교부

인사혁신 조달청 중소기업 중소벤처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 해양수산 행정안전 행정중심 환경부

[그림 3-5] 능력모수 추정치의 부처별 추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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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관점에서 이러한 역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부처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권력 및 자율성을 확보하지만, 공무원은 오히려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각 부처의 조직성과 인식에 대한 시간변화를 [그림 3-5]와 같이 제시

하였다. 가운데 검은 실선은 각 부처의 연도별 평균값, 회색 실선은 표

준편차의 95% 신뢰구간이다. 보건복지부와 같이 변동이 크지 않은 조

직도 있지만, 문화체육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은 연도에 따라 변동

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부처의 유형에 따라 조직성과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조절변수인 법적유형과 기능유형에 따른 비교를 [표 3-9]

에 제시하였다. 먼저, 법적유형을 부·위원회, 처·청으로 구분했을 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

하였다. 검정 결과29)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

준 .05에서 기각하지 못하여, 등분산 가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등분산 가정 하에서 t검증 결과, .05 유의수준 양측검정에서 “두 집단

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처·청의 조직성

과 인식 평균은 부·위원회의 조직성과 인식과 통계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평균 표본편차 빈도 검증결과

부·위원회 -.111 .024 125 t=-6.010
(p=.000)처·청 .107 .027 125

[표 3-9] 부처의 법적유형별 조직성과 인식의 차이

29) F= .861(df 1, 248), Pr(.05) > F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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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응답과 잠재특성 추정치의 관계

등급반응모형을 통해 추정된 응답자의 잠재특성과 각 연도별 측정문

항의 단순평균을 비교하여 등급반응모형이 제공하는 정보의 특성을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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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등
급
반
응
모
형

 추
정
치

1 2 3 4 5
측정문항의 평균

[그림 3-6] 능력모수 추정치와 문항 평균의 산점도

등급반응모형을 통해 도출된 추정치와 문항평균의 산점도는 [그림 

3-6]과 같다. 둘의 상관관계는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문항평

균이 같더라도 등급반응모형에서 도출된 잠재특성 추정치는 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문항의 범주별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항에 대해 같은 응답을 하더라도 잠재특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문항평균이 3인 경우, 46개의 추정치로 세분화되고 

있다. 2017년만을 예시로 제시하면 [표 3-10]과 같이 같은 3점이 7개 

능력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그 차이 역시 1.45정도로 꽤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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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즉,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고려하지 않고 문항평균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이러한 큰 능력 차이가 무시된 채 하나의 수치로 측

정되었을 것이다.

추정치 빈도

-1.136 10

-1.071 3

-0.728 2

-0.679 456

-0.269 6

-0.220 3

0.311 1

[표 3-10] 2017년 문항평균 3의 잠재특성 추정치  

 또한, 등급반응모형 추정치를 사용함에 따라 변수의 연속성이 크게 

증가한다. 각 연도별로 문항은 3~4개이므로 산술적으로 3개 문항인 경

우 13개의 반응이, 4개 문항인 경우 17개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30). 하

지만 [표 3-11]과 같이 각 연도별 반응은 크게 증가한다. 이를 전체적

으로 볼 경우에도 문항평균은 24개의 반응이 존재하지만, 잠재특성 추

정치는 399개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변수의 변량(variance)

이 커져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분석에서 더 적합할 것이다.  

30) 문항에 응답을 안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면, 반응수는 증가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는 일부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도 포함되어 예상반응보다 많은 수
가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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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평균 모형 추정치

2014년 18 132

2015년 19 140

2016년 13 53

2017년 13 51

2018년 13 60

2019년 13 53

2020년 13 60

전체 24 399

[표 3-11] 연도별 문항반응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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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조직성과의 종단연구 설계 및 분석

종단자료를 활용한다고 종단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연구설계가 이뤄져야 변수 간의 종단적 관계를 도출할 수 있

다. 여기서는 반복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구축된 종단자료의 특성을 고

려한 종단연구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목표명확성과 조직성

과의 관계를 하나의 사례로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활용

해 이뤄질 수 있는 여러 연구설계와 종단연구설계의 결과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다른 연구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추정편의를 예상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 1 절 연구가설 및 모형의 구체화

1. 연구가설

종단자료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가설

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조직의 목표가 명확해질수록 조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

적에 적절하지 않다. 다만, 두 변수의 이론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회귀계수 추정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수의 

이론적 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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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성과와 목표명확성의 관계

목표명확성은 목표모호성의 대칭되는 개념이다. 즉, 목표명확성의 긍

정적 효과는 모호성의 부정적 효과가 될 것이다(Rainey, & Jung, 

2015:75). 조직의 목표가 모호한 경우 목표의 경쟁적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전영한, 2004), 목표 해석에서 구성원들은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

이 크다. 목표가 명확하다면 개인이나 조직의 의사결정에 있어 구체적

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박정호, 2018:199). 

조직의 목표는 조직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Rainey, 2014), 개인과 조직의 행동방향과 노

력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atham, 2007). 따라서 

조직의 목표는 명확해야 하지만, 공공조직의 경우 민간조직에 비해 목

표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Chun, & Rainey, 2005). 그러나 모든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공공조직은 부성화에 

따라 조직마다 기능이 같지 않기 때문에 목표명확성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조직의 목표명확성 향상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이론적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목표설정이론

(goal-setting theory)을 통해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설정이론은 목표 특성에 따라 개인이 동기를 부여받고 행동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목표설정이론이 제시하는 목표 

특성은 목표구체성과 목표난이도이다(Locke and Latham 2002). 목표가 

구체적인 경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과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Angel & Perry, 1981; 전영한, 2004),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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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목표설정이론이 개인의 동기에 관한 이론

이지만, 조직수준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의 목표가 명확하

다면, 조직구성원 간의 역할 조정이 더 쉽게 이뤄질 것이며, 역할분담

으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이를 통해 조직성과는 향상될 것이

다.

둘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통해서도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능력이 효과적일 것이란 믿음

을 의미한다(Bandura, 1977). 명확한 조직목표는 조직구성원이 무엇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주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통제감이 향상될 수 있다(Bandura, 1989:42).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

해 성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 

역시 개인수준의 이론이지만, 집단효능감을 통해 조직수준의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조직의 목표가 명확한 경우 조직구성원들은 달성도를 

확인해가며, 일에 대한 통제감과 함께 집합적 능력에 대한 효과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는 조직수준의 질적성과지표비율이 높을수록(목표명확성이 

낮을수록)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Jung, 2011), 개인

수준의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Jung, 2014a), 이직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Jung, 2014b)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 역시 목표설정이론을 통해 두 관계를 예측하고 있다. 

3. 변수의 측정

1) 목표명확성의 주관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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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명확성 역시 조직성과와 유사하게 측정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된

다. 초기의 목표모호성 연구들은 설문조사 자료에 의존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목표모호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

지 못하였고 측정방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전영한, 2004). 

전영한(2004)이 GPRA 성과보고서에서 조직수준의 목표모호성을 측정

한 이후 객관적 측정을 활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

히 많은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목표명확성을 개인수준에서 측정하

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설계 간의 비교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목표명확성과 조직성과의 관계, 기록자료를 통해 측정한 목표명확성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횡단면 분석에서 사용되는 목

표명확성은 각 연도별로 다음 [표 4-1]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14년 설문조사에서는 목표명확성에 대한 측정문항이 없어 분석에 포

함할 수 없었다. 

목표명확성 측정문항의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표 

4-1]의 하단과 같다. 각 연도의 신뢰도는 0.7을 초과하여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타당도의 경우 문항의 적재치와 공통분산의 비율

이 0.6 이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타당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측정문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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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우리 조직의 목표는 이해하고 설명하기 
쉽다

.789 .887

나는 우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880

지난 1년간 우리 기관의 목표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754 .830 .827 .829

우리 기관의 조직목표는 담당 업무수행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798 .980 .876 .905 .899 .902

우리 기관에서는 조직목표 간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790 .870 .908 .905 .893 .900

나는 우리 기관의 조직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다

.858 .797 .797 .822

관측치 수 1,580 1,220 1,599 1,750 1,808 1,902

평균 3.63 3.52 3.41 3.39 3.40 3.38

표준편차 .598 .614 .657 .655 .645 .687

신뢰도 .767 .912 .855 .882 .876 .886

수렴타당도(1요인에 의해 설명된 분산) .613 .791 .776 .740 .731 .747

[표 4-1] 목표명확성의 측정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요인적재치)

2) 목표명확성의 객관적 측정

조직수준의 기록자료를 통해 목표명확성을 측정하는 국내외 연구들

은 전영한(2004)의 측정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전영한(2004)은 목표모호

성을 4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하였다. 조직의 사명을 이해하는데 있어 

경쟁적 해석 정도인 사명이해 모호성(mission comprehension 

ambigiuty), 사명을 조직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

적 해석 정도인 지시적 모호성(directive ambiguity), 사명 달성을 평가

하면서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 정도인 평가적 모호성(evlauative 

ambibuity), 다수의 조직목표 중 우선순위에 대한 경쟁적 해석 정도인 

우선순위 모호성(priority ambiguity)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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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 하위요소 중 평가적 모호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하위

요소 중 성과지표로 측정하는 평가적 모호성의 가시성과 자료접근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성과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목표명확성의 하위요소와 조

직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단연구 설계에 있으므로 다

른 하위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목표의 평가적 명확성은 평가지표 중 

양적으로 측정할 수 평가지표의 비중 즉, 계량적 평가지표의 비율이다. 

