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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의 내부 운영방식이 어떠한 환경적 측면

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 영향

요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한국의 대학조직을 대상으로 분석하

는데 있다. 조직이 내부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합리성 제고를 목

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도적 압력에 조응함으로써 정당성 확보

를 위한 결정일 수도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공공조직은 민

간조직에 비해 제도적 환경에서의 규범 또는 규칙 등에 더욱 취약

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검증한 경험연

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별적인 속성에

기인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다뤄졌다. 본 연구는 대

학조직이 제도적 환경에 강한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

소 및 시장원리 도입 등으로 인해 기술적 환경에도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조직인 점,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동일한 기능을 수

행하여 조직 기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공-민

간 차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제도적 환경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였고,

다양한 운영방식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세 가지 독립적인 연

구로 구성된다. 첫째,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한 연구, 둘째, 대학

의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 셋째,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에 대

한 연구이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KPSOS)’ 자료와 대학알

리미 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대학간 규범이나 조직 가

시성의 제도적 환경요인과 더불어 수요변동이나 고정비용 비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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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술적 환경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본 연구가 주

목한 공공-민간 차이에 대해서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정부

로부터의 강제적 압력에 의해 시간강사제도를 더욱 활발하게 활용

하기도 하였지만, 가설과 달리 고정비용의 기술적 요인에도 더 민

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국립대학에 비

해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있어 제도적 환경 안에서 형성된 대학간

규범이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직개편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을 토대로 영향요인을 분

석한 결과, 대학내 조직개편은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제도

적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나타나 환경의존모형과

제도모형을 지지하였다. 또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조직개편

을 실시하는 원인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시장환경에 대한 적

극적인 대응으로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양상은 국공립대학에서

두드러졌다.

셋째, 입학사정관제 채택 및 확산에 대한 분석결과, 내부 기술적

요인으로서 조직역량, 그리고 외부 제도적 요인으로서 강제적 압

력과 사회적 담론, 유사조직 및 상위집단 대학 모방동기가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공립대학은 인접대학에 대한 모방동기

가, 사립대학은 유사대학에 대한 모방동기가 입학사정관제 운영

가능성을 높였다. 이 결과를 통해 제도가 조직들 사이에서 어느정

도 채택되기 시작하면 제도 자체가 정당성을 얻고 확산 압력으로

작용하여 제도가 확산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조직에 대한 모방

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가운데, 국공립대학은 같은 권역 내 인접

대학을, 사립대학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을 모방의 준거

집단으로 삼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대학조직이 내부구조나 운영

방식을 결정 및 변화시키는 것은 기술적 환경에 정합성을 높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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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요구 또는 규범에 조응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

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공공조직이 민간조직에 비해 제도적 환경에 더욱

취약하다는 기존의 명제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

지만, 제도 활용이나 구조변화에 있어 국공립대학이 기술적 환경

에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였으며, 사립대학에서도 특히

상충되거나 다양한 제도적 환경의 요구가 존재할 경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의 장 안에서의 제도적 규범에 조응하고자 한

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대학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대학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운영과 생존을 위한 전략

으로 정당성 확보를 강조함으로써 대학정책 결정자 및 대학 관리

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론적 차원에서 본 연

구는 제도적 압력을 실증적으로 다양하게 측정하였고 정책의 활용

과 정착에 있어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검증한 경험연구로서 사

회학적 제도론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공조직 특성을

가질수록 제도적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논의를

뒷받침함으로써 사회학적 제도론과 조직공공성 이론의 연결고리를

탐색하여 이론적 기반을 확대하였다.

주제어: 사회학적 제도론, 제도적 환경, 공공-민간 차이, 대학, 운영방식,

환경 대응

학 번: 2015-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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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조직연구의 역사는 조직에 대해 폐쇄체계로 접근한 이론에서 시작하

여 조직을 개방체계로 인식하여 환경과 조직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이

론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조직관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조

직의 ‘환경’이 조직의 행태와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중

심이 된 초기 이론들은 대부분 외부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조직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관심을 두었다(이경묵, 1999). 예를 들면 상황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은 모두 조직 효율성의 증진에 대한 다양한 견해이다.

이때 학자들에게 조직환경이란 조직의 자원과 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

술적 환경(technical environment)에 국한되었고(하연섭, 2016: 28) 조직

은 기술적 환경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산출물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지원

된다고 인식되었다. 기술적 환경은 “조직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관

리를 통해 보상을 받는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교환되는 환

경”(Scott, 1987)으로서 조직의 산출물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후 1970년대 들어서 조직학에서 환경에 대한 범주는 매우 넓어졌

다. 조직은 보다 폭넓은 문화적 규칙을 고려하여(Meyer and Rowan,

1977) 제도나 구조 채택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목적

성보다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정이나 상징을 중시한다는 관점

이 대두된 것이다(하연섭, 2016: 29).

‘제도’라는 것이 조직 뿐 아니라 여러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하

다는 인식을 심어준 Selznick의 연구에서 출발한 제도주의 이론은 단순

한 기술적 환경에서 나아가, 조직의 환경이 갖는 사회적·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은 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후 신제도주의가

등장하면서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은 새롭게 확장되었다. 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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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다양한 분파 가운데, 제도적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

하는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은 전통적으로 지지되어 온 합리성 관점을 탈

피하여, 기존의 ‘기술적 환경’뿐 아니라 외부의 더 큰 사회(bigger

society)에서 공유된 가치관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적 환경

(institutional environment)’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는다고 이해한다(이경

묵, 1999). 즉, 조직은 제도적 환경이 제시하는 규범이나 제도를 수용하

도록 하는 압력에 영향을 받는데, 조직이 그러한 압력에 순응하는 대가

로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사회적 승인(endorsement)과 정당성(social

legitimacy)을 확보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생존에 필요한 자원과 보상까

지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본다(Meyer and Rowan, 1977).

조직환경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개념정의하고 있지만, 사

회학적 제도론의 등장과 함께 합리성 관점과 정당성 관점은 조직의 구조

나 관행을 설명하기에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

라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Meyer

and Rowan, 1977; Scott and Meyer, 1983; Tolbert and Zucker, 1983;

Scott and Meyer, 1991: 123; Dacin, 1997; Pfeffer and Salancik, 1978:

201). 조직의 행동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분파를 통

합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경험연구들은 대체로 제도 도입 및

구조변화, 또는 조직들 사이에서 제도가 확산되고 정착하는 과정(예:

Tolbert and Zucker, 1983; Fligstein, 1985; Westphal et al., 1997;

Palmer et al., 1993; Casile and Davis-Blake, 2002; 손동원, 1996; 이규

용·김동원, 2001; 장용석 외, 2014 등) 등에는 합리적인 목적 외에도 외

부로부터 정당성을 얻기 위해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고자 한 동기가 작동

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사회학적 제도론에서 조직의 제도 활용 또는 운영방식

에 초점을 둔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합리성과 정당성 이론의 두 가지

입장을 활용하여 민간조직의 제도 도입 혹은 운영원리의 변화 등을 검토

한 연구(예: Goodstein, 1994; 이규용·손동원, 2001; 노용진 외, 2003; 유

규창·김향아, 2006)에 이어 공공조직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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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실증적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지만(예:

Tolbert and Zucker, 1983; 이수영·김동원, 2014; 장용석 외, 2014; 정장

훈, 2013; 조희진·장용석, 2014; 김정인, 2016) 대체로 분석대상이 공공조

직에 국한되어 있었다. 즉, 외부환경에 조직들이 왜 서로 다르게 반응하

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공-사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는 논의와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일부 연구(Casile and Davis-Blake,

2002)가 미국의 새로운 경영대학 인증제도에 관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

대학이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하였지만 이러한 이론적 공백을

메우기에는 공공-민간 차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미진하였다. 본 연

구는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기본적으로 시장이 부재하고 재정적·

환경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방식이나 제도운영 등에서 차

이가 존재한다는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별

적인 특성이 만들어내는 차이로서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에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공공조직의 속성을 띤 조직일수록 제도적 환경에 더 민

감하게 반응한다는 논의를 통해 조직공공성(publicness) 이론과 사회학적

제도론의 이론적 연결고리를 탐색하고 이론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 본 연구는 조직은 외부 환경에 의해 내부 운영원리

를 변화시킨다는 명제에 기초하여, 대학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방식이

무엇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지, 즉 어떠한 환경적 측면에 의해 운영방

식이 결정되는지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한 영향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

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독립적인 연구로 구성된다.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 대학내 조직개편

정도,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간강사제

도에 대해서는 2011년 강사법이 발의된 이후 시간강사제도에 대한 사회

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시간강사에 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증가로

인한 압박도 심해졌다. 또한 대학내 조직개편 정도는 학령인구 감소, 등

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학생충원 및 대학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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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불균형(mismatch)을 해소하고 대학교육

의 질 개선을 취지로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해 대학

의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입학사정관제는 학

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적인 고등교육제도로서 신자유주의 논리가 내

재되어 정당성을 갖춘 제도로서 널리 연구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운영방식은 최근 우리나라 대학정책의 핵심에 있는

제도로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학적 제도론 및 조직공공성 이론에 대한 이

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대학조직의 운영방식은 어떠한 환경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첫째,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영향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영향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셋째,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영향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제2절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조직의 운영방식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탐구

하는데 있어 대학조직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학조

직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학적 제도주

의 연구에서는 학교 조직을 제도적 환경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대표

적인 조직으로 보았다. Scott and Meyer(1991)에 의하면 대부분의 조직

은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조직특성

에 따라 각 환경유형의 강도는 다르다. 아래에서 제시한 <표 1-1>에서

보여주듯이 학교는 교회나 병원 등과 같이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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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술적 환경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한 조직이다(Scott and

Meyer, 1991: 124). Scott and Meyer(1991), Rowan(1982) 등의 사회학적

제도론가들은 교육기관은 사회적 규범과 평가에 민감하여 조직의 변화나

결정에 제도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

들이(Meyer and Rowan, 1977; Baldridge and Burnham, 1975; Rowan,

1982; Covaleski and Dirsmith, 1977 등) 교육기관의 변화는 제도적 환경

이 큰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교육기관은 어떠한 구조가 가장 적절한지

(most appropriate)에 대한 현재의 제도화된 신념을 반영한다고 주장한

다. 이처럼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에서 교육조직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Meyer and Rowan, 2006) 그 영향으로 대학조직

이 외부 제도적 압력을 받아 조직의 내부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예: Zajac and

Kraatz, 1993; Tolbert, 1995; Kraatz and Zajac, 1996; Casile and

Davis-Blake, 2002; Kraatz and Moore, 2002; 김도희, 2004; 박상규,

2007; 장덕호, 2009; 정대훈·신동엽, 2016; 정대훈 외, 2017; 김기범·장덕

호, 2019; 권보경·이경은, 2021 등).

제도적 환경
강 약

기술적

환경

강

공익사업체

은행

종합병원

일반 제조업체

약

정신건강클리닉

학교

법무법인

교회

레스토랑

헬스클럽

육아시설

출처: Scott and Meyer(1991: 124)

<표 1-1>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에 따른 조직 분류

둘째, 최근의 우리나라 대학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감축과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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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뿐 아니라 기술적 환경의 압력이 심해지고 있어 분석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대학조직이 성과기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성과 모호

성이 존재하여 기술적 환경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지만(한준,

2002), 대학조직에 가해지는 기술적 압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

된다(Kraatz and Zajac, 1996; Casile and Davis-Blake, 2002; 김도희,

2004). 더이상 예전의 학문의 상아탑으로서 공고한 위상을 누리기 어려

운 현실에 직면한 대학들은 학생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은 교육기관 중에서도 초등

혹은 중등 교육기관에 비해 상당한 경쟁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압력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신자유주의

영향력 강화와 교육시장 개방의 압력으로 인해 대학은 벤처기업을 운영

하거나 수익사업 등을 통한 상업적인 행위를 해오고 있다(김도희, 2004).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상업적인 활동을 통해 대학들이 재정을 충당하려

는 노력의 필요성은 더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다른 교육기관과는 달리 의무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결정

에서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에 비해 자율권이 보장된다(김도희, 2004).

셋째, 분석대상으로 대학조직은 기존 선행연구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분석함으로써 하나의 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

안에서 개별조직들 간 비교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공공조직이 민간조직에 비해 제도적 압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기존 실증연구들은 대체로 서로 다른 조직의 장에 속한 조직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 조직의 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였다(원숙연·성민정, 2016; Frumkin and Galskiewicz, 2004

참고). 그러나 제도적 환경과 기술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경우 공

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유사한 환경을 공유하여 동일한 조직의 장

(organizational field)에 있다고 가정해야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하여 조직

들이 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Casile and Davis-Blake, 2002). 이러한 점에서 대학이라는 조직은 국공

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분석



- 7 -

대상으로 적합하다(Kraatz and Moore, 2002; Casile and Davis-Blake,

2002).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에 초점을 두는 것은 조직이 수행

하는 업무나 역할로 인한 특성이 조직의 환경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

향을 통제할 수 있어, 조직이 유사한 환경 안에서 다른 조직에 비해 제

도적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비교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공

공-민간 차이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일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조직을 비

교하는 것을 연구전략으로 추천한다(Shenkar and Von Glinow, 1994:

69).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대학은 환경적 불확실성 상황을 극복하

기 위해 대학조직 나름대로의 전략과 의사결정을 취하고자 하면서도 동

시에 강한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규범과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설립유형이 국공립과 사립대학으로 구분되

기 때문에 본 연구질문과 가설을 검증하기에 대학조직을 통한 분석은 적

합하다고 판단된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외부환경

과 조직간 관계를 합리성 관점과 정당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사회학적 제

도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시간강사제도 활용, 제4장에

서는 대학 조직개편, 그리고 제5장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에

대하여 제도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

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가 갖는 함의와 한계를 서술하였다.

세 가지 연구의 자료 원천과 표본, 주요 변수의 측정방식과 통계적 방법

등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해당 연구의 각 절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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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1 연구2 연구3

연구

질문

§ 시간강사제도 활용

은 기술적 요인에

의한 것인가, 제도

적 요인에 의한 것

인가?

§ 국립대학과 사립대

학 간 영향요인 차

이가 존재하는가?

§ 대학 조직개편은 기

술적 요인에 의한

것인가, 제도적 요

인에 의한 것인가?

§ 국공립대학과 사립

대학 간 영향요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 입학사정관제 채택

과 확산은 내부요인

에 의한 것인가, 외

부요인에 의한 것인

가?

§ 국공립대학과 사립

대학 간 영향요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종속

변수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 대학 조직개편 정도 입학사정관제 채택 및 확산

독립

변수

§ 기술적 요인

§ 제도적 요인

§ 국공립/사립대학

§ 기술적 요인

§ 제도적 요인

§ 국공립/사립대학

§ 내부 기술적 요인

§ 외부 제도적 요인

§ 국공립/사립대학

<표 1-2> 본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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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학적 제도론의 이론적 고찰

1. 환경과 조직간 관계 논의

조직을 둘러싼 환경과 조직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발전은 조직환경 이

론의 패러다임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조직은 환경과 유리되어 있다는

폐쇄체제가 조직-환경 관계를 바라보는 주류 시각으로 인식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조직의 구조와 행태에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개방체제

로 조직을 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개방체제 이론 초기 단계에서는 조직의 ‘기술적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

었다. 조직을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을 내는 생산체계로서만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후 1970년대 들어서 조직환경에 대한 시각은 또 한 번의 변

화를 맞이한다. 바로 조직에 대한 기술적 환경의 영향력뿐 아니라, ‘사

회·문화적 측면’의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

이 높아진 것이다.

조직환경은 학자들마다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지만,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등장과 함께 연구자들은 조직환경을 크게 제도적 환경과 기

술적 환경이라는 두 축으로 구분하였다(Scott and Meyer, 1983; Meyer

and Rowan, 1977). 일찍이 Meyer and Rowan(1977)은 조직은 자신의

환경에 반응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두 방식으로 합리성에 근거하여 조직

이 기술적 상호의존성에 의해 환경에 부합하게 된다고 보는 입장과, 기

술적 목적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Tolbert and Zucker(1983: 22) 역시 조직을 어떻게 바

라보는가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은 논쟁거리라고 지적하였으며,

Scott(1991: 170)은 어떠한 조직에 관해서든 다양한 외부압력은 서로 경

쟁을 통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조직이론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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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은 조직의 관행이나 구조 변화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조직을 “복잡한

환경 속에서 합리적 행위자로 보는 시각”과 “제도적 환경에 존재하는 포

로(captives)”(Thompson, 1967)라는 두 관점에서 출발하여 발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합리성과 정당성 논의는 March and Simon(1993), March and

Olsen(1989) 등이 설명한 두 가지의 행동 논리(logics of action)를 따른

다. 합리성 관점은 ‘결과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s)’ 또는‘도구성의

논리(logic of instrumentality)’(Campbell, 2005)와 상응한다. 결과의 논리

는 분석적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조직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할

때 가능한 여러 가지 결과를 자신의 선호에 맞추어 평가한 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정장훈, 2013). 반면 정당성 관점은 ‘(사회적) 적절성의 논리

(logic of (social) appropriateness)’(Campbell, 2005)를 따르는데, 조직은

정당하다고 평가받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칙을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DiMaggio and Powell, 1991; 하연섭, 2016: 113).

위의 두 관점은 조직의 구조나 관행을 설명하기에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데 많은 학

자들이 동의하고 있다(Tolbert and Zucker, 1983; Scott and Meyer,

1991: 123; Pfeffer and Salancik, 1978: 201). 이 두 가지 이론적 분파는

각각 조직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는데 기여하고 있지

만, 조직의 행동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분파를 통합

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Hrebreniak and Joyce, 1985; Dacin, 1997).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합리성 이론과 정당성 이론을 비교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구분 합리성 관점 정당성 관점

조직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조직 이해관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

계속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구조

<표 2-1> 합리성 이론과 정당성 이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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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성 관점에서 환경과 조직간 관계

합리성 관점은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는 행위

자라고 가정한다(Roberts and Greenwood, 1997). 이는 복잡한 환경 속에

서도 조직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다

는 시각이다(Thompson 1967; Tolbert and Zucker, 1983).