이를 ‘계량적 목표명확성’으로 정의한다. 

측정자료의 출처는 매해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상 단위사업의 성과

지표 분류이다. 각 부처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성과계획서에는 부

처별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단위

사업은 “각 부처가 임무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 분야)을 말한다(기획재정부, 2014.4.)31).” 각 

부처는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의 성과지표가 투입, 과정, 산출, 결과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정량과 정성지표 중 무엇인지를 분류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비율을 계량적 목표명확

성으로 측정한다. 각 부처의 연도별 계량적 목표명확성은 [표 4-2]와 

같다.

31) “다만, 관련법령이나 업무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은 제
외 가능”하다(기획재정부, 2014.4.).

부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경찰청 - 72.73 76.92 74.6 75.51 75 76 75.04

고용부 72.48 73.03 74.9 72.22 73.25 72.77 79.67 73.91

공정위 64.29 70 - 71.43 79.17 75 72.41 72.47

[표 4-2] 객관적 목표명확성의 부처별-연도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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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 - - 73.32 77.22 79.52 76.62

관세청 85.71 90.63 90.32 89.66 87.5 82.61 82.61 87.21

교육부 70.05 67.34 67.01 65.8 65.41 61.58 66.85 66.3

보훈처 70.97 75.71 65.33 67.53 57.78 60.98 59.09 65.18

국방부 - 92.99 - 93.59 73.48 75.18 72.99 80.14

국세청 82.22 77.5 85.71 81.08 78.26 80.65 80 80.53

국토부 89.58 88.89 85.15 87.17 87.32 87.91 85.32 87.36

금융위 73.53 68.29 - 75.68 84.38 85 84 79.39

기상청 83.33 83.33 77.97 77.05 79.31 78.85 80.77 79.85

기재부 59.09 66.34 72.16 75.25 70 65 73.21 69.42

농림부 87.14 84.93 87.92 86.06 84.04 89.24 90.65 87.02

농진청 82.95 81.4 77.65 77.91 79.17 77.46 80.3 79.61

문화재청 63.24 53.23 56.92 58.21 58.46 56.72 59.42 57.79

문체부 67.3 66.92 68.3 67.91 70.83 71.55 72.61 69.4

미래부 - 82.21 78.89 - - - - 80.94

방사청 54.22 54.76 43.65 95.4 96.3 95.83 92.59 77.54

법무부 74.68 74.65 74.68 72.84 77.27 75.71 81.16 75.97

법제처 - 81.82 81.82 81.82 72.73 75 76.92 78.07

병무청 92.86 84.62 78.57 66.67 75 76.92 75 78.55

복지부 71.92 75.56 77.14 77.41 79.58 80.83 76.74 77.16

산림청 89.41 89.25 86.32 87.37 86.46 92.45 92.16 89.16

산업부 90.18 87.27 87 86.08 84.98 87.4 86.5 86.82

새만금청 - - - 88.89 76.92 81.82 90.91 84.05

소방청 - - - - 82.61 73.08 76.92 77.16

식약처 79.27 82.05 72.06 69.35 72 82.35 85.71 78.02

여가부 51 52.75 54.32 59.21 56.58 55.13 52.63 54.57

외교부 77.97 77.78 82.11 79.09 79.57 82.02 82.42 80.33

인사처 - - 62.5 61.36 66.67 68.97 68.97 65.78

조달청 69.57 62.5 62.5 50 70.59 72.22 72.22 65.6

중기청 69.09 76.38 78.9 - - - - 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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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엄밀한 관계의 추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통제변수를 통해 두 변수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상관관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Mitcehll, 

1985). 하지만, 본 연구의 취지가 엄밀한 인과관계가 아닌 종단적 상관

관계의 추론에 있으므로 조직수준의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개인수준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조직수준의 추

정치를 얻을 수 있기에 개인수준의 통제변수를 추가한다. 또한, 응답자

료가 개인수준에서 무선추출(random sampling)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직수준에서 직급에 따라 할당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특성이 종

속변수의 평균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성별, 현재의 직급, 재직기간을 통제하였다. 성별은 남성

을 1, 여성을 0으로 하였으며, 현재 직급은 3급부터 9급까지 연속변수

로, 재직년도는 5년 단위로 끊어 5년 미만, 6~10년, 11~15년, 16~20, 21

년~25년, 26년 이상으로 1~6점 척도화 하였다. 위 세 가지 응답자 특성

중기부 - - - - 84.09 81.97 82.96 83

통계청 77.78 82.22 68.18 66.67 66.67 64.1 62.5 69.41

통일부 75.44 73.44 77.42 79.69 70.37 76.47 76.47 75.5

특허청 61.22 57.78 58.33 61.36 63.16 64.86 63.89 61.89

해경청 - - - - 84.38 88.89 86.21 86.54

해양부 - 84.08 84.56 82.58 84.19 84.27 81.85 83.44

행안부 - - - - 68.34 70.31 71.78 70.29

행복청 - - - 100 100 100 100 100

환경부 84.39 85.86 83.58 83.96 81.04 83.13 85.96 84.09

Total 75.61 76.76 74.24 76.1 76.15 76.9 77.92 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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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응답자를 구분하면 [표 4-3]과 같다.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3,984 36.77%

남성 6,853 63.23%

현재 직급

3급 97 .90%

4급 834 7.70%

5급 3,146 29.03%

6급 3,011 27.79%

7급 2,781 25.66%

8급 530 4.89%

9급 438 4.04%

재직기간

5년 미만 2,615 24.13%

6~10년 2,205 20.34%

11~15년 2,080 19.20%

16~20년 1,552 14.32%

21년~25년 1,189 10.97%

26년 이상 1,196 11.04%

합계 10,837 100.00%

[표 4-3] 개인수준의 응답자 특성

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연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4]에 제시하였다. 총 7

년간 설문조사에서 12,704 관측치가 있었으나, 개인수준에서 결측치가 

있거나, 조직수준에서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32), 개인수준 관

32) 개인수준에서는 일부 문항에서 무응답이 있는 경우였으며 그 숫자는 크지 않
았다. 조직수준에서 결측치가 발생한 원인은 설문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
나, 조직개편으로 연초 성과계획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였다. 이러한 결측치
의 발생이 체계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결측치 발생에 따라 해당 표본을 제거하
는 것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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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치 10,837개, 조직수준 관측치 250개, 대상기관 42개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조직수준 자료는 기관별로 평균 5년의 관측치가 있는 불균형

패널 형태이다. 

문항반응이론을 통해 추정된 조직성과는 2014년과 2015년 평균이 양

수이지만, 2016년 크게 감소한 이후 계속 음(-)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평균변화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공무원의 성과인식이 크

평균
(표준편차)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개인수준

조직성과
추정치

0.242
(0.991)

0.242
(0.903)

-0.127
(0.692)

-0.0633
(0.902)

-0.076
(0.93)

-0.0698
(0.93)

-0.0708
(0.906)

-0.0029
(0.965)

조직성과 
문항평균

3.692
(0.622)

3.735
(0.571)

3.415
(0.470)

3.447
(0.663)

3.426
(0.684)

3.424
(0.662)

3.415
(0.710)

3.495
(0.652)

주관적
목표명확성 

-
3.635

(0.598)
6.522

(0.614)
3.406

(0.657)
3.387

(0.655)
3.397

(0.645)
3.377

(0.687)
3.446

(0.653)

남성
0.680

(0.467)
0.681

(0.466)
0.643

(0.479)
0.625

(0.484)
0.652

(0.476)
0.615

(0.476)
0.565

(0.487)
0.632

(0.496)

재직기간
(6점척도)

2.68
(1.53)

2.76
(1.52)

2.67
(1.48)

3.17
(1.67)

3.26
(1.71)

3.17
(1.71)

3.08
(1.72)

3.01
(1.72)

현재직급
(3-9급)

6.16
(1.17)

6.32
(1.32)

6.06
(1.19)

5.91
(1.16)

5.88
(1.22)