이러한 관점에는 조직을 효율성 및 성과 달성을 추구하는 경제적 도

구라고 보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거래되는 과정

에서 조직간 경쟁이 존재하는데, 경제적 재화나 비용, 수익과 관련된 요

인 등과 같은 기술적 환경(technical environment)이 조직의 생존과 안정

적인 운영에 중요하다는 것이다(손동원, 1996; 이규용·김동원, 2011). 여

기서 말하는 기술적 환경은 Scott(1987)에 의하면 “조직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통해 보상을 받는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

되고 교환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조직의 산출물을 통제하는 메커니즘

(Scott, 1991: 167)으로서 기술적 환경 안에서 조직들은 살아남기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조정하는데 집중하

고, 환경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의 핵심 운영부문을 보호 및 완충하고자

한다(Thompson, 1967; Scott and Meyer, 1991: 123).

전통적 조직론은 조직구조에 대한 기계론적 시각을 기본 원리로 삼아

조직활동 동인
합리성(rationality),

효율성(efficiency)
정당성(legitimacy)

조직의 목적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 사회적 정당성의 획득

주요 관심환경 기술적 환경 제도적 환경

조직의 형태 다양성(diversity) 동질성(homogeneity)

행동 논리
결과의 논리

(logic of consequences)

적절성의 논리

(logic of appropriateness)

주요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자원의존이론 등

사회학적 제도론,

네트워크이론 등

출처: 이규용·김동원(2001: 1011)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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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Weber(1978)의 이념적 관료제 개념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문서

화된 규칙과 기억이 축적된 서류에 근거한 업무수행, 전문화와 노동의

분업, 직위와 직위보유자의 공식적인 분리가 이루어지는 위계적 체계’가

이념적 관료제라고 정의하며, 관료제적 조직구조는 조직의 효율성, 안정

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어 궁극적으로는 더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가능

하도록 만들어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관료제가 가져다 주는 도구적 합

리성의 이점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정부조직을 포함하여 대규모 민간조직

에서도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특성이 관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주체로 간주한

다. 같은 맥락에서 Williamson(1985), Coleman(1990)과 같은 학자들은 제

한된 합리성의 시각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조직구조는 개인들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한다(Scott, 1994: 72).

이처럼 조직구조를 바라보는 조직학자들의 주류 시각은 조직은 자신의

과업환경이나 기술적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보았다(이경묵, 1999).

합리성에 기반한 조직이론은 상황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 합리

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전략적 선택이론(strategic choice

theory),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 그리고 조직군생태

학 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 등이 있다(강영철·이철주, 2009; 이

규용·김동원, 2001). 상황적합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유일한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초기 조직이론들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관점으로, 환경적 변화와 특성에 따라 조직

은 그에 맞는 구조와 전략을 설정한다고 강조한다(Burns and Stalker,

1961; 정대훈·신동엽, 2016). 외부 환경적 상황에 맞게 내부 구조를 변화

시키는 것이 조직의 성과 개선에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보는 이 이론은

조직구조가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성과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

합리적 적응성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노용진 외, 2003).

합리적 선택 이론가들은 행위자가 여러 제약조건 아래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후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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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표, 2003; 백경민·박기태, 2013). 여기서 합리성 개념은 의도성

(intentionality)을 전제한(최종원, 1995)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를 의미한다(정준표, 2003). 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조직이 서

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일-가정 양립제도를 실시하거

나(Goodstein, 1994) 반대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위반하는 경우(백경

민·박기태, 2013)와 같이 법규에 따르지 않는 행위에도 적용이 될 수 있

다(유규창·김향아, 2006). 제도는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했

을 때 경제적 효과가 비용보다 크지 않고 조직의 효용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조직이 제도를 도입할 것이지만(Oliver, 1991;

Goodstein, 1994),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제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경쟁적인 환경에 있는

조직들은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더욱 민감할 것이기 때문에, 고

객이 해당 조직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입장에서는 제도를 도입할 유인이 매우 낮다(Casile and

Davis-Blake, 2002).

조직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외부 제도적 요구 따라 구조를 결정하기에

앞서 그 효과를 판단하는 측면은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유규창·김향아, 2006). 자원의존이론

관점에서 조직의 활동들은 환경적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

된다(Pfeffer and Salancik, 1978). 이때 조직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얻

거나 환경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핵심 자원을 보유한 외부 조직과 불

가피하게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Pfeffer and Salancik, 1978). 그러나 핵심 자원을 제공하는 상위조직에

의존성이 커질수록 조직은 안정적인 성장과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조직은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외부 조직과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하여1), 경쟁조직들이

범접할 수 없도록 권력(power)을 증진시킨다(Pfeffer and Salancik,

1) 자원의존론 관점에서 조직은 외부로부터 불확실성을 낮춰 권력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포섭(cooptation), 합병 등을 동원하게 된다(Pfeffer and Salancik,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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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전략적 선택 관점에서는 조직을 자신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 또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활

용하는 존재로 인식한다(Chandler, 1962; Child, 1972). 즉, 조직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변화시

키고 재구조화하려고 노력하는 주체이다(조희진·장용석, 2014).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외부 환경에 노출된 조직들이 모두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은 특정한 구조나 제도를 요구하는 환경적 압력에 대

해서 나름대로의 판단 아래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Child, 1973). 결국

조직은 자신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또는 자원

을 전략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선택의 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Hrebreniak and Joyce, 1985).

이외에도 조직군 생태학 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조직군 내 조직의 수

가 증가할수록 조직들 간 경쟁이 증가하게 되어(Baum and Singh, 1994)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구조를 변화

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된다.

3. 정당성 관점에서 환경과 조직간 관계

1) 사회학적 제도론의 발전과정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된 환경과 조직간 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이론 중 하나로서, 제도론

(institutional theory)은 사회현상과 그 변화를 분석하는데 제도의 영향

에 주목하는 이론이다(오석홍, 2016). 제도론은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로 크게 대별된다. 구제도주의의 출발은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한다(길윤

민, 2021). 유럽국가들이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국가기관의 법체계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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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다루기 시작하였다(길윤민, 2021). 이러한 연

구의 흐름이 구제도주의적 접근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구제도주의

는 제도의 기술적이고 정태적인 연구에 집중하면서 사람간 관계에 관한

요인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유민봉, 2015).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행태주의가 학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구제도

주의에 대한 관심은 사그러들었다(배병룡, 2017). 행태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기반한 인간의 역동적인 행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제도

가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이 반영된 부수적인 현상에 그친다고 상정하였

다(March & Olsen, 1984). 그러나 이후 행태주의 및 방법론적 개인주의

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개별 조직 또는 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

고 사회현상의 보편성을 토대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론을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산업화된

국가별 또는 시기별로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치는 현상, 그리고 동일한 정

책이라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못했다.

이렇듯 행태주의 또는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며 1980년대 초 신제도주의 이론이 등장하

였다(DiMaggio and Powell, 1991).

신제도론은 특정한 제도의 개념이나 속성을 단순히 ‘묘사(describe)’하

던 종래의 구제도론과는 달리, 제도 자체가 조직에서 기능하는 방식이나

인간의 유인체계를 어떻게 제약하는지에 대해 보다 ‘분석적(analytic)’인

시각이다(Ferris and Tang, 1993: 4; 하연섭, 2016). 즉, 구제도론이 제도

를 인간의 행동이 발현하는 장(場)으로서만 인식했던 것에 반해, 신제도

론은 제도가 인간의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인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경로를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정용덕 외, 1999).

사회학적 제도론의 발전은 현대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고 평가된다(하연섭, 2011). ‘개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의 이익 혹은 선호는 어떻게 형

성되는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조직은 현대의 조직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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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구체적인 기능과 관계없이 모두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등의 질문이다. 즉, 사회학적 제도론은 인지적·문화적 측면에 대해 강

조하면서 독립변수로서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 행위의 단순한 합으

로 설명하기 어려운 초개인적인 분석단위에 관심을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DiMaggio and Powell, 1991). 따라서 사회학적 제도론은 “제도와

인간의 행동에 대한 동태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경향”(박통희,

1999: 349)이자, “제도가 개인의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연구하는 이론”(안희남, 2001: 10)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학적 제도론은 단일한 학문분파 또는 연구흐름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다양한 연구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제도’를 중심으로 고려한

다는 것 외에는 다른 공통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 강조점 또한 동일하지 않았다(하연섭,

2016: 3). 그럼에도 제도적 환경이 조직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사회학적 제도론의 논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설명논리로 자

리를 잡으면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최근까지도 활발하

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파로 이루어진 신제도론은

크게 두 가지 조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정용덕 외, 1999), 제도를 당

연한(taken-for-granted) 것으로 보는 접근법(March and Olsen, 1997)과,

제도를 인간의 상호작용과 거래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는 접근법

(North, 1990)으로 구분된다.2)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사회학적 제도론

은 전자의 입장에서 환경과 조직의 관계에 대한 설명방식으로 전통적으

로 중시되었던 기술적 환경보다는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사회학적 제도론가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만, 거시적인 틀에서 제도 변화의 원천의 유형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

하게 논하고 있다(하연섭, 2016). Meyer and Rowan(1977)이 법이나 규

정 또는 정부의 권위 등이 수직적으로 조직의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듯이, DiMaggio and Powell(1983)은 강제적 동형화 압력을,

2) Hall and Taylor(1996)은 신제도주의에 대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
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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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cker(1987)은 강력한 위계적 권한을 가진 법적 환경을 강조하였다. 그

외 여론이나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사회 안에서 바람직한 제도가 무엇인

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에 대한 규범(norm) 또는 기준

(standard)을 형성한다고 언급한 Meyer and Rowan(1977)의 주장과 같

은 맥락으로, DiMaggio and Powell(1983)은 전문가의 역할을,

Zucker(1987)은 조직간 연결망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 외

조직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Scott, 2008) 성공적이거나

선도적인 조직의 존재이다(조희진·장용석, 2014). DiMaggio and

Powell(1983)은 환경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모방적 동형화 압력을 통해

구조 동일화가 일어난다고 보았으며, 다른 조직 또한 외부의 제도적 환

경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Zucker(1987) 역시 다른 조직들을 모방함으로써

제도의 확산과 정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최근의 사회학적 제도론 연구에서는 DiMaggio(1988)의 주장을 계기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초기 사회학적 제도론가들이 인간과 조직

은제도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데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제도에 대한 개인 및 조직의 행위에는 이해와

권력이 개입한다는 것이다(배병룡, 2017). 이러한 DiMaggio(1988)의 주장

은 탈제도화, 즉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뿐 아니라 변화 또는 폐지되는

과정과 제도적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Oliver, 1991; 1992)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국가와 같은 강력한 조직

또는 리더십이 제도의 폐지와 나아가 기존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하는데에도 작용하도록 만든다는 주장에 따라, 이

제는 기존에는 독립변수로서만 제도를 취급했던 경향성에서 나아가 제도

를 종속변수로 고려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배병룡, 2017).

2) 사회학적 제도론에서의 제도와 정당성

조직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신제도주의 이론은 ‘제도가

중요하다(institutions matter)’는 명제를 기본 전제로 한다(Sjob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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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401). ‘제도’는 사회·문화·정치적 맥락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단일하

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사전적 정의

에 따르면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구조의 체계”(표준

국어대사전), “사회 속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구속

또는 방향설정, 사람들의 상호관계를 정형화함으로써 하나 또는 복수의

기능을 충족하는 구조나 절차, 규범체계”(21세기 정치학대사전) 등을 의

미한다.3) 사회학적 제도론에서는 제도를 “공통의 의미 체계를 정의하고

독특한 행위자와 행동 루틴을 발생시키는 규제 메커니즘과 함께 표상적,

구성적, 규범적 규칙을 포함하는 상징적 및 행동적 시스템”으로 정의한

다(Scott, 1994: 68).

기존 이론에서는 제도를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부수적인

현상으로서만 인식했을 뿐,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March

and Olsen, 1984).4) 이러한 시각에서는 조직을 그 자체로서 존속하려고

하며 기술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환경 등 다양한 차원으로 구

성된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존재로 이해한다(Scott, 2001). 즉, 조직은 완

전한 합리적인 실체가 아닌 ‘사회적 실체’이며, 제도적 환경은 조직의 구

조나 행위에 대하여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규정을 내림으로써 조직

이 갖추어야 할 적절하고 당연한 구성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는 강

압적이고, 규범적이며, 인지적인 측면을 지닌 외부영향을 총칭하는 개념

이다(장용석 외, 2014).

사회학적 제도론의 핵심은 조직이 효율성을 높이거나 성과를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지 않더라도 조직을 둘러싼 외부사회에서 특정 제도나 가

치를 바람직하고 당연하게 여기면(taken-for-granted) 그러한 제도를 수

3) 21세기 정치대학대사전에서는 제도의 협의와 광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협
의로는 법률이나 규칙에 명문화된 행동 규칙을 가리키지만 광의로는 공식적인 규칙의
배경에 있어 이것을 지지하는 관습, 문화, 역할 패턴, 더 나아가 일상 생활의 간(間)주
관적인 의미 구성에 대해서도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정치제도ㆍ교육제도ㆍ경제제
도ㆍ가족제도ㆍ종교제도 등에서부터 도덕이나 언어와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이 제도
가 존재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행동은 억제되고 방향이 부여되기 때
문에, 안정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4) Olsen과 March(1989)도 그들의 저서에서 ‘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정의를 제공
하지는 않았고 단지 제도의 기원과 영향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함으로써 제도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Sjoblom,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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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도입하거나 구조를 변화시키게 된다는데 있다(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왜냐하면 조직이 제도적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당연

시되는구조나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적인 승인과 정당성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보상까지도 제공받

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Scott, 1994; Meyer and

Rowan, 1977; Edelman, 1992). 즉, 조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

회문화적 규범에 부합하는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당성을 얻을 수 있

다. 이때 발생하는 조직의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회문화적

규범에 따른 변화라는 이유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지지를 얻고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Minkoff, 1999). 특히 조직들은 위기에 처

한 경우 사회문화적 규범을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대처하기 위

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조희진·장용석, 2014). 이러

한 행태는 결국 조직의 생존과 번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조직이 특정

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구조, 행태, 운영방식에서 동일한 모습을 띠는 현

상은 조직이 사회문화적 규범을 수용하는 것에 기인한다(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 1977; 조희진·장용석, 2014).

여기서 말하는 정당성 개념은 여러 사회학자들이 다양한 용어로 정의

하고자 하였는데, 예컨대 Zucker는 “무엇이 적절하고 근본적으로 의미

있는 행태인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로 정의하였다(Zucker, 1983: 105).

또한 Suchman(1995)은 “일정한 주체의 행위가 바람직하고 적절하며 적

합한 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일컬었다.

제도적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는 Meyer

and Rowan(1977)에 이루어졌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첫째, 제도적 환

경은 조직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조직은 제도적 환경 안에서 만들어진

합리화된 신화(rationalized myths)를 받아들여 공식 구조를 설계하여,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노

력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은 제도적 환경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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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외부의 가치기준과 평가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조직은 생존을 담

보 받는다. 제도적 환경에 속하는 조직들은 생존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

들이 형성하고 공유하는 가치관에 부합하는가의 문제가 핵심적이기 때문

에 외부 가치기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조직이 외부로부

터 호의적으로 평가되면 조직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당성을 얻기에도

용이하다. 결국 조직은 얼마나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였는

가와 관계없이, 고도로 정교화된 제도적 환경에 둘러싸여 환경요구에 조

응하고 구조 동일성을 유지하여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생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조직은 제도적 환경에서 중시하는 것을 따름으로써 환경과의 정

합성(fit)을 유지할 때 조직의 내외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제도적 환

경에서 존재하는 소용돌이로부터 조직이 보호될 수 있다.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은 실제 사례에서의 설명력이 높게 인정된 바,

일부 학자들은 때로는 경제적 이익보다 정당성이 조직에게 더 중요하다

고 주장하기도 하였다(Harper and Row, 1978: 193-194). 조직이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bility)을 통해 얻어지는 정당성(legitimacy)을 상실

하게 될 경우 조직이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Penn Central Railroad 기업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성과가 뛰어나지 않았

지만 교통은 국가에게 필요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파산하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었으며, 유치산업(infant industries) 또는 국방에 핵심적인

산업을 보호하는 행위 또한 정부가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기업을 보

호함으로써 산업붕괴를 막고자 한다(Harper and Row, 1978: 193-194).

이렇듯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환경에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

는 제도 또는 구조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변화한다는 사회학적 제

도론 관점의 논리는 사회학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학, 행정

학, 교육학 등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서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설명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연구되며

실증적 증거를 축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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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화를 유발하는 기제

(1) 법적·행정적 통제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합리화된 신

화(myths)로서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Meyer and Rowan, 1977). 조직이

합리화된 신화에 따르는 것은 법적 명령(legal mandates)에 의한 것으로,

권위를 가진 상위조직은 제도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제도를

채택한 조직에 규제적 정당성(regulative legitimacy)을 부여할 수 있다

(Meyer and Rowan, 1977). DiMaggio and Powell(1983)은 이러한 정부

나 규제기관 등이 선호하는 구조 또는 관행을 채택하도록 조직에 가하는

외부 압력에 대해 강제적 동형화 압력(coercive pressure)이라고 일컬었

다. 즉, 조직은 상위조직이 가하는 법적 명령 및 규제 등으로 인해 하위

조직은 내부구조, 운영원리, 문화 등을 그러한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게

된다(DiMaggio and Powell, 1983; Ashworth et al., 2009).

상위조직이 한 조직에 법적 명령을 통한 외부 압력을 가하고 그것이

작동될 수 있게끔 만드는 수단은 권위(authority)와 정당성(legitimacy)이

다(DiMaggio and Powell, 1983; Oliver, 1991). 권위는 정당성을 부여받

은 권력(legitimated power)으로서, 한 조직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권한을

부여 받으면 하위조직의 행동을 제한하기도 하고 조직의 활동이 적절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되는 위치에 있게 된다(Scott, 1987).

이때 상위조직은 명확한 요구사항과 함께 효과적인 감독과 감시, 그리고

무게감 있는 처벌(sanction)을 행사하는 등의 형태로 조직에 권력을 표

출한다(장덕호, 2009).5) 따라서 상위조직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여 조직들

이 유사한 형태를 띠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강제하는 것은 아

5) 이는 자원을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이나 수직적인 상위 기관으로부터의 압력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 기능하는 사회 안에서의 문화적인 기대에 의해 다른 조직이 행사
하는 압력이 될 수도 있다(DiMaggio and Powell, 1983). 이러한 압력은 공식적, 비공
식적인 형태로서 모두 존재할 수 있으며, 조직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설
득의 방식 혹은 공모를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행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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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권력을 지닌 상위조직이 갖는 위력으로 인해(구자숙, 2009) 조직

은 상위조직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법적 명령이나 통제를 통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상위조직

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은 정부(국가 또는 중앙정부)를 언급하였다(Meyer

and Rowan, 1977; DiMaggio and Powell, 1983; Zucker, 1987; Scott,

1991; Ashworth et al., 2009). 예컨대 정부는 강제적 압력을 통해 합리

화된 구조적 틀을 만드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Scott, 1991: 172), 합리

화된 신화(myth)로서 기능하는 강력한 제도적 규칙을 만듦으로써 조직

의 정책이나 관행 및 절차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Meyer and

Rowan, 1977). 국가는 그 사회에 필요한 합리적인 사회적 질서를 만드는

데, 이러한 질서는 특정 제도나 구조가 정당한 것이 되도록 제도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Meyer and Rowan, 1977).

입법부, 사법부는 법과 규제를 제정하고, 행정부는 제도와 관련된 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현에 필요한 인·허가 및 자격업무를 담당하는데

(Meyer and Rowan, 1991), 이러한 입법적·사법적 권한이 만든 법적 강

제성에 따른 합법적 질서가 강해질수록 조직은 기존의 제도화된 규칙이

나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

조직이 외부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

조하는 사회학적 제도론에서 정부의 역할과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정부

는 규제 혹은 평가를 수단으로 특정 분야의 조직들이 존재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으며, 자원을 확보

하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나아가 조직의 퇴출과 생존을 결정하는 강력하

고 중요한 기제이기 때문이다(Deephouse, 1996). 그러므로 외부로부터

규제를 받거나 평가 및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조직은 대개 정부에서 규

정한 내용이나 관련 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등의 수동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그것이 조직에게는 가장

쉬운 대응방식이자, 외부와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생존을 보장할 수 있

는 길이기 때문이다(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다시 말해, 조직

이 정부가 요구하는 법이나 제도를 수용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자원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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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기관으로부터의 감사(audits)를

받게 될 확률을 낮출 수 있다(Edelman, 1992).

한편, 상위조직이 하위조직에 행사하는 수직적 방향의 압력에 관한

논의는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y theory)에서도 주요하게 다루

어졌기 때문에 제도주의에서 강제적 압력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권력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강제적 압력과 자원의존론의 논리가

유사하지만, 외부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여 핵심적 자원을 확보하면서도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 조직의 핵심가치로 두는 사회학적 제도론과 달리,

자원의존론은 정당성이라는 가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은 ‘권위(authority)’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즉, 정당성 있는 강제성(legitimate coercion)을

행사하는 상위조직의 측면에 주목하는 것으로,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강

조하는 것이다. 권위(또는 권한, authority)는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

(legitimated power)이다(Dornbush and Scott, 1975: 56-63). 상위조직으

로서 한 조직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권한이 부여되면” 하위조직의 행

동에 대해 지지를 할 수도 있지만 제한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지 감독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Dornbush and Scott, 1975:

56-63). 그에 반해, 자원의존론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조직

의 노력보다는, 자원을 제공하는 조직으로부터 조직의 자율성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핵심이다.

일부 학자들 강제적 동형화 압력 논리를 자원의존론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데(예: 구자숙, 2009; Mizruchi & Fein, 1999; Guler et al.,

2002), Frumkin & Galaskiewicz(2004), 조희진 외(2018) 등은 자원의존론

은 합리적 행동에 기반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사회학적 제도론과 분리된

논리임을 강조하면서 두 이론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

다.

(2) 사회문화적 규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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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회학적 제도론가들은 조직이 사회문화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것은 법적 명령에 의한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조직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전문가 집단과 선도 조직 등이 언급된다(조희진·장

용석, 2014). Meyer and Rowan(1977)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규범

(norm)은 제도화된 사회적 구조에 부여된 규칙과 의미 안에서 존재하는

매우 일반적인 가치로서, 현대사회 및 고유한 사회에 내재되어 특정 구

조나 제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제도적 환경으로

부터 사회적 규범이 형성됨으로써 제도적 환경이 일종의 합리화된 신화

(rationalized myths)로서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복잡한 관계

적 네트워크의 정교화를 통해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다. 조직을 둘러싼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 간 관계적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이를 지속하기 위한 합의가 점점 정교화되

어 합리화된 신화가 더 많이 형성된다. 사회적 규범은 사회구성원 또는

집단이 따를 때 그 의미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 위한 사회적

제재의 메커니즘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이후 다수의 학자들이 사회적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규범에서 정당하

고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제도에 준수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동의하였다. 조직의 존재가 타당하고 가치있다

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조직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조응하여

자신의 활동과 구조를 설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Meyer and

Rowan, 1977; Pfeffer and Salancik, 1978).6) 그렇지 않으면 조직은 자신

의 고유한 목표와 관련된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바꾸려고 시도해

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직은

자신의 구조나 운영원리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정당한 목표나 가치에

맞게 바꾸게 된다(Pfeffer and Salancik, 1978: 195).

6) 사회적 규범에 맞게 조직이 조응함으로써 조직은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legitimacy)을 얻게 되는데(Suchman, 1995), 여기서 규범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
이 나쁜 것인지에 대한 집단적인 평가를 구성하는 공유된 가치 전제”(Suchman,
1995)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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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화를 야기하는 제도적 압력의 유형을 보다 체계화하여 소개

한 DiMaggio and Powell(1983)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형성된 규범이 조

직에게 영향을 미쳐 제도적 동형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

구 이후로 사회학적 제도론에서는 대체로 규범적 압력이 전문화에 기인

한다는데 합의하고 있다.7) 동종업계 혹은 유사업종의 전문가 집단은 그

안에서의 규범들이 보편화되면서 조직들의 제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DiMaggio & Powell, 1983; 조희진·장용석, 2014). 이러한 측면은 조

직의 장 내부에 존재하는 표준 또는 규범(norm)을 강조하기 때문에 규

범적 압력(normative pressure)이라고 부르는데8), 여기서 규범은 전문가

집단에서의 규범으로서 특정 직업군이 공유하는 일종의 자율적인 기준을

의미한다(DiMaggio and Powell, 1983).9) Meyer and Scott(1983: 202)은

변호사, 회계사, 학자 등과 같은 집단적 권위(collective authority)를 가

진 전문 집단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전문가들은 ‘수용가능한 이론이 무

엇인지에 대한 집단적인 권한’을 활용하여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데 영향

7) 한편, 전문화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규범이 조직에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조직의
변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한 학자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Suchman(1995)은 인지적
(cognitive) 측면에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전문화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더
넓은 사회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다양한 종류들을 제한시켜버린다고 지
적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Scott(2001)은 특정 개인이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행위자
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사회적 기대가 제도에 대한 규범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최근에는 조직의 가시성(visibility)이 제도적 환경에 조직의 조응을 이끌어내
는데 규범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Goodstein, 1994; 전이영·
이경묵, 2017). 언론 또한 사회적 압력을 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것이다(Greening and Gray, 1994; Suchman, 1994; Deephouse, 1996).

8) Suchman(1995)은 조직이 규범에 준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당성으로 ‘규범적 정당성
(normative legitimacy)’이라는 용어를 조심해서 쓸 것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
학에서 쓰이는 ‘규범적 문화’라는 의미에 따른 정당성은 사회가 무엇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인지를 집단적으로 평가하고 그 안에서 공유된 가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규범은 일반 대중, 집단, 사회적 체계 등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초기
사회학적 제도론가들, 특히 DiMaggio and Powell(1983)이 제시한 규범적 정당성의
개념은 일반적 사회가치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식적 직업인(formal
profession)들이 만든 특정한 세계관 또는 직업윤리를 의미한다.

9) Scott(1995)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성격을 규제, 규범, 인지적 제도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그의 규범적 제도환경 또한 사회적 약속에 의한 증명이나
인증에 기초하고 있는데 반해, 인지적 제도환경은 문화적으로 지지되어 당연시 여기
는 규칙 등을 중시한다. DiMaggio and Powell(1983)의 규범적 압력의 초점은 전문화
에 의한 제도적 환경의 영향으로서, Scott(1995)의 규범적 제도환경과 같은 맥락이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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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특정 직

업 혹은 업종의 구성원은 ‘생산자의 생산량’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직업

적인 자율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방식 혹은 조건을 자체

적으로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DiMaggio and Powell, 1983).

DiMaggio and Powell(1991: 70)은 이를 전문화(professionalism)라고 일

컬으며 “자신의 업무에 대한 조건과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는 특정 직업군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노력”(Larson, 1977: 49-52; DiMaggio and Powell,

1991: 70)이라고 표현하였다.

DiMaggio and Powell(1983)에 의하면 전문가 집단이 조직에 규범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대

학과 전문 훈련기관은 표준적 규범을 만들고 인지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

추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공식적인 전문 교육이나 수료증 등은 실

제 업무 내용과는 무관할지라도 조직이 사람을 채용하는데 정당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장덕호, 2009).10) 이러한 과정은 주로 인사채용 및 인

사관리 형태를 통해 조직에서 나타나게 된다. 인사 채용 과정에서의 필

터링은 훈련기관으로부터 인사를 채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특정 직무

에 대해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인사를 채용하거나 공통된 승진 제도를 시

행하는 등이 있다. 유사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인사채용 하는

것은 동일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의 풀(pool)이 더욱 동질화되는 과정이

라고 볼 수 있다(DiMaggio and Powell, 1983).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

은 전문직 진입 단계 뿐 아니라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서도 동일한 규범

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DiMaggio and Powell, 1983). 전문가들은

조직들에서 비슷한 직위를 채울 수 있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

며, 비슷한 용어를 구사하여 어떠한 공통된 행동방식 등을 취할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는 사회화(socialization)를 거친다.

둘째, 전문직 종사자들 간 연결망이 만들어지고 정교화되면서 동종업

계 전문직 종사자들 간의 인적·지적 교류는 조직의 내부 변화를 유발하

10) 대학은 그 자체가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므로 구성원들이 어떠한 대학에
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거나 교육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대학조직에 적용
하는 것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최세경, 2010)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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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직간 혁신확산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DiMaggio and Powell, 1983;

장덕호, 2009). 전문직 협회, 무역협회 등은 바람직한 조직 행태와 전문

가의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범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널리 알리는

매개체가 된다. 이들 전문가 집단은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에 기반하여

조직들이 자신들의 말을 따르도록 하고, 조직이 특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제도적 인증을 받게끔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컨대 조직이 외부 컨설

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업체의 주요 역할은 조직의 문제를 바라보는 제

도화된 시각을 제시해 주고, 그에 입각한 해결하는 방식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는 워크샵, 세미나, 훈련프로그램 등의 자리에

서 소통을 통해서도 의사결정자들의 행동규범이 형성될 수 있다.

사회규범적 압력에 대한 논의에서 관계적 네트워크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도 적지 않다. 사회 내에서 관계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제도적

환경이 합리화된 신화를 형성하여 조직에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한다

(Meyer and Rowan, 1977). 사회문화적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직

들이 변화를 추구할 때 관계적 네트워크가 긴밀할 경우 사회문화적 규범

에 따르지 않는 조직에게는 불안감이 조성되어 규범이나 제도를 받아들

이도록 한다(Jensen, 2003). 공공조직의 경우 강제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

거나 모방적 압력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상당수를 이루었기 때

문에 조직간 네트워크 또는 전문화 기반의 규범에 대한 관심은 민간부문

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공공부문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진하

였다(Davis, 1991; Davis and Greve, 1997; Villadsen 2011).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또는 기술이 불확실하거나 환경이 불확

실하여 목표가 불분명할 때는 다른 조직을 모방함으로써 사회문화적 규

범을 보다 쉽게 수용하여 조직간 유사한 동형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

다. DiMaggio and Powell(1983)은 모방적 압력(mimetic pressure)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것은 조직의 환경 불확실성과 관련된 동인이다. 조직 관

리자 입장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으며, 성공여부가 보장되지 않은 제도를 창조하는 위험을 감수하

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조직은 목표가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 28 -

해결책으로 둘러싸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른 조직을 모방(modeling)하고자 한다

(DiMaggio and Powell, 1983).

조직이 어떠한 조직을, 무엇 때문에 모방하는지에 대한 주장은 학자

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정당성을 획득하

는 것을 목표로 외부 조직을 모방한다는 점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즉,

조직들은 모방이 자신들에게 주는 함의보다는 어떻게 정당하게 보일 것

인가에 더 큰 관심을 둔다. 왜냐하면 유사한 조직들이 새로운 제도 혹은

규범을 채택할수록 이들은 조직의 장 안에서 점점 더 정당성을 얻게 되

고(Fligstein, 1985; Tolbert and Zucker, 1983; Goodstein, 1994), 다른 조

직들에게 초기 채택자들은 따라할 수 있는 모델(model)이 되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Goodstein,

1994).

최근에는 조직 가시성(organizational visibility 또는 salience)에 대한

개념이 조직이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사회문화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

또다른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시성은 어떠한 현상이 눈에 보이거나

관찰되는 정도를 의미한다(전이영·이경묵, 2017). 가시성이 높은 조직은

정당성을 확보할 유인이 더욱 크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에 순응할 가능성

이 더 높다(Dobbin et al., 1988; Greening and Gray, 1994). 왜냐하면 가

시성이 높은 조직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혁신적인 제도 등을 실시

해야 한다는 기대가 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들에게는 사회적 기대

자체가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조희진·장용석, 2014). 예를 들

면 조직규모가 큰 조직이거나, 좋은 평판을 가진 기업, 조직지위가 높은

조직 등이 조직 가시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언론은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을 배치함으로써 특히 조직의 명성에 영

향력을 행사하고 조직이 사회적·제도적 압력에 조응하도록 만든다

(Greening and Gray, 1994). 즉, 언론은 조직의 정당성을 부여 또는 높이

거나, 약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Greening and Gray, 1994;

Deephouse, 1999). 그러므로 많은 조직들이 대중의 시선과 언론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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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존과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행위자들, 즉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판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Elsbach and

Sutton, 1992). 예를 들면 사회적 책임과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

나 제도를 최소한으로도 이행하려고 하지 않을 때 사회구성원들은 그 조

직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하여(Burgoon and Poire, 1993;

전이영·이경묵, 2017), 언론의 더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

어 결국에는 조직의 성과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Rhee and

Haunschild, 2006).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지 않는 조직이 언론에 노출됨

으로써 평판이 낮아지면서 정당성이 낮아지거나, 평판이 낮았던 조직이

자신의 정당성을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Elsbach and Sutton,

1992). 따라서 가시성이 높은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

회적·정치적 주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Goodstein, 1994; 전이

영·이경묵,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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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행정학에서의 사회학적 제도론 연구 경향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은 특히 공공조직의 관행이나 의사결정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행정학에서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공공조직이 갖는 특유한 속성 때문이다(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단일하지 않고 공공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Chun

and Rainey, 2005). 즉, 목표 모호성을 띤 공공조직을 어떠한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지 역시 모호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외부에서 찾게 되고,

결국 제도적 환경에 더욱 취약한 경향성을 띤다(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이로 인해 행정학에서는 공공부문의 다양한 조직들이 제도를 도입하

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외부 정당성 획득의 시각으로 접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사회학적 제도론의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배병룡(2017)은 한국 행정학에서 다루어진 사회학적 제도론 연구의

흐름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배병룡(2017)의 내용을 토대로 행정

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실증분석 연구들을 위주로 연구경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

행정학 및 정책학 연구에서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을 적용하여 대표적

으로 다루어진 연구주제는 제도적 동형화 검증이다. 즉,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견

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들이다. 예를 들면 조직구조(Frumki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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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skiewicz, 2004; Ashworth et al., 2009; Villadsen, 2013; 권보경·이경

은, 2021)와 같이 구조적 측면에 관심을 둔 연구가 있는가 하면, 특정 제

도에 초점을 두어 제도 도입 정도를 측정하여 제도적 동형화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성과관련 인사제도와 같은 신공공관

리 분야의 제도가 주요 관심을 받아 왔다(강영철·이철주, 2009; 한승주,

2010; 조희진·장용석, 2014; 장용석 외, 2014; 김정인, 2016), 가족친화제

도(원숙연·성민정, 2016), 교육훈련기법 내용(김미나, 2007) 등의 맥락에

서 공공조직간 서로 유사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책학 연구에서는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을 활용하여

정책확산을 조명하였는데, 정책이나 제도가 확산되는 이유는 특정 정책

이 조직의 장 안에서 점점 당연시되고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

라 그러한 가치에 조응하기 위해 정책을 도입하는 조직이 늘어나고, 그

것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검증한 연구들이

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공무원개혁제도(Tolbert and Zucker, 1983),

복권제도 확산(Jensen, 2003), 다문화지원센터 설치(장석준, 2011), 주민

참여예산제도(유란희·김선형, 2017),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박나라,

2017), 마을만들기사업(장유미 외, 2019), 갈등관련 조례 제정(유한별·나

태준, 2019) 등이 있다.

제도적 동형화 이외에도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은 공공조직이 제도를

도입은 하지만 실제로는 활발하게 운영하지 않고 분리하는 디커플링

(decoupling) 현상을 설명하는데도 적용되었다.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분

리시키는 디커플링 현상 역시 공공조직의 운영방식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논리 중 하나라고 평가된다(정장훈, 2013). 예컨대 성과급제 및 균형성과

표를 포함한 성과중심 인사관리제도(강영철·이철주, 2009; 김동배, 2010;

정장훈, 2013), 유연근무제와 균형인사제도(김정인, 2017), 가족친화제도

(정장훈 외, 2011; 성민정·원숙연, 2017) 등이 형식적으로 도입은 하였지

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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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에 따른 분류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단위 등 다

양한 분석대상을 토대로 이러한 관점을 적용한 연구흐름이 형성되어 왔

다. 그중에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공공기관(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정병걸, 2004; 정장

훈·장용석, 2013; 장용석 외, 2014; 조희진·장용석, 2014; 김정인, 2016),

지방자치단체(Tolbert and Zucker, 1983; Ashworth et al., 2007; 김미나,

2007; 장석준, 2011; 유란희·김선형, 2017; 유한별·나태준, 2019; 장유미

외, 2019), 국가수준(김영수·장용석, 2002; 황정윤·장용석, 2013), 국공립대

학(박상규, 2007; 권보경·이경은, 2021) 등 그 범위는 폭넓다.