5.82
(1.22)

6
(1.21)

6
(1.19)

조직수준

조직성과 
추정치

0.213
(0.426)

0.232
(0.340)

-.128
(0.198)

-0.076
(0.272)

-0.066
(0.229)

-0.061
(0.226)

-0.002
(0.241)

-0.002
(0.306)

조직성과 
문항평균

3.674
(0.281)

3.726
(0.231)

3.415
(0.118)

3.438
(0.200)

3.434
(0.166)

3.430
(0.166)

3.415
(0.174)

3.496
(0.226)

객관적
목표명확성

74.9
(11.1)

75.8
(10.9)

74.3
(11.1)

76.3
(11.5)

76.4
(9.61)

77.2
(10.1)

77.9
(9.97)

76.2
(10.5)

개인표본 977 1,580 1,221 1,599 1,750 1,808 1,902 10,837

조직표본 29 34 32 35 40 40 40 250

[표 4-4] 주요변수의 연도별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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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소했으며,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인수

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0.0029과 0.965로 표준화점수에 가깝다. 이를 

조직수준에서 단순평균으로 집계한 경우, 표준편차가 0.306으로 감소하

였다. 즉, 조직수준의 변동은 개인수준에 비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

다. 이에 비교해, 각 연도별 조직성과 측정문항의 평균값을 보면 2016

년 크게 감소한 것은 동일하지만, 2016년 측정치와 2020년의 측정치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항반응이론 추정치는 두 년도에서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후 분석에서는 모형 간 계수의 비교를 위해 조직성과와 목표명확

성을 표준화하여 사용한다. 횡단면 분석에서는 연도별로 표준화를, 종

단면 분석에서는 전체자료에서 표준화를 진행한다. 따라서 분석에서 

제시되는 목표명확성의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이다. 이는 모형설정에 따라 두 변수의 관계가 어떻게 차이

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제 2 절  반복된 설문조사를 활용한 종단연구 설계 

1. 반복 설문조사 자료의 계층구조

앞서 구축된 종단자료는 계층적 자료형태의 횡단면 설문조사를 연도

별로 누적한 것이므로 기존의 계층적 자료형태가 계속 유지되며, 연도

별 누적에 따른 계층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이 존

재하기 때문에 연구설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무시한다면, 계층적 구조로 인해 연구결과의 타

당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상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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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수준 횡단자료의 계층구조

반복 설문조사 자료의 계층적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2수준 횡단면 

자료와, 조직수준 패널자료를 비교한다. 2수준 횡단면 자료, 즉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공무원 인식조사는 개인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2수

준 계층구조이다. [그림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수준(개인)의 관측

치는 2수준(조직)의 관측치에 포함된 구조이다. 

[그림 4-2] 패널자료의 단일기준 계층구조

조직수준의 패널자료33)는 조사대상인 조직을 유지하면서 여러 번 반

복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그림 4-2]의 ‘조직기

준’과 같이 각 연도별로 수집된 데이터가 조직에 포함되는 2수준 자

33) 쉬운 설명을 위해 균형(balnced) 패널자료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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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림 

4-2]의 ‘연도기준’과 같이 각 조직의 데이터가 연도에 포함되는 2수

준 자료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패널자료는 계층적 구조보다는 [표 4-5]와 같이 매트릭스 구

조에 가깝다. 따라서 [그림 4-3]과 같이 하나의 관측치에 대해 2가지 

계층이 교차하는 형태로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패널자료를 

분석할 때 이러한 교차 계층구조를 모두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34). 1

원고정효과모형(one-way fixed effect model)은 둘 중 하나만 더미효과

로 통제하는 경우, 2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은 둘

을 모두 더미변수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1원임의효과모형

(one-way random effect model)은 둘 중 하나만 오차항을 추가해 통제

하는 경우, 2원임의효과모형(two-way random effect model)은 둘을 모

두 오차항을 추가해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 
) 
조직( )

  ⋯  ⋯

   ⋯  ⋯

   ⋯  ⋯

⋯ ⋯ ⋯ ⋯ ⋯ ⋯

   ⋯  ⋯

⋯ ⋯ ⋯ ⋯ ⋯ ⋯

[표 4-5] 패널자료의 매트릭스 구조

34) 패널분석에서는 한 시점에서의 개체 간 상관관계를 동시적 상관
(contemporaneous correlation)이라 하고, 한 개체의 다른 시점 간의 상관관계를 
자기상관(auto correlation 또는 serial correaltion)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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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패널자료의 교차 계층구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종단자료는 위 두 자료의 특성을 모두 갖는

다. 즉 조직과 연도가 교차하는 조직·연도 관측치가 존재하며, 각 조

직·연도 관측치 내에는 개인수준의 관측치가 존재한다. 단, 이들 개인

수준의 관측치는 반복 측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 4개의 계층이 존재

한다. 1계층은 개인수준, 2계층이 조직·연도수준, 3-1계층이 조직수준, 

3-2계층이 연도수준이다. 이러한 계층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반복 설문조사자료의 계층구조

본 연구는 조직수준의 종단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수준

의 자료를 조직수준으로 집계(aggregation)한다면, 이러한 복잡한 구조

를 고려할 필요 없이 조직수준의 패널자료처럼 분석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인수준의 자료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개

인수준의 정보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추정을 하기 위해서이다.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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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측값을 조직별로 평균하여 조직수준의 종속변수로 분석하는 경우

에는 조직수준의 회귀계수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편의가 있는 추정결과

를 얻게 될 것이다(Raudenbush, & Bryk, 2002:102). 첫째, 조직수준의 

집계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표본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추정의 정밀도

가 낮아지고 연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강상진, 2016:23). 둘째, 집

계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수준의 통제변수가 갖는 정보를 활용

할 수 없다. 개인수준의 설명변수는 종속변수의 개인수준 분산뿐만 아

니라 조직수준의 분산을 설명하는데 이를 구성요소 효과(compositional 

effect)라 한다(Schmidt-Catran, Fairbrother, & Andreß, 2019:105). 집

계된 자료를 활용해 조직수준의 분석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구성요소 

효과를 무시하게 되어 추정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2. 종단자료의 다층분석 모형설정

1) 다층분석의 개요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35)은 종속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계층(level)의 오차항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단순하게 개인-조직 2수준

의 연속형 종속변수를 분석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모

형을 나타낼 수 있다. 

               

35)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이나 혼합모형(mixed 
model)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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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에서 첨자 는 개인을, 는 조직을 나타낸다. 종속변수 와 설

명변수 는 개인수준에서 측정되었으며, 설명변수 는 조직수준에서 

측정되었다. 회귀계수 은 개인수준 설명변수의 회귀계수, 는 조직

수준 설명변수의 회귀계수이다36). 수식에는 두 오차항   이 제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차항을 다층분석에는 임의효과(random effect)라 

정의한다. 두 오차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갖는

다고 가정된다. 에 대한 조직수준의 오차 분포(임의효과)는 로 개

인수준의 오차 분포는 로 측정된다. 

뿐만 아니라 과 같은 개인수준 변수의 회귀계수에도 조직수준의 

임의효과가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절편의 임의효과만을 가정하는 

모형을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 회귀계수의 임의효과까

지 가정하는 모형을 임의기울기모형(random intercep model)이라고 한

다. 본 연구는 임의절편모형만을 고려한다.

2) 다층분석의 임의효과 설정 

계층적 자료의 분석은 각 수준의 변량(variation)을 모두 분석에서 고

려할 수 있는 통계적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Cronbach, 1976; Burstein, 

1980). Schmidt-Catran, & Fairbrother(2016)는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다

년도-다국가의 반복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다층분석이 이뤄지는 경

우 가능한 임의효과 설정 방법을 [그림 4-5]와 같이 6가지로 제시하였

다. Model F에서 보듯이, 최대 4가지 수준이 설정 가능하다. 

36) 통상적으로 다층분석에서는 이러한 회귀계수를 고정효과라 부른다. 하지만 혼
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고정효과는 패널효과의 고정효과와 
같이 수준에 대한 더미변수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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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모형에서 수준을 정한다는 것은 곧 그 수준에 따라 임의효과

(random effect)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chmidt-Catran, & 

Fairbrother(2016)는 각 수준에 대한 설명변수가 있는지와 관련없이, 적

용가능한 모든 수준의 임의효과를 모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나치게 낙관적인 표준오차뿐만 아니라 편향된 

계수 추정값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반복 설문조사를 사용한 행정학 문헌으로 Shon, Porumbescu, & 

Christensen(2020)이 있다. 저자들은 연방공무원 인식조사(FEVS: 

Federal Employee Viewpoint Survey) 2010~2015년 데이터를 활용해 조

직수준의 변수인 조직의 예산분배 모호성이 공무원의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FEVS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department)와 

청(agency) 및 그 외 독립기관 수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

사 자료를 수집하는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수년 치 통합함으로서 조직수준의 종단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가공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Schmidt-Catran and Fairbrother(2016)의 권고에 따

[그림 4-5] 종단 다층자료의 임의효과 설정 유형

(출처: Schmidt-Catran, & Fairbrother,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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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임의효과를 모형에 포함하고 있다. 즉, 개인수

준, 조직·시간 수준, 조직수준, 시간수준의 4가지 임의효과를 포함한

다. 또한, 개인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뿐만 아니라, 경험적 

접근으로 관측할 수 없는 잠재적인 편의(potential bias)를 배제하고, 시

간불변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 및 연도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시

켰다(Shon, Porumbescu, & Christensen, 2020:199). 