구분 선행연구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

예산 동형화 Villadesen(2011)

조직구조

동형화

Frumkin and Galaskiewicz(2004), Ashworth et al.,

(2009) Villadsen(2013), 권보경·이경은(2021)

특정 제도

동형화

성과관련 인사제도(강영철·이철주, 2009; 한승주,

2010; 조희진·장용석, 2014; 장용석 외, 2014; 김정인,

2016), 가족친화제도(원숙연·성민정, 2016), 교육훈련

기법 내용(김미나, 2007)

제도 확산

지방정부의 공무원개혁제도(Tolbert and Zucker,

1983), 복권제도(Jensen, 2003), 다문화지원센터 설치

(장석준, 2011), 주민참여예산제도(유란희·김선형,

2017),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박나라, 2017), 마을만

들기사업(장유미 외, 2019), 갈등관련 조례 제정(유한

별·나태준, 2019)

제도 디커플링

성과급제 및 균형성과표를 포함한 성과중심 인사관리

제도(강영철·이철주, 2009; 김동배, 2010; 정장훈,

2013), 유연근무제와 균형인사제도(김정인, 2017), 가

족친화제도(정장훈 외, 2011; 성민정·원숙연, 2017), 권

보경(2022)

<표 2-2> 행정학에서의 사회학적 제도론 연구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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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학 연구에서의 한계

이렇듯 다양한 공공조직의 운영방식에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을 적용

하기에 적합하다는 실증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분야에서 이러한 관점을 적용한 연구들에서는 몇 가지 한계가 발견된다.

첫째, 배병룡(2017)이 정리하였듯이 우리나라 행정학 문헌 내에서는

경험연구의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대체로 사례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

가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윤견수(1997)의 한국교총 사례 연구, 임동

완(2007)의 국가간 복식부기·발생기준 예산 및 회계제도 사례, 하민철

(2007) 노사정위원회 제도화 사례 연구, 이종범(2008)의 의약분업, 장애

인고용정책, 성매매특별법 사례를 통한 형식주의 연구, 이창길(2008) 한

국지방자치제도 도입 사례, 김명환(2009)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도입 사

례연구 등 모두 질적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로 분류된다.

둘째, 대부분 공공조직을 대상으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존

재한다. 기존 행정학에서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을 활용한 연구들은 공공

조직들 간 제도화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동형

화 또는 제도화의 원인이 ‘조직공공성(publicness)’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

된다는 시각은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Frumkin and Galaskiewicz(2004)의 연구는 제도적 압력이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공부문, 비영리부문, 영리부문 조직

분석대상에

따른 분류

공공기관

Frumkin and Galaskiewicz(2004), 정병걸(2004), 정장

훈·장용석(2013), 장용석 외(2014) 조희진·장용석

(2014), 김정인(2016, 2017), 권보경(2022)

지방자치단체

Tolbert and Zucker(1983), Ashworth et al.(2009) 김

미나(2007), 장석준(2011), 유란희·김선형(2017), 유한

별·나태준(2019), 장유미 외(2019)

국가 김영수·장용석(2002), 황정윤·장용석(2013)

국공립대학 박상규(2007), 권보경·이경은(2021)



- 34 -

들 간 비교함으로써 행정학 분야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이들은

1991년 미국조직조사(National Organization Survey)의 표본들을 대상으

로 강제적 압력, 규범적 압력, 모방적 압력을 측정하여 관료제적 조직구

조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공공조직에서 제도적 압력에

따라 관료제적 조직구조가 가장 공고해진 반면 민간조직에서 이러한 경

향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학 분야에서 공공조직이

다른 부문의 조직에 비해 제도적 압력에 가장 취약하고 민감하게 반응한

다는 점을 보여준 실증적 증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기능을 통제하지 않아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조직들을 비교하였

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면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장용석·정장훈·조승희(2014)가 인적자원관리제도 활

용에 대한 영향요인을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 간 비교검증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 사업체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은 사회적 정당성 확보와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인적자원관리제도를 활용하는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기능적

필요보다는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었다. 이들 연구 역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정당성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는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효율성만을 추구할 것 같은 민간부문에서도 책임성 확보를 위한 인적자

원관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정당성 확보를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

문이 시장논리와 비시장 논리가 공존하여 혁신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존

재하지 않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른 조직을 답습하였을 가능성을 제시

하는데 그쳤다.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고유한 속성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행정학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이 민간조직에 비해 제도적

환경에서 가하는 압력에 민감하여 외부로부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더

욱 관심을 갖는다는 주장은 비교적 최근에 제시되었고, 그렇다보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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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무엇 때문에’ 공공조직이 민간조직에 비해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

력에 더욱 취약하게 반응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논거가 심

도있게 정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실증연구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을 적용하여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의 운영방식의 영향요인 차이를 검증하고, 이러한 차이는 공공부문

의 고유한 속성에 기인할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공공성

(organizational publicness) 이론 맥락을 이론적 연결고리(theoretical

link)로 삼았다. 본 연구는 행정학 분야에서 중요한 핵심 명제로서 “조직

공공성이 중요한가(does publicness matter?)”와 관련된 조직공공성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행정학 연구에서 공공조직간 제도적 압력

에 대한 대응으로서 조직내 구조변화 또는 제도활용 등을 검증한 것과

달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 보다 엄밀한 비교를 위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조직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오히려 행정학보다는 경영학

또는 사회학 분야에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특성 차이로 인해 제

도적 환경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특성에 대하여 매

우 간략하게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조직공공성 관점에서 공공조

직과 민간조직의 차이(sectoral difference)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논의하

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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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특성 논의

1)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별적 특성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여 두 부문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 시

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오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단순명료한 공공-민간

부문 비교(sectoral difference)에서 출발하여 조직의 목표, 구조 및 관리

행태 등 다양한 조직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 왔다(Boyne, 2002; 전

영한, 2009; 이경은·전영한, 2020). 비록 다양한 형태의 혼합형(hybrid) 조

직들이 증가하면서 공공-민간 부문 간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

워지면서 부문간 차이를 관찰해 온 흐름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어 왔지

만, 여전히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조직공공

성 연구들은 소유권적 공공성을 기준으로 논의되어 온 흐름이 지배적이

다.

조직공공성 연구자들은 조직공공성에 대해 정치적 목표 또는 공적가

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접근하였다(Stazyk and Goerdel,

2011; Meier and O’Toole, 2011). Meier and O’Toole(2011)에 따르면 ‘과

연 공공(public)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조직공공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

는 조직공공성은 측정기준에 따라서 조직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동

원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환경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서로 다른 조직들이 유사한 의

사결정을 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채택하는 원인에 대한 탐색에서 나아가,

동일한 현상에 대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조직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공공관리론가를 비롯한 조직학자들은 공공조직이 민간조직에 비해 제

도적 압력에 더 취약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동일

한 현상에 대해 조직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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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고자 한 일군의 학자들은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속성에

기인한 차이에 주목하였다(Casile and Davis-Blake, 2002; 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일찍이 사회학적 제도론가들은 공공조직에 대하여

제도적 압력을 ‘행사하는’ 주체로만 보았고(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공공조직은 조직의 장 안에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가 일어나

도록 민간조직에 일종의 강제적 압력을 가한다고 알려졌었다. 그동안 사

회학적 제도론가들에게 공공조직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공공조직이 일반적으로 제도적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 제도적 행위자라는

인식, 즉 다른 개인과 조직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Scott and Davis, 2015).

후속 연구들에서는 사회학적 제도론을 적용하는 대상의 범위가 확장

되어, 민간조직과 마찬가지로 공공조직 역시 제도적 압력을 받아 제도화

가 발생하고 수립된다는 시각이 학자들 사이에서 확산되었고(Rowan,

2006: 16), 행정학에서는 다양한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기술적 압력에서

나아가 제도적 압력이 조직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공공조직의 운영방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회학적 제도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외부환경에

반응하는 조직의 활동의 원인에 대해 합리성 관점과 정당성 관점으로 대

별되어 온 기존연구 경향에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 시도의 적절성을 더해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제도적 환경에 더욱

취약하였다(Casile and Davis-Blake, 2002; 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장용석 외, 2014). 그렇다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조직 운영원리

가 서로 다른 요인에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학자들의 이론적

논거에 따르면 공공조직은 비시장(nonmarket) 조직의 성격을 가지는 데

반해, 민간조직은 시장(market) 조직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Casile

and Davis-Blake, 2002).

Scott에 의하면 시장 조직은 “고객이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고객의 이해가 충족되면



- 38 -

고객이 요구하는 바를 계속 전달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고객의 이해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조직에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1988: 351). 그러므로, 시장조직은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

고 생존에 필요한 자원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들과의 관계를 관리하

는데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Pfeffer and Salancik, 1978). 이

러한 견해는 민간조직은 내부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련의 활동들

을 수행하거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주장

(Casile and Davis-Blake, 2002; 장용석 외, 2014)을 뒷받침한다.

그에 반해, 비시장 조직은 시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유인이

부족하며(Downs, 1967), 조직 산출물이 “자발적인 대가성 거래를 통해

조직 외부의 어떠한 시장에서도 평가되지 않는”다(Downs, 1967: 25). 성

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능력과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여 평가기준

이 모호할 때, 조직은 보다 외재적이고 가시적인 형태의 평가기준에 집

중하게 된다(Thompson, 1967). 즉, 비시장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

회적으로 결정된(socially determined) 평가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

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Thompson, 1967). 따라서 비시장조직은 제도화

된 관행을 준수하는 행위를 통해 산출물을 비롯한 자신의 조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Casile and Davis-Blake, 2002).

이렇듯 조직 산출물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공공조직의 특수성

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의 동기가 제도적 환경에 대한 조응을 통한 정당

성 확보에 있다. Dobbin 외(1988)는 공공조직이 산출물에 대한 이윤을

토대로 조직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신 구조나 관행을 도입

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고, 정당성과 자원을 제공하는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공식화된 조직의 관

행을 채택할 확률이 민간조직에 비해 더 높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Edelman(1992)은 공공조직이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요구에 훨씬 민감

하게 반응하는 원인은 법적 환경의 특성에 있다고 보았다.11) 즉, 공공조

1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상위조직인 정부로부터의 압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다
수 학자들의 합의된 견해를 바탕으로, 공공조직이 외부환경에 조응하도록 만드는 강
제적 압력을 공공조직 여부로 간주하여 대리(proxy) 측정해 온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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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일수록 행정 명령에 더욱 직접적인 규제를 받고, 이들은 규칙을 기반

으로 운영되는 관료제나 제도화된 환경 안에서 운영되며, 공공조직은 민

간조직에 비해 더 눈에 띄고(more visible), 더 높은 수준의 공적 감시

(public scrutiny)를 받는다. 반면 민간조직은 시장에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교환거래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에 민

감하다(Edelman, 1992).

공공조직의 비시장조직 특성에 관한 논의는 일군의 공공관리학자들이

제시한 공공조직의 특유한 속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공공관리의 특

수성을 강조하는 문헌들은 민간조직에 비해 공공조직의 목표가 더 애매

모호하고, 목표달성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본다(전영한,

2004). 민간조직에 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둘러싸인 공공조직에 요

구하는 바는 저마다 다르며, 이를 반영한 목표 역시 단일하지 않으며 경

쟁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때로는 상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Chun and

Rainey, 2005; Rainey, 2014; 전영한, 2004). 공공조직에게 기대되는 성과

는 민간조직에서 강조하는 효율성을 넘어, 형평성, 대응성, 청렴성 등의

절차적 가치를 달성하여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가치

로서 고려되기 때문이다(Fottler, 1981; Chun and Rainey, 2005; Rainey,

2014: 83).12) 이와 함께 복잡다양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 받는

다(Shleifer and Vishny, 1994). 그러므로 공공조직의 목표는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운 모호성을 띠고(Chun and Rainey, 2005), 어떠한 성과 차

원이 가장 중요한지를 평가하는데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가 곤란하다

(Brewer and Seldon, 2000).

성과 모호성이 있는 조직이 제도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견해

는 사회학적 제도론 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다. Meyer and Rowan(1991:

54)은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학교, 연구개발 부서 또는 정부기관 등

과 같은 조직에서 제도적 환경에 대한 강조는 조직 산출물의 평가 모호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산업혁명

12) 장용석 외(2014)는 공공부문에서 책임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된 이유
도 이러한 논리에 의한 결과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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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는 기업이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이윤 추구가 핵심적 가치였기 때문

에 조직의 산출물을 평가하기가 용이하여 재화의 품질을 검증하거나 통

제하는 과정에 소비자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합

적으로 조직화된 사회(collectively organized society)가 활성화되면서 사

회적 관계의 복잡성은 소비자에 의한 시장 시스템의 영향력을 감소시켰

고, 조직은 사회로부터 받는 요구는 다양해졌다. 사회가 발전하여 근로자

의 인권이 증진되고, 지역사회 요구가 늘어나며 언론이 발달하여 기업에

대한 정보가 쉽게 퍼지면서 기업의 이미지 관리가 중시되다보니 생산성

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아 정당성을 얻는 것 또한

생존에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의 부재와 외부압력

의 강한 ‘침투성(permeability)’으로 인한 목표와 성과의 모호성은 공공조

직이 민간조직에 비해 환경적인 압력에 더욱 취약하며(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 현상이 공공조직에서

두드러진다는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Villadsen, 2011; Pfeffer, 1982;

Rainey, 2014: 98).

최근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의 연구들은 제도적 환경에 취약한 조직일

수록 제도를 채택하여 도입하게 된다는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

일한 제도적 환경에 대해서도 조직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Oliver, 1991)을 인정하며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조직특성 측면에서 공-사 차이가 이러한 다양한 반응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드물었

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조직의 목표모호성에 기인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는 특성이 제도적 환경 안에서 대학조직의

의사결정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2) 대학조직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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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대학은 일반적으로 비영리조직(non-profit

oragnization)으로 인식되어 왔다(DiMaggio and Powell, 1983; Powell,

1983: 183; 정대훈·신동엽, 2017). 그러나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신자

유주의 흐름으로 인해 대학 역시 준시장(quasi-market)에 존재하는 조직

이라고 보는 시각이 인정되고 있다(정대훈·신동엽, 2017). 예를 들면 교

수평가제나 성과연봉제 등 조직의 성과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인사체계가

이루어지는 등의 운영방식이 민간기업의 운영원리 특징을 갖고 있는 것

이다. 게다가 대학은 과거와 같이 학문과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위상을

누리기 어려워졌고 이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의 생산소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학의 미션과 비전에도 이러한 가치가 반영

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조직을 통틀어 준시장이 존재하는 비영리조직이라고 일컫

기에는 대학 내 분류되는 다양한 유형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

나 간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선행연

구들이 대표적으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소유권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해 왔다.

Meier, O’Toole & Hicklin(2009)에 따르면 대학의 공공성(publicness)

을 크게 두 가지 기준, 즉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과 정부로부터 받

는 재정적 지원 비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조직공공성을 나누는 가

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 따라 대

학연구들도 대학의 소유권적 공공성을 설립주체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Meier et al., 2009; Othman and Othman, 2014; Kim, 2016;

Lee, 2017; Chatelain-Ponroy et al., 2018; 권보경·이경은, 2021; 이진권,

2021). 이는 공립대학이냐 사립대학이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

이다. 둘째,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적 지원 비중에 대하여 기존 연구

(Bozeman, 1987; Chun and Rainey, 2005; Andrews et al, 2011; Rainey,

2011)에서는 이를 재정적 공공성(financial publicness)이라고 표현함으로

써,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을수록 보다 공적(公的)이라고 보

았다.13)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기에는 중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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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적지 않다. 국공립대학은 설립주체가 국가이면서도 재정적 지원

이 정부로부터 나오는 데 반해, 사립대학은 설립주체가 민간이고 재정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등록금 등에서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어느정도 받고 있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구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유권, 즉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이분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학은 설립유형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음), 학교법인이 설

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고등교육법 제3조). 국공립대학과 사

립대학은 고등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교

육·봉사라는 사명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조직설치 및 운영과 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는 국공립대학

과 사립대학 간 차이가 존재한다(김정원·조영하, 2017).

(1) 법적 근거 및 설립주체

설립유형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법적 근거 및 그에 따른 설립주체

의 차이에 있다. 문보은 외(2019)는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대학 자율성

측면에서 완전한 정부조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라

13) 이진권(2021)은 대학의 공공성을 규명하기 위해 대학의 규제적 공공성을 재정적 지
원 비중으로 측정한 바 있다. Andrews et al.(2011)는 조직공공성을 소유권적 공공성
과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정치적 통제(political control)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
조하며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들은 소유권과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의
효과는 정치적 통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ontingent)고 주장하였다. 일찍이
Bozeman(1987)은 정치적 통제는 조직공공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소유
권적 공공성과 재정적 공공성은 강한 정치적 통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미
하다(Andrews et al., 2011). 반대로 민간부문의 경우 조직전략과 업무과정 및 산출물
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규제가 결합될 경우 성과영향은 상쇄된다(wiped out)고 보았
는데(Andrews et al., 2011)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도 정부의 규제적 공공성은 소유권
적 공공성이나 재정적 공공성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는 위력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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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정부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학교법인 형태를 취하는 사

립대학과도 차별적인 특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국공립대학은 설치법령

에 의해 조직의 구성이나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다(김막래,

2010).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국립대학교설치령」 등에 의해 설립주체

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립대학 간에는 직접적인 ‘설립운영 관계’가

만들어지고, 관계법령(「국립대학교설치령」제20조14))에 따라 설립운영

자로서 국가로부터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문보은

외, 2019).

국공립대학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학교 설치법령 등에 따라

운영이 다소 경직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김막래, 2010). 이러한 특성은 관료제적인 공공조직과 유

사하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주체가 법인 또는 자연인이라는 점에

서 민간부문의 조직이다.

(2) 거버넌스 구조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서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차별적인 특성을

지닌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의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두

대학조직 유형간 차이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국공립대학은 교육부 장

관이나 대통령이 총장 임명을 한다. 이는 국립대학법인도 마찬가지로 적

용된다.15) 반면 사립대학은 법인에서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경우가 약

70% 정도를 차지한 대부분이고 그외에는 이사회에서 최종 임명을 한다

(박경미, 2018: 2; 윤영덕, 2020: 32).