하지만 이러한 모형설정(specification)은 수준을 중복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특정 수준의 관측되지 않은 변수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수준 

더미 변수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수준의 임의효과는 0이 되므로 적용

될 필요가 없다37). 이는 다층모형이 패널분석에서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형과 같다는 점에서 추론 가능하다. 즉, 패널분석에서 임의효

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듯이, 특정 수준의 임의효과를 적용하

든지, 수준 더미변수를 넣든지 하나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계층적 구조를 모두 고려하여 개인수준, 조

직·시간 수준(), 조직수준()에서 임의효과를 적용하고, 시간수준은 

고정효과를 사용하여 더미변수를 추가한다. 

3. 설명변수의 종단/횡단 분해

각 연도를 더미변수로 통제하고, ‘개인 – 조직·연도 – 조직’의 임

의효과가 포함되는 모형을 다음의 수식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설명변수는 3가지 수준에서 제시될 수 있다. 즉, 개인의 응답자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조직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나

37) 실제 그들의 분석결과에서도 조직-년도, 조직, 연도수준의 임의효과가 모두 같
게 나타나고 있다(p.204). 이는 조직과 연도 더미가 포함되어 조직수준과 연도
수준의 임의효과가 0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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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변수, 조직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될 것이다38). 

                

  ∼ 
  ∼ 

   ∼ 
 

위 모형에서 변수는 시간과 조직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하나의 

변수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인지 조직에 따른 변화

인지 구별할 수 없다. Fairbrother(2014:123-125)는 이러한 모형이 종단

면 관계와 횡단면 관계가 일치할 것이라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다고 비판하면서 변수를 횡단면과 종단면으로 분해하는 모형을 제시하

였다. 이를 위해 집단평균 중심화(group-mean centering)을 활용한다. 

각 조직의 연도별 측정치를 평균(  


  



)한 뒤, 시간에 따라 변

화하는 조직수준 변수()에서 빼주면 집단평균 중심화한 변수

(    )가 생성된다. 

        
           

이와 같은 모형은 분명하게 횡단면적 관계와 종단면적 관계를 구분

하게 된다. 는 종단적 관계로서, 한 조직 내(within)에서 시간이 흐름

에 따른 와 의 관계를 제시한다. 는 횡단적 관계로서, 조직 간

(between) 특성 차이에 따른 와 의 관계를 보여준다. 

38) GDP와 같이 연도별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는 포함되더라도, 연도고정 더미변
수로 인해 식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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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n, Porumbescu, & Christensen(2020)의 연구는 집단평균 중심화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해석이 종단면적인 것인

지 횡단면적인 것인지 분명하게 하지 않다. 이원고정효과 패널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얻고자 연도와 조직수준의 더미변수를 사용하고 있지

만, 여전히 회귀계수 해석의 모호성 문제는 남아있다. 개체 더미변수는 

개체 간 효과(between effect)를 제거하고 개체 내 효과(with-in effect)

에 대한 해석만 가능해지는데, 연도 더미와 조직 더미를 한꺼번에 넣

는 경우 조직 내 연도 차이 효과를 분석하는지, 연도 내 조직 차이 효

과를 분석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Kropko, & 

Kubinec, 2020)39).

본 연구는 조직수준 설명변수의 종단적 효과 분석에 주된 관심이 있

으므로, 설명변수의 조직 내, 조직 간 분포를 구분하기 위하여 조직평

균중심화를 통해 변수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설명변수의 평균, 표준편

차, 최소값, 최대값을 [표 4-6]에 제시하였다. 

조직평균 중심화한 변수는 “within”에, 조직평균은 “between”에 

기술통계를 정리하였다. within 변수의 경우 250개의 관측치를 대상으

39) 관측되지 않는 조직과 시간의 고유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과 조직 수준의 
더미변수를 동시에 넣는데, Imai, & Kim(2021)은 이 역시 불가능하다는 연구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변수명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계량적 목표명확성 비율(%) 76.24 10.50 43.65 100

조직 내(within) -0.056 5.397 -33.89 18.76

조직 간(between) 76.83 8.97 54.57 100

- 개인수준 표본 수=10,837, 조직수준 표본 수= 250, 분석 대상기관=42
- within은 조직평균 중심화한 변수, between은 조직평균

[표 4-6] 설명변수의 within/between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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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between 변수의 경우 42개 관측치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가 

도출되었다. 이하 분석에서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

직 내 목표명확성과 조직 간 목표명확성을 각기 표준화하여 사용한다.

제 3 절  분석결과와 연구모형 간의 비교

1. 종단 연구모형(Model 1)의 분석결과

다층모형을 분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설명변수가 없는 모형을 먼

저 분석하여 종속변수의 임의효과를 분석한다. 이는 종속변수의 분산

이 각 수준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ANOVA 분석과 같다. 이와 같은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내 상관계수

(ICC: Intra-Class Correlation)를 계산할 수 있다. 집단 내 상관계수는 

집단(cluster)에 소속된 개체(unit) 간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총 분산

에서 각 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려준다(강상진, 2016:140).

본 연구는 각 수준의 분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개인수준, 조직·

연도 수준과 조직수준은 임의효과로, 연도수준은 고정효과를 사용한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각 수준별 분포를 모두 고려한 분석을 기본모형

(Model 00)으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개인수준의 설명변수를 포함하여 임의효과의 변화를 확인

한다. 이를 통해 개인수준의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의 상위수준의 분산

을 설명하는 구성요소 효과(compositional effect)를 확인할 수 있다

(Schmidt-Catran, Fairbrother, & Andreß, 2019:105). 이러한 분석은 

Model 0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목표명확성 

변수가 포함된 모형은 Model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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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00: 

           

Model 0:

             

Model 1:

           
      

Model 00, Model 0, Model 1에 대한 분석을 [표 4-7]에 제시하였다40). 

먼저 에 대한 각 수준의 분산성분 추정값인 임의효과부터 살펴본다. 

1수준 임의효과는 조직·연도 관측치 내의 개인 간 분산 추정치, 2수

준 임의효과는 동일 조직 내의 연도 간 분산 추정치, 3수준 임의효과

는 조직 간의 분산 추정치를 의미한다. 기본모형(Model 00)의 임의효과

를 설명하면, 동일 조직·연도 내에서 개인 응답자 간의 조직성과 분

산(개인 임의효과)이 0.7677, 동일 조직 내 각 연도의 조직성과 분산(조

직·연도 임의효과)이 0.0238, 조직 간의 조직성과 분산(조직 임의효과)

이 0.0315이다.  

Model 00의 분석결과, 3수준인 조직수준 ICC41)는 3.83%, 2수준인 조

직·연도 수준 ICC42)는 6.72%였다. 3수준 ICC는 동일 조직 내 응답자 

간 상관의 크기를 의미하면서, 종속변수의 전체분산에서 조직 간 분산

40) 추정방법은 REML(제한최대우도)을 사용하였다. 이는 조직수준의 관측치가 적
을 때 FML(완전정보최대우도)에 비해 편의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Hox, 2010:41).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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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수준 ICC는 동일 조직 내에서 조직·

연도 수준에 속한 개인 간 종속변수의 상관관계이면서, 동일 조직에 

속한 응답자의 분산 중 조직·연도 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

미한다. 설명변수가 추가될수록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이 증가하여 ICC

는 감소하게 된다. 

변수 Model 00 Model 0 Model 1

b/z b/z b/z

목표명확성(조직내) 0.0260

2.10

목표명확성(조직간) 0.0595

2.25

남성(vs. 여성) 0.1345 0.1334

7.26 7.20

재직기간 0.0497 0.0499

8.41 8.45

현재직급 0.0042 0.0041

0.51 0.49

상수항 0.2374 -0.0132 -0.0107

4.79 -0.17 -0.14

조직 관측치 42 42 42

조직·연도 관측치 250 250 250

개인 관측치 10,837 10,837 10,837

연도 고정효과 ○ ○ ○

조직 임의효과() 0.0315 0.025 0.0222

조직·연도 임의효과( ) 0.0238 0.0223 0.0217

개인 임의효과() 0.7677 0.7586 0.7586

3수준 ICC 0.0383 0.0311 0.0277

2수준 ICC 0.0672 0.0587 0.0547

3수준   - 0.2063 0.2952

[표 4-7] 종단 연구모형(Model 1)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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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준의 임의효과 변화를 통해 수준별 결정계수( )를 구할 수 있

다. 기본모형(Model 00)의 수준별 임의효과와 설명변수가 포함된 모형

의 임의효과의 차이를 다시 기본모형의 임의효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강상진, 2016:156). Model 0의 결과를 통해 구성요소 효과는 3수준

에서 20.63%, 2수준에서 6.30%임을 알 수 있다. Model 1에서 목표명확

성 변수가 포함되면서 3수준 분산의 8.89%(29.52-20.63)를, 2수준 분산

의 2.52%(8.82-6.30)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Model 1은 목표명확성 변수를 조직평균 중심화를 통해, 종단적 변이

인 ‘조직 내(within)’ 변수와 횡단적 변이인 ‘조직 간(between)’ 

변수로 구분하였다. 이들 변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와 불변하는 

변수로 구분되기 때문에 분석수준도 다르다. 주요 관심변수인 조직 내 

변수는 2수준인 조직·연도 수준이다. 조직 내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

만 고려하기 때문에 종단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직 간 변수는 3

수준인 조직수준이다. 조직수준 변수는 시간불변이기 때문에 횡단면적 

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  

Model 1의 회귀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 

변수(within)를 살펴보면, 회귀계수는 0.026이며, z값이 2.1로 0과 같을 

가능성이 5% 미만이다. 즉, 조직 내의 목표명확성 변화는 조직성과의 

향상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회귀계수를 설

명하면, 목표명확성의 조직 내 표준편차가 1단위 변화할 때 조직성과

는 0.026 표준편차만큼 상승한다. Model 00에서 조직성과의 조직·연도수

준 표준편차(     )를 고려하면 변화는 크지 않다.

2수준   - 0.0630 0.0882

1수준   - 0.0119 0.0119

- 모든 모형은 REML을 통해 추정치가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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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횡단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조직 내 변수를 살펴보면 회귀

계수는 0.0595이며, z값이 2.25로 나타나 0과 통계적으로 95% 이상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조직 간 계량적 목표명확성

이 1 표준편차만큼 변하면, 조직성과는 0.0595 만큼 변할 것이다. 

Model 00의 조직성과의 조직수준 표준편차(     )를 고

려할 때, 3수준의 조직성과에 대한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한다. 

셋째, 개인수준 통제변수는 성별과 재직기간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0.1334 표준편차만큼 조직성과 인식이 높았으며, 

이는 Model 00의 조직성과 개인수준 표준편차(     )를 

고려할 때,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은 아니다. 재직기간은 10년 재직하

는 경우 0.499이 변하기 때문에 꽤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성별

과 직급이 통제된 상황에서 재직기간이 증가할수록 순환보직으로 인한 

다양한 업무경험은 업무의 파급효과와 중요성을 느끼게 해줄 것이며

(김윤호, 2018:173), 소속된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 

2. 다른 연구모형과의 비교

설문조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설계가 제시될 수 있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기존의 연구가 ①계층적 자료구조의 미고려, ②동일방법편의, 

③수준교차의 문제, ④횡단연구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갖는다고 설명

하였다. 여기서는 ②③④를 기준으로 연구모형을 [표 4-8]과 같이 분류

해볼 것이다43). 

43) ①과 ③은 이론적으로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다수준 분석을 통해 해결가능하
다. 따라서 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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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동일방법편의의 발생유무를 비교하기 위해 목표명확성을 설문조사

에서 측정한 것과 조직수준의 기록자료를 통해 측정한 경우로 분리하

였다. 즉, 설명변수의 출처가 종속변수와 동일한지 여부로 연구설계를 

구분하였다. ③분석수준 변화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수준

의 연구모형과 조직수준까지 고려하는 다수준 연구모형을 분류하였다. 

④횡단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단적 추론이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 횡단면 연구의 분석결과뿐만 아니라, 종단자료를 활용 시 

고정효과 여부로 모형을 구분하였다. 

  

횡단자료 연구 모형

  개인수준 모형 다수준 모형

동일 출처의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C1 C2

다른 출처의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C3 C4

종단자료 연구 모형

연도 고정효과 × 연도 고정효과 ○

조직 고정효과 × L1

조직 고정효과 ○ L2 L3

[표 4-8] 설문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설계

C1, C2, C3, C4를 분석하는 이유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종단자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비교모형이다. L1, L2, L3를 분석하는 이유는 연구모형 

설정(specification)의 중요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99 -

1) 횡단 자료 연구모형

소수의 문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연구들은 개인

수준의 횡단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횡단면 설문조사를 

활용해 설계할 수 있는 4가지 연구모형을 통해 목표명확성과 조직성과

의 관계를 확인한다. 

(1) 개인수준 동일출처 연구모형(C1)의 분석결과

개인수준 동일출처 연구모형(C1)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C1: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총 7년 치 중 6년 치에서 주관적 목표

명확성을 측정하고 있기에 6개의 개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표 4-9]에 제시하였다. C1_15~C1_20은 각 15~20년

까지의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모형의 분석결과이다. 주관적 목표

명확성의 회귀계수는 16년 .4231로 가장 작았으며, 15년 .6684로 가장 

높았다. 즉, 목표명확성의 표준편차가 1단위 변화할 때, 조직성과는 분

석연도에 따라 0.4231~0.6684 표준편차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t값은 10

을 넘는 매우 큰 값으로, 이들 회귀계수는 0과 같을 가능성이 통계적

으로 0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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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준 동일출처 연구모형(C2)의 분석결과

다수준 동일출처 연구모형(C2)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C2:      
    

앞서 C1의 모형에 조직수준 임의효과를 추가하여 2수준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수준의 목표명확성 변수는 각 조직의 목표명확성 평

균값이다. 이러한 분석은 한 조직수준의 목표명확성과 조직 내 개인수

준의 목표명확성의 변동을 구분하게 된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목표

변수 C1_15 C1_16 C1_17 C1_18 C1_19 C1_20

b/z b/z b/z b/z b/z b/z 

주관적 
목표명확성

0.6684 0.4231 0.5578 0.5848 0.6124 0.6093

35.44 16.35 26.43 29.57 32.16 32.63

남성(vs. 여성) 0.0783 0.0153 0.0789 0.0825 0.0151 0.0183

1.88 0.28 1.80 1.94 0.38 0.49

재직기간 0.028 0.061 0.0128 -0.0004 0.0115 0.0048

2.01 3.17 0.95 -0.03 0.98 0.41

현재 직급 0.0383 0.0242 0.0245 -0.0116 0.0152 0.0141

2.33 1.00 1.25 -0.66 0.91 0.83

상수항 -0.3727 -0.3176 -0.2346 0.0159 -0.134 -0.1099

-2.72 -1.73 -1.61 0.12 -1.08 -0.86

조직관측치 34 32 35 40 40 40

개인관측치 1580 1220 1599 1750 1808 1902

  0.4612 0.1875 0.3204 0.3495 0.3792 0.3729

- 모든 모형은 OLS를 통해 추정치가 도출되었음.

[표 4-9] 개인수준 동일출처 연구모형(C1)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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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회귀계수는 0.4162~0.6316의 크기를 보였다. 앞의 C1 모형들보

다 회귀계수의 크기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직수준의 목표명확

성 회귀계수는 0.0373~0.1175 의 범위를 보였다. 조직의 평균적인 목표

명확성이 1 표준편차가 변할 시 조직성과는 각 조사년도에 따라 

0.0373~0.1175 표준편차 만큼 변화할 것이다. 15년의 회귀계수는 통계

적으로 0과 같을 확률이 0에 가깝고, 17년의 회귀계수는 5%~10% 사이

에 위치한다. 하지만, 다른 조사년도의 회귀계수는 0과 다르다고 할 통

계적 근거를 측정자료를 통해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변수 C2_15 C2_16 C2_17 C2_18 C2_19 C2_20

b/z b/z b/z b/z b/z b/z

주관적 목표명확성
(개인수준)

0.6316 0.4162 0.5461 0.5793 0.6058 0.6036

33.01 16.00 25.46 28.87 30.77 31.54

주관적 목표명확성
(조직수준)

0.1175 0.0373 0.0553 0.022 0.0257 0.0247

3.38 1.00 1.81 0.80 1.14 0.99

남성(vs. 여성) 0.0642 -0.0074 0.064 0.0819 0.0085 0.0146

1.57 -0.14 1.45 1.90 0.21 0.38

재직기간 -0.0003 0.0553 0.0041 -0.0031 0.009 0.001

-0.02 2.79 0.29 -0.24 0.75 0.08

현재 직급 0.0217 0.022 0.0132 -0.016 0.0104 0.0097

1.28 0.89 0.65 -0.89 0.60 0.55

상수항 -0.1708 -0.276 -0.1381 0.0531 -0.0939 -0.0716

-1.19 -1.46 -0.90 0.38 -0.73 -0.53

조직관측치 34 32 35 40 40 40

개인관측치 1580 1220 1599 1750 1808 1902

조직 임의효과() 0.0293 0.0228 0.0182 0.0143 0.0045 0.0099

개인 임의효과() 0.4973 0.7866 0.6602 0.635 0.6153 0.6164

2수준 ICC 0.0556 0.0282 0.0268 0.0220 0.0073 0.0158

- 모든 모형은 REML을 통해 추정치가 도출되었음.