또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제31조16)에 따르면 국립대학에는 교육

14) 제20조(경비부담 등)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1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6) 제31조(보직경로)ⓛ 본부의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실·국·대변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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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공무원이 발령되어 근무한다.17) (교육부, 2021). 이는 중앙정부에 소

속된 기관으로서(단, 국립대법인 제외) 교육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교무 업무 또는 학생지도 등에 대한 것은 총장에게 위임되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설립주체가 법인 또는 자연인이고 재단이사회가

운영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설립주체가 학교법인인 사립

대학은 법인이사회의 영향력이 더 크다. 법인이사회는 대학의 예산 및

결산, 학교의 장이나 교원의 임면,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린다(김막래, 2010). 예를 들면,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시행세칙 제9조(대학 및 사이버대학 교원의 임면)에서 ‘대학 및 사이

버대학의 교원 신규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원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

된 총인력 범위 내에서는 총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또한 사립대학에는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대상이 아니며,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자가 창학

이념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에서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4급 또는 본부 5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
로에 따라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공모제, 발탁제등을 통한 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5급으로 공개채용된 자는 본부에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경험 등
을 위해 대학, 소속기관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④ 7급 공개 채용된 자 또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된 자는 업무 습득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수습 후 본부, 소속기관, 국립학교 등에 배
치한다.

구분 4급 5급 이하

1단계 4·5급으로 보하는 직위
공통부서, 초·중등교육분야, 고등교육분야,
평생교육분야, 기타분야의 직위

2단계
임시기구, 타 기관 파견직
위, 소속기관·국립대학 과장
및 본부 4급 팀장 직위

1단계 직위 중 고등교육분야에 근무한 경우
에는 초·중등교육분야에 우선배치하고, 이
외의 직위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직위에 배치3단계 본부 과장 직위

17) 교육부 홈페이지에 인사발령 자료가 공개되는데, 실제로 서기관 급에서 전남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에 발령되고, 행정사무관 급에서 경북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등으로 승진발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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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받고 있다(김정원·조영하, 2017).

(3) 조직관리 및 조직문화

공공관리학자들은 조직관리와 조직문화 측면에서 국공립대학은 사립

대학과는 차별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Kim, 2016;

김막래, 2010; 이경은·전영한, 2016; 진영권, 2003). Meier 외(2009)는 총

장의 외부관리 효과로서 기금마련(fundraising)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

학의 조직관리 효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남

겼다. 그런데 Kim(2016)은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조직의 내부 인적자원관

리가 대학의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국공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

났다는 실증적 증거를 통해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외부환경이 보

다 안정적이므로 내부관리에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둘 수 있다는 명제

(Meier and O’Toole, 2011)가 국공립대학에서도 증명되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조직문화 또는 직무몰입 등에 대해서도 국공립대학과 사립

대학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소수의 연구들이 존재한다(김막래, 2010). 국

공립대학은 국가공무원법에 신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국

가공무원으로서의 제약이 가해지며 전반적으로 관료적인 조직문화가 존

재한다(김정원·조영하, 2017). 반면 사립대학의 행정직원은 상대적으로

조직이 보다 기업 문화적 요소에 익숙해 있고 신분보장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강한 편이고, 대학의 소재지나 규모 등의

특성에 따라 신분보장이나 보수, 승진에 대한 욕구 등이 다양하게 존재

한다는 연구가 이뤄진 바 있다(김막래, 2010). 이러한 점도 국공립대학은

공공조직에 가깝고, 사립대학이 민간조직의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4) 조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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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목표 측면에서도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보다 공공조직에

가깝다. 아래 <표 2-3>에서 보여주듯이 국립대학에 한해 진행되는 혁신

사업은 효율성 개선이 주문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초·보호학문을 육성함으로써 다양한 학문분야가

국가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고 특수목적 분야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책무

성을 수행하여 국립대학의 설립목적을 추구할 것을 요구받는다(교육부,

2017: 5). 20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핵심 목표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실현과 지역사회 협력 등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점에서(교육부, 2019) 국립대학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시사

한다.

1.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2017년) 추진원칙

효율성
개선

자율성 강화 대학 내 소통 강화

 
v대학별 혁신과제·성과목표    
   자율설정
v예산 총액배분 및 자율 편성

v대학 구성원 간 소통
v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공공성 
강화

책무성 확보 대학 간 외부 협력

v 국립대 본연 역할 강화
v 자체재원 투자 등 대학의 
   자율적 노력

v 대학 간 자원 등 공유
v 지역사회 연계

2. 국립대학 육성사업(2019년)의 혁신 3대원칙 8대과제 내용

3대 원칙

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립대학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립대학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립대학

8대 과제

1. 사회적 가치를 실

현하는 핵심 인재 양

성

2. 사회적 취약 계층

에 대한 국립대학의 

책무성 강화

3. 사회적 가치 추구

에 적합한 조직 및 재

정 운영 혁신

4. 지역 네트워크 협

력을 주도하고 강화하

는 국립대학

5. 정보·자원 공유를 

통해 함께하는 국립대

학

6. 학생·학부모·지역민

의 대학 운영 참여 확

대

7. 공정하고 갑질 없

는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

8. 일하는 방식 개선

을 통해 교육행정 효

율성 제고

출처: 교육부(2017).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기본계획 공고 보도자료. p.4 참고
연구자 재구성, 교육부(2019). 20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p.9

<표 2-3>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중점 목표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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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유형을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법적으로

논의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진권(2021) 연구에서 분석한 국회 교육위원

회 회의록 자료를 보면 관계자들의 인식에서도 국공립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원장 유△△: 세 번째, 지방국립대학인데요, 그것이 거점이든 중심이든지 

간에 구조조정 대상에서 지방 국·공립대학은 제외를 해야 한다. 오히려 더 확

대해 주고 보강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 그 점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시라

도 국·공립대학 중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큰 대학이 나타난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는 좀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위원장 유△△: 오히려 지방의 국공립대학은 더 늘려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 2017. 09. 18. 제354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중

또한 아래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관한 국회 회의록 자료에서도 국공립

대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학문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국공립대학이 사

립대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적 특성을 가지며, 그로 인해 국공립대학

은 사립대학에 비해 책무성이나 사회적 가치 등을 더욱 추구할 것이 바

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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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 우선 국립대학 법인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저는 이거를, 지금 실제로 법인화가 추진되고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울산과학기술대학은 

법인화 대학입니다.

◯이△△ 위원: 그 나머지 대학들이 문제인데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 아

까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민 혈세로 투입되는 국․공립대학

하고 일반 사립대학하고 저는 역할 분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국립대학은 일반 사립대학이 맡기가 좀 어려운 기초인문과학, 기초자연과

학 이런 것들을 국민 혈세로 투입해서 오랫동안, 졸업한 학생들도 연구원

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데 육성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 정작 

국립대가 맡아야 될 역할이 오히려 없어지고 일반 사립대학하고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학문인 기초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 또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될 것들이 사멸될 위기가 있습니다.

- 2008. 09. 04. 제278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록 중

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2-4>와 같다.

구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범위

국립대
지방거점국립대학,

교육대학 등

사립대학교

공립대18) 서울시립대학교

국립대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특별법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특별법법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설립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자연인

설립근거 국공립대학교 설치령 등의 법령 정관

주요 법적 근거

「국립학교 설치령」,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표 2-4>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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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인데, 공
립고등교육기관 중 4년제 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가 유일하다.

19)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간한 <2021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학의 교비회
계 수입(4조5234억2400만 원)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54.9%(248억2361만
원)로, 대학의 재정구조 재원 중에서 등록금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국대학신
문, 2022.03.28.). (<부록1>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내부 정관 및 인사규정

설립배경 법령 및 국가의 필요성

자발적인 사인의

기대행위(특정이념 및

목적수반)

지휘·감독 교육부
재단이사회 및 국가의

간접적 감독
합리적 조직

편성
어려움 쉬움

조직 유동성 적음 많음

조직체계 총장 정점으로 일원적 행정체계
재단이사회와 총장

중심의 이중구조

주요 목표
효율성 개선 + 교육의 질 향상 +

공공성 강화

효율성 개선 + 교육의 질

향상

거버넌스 구조
교육부 공무원 파견 교육부 공무원 파견 없음

총장 임명: 교육부장관 법인 및 이사회

주요 자원 원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학생 등록금19)

주: 김막래(2010: 56) 참고하여 연구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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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한 제도론적 분석

제1절 연구목적

시간강사는 전임교원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비전임

교원이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가장 큰 목적으로(임성윤,

2010) 시간강사제도를 활용해 왔다. 시간강사제도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

가는 대학의 재정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시간강사제도를 둘러싼 배경을 보면 제도적 환경에서의

규범(norm) 역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11년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른바 ‘시간강사법’이 제정(고등교

육법 개정)되면서 시간강사 활용에 대해 대학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외

부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이 작용하게 되었다. 즉, 시간강사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 또는 규범이 생겼을 뿐 아니라, 정

부가 조직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제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정착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이러한 시간강사제도를 활용하는 정도는 조

직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시간강사제도에 대한 제도적

압력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시장환경의 요인으로 인해 강사를 감축시키거

나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우려(조정호, 2015)가 현실

로 확인되는 경우도 존재하는가 하면, 시간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다.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대하여 대학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 본 연구는 시간강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

적인 선택이자, 정부와 외부 사회에 시간강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당성을 얻기 위한 선택으로도 볼 수 있다는 시각

에서 접근하였다. 즉, 우리나라 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를 어떠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이론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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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제도에 대한 조직의 차별적

인 활용행태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대한 조직특성 차이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로 접근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들(Casile and

Davis-Blake, 2002; 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장용석 외, 2014;

권보경·이경은, 2021)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갖는 서로 다른 속성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이나 운영에 관한 메커니즘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

과 증거들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는 행태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

즘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 중 대학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민간기업

연구에 비해 적은 편이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대학조직의 비정규직 교

원 채용은 자원의 외부 의존성과 같은 합리적 측면을 고려하기도 하지

만, 동시에 사회 담론과 같은 제도적 환경의 제약을 받기도 한다는 논의

(정대훈·신동엽, 2016)가 이루어진 바 있다. 시간강사법 제정이 대학조직

의 운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한 경험연구가 더욱 필

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강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활발히 운영

되거나 축소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나

아가 대학간의 제도활용의 차이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특성에 기인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이론적 논의

1.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한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일반적으로 기업에서의 정규직 고용은 비정규직에 비해 모집 및 채용

과정부터 훨씬 공을 들이고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등 여러 가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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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비용이 수반되지만,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채용 후 교육훈련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맥락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학의 시간강

사 또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비정규직 교원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함석동, 2009; 권혁, 2010; 박종희, 2010) 비정규직 논의를 대학의

시간강사 이슈에 적용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강사제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기술적 환경은 조직의 인적구성 또는 고용

형태와 관련하여 비용 및 수익, 효율성 관련 요인들과 비정규직 고용 결

정요인 등을 참고하였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원인은 대체로 합리성 측면에서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Gramm and Schnell, 2001; 류성민, 2015). 첫째,

비용절감과 둘째, 유연성 확보이다(Davis-Blake and Uzzi, 1993;

Lautsch, 2002; 이택면, 2008; 김동배·이인재, 2007; 김윤호, 2009).20) 비용

절감과 유연성 확보 목적은 비용-편익 관점을 따르는데, 이것은 기업들

이 활용하는 고용전략에 대한 지배적인 설명방식으로 평가되어 왔다(이

용수, 2009).

그중에서 비정규직 고용에 관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논리가 바

로 비용 절감 동기이다(이용수, 2009). 비용절감 동기는 정규직 인사관리

에서 비롯되는 내부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클 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현상에 관한 것이다. 이는 거래비용 및 비용관점에서 정규직 또는 상시

근무와 같은 고용내부화(internalization)21)가 갖는 경직성이나 인건비 부

담 등이 총비용 대비 높아서 비효율을 초래할 경우 고용외부화

(externalization)를 추진하는 것이 기업에게 효율성을 가져다준다는 논리

이다(Davis-Blake and Uzzi, 1993; 김동배·김주일, 2002; 류성민, 2015).

유연성 확보의 목적은 정규직을 대신한 완충적인 역할로서 비정규직을

20) 이후 Davis-Blake and Uzzi(1993)는 조직이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외부화
(externalization)를 선호하는 요인을 네 가지 유형(기업의 인건비, 고용유연성, 기업규
모, 직무복잡성)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비용절감 및 고용유연성 이외에도 다
양한 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연구로 평가받는다(정대훈·신동엽, 2016).

21) 내부노동시장이론에서 내부화 용어는 인력의 할당 및 보상이 외부노동시장의 수요나
공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 내부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Doeringer and Piore, 1971; 김동배·이인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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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다는 논리이다(류성민, 2015).

마지막으로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외부 지식 또는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다(류성민, 2015). 자원의존이론 관

점에서는 조직은 환경적 불확실성 또는 다른 조직에 대한 자원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존의 자원을 내부화하거나 외부 자원을 대체재로서 개발

한다고 본다.

한편, 노동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음을 지적한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혁신의 채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명확한 목표설정과 기술적 환경에 대한 고려를 전제

로 이루어진다는 합리적 과정임과 동시에,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부여하

는 가치와 정당성에 무게를 두는 비합리성의 측면도 갖고 있음을 강조하

고 있다(Abrahamson, 1991; Subramony, 2006; 김윤호, 2007; 이용수,

2009).

다시 말해, 혁신이 조직의 장 안에서 수용되고 확산되는 현상은 기술

적 요인의 합리성에 기인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의례화된 규

범에 조응함으로써 정당성 획득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DiMaggio and

Powell, 1983). 조직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혁

신을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가 어

렵기 때문이다(이용수, 2009). 이러한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행태의 확산

도 제도적 동형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용수, 2009). 비정규직 고

용의 확산을 하나의 사회적 대세로 인식한 조직들은 유사한 조직 또는

해당 산업 분야 내 선도적인 조직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을 모방하거

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압력을 느낌으로써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이용수, 2009). 이외에도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된 법규나 정

책의 방향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최근 조직의 인적구성에 관한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

하는데 있어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통합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

로 접근하고자 한 일련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비정규직 활용 영향요인은

제도적 환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김동배·김주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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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선행연구보다는 국내연구 위주로 제시하도록 하자면 다음과 같

다. 김윤호(2007)는 합리성에 기초한 영향요인으로 효율적 선택(재무불건

전성), 외부통제(상품수요 변동성), 그리고 비합리성에 기초한 영향요인

으로는 제도적 압력으로서 모방요인(사용자 단체 가입)과 Upper echelon

이론에 따른 CEO의 제도에 대한 인지(CEO의 재무관련 경력)가 비정규

직 고용을 확대시키는 것을 밝혀내었다. 여기서 나아가 김윤호(2009)는

조직 내에서는 인사부서를 매개로 규범적 동형화 과정이 일어나 직접고

용중심형 또는 간접고용중심형 비정규직을 활용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

라는 가설을 지지하며,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방식에도 합리성 관점과 더

불어 제도주의 관점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용수(2009)는 조직환경과 전략, 조직의 관행, 그리고 제도적 동형화

변수를 투입하여 비정규직 고용 결정요인을 확인하며 조직환경 요인(고

용 변동성)과 조직 관행(경력직 채용, 노조조직률)은 비정규직 고용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전략(비용우위, 외부화 전략)과 비정규직과 관

련된 규범적 압력에 의해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의 인적구성 관련하여 이러한 두 가지 이론적 접근법을 취한 실증

연구로는 대학에서 활용하는 비정규직 정책 중 하나로서 비정년트랙 전

임교원에 관한 연구가 존재한다. 정대훈·신동엽(2016)은 2007년부터 2013

년까지 국내 4년제 종합대학교들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고용의 영향요

인을 분석하였다. 제도적 요인으로서 규범적 압력에 주목하였고 기술적

요인으로서 환경 불확실성 요인을 경쟁가설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

직의 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황적합이론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조직의

구조는 환경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 비정규직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회담론이 강

화될수록 대학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고용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제도는 정당

성을 획득하여 조직의 장 안에서 확산되는 반면, 제도와 관련하여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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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려워져 조직들 사이에

서 활용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규범적인 제도인지, 조직

이 정당한 제도로서 받아들이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사회담론이었다.

2. 시간강사제도에 대한 논의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은 대학의 운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그에 비해 교원22)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높은 고용 불안

정성 등 열악한 처우가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와

연봉 차이가 상당하여, 대학이 시간강사를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

는 2006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인 입법행위로 이어지지 못하

다가, 2010년 조선대학교의 한 시간강사가 교수임용문제, 강사생활의 어

려움, 논문대필문제 등을 유서에 남기고 자살하면서 시간강사 처우에 대

22)

출처: 최돈민(2016: 119)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주1) 종전의 전임강사 용어는 2012년에 폐지되고 조교수로 통합됨
주2) 당해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 학
장, 또는 교수에 있던 자로서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
의 모범이 되는 자(명예교수 규칙)

주3) 국가기관·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
국인 중 교수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31조)

주4) 대학교수 자격이 있는 공무원 또는 기업체의 임직원 중 대학의 관련 교과와 업무
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겸임교
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2)

우리나라 대학 교원 유형

전임교원1) 비전임교원

교수 명예교수2)

부교수 초빙교수3)

겸임교수4)

조교수 시간강사

<표 3-1>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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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가 촉발되었다(양윤주 외, 2020).

이 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만들어지

면서 강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2010)는 사회갈등 해소 및 통합 차원에서

시간강사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10월에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교육부는 그해 7월에 입법예고했던 ‘기간제 강

의전담교수’ 도입방안을 철회하고 그해 11월에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

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조정호,

2015).

2011년 3월에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시간강사법)

이 발의되어,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 채용기간을 1년

으로 보장하여 방학 중에도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의료를 시간당 8만원

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같은 해 12월 30일에 시간강사 명

칭을 강사로 바꾸고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강사측과 대학측 모

두 이에 반대하여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유예되었다. 입법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 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간강사가 대규모로 해고될 우려 때문이었다(양윤주 외, 2020). 교육부

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형태의 협의체를 통해 개정

안을 시행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강사측과 대학측 모두 극렬히 반대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유예되어 시간강사 문제는 2017년까지 표류하였

다.