[표 4-10] 다수준 동일출처 연구모형(C2)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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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수준 상이출처 연구모형(C3)의 분석결과

다수준 상이출처 연구모형(C3)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C3:        

설문조사가 아닌 기록자료에서 측정된 목표명확성은 조직수준에서 

측정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은 모두 같은 측정

값을 갖게 된다. 분석결과, 목표명확성의 회귀계수는 모두 양의 값을 

보였지만, 0.0064~0.1953로 조사년도에 따라 차이가 컸다. 즉, 17년과 

같은 경우 계량적 목표명확성과 조직성과의 관계가 거의 없다는 결론

이, 14년 같은 경우 계량적 목표명확성의 증가는 조직성과가 향상되었

다는 인식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될 수 있다. 14년, 15

년, 16년, 19년도에서는 통계적으로 5% 미만에서 유의한 결과가 제시

되었지만, 17년, 18년, 20년은 0과 통계적으로 다르다고 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변수 C3_14 C3_15 C3_16 C3_17 C3_18 C3_19 C3_20

b/t b/t b/t b/t b/t b/t b/t

계량적 
목표명확성

0.1953 0.0952 0.1483 0.0064 0.0330 0.0565 0.0262

6.32 3.82 5.64 0.28 1.26 2.35 1.09

남성
(vs. 여성)

0.1203 0.2642 0.0425 0.218 0.2165 0.1669 0.1492

1.72 4.80 0.71 4.17 4.17 3.40 3.18

재직기간 0.1 0.0974 0.0622 0.0685 0.0693 0.0808 0.0786

4.60 5.29 2.96 4.28 4.73 5.63 5.45

[표 4-11] 개인수준 상이출처 연구모형(C3)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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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수준 상이출처 연구모형(C4)의 분석결과

다수준 상이출처 연구모형(C4)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C4:          

C3 모형에 조직수준 임의효과를 추가하여 다수준 분석을 진행하였

다. 앞서 C3 모형에서는 계량적 목표명확성을 개인수준 변수로 취급하

였지만, C4 모형에서는 조직수준 변수로 분석하게 된다. 분석결과 목

표명확성의 회귀계수는 0.0038~0.2042의 범위에서 추정되었다. 이는 C3 

모형의 추정치와 유사하지만, z값 추정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C4 

모형에서는 조직 간 동질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회귀계수의 분산 추정

치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z값을 더 작게 만든다. 이에 따라 14년

과 16년의 추정치만 5% 미만 수준에서 유의하게 0과 다른 통계적 결

과가 제시되었다. 

현재 직급 0.078 0.0522 0.0433 0.025 0.0206 0.0138 0.0221

2.68 2.35 1.64 1.07 0.96 0.66 1.04

상수항 -0.8146 -0.7815 -0.4241 -0.5014 -0.4870 -0.4420 -0.4631

-3.64 -4.26 -2.12 -2.88 -3.00 -2.86 -2.89

개인관측치 977 1580 1221 1599 1750 1808 1902

  0.0789 0.0418 0.0350 0.0235 0.0253 0.0270 0.0225

- 모든 모형은 OLS를 통해 추정치가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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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단 자료 연구모형의 비교

여기서부터는 앞서 가공한 반복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이다. 

위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

는 차원에서 비교 연구모형을 설명했다면, 이하에서는 적절한 연구모

형의 설계가 중요함을 언급하고자 한다. 종단자료를 분석하여 종단관

계를 도출할 수 있지만, 모형설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 분석결과의 

해석에서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수준의 패널연구에서는 조직과 시간에 따른 오차항

변수 C4_14 C4_15 C4_16 C4_17 C4_18 C4_19 C4_20

b/z b/z b/z b/z b/z b/z b/z

계량적 목표명확성
0.2042 0.0985 0.1479 0.0038 0.0328 0.0585 0.0299

3.23 1.64 5.11 0.09 0.84 1.63 0.79

남성
(vs. 여성)

0.0677 0.2288 0.0412 0.1943 0.2175 0.1452 0.1325

0.99 4.29 0.69 3.71 4.14 2.92 2.81

재직기간 0.056 0.0438 0.0605 0.0518 0.0608 0.0698 0.07

2.58 2.35 2.85 3.14 4.01 4.72 4.69

현재 직급 0.0209 0.0318 0.0433 0.0027 0.0107
-0.004

6
0.0064

0.71 1.41 1.63 0.11 0.49 -0.21 0.29

상수항 -0.317
8

-0.482
0

-0.419
1

-0.307
4

-0.396
0

-0.282
4

-0.335
2

-1.37 -2.49 -2.07 -1.66 -2.33 -1.73 -1.97

조직관측치 29 34 32 35 40 40 40

개인관측치 977 1580 1221 1599 1750 1808 1902

조직 임의효과 0.1018 0.1122 0.0055 0.0471 0.03 0.0271 0.0314

개인 임의효과 0.8261 0.8487 0.9587 0.9346 0.9439 0.9462 0.9459

2수준 ICC 0.1097 0.1168 0.0057 0.0480 0.0308 0.0278 0.0321

- 모든 모형은 REML을 통해 추정치가 도출되었음.

[표 4-12] 다수준 상이출처 연구모형(C4)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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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통제하고자 고정효과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통해 반복 설문조사에도 이러한 고정효과 연구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L1: 조직수준 Pooled OLS 모형

          

L2: 조직수준 고정효과 

            

L3: 조직수준 고정효과 + 연도수준 고정효과

              

종단자료를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누락변수(omitted 

variable)의 편의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횡단 연구에서는 개체 간

의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추가하더라도 완벽히 개체의 

특성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위 모형에서는 시간 고

정효과와 조직 고정효과를 고려하였다. 시간 고정효과는 각 연도의 관

찰할 수 없는 특성을 통제할 수 있고, 조직 고정효과는 각 조직의 관

찰할 수 없는 특성을 통제할 수 있다. 

위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를 [표 4-13]에서 비교하였다. L1은 아무런 

고정효과나 임의효과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이다. L1에서 조직고정효과

를 추가한 것이 L2모형이다. 회귀계수는 조직고정효과를 추가함으로써 

0.0600에서 0.0492로 감소하였으며, z값이 1.80으로 5% 이하 수준에서

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10% 수준에서는 0과 다른 것으로 제시되었다. 

우도비검정 결과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44). L3는 L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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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고정효과를 추가하였다. 목표명확성 회귀계수는 L2모형에 비해 

0.0514로 커졌으며, z값도 2.31로 커져 5%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과 달랐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고정효과를 추가하여 누락변수 편의가 제거됨

에 따라 변수 간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유의

하지 않던 것이 유의하다거나, 유의한 것이 유의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목표명확성과 조직성과의 관계가 시기나 조

직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관계임을 알려준다. 

하지만 고정효과는 누락변수의 편의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조

직고정효과는 조직 간 관계의 분산을 모두 통제하기 때문에 회귀계수

는 조직 내 관계, 종단관계를 설명한다. 따라서 종단관계에 관심이 있

는 경우 조직고정효과를 추가하게 된다. L1의 회귀계수는 고정효과가 

없기 때문에, 횡단면과 종단면 관계가 일치한다는 가정하에서 분석이 

되고 있다. L2는 조직고정효과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조직 내(within) 

관계인 종단 관계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하지만 L2는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

에, L3와 같이 이원고정효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조직고

정효과로 조직 내 관계를, 연도고정효과로 연도 내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회귀계수의 의미가 복잡해진다(Kropko, & Kubinec,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모형설계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고 본 연구의 모형인 

Model 1이 다층모형의 종단연구에 보다 적합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표 4-14]는 목표명확성을 표준화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를 추가적으

로 분석하여 L3와 Model 1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즉, 비표준화 회귀계

44) REML에서는 우도비검정을 할 수 없어 FML로 추정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우
도비검정 결과는 chi2(7)=116.59, Prob>chi2=0.0000 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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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두 모형에서 L3의 목표명확성 비표준화 회귀

계수(0.0050)와 Model 1의 조직 내 목표명확성 비표준화 회귀계수

(0.0051)는 거의 일치한다. L3는 고정효과로 변수에서 조직 간 차이를 

통제하여, 조직 내(within) 관계를 알 수 있고, Model 1은 설명변수 분

해를 통해 조직 간 변동과 조직 내 변동을 구분하기 때문에 역시 조직 

내 관계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고정효과 모형 역시 종

단연구의 결과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 

변수 L1 L2 L3

b/z b/z b/z

목표명확성 0.0600 0.0492 0.0514

3.41 1.80 2.31

남성(vs. 여성) 0.1431 0.1377 0.1300

7.73 7.42 7.01

재직기간 0.0513 0.0454 0.0478

8.72 7.63 8.07

현재 직급 0.0110 0.0044 0.0008

1.35 0.53 0.10

상수항 -0.3113 -0.2069 0.0790

-4.81 -1.75 0.71

조직관측치 42 42 42

조직연도관측치 250 250 250

개인관측치 10,837 10,837 10,837 

연도 고정효과 × × ○

조직 고정효과() × ○ ○

조직·연도 임의효과( ) 0.0618 0.0319 0.0141

개인 임의효과() 0.7584 0.7584 0.7583

- 모든 모형은 REML을 통해 추정치가 도출되었음.

[표 4-13] 조직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결과



- 108 -

조직고정효과 모형이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정치의 실질

적인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구성개념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연구에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에만 관심을 

갖고 실질적 유의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손호성, 

& 박희란, 2019). 설명변수의 분해가 이뤄지지 않은 L3의 표준화 회귀

계수는 0.0514이지만, Model 1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0260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변수의 분해에 

따라 설명변수의 분산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L3의 목표명확성 변수는 

조직·연도수준과 조직수준이 포함된 분산이지만, Model 1의 목표명확

성은 조직·연도수준의 분산만 존재하기에 조직수준보다 더 작다45). 

즉, L3의 목표명확성 1%p와 Model 1의 조직 내 목표명확성 1%p는 실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회귀계수의 실질적인 유

의성에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조직 내 관계의 영향

력이나 관계성을 알고자 한다면, 변수를 분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이원고정효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45) 이러한 차이는 [표 4-5]에서 표준편차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 

변수 L3 Model 1

b/z Beta b/z Beta

목표명확성 0.0050 0.0514

2.31

목표명확성(조직 내) 0.0051 0.0260

2.10

목표명확성(조직 간) 0.0067 0.0595

2.25

[표 4-14] L3와 Model 1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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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opko, & Kubinec(2020)에 따르면, 이원고정효과를 사용하는 경우 시

간 내 관계를 분석하는 것인지, 개체 내 관계를 분석하는지 해석 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한다. 또한, 모형의 식별(identification)이나 누락

변수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변수를 분해

하여 사용하는 경우 조직고정효과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점

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조직고정효과는 조직 수준의 모든 자유도를 소비하기 때문에, 

조직 수준의 횡단면 변수의 분석을 추가할 수 없게 된다

(Schmidt-Catran, Fairbrother, & Andreß 2019:113).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종단면 관계 뿐만 아니라 횡단면 관계도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직고정 효과보다는 설명변수의 분해를 이용한

다면, 관심있는 조직 간 특성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다. 특히, 시간불

변의 조직특성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 변수 분해는 더욱 

유용할 것이다. 

[표 4-15]는 시간불변 특성인 부처의 법적유형이 목표명확성에 조절

효과를 주는지 분석한 것이다. 부처유형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모

형은 다음과 같이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   
 )을 포

함하게 될 것이다. 

Model1 + moderating variable

        
     


          

조직 간 목표명확성의 변동은 부처의 법적유형에 따라 조절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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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다. 즉, 처/청에 속한 부처 간 목표명확성이 조직성과에 미

치는 효과가 부/위원회에 속한 부처의 그것에 비해 더 낮았다. 반면, 

조직 내 목표명확성의 변동은 부처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변수 Model 1
+ Moderating 

variable
b/z b/z

목표명확성(조직 간) 0.0260 0.0915

2.1 3.31

× 처/청(vs. 부위원회) -0.0814

-2.64

목표명확성(조직 내) 0.0595 0.0659

2.25 1.9

× 처/청(vs. 부위원회) -0.0076

-0.17

처/청(vs. 부위원회) 0.1943

4.38

남성(vs. 여성) 0.1334 0.1335

7.2 7.22

재직기간 0.0499 0.0492

8.45 8.34

현재 직급 0.0041 0.0028

0.49 0.34

상수항 -0.0107 -0.0824

-0.14 -1.05

조직관측치 42 42

조직연도관측치 250 250

개인관측치 10,837 10,837

연도수준 고정효과( ) ○ ○

조직수준 임의효과() 0.0222 0.0135

조직·연도수준 임의효과( ) 0.0217 0.0208

개인수준 임의효과() 0.7586 0.7585

[표 4-15] 조절효과 모형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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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절효과가 적용되는 경우 종단/횡단 경로 각각에 

대해 조절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 변수 분해는 더 

자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3) 모형 간의 회귀계수 비교

위에서 분석된 모형들의 회귀계수를 비교하면 [그림 4-6]과 같다. 여

기서는 비록 조직수준의 통제변수가 추가되어 있지 않지만, 조직 내 

분산을 분리하고, 연도 고정효과 등을 통해 누락변수의 편의가 제거된 

Model 1의 within 회귀계수가 종단관계의 불편추정치에 가깝다는 가정

하에서 논지를 전개한다. 

C1~C4의 모형은 횡단자료를 사용한 모형들이다. C1은 개인수준 동일

출처의 연구모형으로, 회귀계수의 크기가 모두 크며, 신뢰구간의 길이

도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회귀계수는 정확히 “다른 사람에 

비해 목표명확성 인식이 높은 사람은 조직성과에 대한 인식도 높다”

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조직수준이나 종단적 관계로 해석할 수 없

다. 그리고 이 회귀계수는 두 가지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 동일

방법편의의 가능성이다. 동일출처의 자료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에 활

용되어 두 변수의 관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같은 조직에 속한 개인들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회귀계수의 

표준오차에서 하방편의가 발생한다.

C2는 다수준 동일출처 연구모형으로, C1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조직

수준의 임의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조직수준에서 분석이 이뤄져 수준교

차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지만, 회귀계수의 크기는 크게 감소하였다. 

조직수준으로 집계가 이뤄지면서 공통응답자의 편의가 사라진 것이 사

라진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Oberfield, 2014:782). 즉, 앞서 C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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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법편의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측면에서는 동일방법

편의가 일부 통제 되었지만, 측정방법이나 시기에서는 여전히 동일방

법편의가 문제될 수 있다. 신뢰구간의 길이가 길게 나타나는 것은 조

직수준의 관측치가 적기 때문이다. 

C2 모형의 회귀계수는 “다른 조직에 비해 조직구성원의 목표명확성 

인식이 높은 조직은 조직성과도 높게 인식하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를 종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근거가 부족한 일반화라고 

할 수 있다. 

C3은 개인수준 상이출처 연구모형이다. 출처가 다름에 따라 동일방

법편의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지만, C1과 마찬가지로 조직수준 미고

려에 따라 회귀계수 표준오차의 하방편의가 발생해 신뢰구간의 길이가 

짧음을 알 수 있다. 즉, 회귀계수가 유의미하더라도 그 진위가 의심되

는 제1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연도에 따라 회귀계수가 

크게 변동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과적합(overfitting)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과적합이란 연구자의 연구가설이 특정표본의 분석결과에서만 

설명력이 있고, 다른 표본에서는 설명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박원우, 

정구혁, 유지현, 최동원, & 김상윤, 2010:186). 즉, 연구자 통계적 유의

성이 있는 특정연도의 관측치만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라도 종단연구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C3의 회귀계수 의미는 “다른 조직보다 목표명확성이 높은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성과를 높게 인식한다”와 같다. C4와 C3의 변수는 일치

하기 때문에 회귀계수의 설명은 같다. 다만, 분석수준이 개인과 조직으

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 회구계수는 횡단적 관계만을 제시하고 있

으므로 종단적 관계로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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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각 모형의 회귀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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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는 다층모형으로 조직수준에서 분석되었지만, 변수가 같기 때문에 

C3과 회귀계수가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신뢰구간이 매우 넓어졌다. 