2018년 3월 대학·강사·국회 측이 모여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한 후 18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여, 같은 해 강사의 신

분보장과 처우개선 사항을 보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바탕

으로 끝내 2019년 8월부터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개정안에서는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한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강사의 임용조건 및 기간, 임용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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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방학기간 임금지급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조인식, 2019).

강사법은 대학의 내부운영에 큰 변화를 야기하기에 충분하였다. 시간

강사법이 제정되면서 교육부는 시간강사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 퇴

직금23) 및 4대보험 정산, 고용기간 보장 등을 대학에 주문할 수밖에 없

게 되었다.24) 이를 둘러싸고 대학과 시간강사노조 간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가 2019년 8월부터 대학에게 의무적용하게 되면서 대학들은 강사

법을 본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11년 강사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되기 전까지는 대학은 자체적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개별 대학의 임의에 따라 시간

강사의 고용이 결정되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강사법 개정안이 유

예되는 동안 법률이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에 따라 시

간강사 채용을 진행하였다.

23)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부(2019)가 배포한 ‘대
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에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
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는 강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통
해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 처우개선비(방학 중 임금, 퇴직금)에 국공립대학 및 사립
대학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소요액의 70%를 지원하기로 하였지만, 「근로자 퇴직급
여보장법」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대학은 주당 5시수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는 것
을 방침으로 하였다(한국사학진흥재단, 2021.07.02.). 본 연구의 분석기간에는 2019년
1학기까지이므로 해당 지원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이다.

24) 원래는 4대보험 복지혜택도 제공하려고 했지만, 이해집단의 반발로 인해 조율 후 건
강의료보험 지원은 제외되었고, 강사신분을 3년간 보장할지라도 매 학기 강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삭제되었다(서울신문, 2021.06.03.)

구분 개정 전

2011년 유예 강사법

(2012. 01. 26.

제14조의2(강사) 신설)

2018년 개정 강사법

(2018. 12. 18.

제14조의2(강사) 개정)

법적

지위

시간강사

(비교원)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된 강사

(단, 교육공무원,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때는 교원 인정되지 않음)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된 강사

(단, 교육공무원,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때는 교원 인정되지 않음

<표 3-2> 강사법 관련 법적 근거 주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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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학에서 시간강사의 수가 계속 증가한 데는 다른 어떠한 이

유보다 비용 절감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임성윤, 2010). 그러나 강사

법을 계기로 강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학이 강

사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높아졌다. 대학은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 구축에도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

임금 인상과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여 대학의 부담

이 더 커져(경향신문, 2019.01.23.) 대학측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학들이 강사를 대량 해고하고, 전

임교원의 전담 강의 시수를 법정 시수를 초과하여 배정하는 곳도 존재할

것이며, 강의 수를 줄이거나 통합하여 대단위 강의를 늘리는 방식 등이

나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조정호, 2015; 최경돈, 2016). 이러한 행동은

강사법에 대한 대학의 반응이 될 수 있다.

구분 개정 전

2011년 유예 강사법

(2012. 01. 26.

제14조의2(강사) 신설)

2018년 개정 강사법

(2018. 12. 18.

제14조의2(강사) 개정)

임용

기간

계약에 따라

결정
1년 이상 임용 원칙

1년 이상 임용 원칙

(단, 법률에 명시된 제한된

사유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

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보수

강의료 지급 강의료 지급
강의료 지급,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 지급

대학 편차

크고, 낮은

강의료

§ 국립대: 시간당 강의료

인상 추진(전업강사의 경

우 전임강사의 1/2수준까

지)

§ 사립대: 강사연구보조비

지원을 통해 시간당 강

사료 상향 추진

§ 국립대: 시간당 강의료 인

상 추진(전업강사의 경우

전임강사의 1/2수준까지)

§ 사립대: 강사연구보조비 지

원을 통해 시간당 강사료

상향 추진

출처: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2010). p.10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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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인사제도 활용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제도활용 영향요인을 탐색하려는 학자들의 시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을 막론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공공부문에서는 주로 성과관련

인사제도 활용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합리성 관점과 정당성 관

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예를 들면 조희진·장용석(2014), 장용석 외

(2014) 등은 공공기관이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조응하고 있

음을 보여줌으로써 정당성을 얻는 목적도 작용하였음을 밝혀내었다. 여

기서 나아가 정장훈(2013)은 성과관련 인사제도를 형식적으로 도입하였

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틀에

서 접근하여 탐색하였다.

이처럼 합리성과 정당성 이론의 두 가지 입장을 활용하여 민간조직의

제도 도입 혹은 운영원리의 변화 등을 검토한 연구(예: Goodstein, 1994;

이규용·손동원, 2001; 노용진 외, 2003; 유규창·김향아, 2006) 뿐 아니라

공공조직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이 모두 설명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실증적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다(예: Tolbert and Zucker, 1983; 이수영·

김동원, 2014; 장용석 외, 2014; 정장훈, 2013; 조희진·장용석, 2014; 김정

인, 2016). 이러한 시도는 사회학적 제도론의 이론적 발전과 행정학 분야

에서 공공조직의 운영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고무적이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조직들이 왜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외부환경적 특성의 차이를 낳는 보다 본질적

인 조직특성으로서, 공-사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한 연

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Casile and Davis-Blake(2002)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의 새로운 경영대학 인증제도에 관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

대학이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영향요인을 제도적 압력과 기술적

압력으로 접근하며 기존의 이론적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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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각을 견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즉,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은 핵심적인 차별점이 존재한다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서 제도적 압력과 기술적 압력이 가

해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를 규명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인 수

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과

조직 공공성 연구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가 될 수

있다.

2. 시간강사제도 대한 논의

본 연구가 주목한 제도적 변화로서 시간강사법 제·개정은 많은 사회

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사회적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제도 활

용에 관한 연구에는 뚜렷한 공백이 존재하였다. 시간강사 관련 연구는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문제를 비판한 연구(함석동, 2009)를 위

주로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강사제도와 교

육적 현안 문제를 다룬 연구(박광기, 2001; 한면희, 1992) 등이 있다. 그

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시간강사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시간강사법이 어떠한 정책과정을

통해 시행되게 되었는가에 관한 연구(양윤주 외, 2020)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실증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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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가설 설정

1. 기술적 요인

본 연구가 주목한 시간강사제 활용정도는 대학이 인적구성 및 고용형

태에 관하여 내리는 관리적 결정(managerial decision)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특정한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은 환경적 요구에 대응함으

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성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정대훈·

신동엽, 2016). 상황적합이론은 조직의 인적구성 및 구조에 관하여 조직

이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조직의 의사결정이 달라진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김윤호, 2007; 정대훈·신동엽, 2016). 각 조직이 처한

환경의 특성에 따라 조직의 유연성이 다르게 요구된다는 Burns and

Stalker(1961)의 주장과, 환경 불확실성에 따라 조직의 내부 구조를 변화

시켜야 한다는 Lawrence and Lorsch(1967)의 주장 등을 바탕으로, 환경

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직 고용을 확대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각 조직은 자신이 처한

환경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

기 위한 수단으로 인적자원 고용의 유연화를 추구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정대훈·신동엽, 2016). 환경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이 기간

제 고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Foote and Folta, 2002; 류성민,

2015)와 유사하게, 대학에서도 환경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비정년트랙 전

임교원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정대훈·신동

엽,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1: 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대학일수록 시간강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전략적 상황론가들은 성공적인 조직들은 환경적 상황에 정합성을 높

이는 방향으로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한다(1992; 신동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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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 환경변화가 불확실성이 높다고 인지될 때

조직은 상대적으로 고용의 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 있다(신

동엽 외, 2003). 조직은 수요의 변동이 클 때 이러한 시장상황에 탄력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Porter,

1985; 정동섭, 2008). 이때 비정규직 고용은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이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자(Kalleberg et al., 2003), 수요의

급격한 변화에서 정규직을 보호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

(buffer)로 활용되는 전략이기도 하다(Pfeffer and Baron, 1988; 김윤호,

2007).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김윤호(2007)는 수요변동성이 높은 기업

일수록 비정규직 고용수준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대학의 의사결정에서도 수요 및 시장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Kraatz and Zajac, 1996; Casile and Davis-Blake, 2002).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입학률 변동은 조직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변수

(Meier and Bohte, 2003)로 활용되어 왔으며, 해당 대학에 대한 학생들

의 수요에 얼마나 변화가 생기는가는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사회의 기술적 환경 변화가 개별 대학조직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Kraatz and Zajac(1996)은 미국 학부중심대학

(liberal arts college)의 커리큘럼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학부중심대학의 전문 프로그램 설치는 학생 수요변화나 시장요구와 같은

‘기술적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제도적 환경에 강한 영향을 받는 대학조직에서도 환경적 수요

변화에 정합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구조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실증분

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

은 가설을 구성하였다.

가설1-2: 해당 대학에 대한 수요자 변동이 클수록 시간강사제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정규직이라면 부담해야 하는 복리후생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절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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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한다는 비용최소화 관점에서는 주로 인

건비, 정규직 임금수준, 교육훈련비용 등을 주요 변수로 삼고 있으며 최

근까지도 강력한 설명논리로 인정받고 있다(Gramm and Schnell, 2001;

Kalleberg et al., 2003; Voudouris, 2004, Supangco, 2008, 이택면, 2005;

노용진, 2006; 노용환, 2007; 김윤호, 2009; 류성민, 2015). 즉, 노동시장에

서 생산성이 최대화(maximization)될 수 있도록 조직은 정규직과 비정규

직을 구분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비용과 편익에 따른 의사결정인 것이

다(이용수, 2009). 예를 들어 김윤호(2007)는 우리나라 기업의 정규직의

비급여인건비 비율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졌음을 밝힌 바 있으며,

이외에도 선행연구들(권순식, 2004; 우상범·김정우, 2013; 김명환·김기승,

2021 등)은 대체로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25)

대학의 인력 운영방식은 이러한 기업의 운영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대학에서 시간강사의 수가 계속 증가한 데는 다른 어떠

한 이유보다 비용 절감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임성윤, 2010). 대학

입장에서는 시간강사제도를 통해 전임교원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학생들

에게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권

순식, 2013)에서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원인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

을 때 쉽게 고용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정대훈·신동엽(2016)

은 정규직 고용시 발생하는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손실 등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은 대학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내

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이

높은 대학일수록 이에 부담을 느껴 시간강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가설1-3: 총지출 중 고정비용 비중이 큰 대학일수록 시간강사제도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25) 이와 유사하게 류성민(2015)은 민간부문에서 대졸 정규직 신입직원의 평균임금을 통
해 정규직 임금수준이 비정규직 고용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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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선행연구에서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조직에서도 단기

적으로 위험을 낮추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Hanka, 1998; 김윤호, 2007). 이러한 논의를 대학에 대

입하면, 대학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등록금

의존율이다(박태환 외, 2019). 또한 등록금은 대학 운영에 매우 중요한

재정적 원천으로서, 총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변화하는 기

술적 환경에 얼마나 취약한지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Paulsen, 1990; Kraatz and Zajac, 1996). Kraatz와 동료들(1996; 2002)은

대학조직의 제도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등록금 의존율 변수가 주요한 기술적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Casile and Davis-Blake(2002) 역시 대학의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요인으로서 등록금 변수를 학생 수요에 대한 민감도의 측면

에서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것은 곧 재정적 불안정성이 높은 대학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학생들

이 고객으로서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그만큼 학생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정적 변화에 민감해지

고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등록금 수입에 대

한 편중도가 심할수록 재정이 열악해져 교육투자는 적게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박태환 외(2019)의 주장도 등록금 의존도가 높

아 재무적 불안정성이 대학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와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

래와 같은 가설을 구성하였다.

가설1-4: 재무적 불안정성이 높은 대학일수록 시간강사제도를 적극적으

로 활용할 것이다.

2. 제도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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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제도주의 논리에 따르면 제도적 환경 하에서 조직들은 사회

문화적 기대에 맞추어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정당성

(legitimacy)에 관심을 갖는다(Tolbert and Zucker, 1983). 이는 합리성

관점의 자원의존이론 등과 같이 과업 환경(task environment) 하에서 희

소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조직의 모습을 가정한 효율성 중심

의 여타 과 조직이론들과 맥을 달리 한다(DiMaggio & Powell, 1983;

Grewal & Dharwadkar, 2002; Scott, 1987; 조희진 외, 2018).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은 조직 구조 뿐 아니라 조직의 운영(practices)

또는 행태 등의 변화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최창수,

2008).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정당성 있다고 판단되는 형식 또는 형

태를 갖춤으로써 조직과 사회의 적합성(social fitness)를 강조한(Scott,

2008: 152) 사회학적 제도론 후속 세대에서는 조직이 제도적 압력을 그

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전 학자들의 논의에 대한 수정을 가하며

(Oliver, 1991; Goodstein, 1994 등) 이론적 발전을 꾀하였다. 조직마다

제도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반응하여 외부 제도적 환경에 묵인, 회피, 조

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종의 전략적 반응(strategic response)을 보일

수 있다(Oliver, 1991)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존 경험연구들에서 개별 제도나 관행에

따라 조직의 반응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다양하게 나타났다(Oliver,

1991; Dobbin et al., 1993; Goodstein, 1994; Casile and Davis-Blake,

2002; 전이영·이경묵, 2017 등).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DiMaggio and

Powell(1983)이 제시한 세 가지 제도적 압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학적 제도론 연구자들은 정부의 개입 혹은 규제와 같은 강

제적 압력26)이 조직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있다(Frumkin

26) 기존 연구에서는 강제적 압력을 공공조직 여부 또는 공공기관 유형으로 대리측정한
경향이 있다(김동배, 2010; 이수영·김동원, 2014; 김정인, 2016; Shin and Chung, 2020
등). 공공조직이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고 그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민간조직에 비해 강제적 압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인
(2016)은 동일한 공공조직임에도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상위부처와의 종속적인 관계
가 달라진다고 보았고, 공공기관의 성과급 도입은 외부 압력에 의한 강제적 동형화의
결과임을 밝혔다. 다시 말해, 상위부처와 공공기관의 종속적 관계에 따라 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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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alaskiewicz, 2004). 정부는 고유한 권위와 법규 등을 도구로 삼아

하위조직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강제적인 평가, 조사 및 감사, 규제

등의 영향을 받을 때 하위조직은 방어적이고 동형화되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하위조직은 상위조직이 행사하는 법적 강제력을 위배했을

경우 더 큰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상

위조직이 원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시간강사 채용은 본래 대학의 재량 아래 이루

어져 왔던 영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정철 외(2007)는 대학에 대한 정

부의 규제는 대학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가용자원의 효율적

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

다. 이어서 전영한(2014)은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

는 증거는 많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른 대학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강사의 비중이 증가한 결과(이필남 외, 2010)를 참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27) 이러한 논의를 통해 대학의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변화는 운영의

효율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시간강사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는 단연 시간강사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강사법이 발의

되고 제정된 후, 개정 내용이 추가되고 수정을 거듭해 왔다. 비록 이해관

계자 집단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8년동안 강사법 시행은 유예되었지만,

시간강사 활용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정책 및 제도마련이 촉

구되는 등 제도적 압력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생존을 위해

외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하위조직의 입장이다. 이때 외

부 압력에 순응하지 않는 대응방식을 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Oliver,

반응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조직 여부와 강제
적 압력 수준을 동일시하지 않고, 조직이 정부로부터 받는 관리·감독의 수준을 강제
적 압력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27) 반면 싱가포르 국립대학 법인화는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으
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이필남 외, 2010; 전영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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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대학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및 활용에 대해 외부사회 및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심해졌

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구성하였다.

가설2-1: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록 시간강사제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 조직은 외부환경에 조응하는데 있어 외부 사회에서 구성된 사

회문화적 규범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제도가 조직들 사이에서 당연

하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조직의 장이 형성되면서 그 안에서 전문가들

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화로써 촉진될 수 있다(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산업 내 통용되는 표준, 최선의 운영방식(best

practices), 관습적 지혜(conventional wisdom) 등이 전문적 네트워크에

서 파생되는 주요 사례이다(Hoffman and Ventresca, 2002).28)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DiMaggio and Powell(1983)이 제시한 규범적

압력과 네트워크 관점을 결합하여 외부환경에 대한 조직의 반응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예: Burns and Wholey, 1993; Young et

al., 2001; Jensen, 2003; Erickson and Jacoby, 2003; Villadsen, 2011;

손동원, 1996 등). 특히 조직의 장 안에서 관계적 네트워크가 긴밀할 경

우에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직이 불안감을 조성함으로

써 이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기도 한다(Jensen, 2003).

같은 맥락에서 Oliver(1991: 171)은 고도로 상호연결된 환경은 제도적

규범이 확산될 수 있는 관계로 이루어진 확산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시간강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 둘러싸

여 그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는가 따라 대학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들의 협의체 또는 협회의 존

28) 규범적 압력은 모든 산업체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 공간, 사회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제도적 압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DiMaggio
and Powell(1983)은 조직의 장 영역을 강조한다.



- 68 -

재는 소속된 구성원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그 속에서 정보가 교류

되게 하는 장(場)의 역할을 함으로써(Casile and Davis-Blake, 2002;

Jensen, 2003) 소속된 조직간 서로 유사한 구조를 띠거나 관행을 도입하

는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조직과 맺는 네트워크는

제도나 관리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소통되는 전달통로(conduit)의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Erickson and Jacoby, 2003).

이러한 논의는 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 대

학은 이미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도의 전문화된 조직이기 때문에(최세경,

2011) 전문화 논의에 집중하기 보다는 소속된 집단에서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자면, 워크샵, 세미나, 훈련프로그램 등의 자리에서 소통을 통해 의

사결정자들의 합의된 행동규범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개별대학이 이를 따

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세경·현선해(2012) 역시 대학교육

협의회에 가입된 대학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학에 비해 규범적 동형화

압력을 강하게 받아 제도에 대한 도입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실제로 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협의회에서 시간강사법

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공청회 자리를 만들었고,

협의회 구성원 및 시간강사 단체의 강력한 의견 제시 끝에 법안이 2019

년까지 계속 유예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직이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이 분명하지 않거나 목표

가 모호할 때와 같이 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다른 조직을 모

방하여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한다(DiMaggio and Powell, 1983). 기존 연

구에서는 모방적 압력에 의해 조직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구조를 변화시

키는 결정을 내린다는 주장을 다양한 연구대상을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

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에 업계의 관행과 경쟁조직의

비정규직 채용의 움직임(정동섭, 2008)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모방적 압력이 조직의 인적 구성 및 채용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

다.

대학 연구에서도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모방적 압력이 넓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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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

되어 왔다. 다른 대학을 모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정대훈·신동엽, 2016), 수직적 분화와 공

식화 수준이 높은 관료제적 조직구조 운영(권보경·이경은, 2021), 대학입

학사정관제 도입(장덕호, 2009; 주휘정, 2014) 등 다양한 제도나 관행이

모방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법 시행하는데 사회통합위원회의 개선안은 시간강사의 구체

적인 권리나 지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며(경향신문,

2010.10.25.)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시간강사법은 2주 임금

지급을 ‘권한다’는 기준이나 시간강사 강의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법

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며(강원지방신문, 2021.09.07.) 초빙교원에 대

한 구체적인 정의가 모호한 점(경향신문, 2021.01.31.) 등은 대학이 시간

강사제도를 둘러싸고 재량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이는 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결국 다른 조직을 모방

함으로써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2: 사회문화적 규범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록 시간강사제

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3. 기술적 요인, 시간강사제도 활용, 그리고 공공-민간 차이

대학조직은 대표적으로 제도적 환경에 강한 영향을 받는 조직유형 중

하나라고 알려졌지만(예: DiMaggio and Powell, 1983; Scott and Meyer,

1991; 김도희, 2004 등) 고도로 제도화된 조직의 장 안에서도 어떠한 환

경적 조건에 처해있는가에 대해서는 조직마다 서로 다르게 느끼고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정대훈·신동엽, 2016), 조직특

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Casile and Davis-Blake(2002)는 사립대

학이 갖는 시장조직에 가까운 특성이 국공립대학과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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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학

생이 지불하는 등록금 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

다(Tolbert, 1985). 그리고 많은 사립대학들은 학생 수요와 요구에서 단

기적으로 발생하는 변화에 완충할 수 있는 적립금(또는 기부금,

endowment)이 부족한 현실에 처해 있다(Casile and Davis-Blake, 2002).

이러한 사립대학들은 대체로 단일한 고객집단, 즉 학생으로부터의 수입

이 예산구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Casile and Davis-Blake,

2002), 사립대학은 외부환경에 대한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반응을 결

정하는데 기술적 압력을 주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비

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교원을 고용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정대훈·

신동엽, 2016 참고). 외국의 맥락과 국내 맥락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

지만 실제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수가 전체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국립

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Baldwin and Chronister, 2001).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현재 대학이 처한

환경은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데, 특히 사립대학들은 존폐가 달려 있을

정도로 극심한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Kraatz and Zajac, 1996).

따라서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은 학생이나 시장에서의 이해관계자

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더 민감할 수 있다

(권보경·이경은, 2021). 민간조직은 효율성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관행에 조응하기 어려워진다(Ruef and Scott, 1998).

이처럼 특히 사립대학에서 고객이 지불한 비용, 즉 학생의 등록금이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안정적인 운영

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공립대학에

비해 시간강사 활용의 기술적 압력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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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기술적 요인이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사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4. 제도적 요인, 시간강사제도 활용, 그리고 공공-민간 차이

국공립대학은 그 자체로 갖는 특성으로 인해 비시장 조직

(non-market organizations)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Casile and

Davis-Blake, 2002). 국공립대학은 법적으로 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예산

은 정부로부터 부여받아 운영되며, 따라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운영하고 그에 대하여 증빙해야 한다.29) 또한 국공립대학은 고등교육기

관으로서 사립대학과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설립목적에 사

회적 책무 이행과 사회봉사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 요구되는 점에서(교육부, 2018) 사립대학에 비해 다

양한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시장환경에 대해

서는 보다 둔감하게 인식하는 반면,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둔다(Casile and Davis-Blake, 2002). 공공관리문헌에서 공공조직은 민간

조직과 달리, 기능적 필요보다는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

는 것을 더 중시한다는 주장(장용석 외, 2014)과 같은 맥락이다.

일부 사회학적 제도론가들은 외부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기대에 대

해 조직이 얼마나 조응하는가는 조직이 존재하는 목표와 그 제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조화되는가의 문제라고 보았다(Goodstein, 1994; Casile

and Davis-Blake, 2002). 공공조직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기대는 공공조

직이 외부 사회적 요구에 보다 책임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Allison, 1983), 이것이 공공조직의 다양한 목

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상위조직인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

29) 이러한 공공조직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민간조직에 비해 강제적 압력을 더 크게 느끼
지만, 공공부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조직특성에 따라 정부로부터의 감독이나 관리의
정도와 깊이가 다를 수 있다.



- 72 -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이다. 따라서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제

도적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요구나 기대와 자신의 운영방식을 일치시키려

는데 더욱 노력한다(Goodstein, 1994).

이러한 논의를 시간강사제 활용에 적용해 보면, 국공립대학은 시간강

사제 활용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조정호, 2015). 이는 2011년

에 제정된 ‘시간강사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강사료를 인

상하는 등의 행동은 국공립대학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조정호,

2015).30) 국공립대학은 넓은 범위의 공공조직으로서 정부가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해 제시한 정책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변화

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이명석, 2017).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제도적 압력이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국공립대학에

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30) 강사의 임금과 관련하여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의 반응도 차별적인 것을 알 수 있
다. 강사법의 기본 취지는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제적 안정을 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이어지는 대학의 조치는 강사료 인상과 4대보험료 등의
지원이다. 국립대학이 선제적으로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였고 그에 뒤따라 사립대
학에서도 강사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었는데,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시 강
사료에 대한 지표를 연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에게는 시간강사료
를 최저기준의 요건으로 제시하여 권고 정도로 머물렀지만, 국립대학에게는 의무적으
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로 인해 국공립대학은 선도적으로 강사료를 인상하고
4대보험료 등의 인건비를 부담하였고 뒤따라 사립대학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조정
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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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연구설계

1. 분석범위 및 자료의 원천

본 연구는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

는 목적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한 분석대상을 우리나라 4년제 종합대학

으로 설정하였다.31) 우리나라 대학들은 국가 정책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및 경제 침체 등의 악조건 속에서 이러한 위

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대학을 모방하고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등 능동적인 변화를 시도해 왔다(권보경·이경은, 2021).

그러한 가운데, 시간강사제도는 대학의 운영방식과 재정운영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 특히 2011년 시간강사가 처우를 비관하여 자살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시간강사의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

지면서 만들어진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의 시간강사

제도 활용에 있어 주요한 변화를 야기한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

해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직진단평가연구부(CODE)에서 구축한 ‘한국 공공서비스조

직 조사(KPSOS)’의 2014, 2016, 2018년 3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32) ‘한

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는 2014년 이후 매년 한국의 공공기관, 지방공기

업, 대학 등 주요 공공서비스 조직에 대해 인포먼트 조사(informant

survey)와 아카이브 자료(archival data)를 수집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베

31)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송통신대학(1개교, 2014년 자료에만 포함) 및
사이버대학(10개교, 2014년 자료에만 포함)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산업대
학(2개교, 2016년과 2018년 자료 포함)은 고등교육법에서 일반 4년제 종합대학과는
다르게 보고 있는 등 특성이 달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
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와 같이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 역시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다.

32) 분교와 본교가 아닌 캠퍼스에 대한 조사는 2014년에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분교
여부는 통제변수에 추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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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이다. 특히 이 조사는 인포먼트 서베이(informant survey) 방식을 통

해 각 조직의 인사담당자와 재무담당자 각각 1명에게 해당 조직의 구조,

관리, 전략,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설문하여 경성자료를 통해 측정

되기 어려운 조직학적 개념들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인

포먼트 서베이 방식은 ‘미국조직조사(National Organizations Study, 이

하 NOS)’의 조사방식(Kalleberg et al., 1994)과 유사하다. 설문 응답자는

대체로 중간관리자로서 평균 근속연수는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8년

이상 근무자로서 조사대상의 전문성에 있어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조사방식은 면접관들이 전화 및 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이 아니라

응답자와 접촉하여 해당 조직을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인터뷰

(face-to-face interview)를 통해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조사방식에서도

우수성이 있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의 정보와 응답기관 수는 아래 <표 3-3>과

같다. 대학조직에 대한 조사는 1차부터 3차까지 실시되었으며, 해당 연도

연말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4년에는 4년제 대학의 본·분교를 포함하

여 252개 조직 중 187개 대학의 정보가 수집되었으며(응답률 74.2%),

2016년에는 본교만 대상으로 하여 202개 대학 중 133개 대학(65.8%),

208년에는 조직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조직은 조사에서 제외하여 본교 중

전일제 교직원 현원 40명 이상인 193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110개 대학(57%)의 정보가 수집되었다.

조사차수 조사기간 대상
전체 조사

대상 수

응답기관 수

(응답률)
1차

(2014년)
14.10.~14.12. 대학알리미기준 4년제 대학 본분교 252개

187개

(74.2%)
2차

(2016년)
16.11.~17.01. 대학알리미기준 4년제 대학 본교 202개

133개

(65.8%)

3차

(2018년)
18.10.~19.01.

대학알리미기준 4년제 대학 본교

중 교직원 40명 이상 대학

(2017년 말 전일제 기준)

193개
110개

(57.0%)

<표 3-3> 조사 정보 및 응답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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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사이트33)에서 대학별로 공개

하는 공시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성자료는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독립변수에 포함된 등록금 비중 및 인건비 비

중은 ‘대학알리미’에 고시된 각 대학의 회계자료를 토대로 산출하였다.

회계자료는 해당연도 전년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즉,

2015년에 공개된 회계자료는 2014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등록금 비중 및 인건비 비중은 대학알리미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에 공개한 회계자료이나 실제로는 2014년, 2016년, 2018년 수입 및

지출현황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런데 2019년부터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회계 항목별로 편성의 변화가 생겼다. 대

학알리미가 공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학교만이 국립대학회

계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예를 들면 여비의 경우 개정 이전에는 운영비에 속하였는데, 이후

에는 인적경비에 포함되어 별도로 표기하도록 변화되면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함께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 공공성의 성과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이진권(2021) 역시 서울시립대학의 재원구조

는 다른 국립대학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의 범주로서 분석

이 실시될 경우 분석결과의 편의가 존재할 수 있어 분석대상에서 서울시

립대학교를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2010년 2012년 2018년
2019년

하반기
사회통합위원회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

강사법 발의,

조항 신설

(고등교육법

개정)

→
강사법

개정
→

강사법

시행

분석의 시간적 범위

(2014년~2019년 상반기)

<표 3-4> 분석의 시간적 범위

33)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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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시간강사제도 활용 수준이다. 시간강사제도 활

용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지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시간강사의 인적구성과 관련하여 총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을 측정하였

다.34) 각 학교당 비전임교원35)과 전임교원36)을 합한 총 교원 중에서 시

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강사제도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를 나

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둘째, 비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을 측정하였다. 시간강사 외에도

비전임교원은 겸임교원, 초빙교원37), 기타비전임교원38)으로 구성된다. 최

34) 대학알리미에서 시간강사는 분석년도의 4월 1일 재직중인 시간강사의 실제 인원을
공시하도록 함(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 2017).

35) 비전임교원은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및 기타비전임교원이 해당한다. 겸임교
원은 「고등교육법」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제4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
족하는 교원으로,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2)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
사한 교원, 3)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근무하
고 있는 현직자(단,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원소속(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 4)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 5)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
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이다.

36) 전임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
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
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1)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
하고 임용되어 전일제 근무 교원, 2) 분석연도 4월 1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
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따라 연금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
보험 가입교원을 의미한다. 대학알리미 공시에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지만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의 경우
도 포함이다(총장은 전임교원 제외)(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 2017).

37) 초빙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와 「대학
설립․운영규정」 제6조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으로, 1)‘대학교
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2) 근무기간이 1
년 이상으로 계약된 교원, 3)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교원, 4)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 5) 해당연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
하여 대학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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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시간강사법 이후로 비전임교원 중에서 시간강사가 아닌 겸임교원

이나 초빙교원과 같은 다른 형태의 비전임교원을 채용하는 대학들이 증

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임교원 중에서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

해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를 살펴보았다.

셋째, 시간강사 담당강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대학은 시간강사를 채용

하여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전체 강의에서 시간강사의 강의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역시 시간강

사 활용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모

두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들을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1) 기술적 요인

기술적 요인은 대학이 합리성 관점에서의 기술적 환경 변수들로 구성

된다. 첫째, 환경 불확실성은 한국공공서비스조직조사(KPSOS)에서 “귀

대학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생의 수요 변화는 예측이 용이합니까?” 문

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하여 인사담당자와 재무담당자는 각각

리커트 5점척도(①전혀 용이하지 않다, ②용이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용이하다, ⑤매우 용이하다)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인사 및 재무담당자의 응답값을 각각 역코딩한 후 평균함으로써 값이 클

수록 환경 불확실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둘째, 해당 대학에 대한 수요변동은 직전년도 신입생충원율과의 차이

로 측정하였다. 신입생 충원 또는 경쟁률 등은 해당 대학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지표로 알려져 왔다(Casile and Davis-Blake, 2002). 높은 신입

생충원율은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암시할 뿐 아니

38) 기타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
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
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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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정적 안정성과 생존 가능성의 제고로 연결된다(권영우, 2020; 홍성

우, 2012 등). 따라서 김윤호(2007)가 수요 변동성을 매출액 변동성으로

측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분석연도의 신입생충원율에서 직

전년도 신입생충원율을 뺀 값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재무적 불안정성은 각 대학의 수입 총액 중에서 등록금 수입의

비중(등록금 의존도)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적 불안정성이 높

을수록 대학이 비정규직 교원으로서 시간강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은 재정적 안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이라고 지적된다(차지철, 2021). 그런데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

학은 서로 다른 회계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알리미에서도 국공립

대학별 결산자료와 사립대학별 결산자료를 구분해서 공시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등록금 비중 변수에 대하여 국공립대학의 경우 자체수입

금을 세입합계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고,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및 수

강료 수입을 자금수입 합계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특별법법

인39)의 경우 대학알리미의 공시자료는 일부 회계 항목이 누락되어 보고

되는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알리오(ALIO) 홈페이지에서 기관별로 공

개하는 ‘손익계산서’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넷째, 총지출 중 고정비용 비중은 각 대학별 지출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고정비용으로 인식

되는데, 고정비용이 많을수록 조직이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보다는

경직적인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40)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건

비 비중은 국공립대학의 결산자료에서 ‘인적경비’를 세출합계로 나누어

준 값을, 사립대학의 경우 결산자료에서 ‘보수’를 지출합계로 나눈 값으

로 측정하였다.41) 특별법법인의 경우 대학알리미의 공시자료는 일부 회

39) 특별법법인 대학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
원이 있다. 본 연구가 활용한 설문조사의 표본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원
이 포함되었다.

40) 정대훈·신동엽(2016)은 기존 전임교원의 수는 조직의 비정규직 고용에도 영향을 미
칠 뿐 아니라 조직의 향후 정규직 고용에 관한 계획과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잠재
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전임교원의 수가 많을수록 대학의 기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
여 미래에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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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항목이 누락되어 보고되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알리오(ALIO) 홈페

이지에서 기관별로 공개하는 ‘수입 및 지출현황’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였

다.

(2) 제도적 요인

①강제적 압력

본 연구에서는 강제적 압력을 측정하는데 “귀 대학의 교육서비스 가

격(등록금, 수수료 등) 결정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필

요가 있습니까?”, “귀 대학의 교육서비스 수혜대상(입학생) 결정에 있어

서 관련 정부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의 두 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설문문항에 대하여 인사담당자와 재무담당자는 각 문

항에 대하여 리커트 5점척도(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

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인사담당자와 재무담당자의 응답값을 역코딩한 후

이를 평균함으로써, 값이 클수록 강제적 압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두 문항은 본래 전영한(2014)이 구분한 정책적(학문적) 자율성

과 관리적 자율성 중에서 정책적(학문적) 자율성에 해당한다. 비록 본 연

41) 국립대학은 ‘인적경비’관 아래 ‘인건비’, ‘복리후생비’, ‘실비변상 인적경비’, ‘강의료’,
‘법적고용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립대학은 ‘보수’관 아래 ‘교원보수’와 ‘직원보
수’항으로 구성되어 국립대학의 인사 관련 모든 지출이 망라되어 있다. 국립대학과 사
립대학의 회계자료에서 약간의 용어 차이는 있지만 인사관련 지출 항목들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학에서 ‘실비변상 인적경비’는 회의 및 위원회
수당, 특강 강사료에 관한 것이고(강원대학교, 2016), 이에 관하여 사립대학에서는 ‘교
원 각종수당’ 및 ‘직원 각종수당’을 의미한다(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2017).
한편 피복비,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맞춤형복지비, 공상치료비, 포상금 등을 포함하

는 ‘복리후생비’는 국립대학에서는 ‘인적경비’에 해당되지만, 사립대학에서는 이것이
‘관리·운영비’관 아래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체로 국립대학의 세출합계액
에서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결과 1%대로 나타나 국립대학과 사립대
학의 회계기준 통일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의 ‘복리후생비’는 세출합계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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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활용한 설문조사에서 직접적으로 강제적 압력 정도를 묻고 있는

문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강제적 압력 개

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의견반영 정도를 대리(proxy) 측정방식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리측정 지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강제

적 압력을 공공조직 여부로 측정하였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때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여는 업무의 유형에 따라 차이

가 존재한다는 신정철·박환보(2007)의 지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주

로 행정적 운영에 관해서는 정부가 국공립대학에 훨씬 많은 공문이나 규

제적 지침을 내리는 데 반해, 입시 또는 학사 영역의 업무에 대해서는

정부의 간섭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입시 및 학사영역과 관련된 정책적(학문적) 자율

성을 역코딩하여 강제적 압력 정도를 측정하였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에서는 두 문항 이외에도 신규 교육사업 개발, 예산편성 혹은 지출

등 재무업무 의사결정, 인력 채용 혹은 보수 결정 등 인사 업무 의사결

정, 부서 및 학과 신설 혹은 폐지, 물자조달 등 구매관리 의사결정에 대

한 정부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 정도를 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관련 자율성(전영한, 2014)에 관한 T검정 결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

학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서비스

관련 자율성에 대한 문항을 역코딩한 값으로 강제적 압력을 측정하였다.