이는 조직수준 분석으로 인해 관측치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C3

과 같이 회귀계수의 변동성이 커 과적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횡단면 연구들을 종합하면, 이들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종단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성과의 종단관계나, 동태

적 측면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다양한 오류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

고 위 그림에서는 일부 횡단모형의 결과가 Model 1 within 회귀계수와 

유사하나 이는 우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직

수준의 통제변수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직특성에 대한 

누락변수 편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L1, L2, L3는 종단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모형이다. L1은 종단자료를 

사용했으나, 조직의 특성이나 연도의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계수의 의미는 횡단면 관계인지 종단면 관계인지 불명확하다.

L2는 조직고정효과를 사용하여 회귀계수는 종단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연도수준에서 자기상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설명변수 

는 여전히 L1과 같아, Model 1의 within 변수와 표준화 회귀계수가 다

르다. 

L3는 조직과 연도의 누락변수를 모두 통제하여 불편추정치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회귀계수의 해석문제, 실질적 

유의성 문제, 조직수준 변수 활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Model 1은 앞의 모형들에 비해 목표명확성 변수를 수준에 따라 분리

하여 between 회귀계수는 시간불변의 조직 목표명확성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within 회귀계수는 조직 내의 목표명확성의 연도별 변화와 조

직성과의 관계를 제시해준다. 이에 따르면, 조직 내의 목표명확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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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조직 간 목표명확성의 차이가 조직성과를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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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행정학에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많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연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류가 적절히 

다뤄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의식으로 갖고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활용한 조직성과 연구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문제점과 그

로 인한 오류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방법

론적 해결방안이 기존의 연구방법들과 차별성이 있으며, 보다 개선된 

방안임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성과 연구에서 설문조사 활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

토하였다. 조직성과연구에서 설문조사가 활용되는 이유는 조직성과의 

객관적 측정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조직

성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통계분석의 문제와 결과해석에서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분석에서는 계층적 자료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와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결과해석의 문제

는 개인수준의 횡단면 분석결과를 조직수준의 종단적 관계로 확대해석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횡단면 자

료의 활용에 있기 때문에 종단자료를 구축하여 적절한 종단연구를 진

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단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종단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조직에서 활용가능한 패널설문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종단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설문조사를 조합하여 반복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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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다. 반복 설문조사 간 비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측정동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측정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문항반응모형을 제시했으며, 2014~2020년에 

걸쳐 진행된 중앙정부 공무원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조직성과의 종단자

료를 가공하였다. 이렇게 가공된 종단자료는 기존의 자료와 유사하면

서도, 연도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 변수의 연속성을 확장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종단연구를 위한 적절한 연구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종단자

료를 사용한다고 하여 종단연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종단

연구설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가 생성한 종단

자료는 개인수준, 조직·연도수준, 조직수준, 연도수준으로 4계층이 존

재한다는 점에서 각 수준을 어떻게 통제할지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의 종단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직평균 중심화를 활용하여 

변수를 분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위의 방법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를 다른 연구설계를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가능한 여러 연

구설계의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이러한 결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

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종단연구 설계방안이 보다 개선된 것임을 제시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행정학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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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조직관리 연구는 공공조직의 

특성 상 기록자료를 얻기 힘들다는 이유로 설문조사 자료에 대한 의존

도가 높았다(Perry, 2012). 하지만 설문조사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것에 

비해 그와 관련된 방법론적 발전은 심리학, 교육학, 경제학과 같은 인

근 사회과학분야 보다 상태이다(Gill, & Meier, 2000; Raadschelders, & 

Lee 2011). 행정학의 방법론적 발전을 위해서는 타 학문 분야와 방법

론을 비교하고,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Grimmelikhuijsen, Tummers, & Pandey, 2017:8). 그나마 해외 저널의 

연구에서 주의하고 있는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논의 역시 타 학문에서 

제기되었던 논의를 행정학적 변수와 관계들에서 확인함으로써 시작되

었다. 본 연구는 동일방법편의 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

고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방법론적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였다

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종단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현재의 설문조사를 사용한 양적연구의 증가는 데이터 가용성

에 기인한다. 주어진 자료의 통계적 유의성 도출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횡단연구가 남용되고 있다. 방법론적 획일화는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

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Podsakoff & Dalton, 1987)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른 방법론

은 다른 이론적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문이 발전

할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종단 연구 역시 이러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종단 연

구는 동적이론을 탐구할 수 있으며, 누락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상관관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탐구에도 적절할 것이다. 하지

만 공공관리 연구를 위해서는 공무원 개인수준의 종단자료 구축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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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수준에서 종단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방법은 적절한 종단자료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활용되어야 할 

방법이다. 역시 가정과 오류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종단면 데이터의 사용이 횡단면 데이터의 사용보다 반드시 나은 결

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Stritch, 2017;237). 종단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사용한 

연구모형, 특히 이원고정효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된 

종단연구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2. 정책적 함의

행정학은 처방적 학문이다. 가치와 사실의 분리라는 논리실증주의, 

행태주의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현상의 설명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종국에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하지만 오류가 

있는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쓸모없기보다 오히려 악영향

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근거기반 행정, 정책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지속적

으로 커지고 있다. 자료 수집과 방법론의 발전은 이러한 근거기반 정

책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에서 문제가 있고, 

연구방법론에 오류가 있다면, 이에 근거한 정책대안은 많은 문제를 발

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근거기반 정책에 있어 주의사항으로서 타당성 있

는 자료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연구에 있어 자료의 제

약은 상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면서도 타당성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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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확보하려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구축한 자

료는 기존의 횡단적 자료에 비해 조직관리 연구에서 개선된 결과를 제

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보다 많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여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의 한

계를 제시한다. 첫째,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조직성과

의 측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현재의 주관적 조

직성과 측정은 공공봉사동기, 조직몰입과 달리 문항개발과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측정문항의 내용타당성 확보가 부족하다. 본문에서 

조직성과와 조직성과 인식을 번갈아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이 같은 개

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초점이 

분산될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논의를 다루지 않았다. 이는 추후 연구

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음

에도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통계분석과 결과

해석에 대한 논의만 다루었다. 1차 자료의 수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의 문제와 표본추출에 대한 문제도 향후 연구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항반응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문구가 다른 문항을 같은 것으

로 가정하였다. 문구가 유사하더라도 토씨 하나의 차이로 인해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문구가 같

은 문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일관된 반복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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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공공조직 연구를 위해 기초자치단

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반복설문조사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넷째, 다층분석을 통한 종단연구설계만을 고려하고 있다. 개인수준의 

변수를 활용하는 것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일 수 있지만, 다

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조직수준에서 패널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시

차종속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s)를 활용하는 등 변수 간 조작의 

편의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연구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 

조직수준의 연구설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처의 

조직성과가 향상되는 것이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킬지는 의문이다. 조

직성과 연구 역시 개체주의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부처 간 

정책갈등은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성과관리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조직 간 협업과 

조직성과를 연계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 연구가 고급방법론의 사용을 권

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술통계나, 상관분석만으로도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 논문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횡단면 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기존 이론의 검증이나 다양한 맥락에서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Wright, & 

Grant, 2010). 주의할 것은 이러한 통계적 수치들이 무엇을 제시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약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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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Research

: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f Public Officials Survey
Yunho Ghim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incorrect methodological practices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research using surveys and to suggest 

methodological alternatives to solve them. The methodological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is the establishment of longitudinal data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using repeated surveys and the design of 

a longitudinal study model considering the data structure.

When classifying the process of using a survey into an analysis 

process and a generaliza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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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hierarchical data structure and the same method convenience 

in the analysis process, and to the problem of level crossing and the 

difficult of longitudinal inference in the generalization process. First, 

if the hierarchical data structure of the survey data is not taken into 

account, a problem arises with the exogenous assumption, which may 

cause bias in the estimation of the coefficient. Second, if the 

explanatory variable and the dependent variable are from the same 

survey, the common method bias may occur. Third, if the analysis 

results at the individual level are generalized to the organizational 

level, an cross-level fallacy may occur. Fourth,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longitudinal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al research results 

would be a leap forward.

This study understands that the root cause of these problems is the 

lack of longitudinal data, and uses repeated surveys to create 

longitudinal data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survey of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conducted over the years 2014-2020 is combined, 

and item-response theory is used to ensure measurement uniformity 

in this process. Longitudinal data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tracted through item response theory can provide change 

information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each department, as 

well as provide more continuity than commonly used item averages.

Four-level multi-level analysis and variable decomposition were 

presented as an appropriate research design using longitudinal data. 

And in order to present the advantages of these research models, 

various research models using surveys and analysis resul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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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Such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methodological develop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theoretic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accumulation of longitudinal empirical studie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evidence-based policies by increasing 

the validity and generalization of the research.

  keywords : Organizational Performanc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urvey Research, Longitudinal Research, Item Response Theory(IRT), Multilevel AnalysisStudent Number : 2017-3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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