②사회문화적 규범 압력

사회문화적 규범 압력은 그 사회에서 집합적 가치와 신념에 의해 형

성된 규범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규범은 단순히 한 가지 차원으로 측정

하기 어렵고 매우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직이

영향을 받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조직의 장 안의 조직들 간의 규범과, 대

중 및 언론에 의한 사회문화적 규범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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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간 규범

본 연구는 대학간 규범에 대하여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KPSOS)

의 설문문항들과, 각 대학 관계자들이 소속된 협의회의 수를 직접 조사·

측정한 후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합산함으로써 단일 지수(single

index)를 만들었다.

조직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전문가 집단 및 선도

조직 등이 주로 고려된다(조희진·장용석, 2014).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

사(KPSOS)에서는 전문화와 관련된 규범에 대하여 인사담당자와 재무담

당자에게 각각 “작년 한 해동안 귀 대학의 인사(재무) 업무 담당자는 다

른 대학의 인사(재무) 업무 담당자들과의 정기적인 회합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 한 해동안 귀 대학은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사(재

무) 업무와 관련해서 조언 혹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대면접촉이

나 전화문의를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대학은 귀 대학과 유

사한 일을 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공적 단체에 속해 있습니까?”를 ‘①예’

또는 ‘②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의 응답값에 대하

여 ‘예’는 1로, ‘아니오’는 0으로 처리하였고 응답값을 합산하였다. 이러한

문항들은 모두 ‘미국조직조사(NOS)’42)의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적 네트워크가 긴밀할 때 사회문화적 규범을 받

아들이지 않은 조직들은 불안감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알

려진 제도나 구조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총장이

다른 대학과 맺는 네트워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간, 개인간 네트

워킹이 활성화됨으로써 정보교류가 되어 조직의 장 안에서의 규범이 조

직들간 확산되고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Villadsen, 2011; 손동원,

42) 미국조직조사(NOS)는 1991년에 University of Illinois의 Survey Research
Laboratory(SRL)가 다양한 공공조직, 민간조직,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이다. 이 조사에서는 1991년 General Social Survey(GSS)의 응답자에서 조사대상을
추출하였으며 SRL은 인사담당자 중심으로 인터뷰를 통한 인포먼트 서베이를 실시하
였고 1127개 기관 중 727개 기관(응답률 64.5%)의 정보를 수집하였다(Kalleberg et
al., 1994: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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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본 연구는 해당 조사의 “귀 대학의 총장은 다음의 외부 인사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한다고 보십니까?(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보

기를 선택해주십시오)-다른 대학 관계자”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인사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에게 각각 리커트 5점 척도(①매일, ②매주,

③매월, ④매년, ⑤거의 없음)로 설문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값이 클수록 네트워킹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치

환하였다. 이 문항은 행정학에서 공공조직에 관한 선구적 연구자인

Meier와 O’Toole 등의 주도 아래 구축된 미국 Texas School District

Research 설문조사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각 대학이 소속된 협의회 수를 측정하였다. 검색엔진

과 뉴스검색을 통해 소속된 협의회 수를 각 대학별로 코딩하였다.연도별

협의회명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조직은 선도조직이나 경쟁조직 등 다른 조직을 모방함으로써 사회에

서 기대하는 규범에 대해 조응하고자 한다(조희진·장용석, 2014). 이 조

사에서는 조직이 다른 조직을 얼마나 모방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들 역시 ‘미국조직조사(NOS)’의 모방에 관한

제도적 압력에 대한 설문문항을 참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인사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에게

각각 “작년 한 해동안 귀 대학은 국내외 우수 대학을 대상으로 인사(재

무) 업무 관련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까?”이다. 응답자들은 ‘①예’

또는 ‘②아니오’로 응답하였고, 분석을 위해 벤치마킹 경험이 있을 경우

1로, 없을 경우를 0으로 코딩한 후 이들 응답값을 합산하였다. 또 하나는

“귀 대학은 다른 대학의 업무 수행 방식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

까?”를 인사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에게 설문하였다.

나. 조직 가시성

조직 가시성은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KPSOS)의 문항을 활용하

였다. “귀 대학의 업무활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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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십니까?”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는 리커트 4점척도

(①전체 국민의 1~25%, ②전체 국민의 26~50%, ③전체 국민의 51~75%,

④전체 국민의 76~100%)로 측정하였고, “중앙일간지 혹은 공중파TV의

뉴스 보도에서 귀 대학의 이름이 얼마나 자주 언급됩니까?”는 리커트 5

점 척도(①거의 없음, ②매년, ③매월, ④매주, ⑤매일)로 인사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에게 설문하였다. 본 연구는 두 문항의 척도가 질적으로 구

성된 점을 감안하여, 인사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의 응답값 중 최댓값의

표준화 점수를 구한 다음 평균하였다.

3)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국립대학 여부이다. 국가에 의해 설립된 국립대

학의 경우 1로 코딩하였고, 사립대학의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반면 앞

서 논의한대로 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회계구조가 국립대학

과 상이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대학은 국립대법

인, 특별법법인, 특별법국립대학의 다양한 설립유형에 따른 대학이 존재

하는데, 국립대법인43)은 기존에 국립대학교였다가 전환되어 일반 국립대

학과는 세부적인 특성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정관이나 규정 등은 여전히

국립대학과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국립대법인의 경우에도 1로 코딩하

였다. 특별법국립대학44)과 특별법법인45) 역시 국공립대학 범주에 포함시

켰다.

43) 서울대학교를 예로 들면 과거에는 국립대학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정부와 시
민에 대한 책무성이 부과되었다가 법인화 이후 자율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정부조직
의 특성을 다소 갖고 있다(전영한, 2014).

44)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표본에 포함되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아래 교육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하여(제3조) 운영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
법」 아래 문화재청장 소속으로(제2조) 운영된다.

4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이 표본에 포
함되었다. 특별법법인은 국가가 설립한 법인이 학교의 운영주체이다. 이에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각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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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조직의 기본적인

특성과 더불어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통제하였다.46) 첫째, 시간강사

에 대한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시간강사법 이슈가 논의된 이후로 일

부 대학들은 시간강사료를 인상하기도 하였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존재

한다. 따라서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대학이 시간강사법에 대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시간강사 강의료가 비교적 높은 대학은 시간강사법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 시간강사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건

비가 증가하여 시간강사제도 활용 정도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한 대학 안에서도 강사마다 지급되는 시간당

강의료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별 가장 높은 강의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재정지원사업 수혜액을 통제하였다. 그 이유는 교육부의 많은

재정지원사업에서 대체로 전임교원 확보율 또는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을 법정 기

준 이상으로 준수하고자 할 것이므로 시간강사 비율이나 시간강사가 담

당하는 강의비율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자원의

존론(resource dependency theory)에 입각하여 외부 조직으로부터 자원

을 제공 받을수록 그 조직의 의사를 반영하고 따라야 한다는 압박이 커

지게 된다는 논의를 토대로 강제적 압력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

(김동배, 2010; 이수영·김동원, 2014)로 측정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학의 공공성47) 측정을 시도한 이진권(2021)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액

46)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기준에 따라 강의료 단위는 천원임
47) 그는 Bozeman and Moulton(2011)의 통합적 공공성 논의에 기초하여 대학의 공공성
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
에 비해 더 많은 공공성을 갖거나 혹은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둘째, 규제적
공공성은 ‘정부는 어느정도까지 대학에 개입해야 하는가? 정부는 어느정도까지 대학
에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가? 정부는 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
용이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은 ‘대학은 어떤 공공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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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을수록 대학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regulative publicness)이 높

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변수를 강제적

압력 측정지표로 간주하지 않은 이유는 재정지원사업은 교육부 뿐만 아

니라 다양한 부처 및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시간강사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

기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는 각 대학의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수혜액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금액 및 건

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및 건수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

산하여 로그변환 하였다.

셋째, 대학조직의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조직규모와 교육여건을 측정

하였다. 먼저 교·직원 수로서 조직규모를 측정하였다. 조직규모가 큰 조

직이거나 조직자원이 풍부할수록 제도를 활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감

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Goodstein, 1994).

또한 통계청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여건

을 판단하는 지표이다.48)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학생과 교

수자 간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여건 및 교육의 질이 상

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변수들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고 편향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 로그변환 하였다.

넷째, 조직연령 또한 조직의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조직

이 얼마나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가에 관한 것으로 조직의

의사결정과 더불어 생존에도 영향을 주는 거시지표이다(Hannan and

Freeman, 1984). 조직연령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오래된 조직일수록 관성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새로운 의사결정에 대하여 내부적인 저항이 생겨날 수 있다(정대

훈·신동엽, 2016). 즉, 조직연령이 높을수록 시간강사 채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강사법 제정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에

용이다.
48)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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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시간강사에게 제공되는 강사

료와 복지의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단계적

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대하여 오래된 조직은 신

생 조직에 비해 내부적인 저항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신생

대학의 경우 자원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적은 시간강사

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정대훈·신동엽, 2016 참고)도 존재한다.

반대로 조직연령이 높을수록 시간강사제도를 활발히 이용할 것이라는 주

장을 뒷받침하는 견해도 있다. 정대훈·신동엽(2016)의 연구에서는 조직연

령이 비정규직 교원 채용에 정(+)의 영향을 미쳤는데, 오래된 조직일수

록 대체로 기존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낮은 비정규직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당성의 관점에서 장

기간 생존해 온 조직이 사회에서 바람직한 제도에 대해 순응적인 모습을

보인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다(전이영·이경묵, 2017). 이러한 주장은 역

사가 오래된 대학일수록 사회와 정부가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여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본 연구는 조직연령이 종속변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인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분석연도에서 설립연도를 뺀 값으로 조직연

령을 측정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학과계열을 통제하여, 예체능계열이 존재하는지 여

부, 의과계열 유무, 공과계열 유무, 인문사회계열 유무, 자연과학계열 유

무를 각각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이경은·전영한(2016)의 주장과 같이

학과계열은 대학조직의 기본적인 특성일 뿐 아니라, 학문계열 특성상 시

간강사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해야 하는 계열이 있는 등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에서는 실기수업이 많은 무용과 또는 음악과

등의 예체능 학과 특성상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가 많기 때문에 강사

수요가 가장 많은 예체능 학과가 많을수록 시간강사 채용이 활발한 경향

이 있을 것이다.49)

마지막으로 분석연도를 통제하였다. 2016년 데이터와 2018년 데이터

49) 이에 대한 반사효과로, 2019년 8월부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예체능 계열이 수년
내에 통폐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뉴시스,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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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각각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2015년부터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

가에서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평가지표의 하나로 고려하였다가 대

학들의 반발로 인해 2018년에 실시되는 2주기 대학기본역량평가(舊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삭제하였다(한국대학신

문, 2018.03.18.).50) 그러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는 여전히 이 지표가 남

아있어 사실상 삭제의 의미가 크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한국대학신

문, 2018.03.18.).

50) 한국대학신문. (2018.03.18.). [단독]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대학평가선 삭제…재정
지원 사업엔 여전.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6731

변수 측정방식 자료원천 참고
종속변수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

(t+1)

총교원수시간강사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비전임교원수시간강사수 
전체강의수시간강사담당강의수 

독립변수

기

술

적

요

인

환경 불확실성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생의 수요변화

예측 용이성
KPSOS

수요변동
t년도 신입생충원율-(t-1)년도 신입생

충원율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Meier and

Bohte(2003)

총지출 중

고정비용 비중
인건비 비율=지출합계인적경비보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김윤호(2007)

재정적 불안정성 등록금 의존율=수입합계등록금수입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Kraatz and

Zajac(1996)

제

도

적

요

인

강제적 압력

교육서비스 가격(등록금, 수수료

등), 교육서비스 수혜대상(입학생)

결정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 의견

반영해야 하는 정도

KPSOS 전영한(2014)

사

회

대학간

규범

유사한 일을 하는 조직들로 구성

된 공적단체 소속 여부, 인사 및

KPSOS,

언론기사

Frumkin and

Galaskiewicz

<표 3-5> 주요 변수의 측정방식



- 88 -

51) 국립대학,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포함

변수 측정방식 자료원천 참고

규

범

적

압

력

재무담당자들과의 정기적 회합 참

석 여부, 외부기관 자문 여부, 다

른조직 벤치마킹 경험 여부, 다른

조직에 대한 관심 정도, 총장이

다른 대학 관계자와 만나는 빈도,

각 대학 관계자 소속된 협의회 수

에 대한 표준화 점수 합산

및

웹사이트

정보

(소속협

의회 수)

(2004),

Villadsen(2011),

장용석

외(2014),

조희진·장용

석(2014)

조직

가시성

업무활동에 대한 국민 관심도 표

준화 점수, 중앙일간지 혹은 공중

파TV 뉴스보도에서 언급되는 정

도 표준화 점수 합산값

KPSOS
Greening and

Gray(1994)

조절변수

국립대학 여부 국립대학51)=1, 사립대학=0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Chatelain-Po

nroy외(2018),

Kim(2016),

Lee(2017) 등
통제변수

시간강사 강의료 시간강사 강의료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재정지원사업수혜액 정부재정지원수혜액의 로그값

조직규모 교직원 수의 로그값

교육여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로그값

조직연령 분석년도-설립년도
Hannan and

Freeman(1984)
소재지 지방 소재=1, 수도권 소재=0

공학계열 유무 공학계열 학과 있음=1, 없음=0

예체능계열 유무 예체능계열 학과 있음=1, 없음=0

의학계열 유무 의학계열 학과 있음=1, 없음=0

인문사회계열 유무 인문사회계열 학과 있음=1, 없음=0

자연과학계열 유무 자연과학계열 학과 있음=1, 없음=0

2016년 조사 2016년 조사=1, 그 외=0 -

2018년 조사 2018년 조사=1, 그 외=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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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측정방식에 따른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독립변수에 관한 데이터가 실시된 시간적 범위에 의해 분

석범위를 3개년으로 설정하였다.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

의 대학 대상 조사는 2014년, 2016년, 2018년에 실시되었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종단적 조사로서 이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시의성 있

는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종속변수는 분석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인과성

(reverse-causality) 등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1년 시차를 두어 2015

년, 2017년, 2019년 상반기(1학기)로 설정하였다. 2019년 하반기를 분석범

위에서 제외한 이유는 2019년 9월부터 법적으로 대학들이 강사법 적용을

받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52) 그러므로 분석의 시간적 범

52) 이로 인해 대학알리미에서 2019년의 ‘전체 교원 중 전임교원 현황’ 공시자료를 살펴
보면 ‘시간강사’와 ‘강사’를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시간강사는 2019년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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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는 시간강사제도에 대하여 대학이 각자 자신의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로서 시간강사법 의무적용 이전 시기인 2019학년도

상반기(1학기)까지를 설정하였다.53)

본 연구는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의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주요 변수

들이 모두 연속형(continuous) 변수이기 때문에 최소 자승법(OLS)에 의

한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54) 해당 조사에서 각 설문연도

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표본이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해당 조사의

3개년 자료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실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Breusch-Pagan LM 검정을 실시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으므로

pooled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55)

일 기준 임용된 시간강사를 의미하고, 강사는 2019년 8월 1일 이후 임용된 자를 의미
하여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한다(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 2019).

53)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2019년 2학기 강의수를 줄이고 있다는 우려로 인해
(한겨레, 2019.07.04.) BK21 후속사업 선정 및 대학기본역량진단(前 대학구조개혁평
가)에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연계하기로 결정하였는데(머니투데
이, 2019.06.04.)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 또한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됐다.

54) 분석모형에 대한 다중공선성에 대해서는 VIF가 10 이하로 나타나 문제가 되지 않았
다.

55) 모든 종속변수의 LM 검정에 따른 p값은 0.000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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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

과를 아래의 <표 3-6>에서 제시하였다. 국립대학의 경우 2014년에는 총

교원 중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이 국립대학 39.83%이고 사립

대학은 40.39%를 차지하여 사립대학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16년과 2018

년에는 사립대학에 비해 국립대학의 총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의 평균

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비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시간강사 담당 강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2014년, 2016년, 2018년 모두 국립대학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

다. 2014년 국립대학이 29.97%, 사립대학은 25.13%로 나타났고, 2016년

국립대학 28.48%, 사립대학 19.75%로 나타났고, 2018년 국립대학

29.06%, 사립대학은 17.6%였다.

총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비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전체강의 대비

시간강사 담당강의 비율

국립대학 사립대학 국립대학 사립대학 국립대학 사립대학

2014년

N 43 114 43 114 43 114

Mean 39.83 40.39 65.82 70.77 29.97 25.13

S.D. 18.36 14.63 26.26 18.53 12.3 11.48

2016년

N 35 92 35 92 35 92

Mean 37.96 33.5 65.17 62.19 28.48 19.75

S.D. 15.77 15.34 24.15 21.2 10.9 11.32

2018년

N 37 70 37 70 37 70

Mean 37.19 28.45 63.64 53.71 29.06 17.6

S.D. 17.39 15.84 25.38 26.29 12.93 12.11

<표 3-6> 종속변수 기초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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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에서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주요 설명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술적 요인의 경우,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평균값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기술적

요인 변수들은 모두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 강제적 압력은 국립대학이 평균 3.84, 사립대학은 평

균 3.76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국립대학은 공공조직의 특성

을 띠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는 강제적 압력이 더 높은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적 압력에 관한 대리 측정 문항들 중에서 조절변수

인 국공립대학 여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정책적 자율

성 문항(전영한, 2014)을 활용하여 역코딩 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대학간 규범은 국립대학이 0.13, 사립대학이 –0.06이었고, 조직 가시성

값은 국립대학이 0.5, 사립대학이 –0.19로 나타나 사회문화적 규범 압력

에 대해서는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시간강사 강의료가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훨씬 높

게 나타났다.

변수
국립대학 사립대학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환경 불확실성 2.85 0.56 2 4 2.8 0.59 2 4

수요변동 -0.07 1.1 -3.8 6.4 -0.32 5.12 -32.5 31.7

총지출 중 고정비용 비중 43.31 19.83 5.77 90.1 57.27 14.15 0 93.85

재정적 불안정성 38.55 13.68 0 60.52 54.43 23.1 14.94 97.07

강제적 압력 3.84 0.74 1.5 5 3.76 0.81 1 5

대학간 규범(Z점수) 0.13 0.71 -1.06 1.79 -0.06 0.8 -1.06 2.86

조직 가시성 0.5 2.51 -6.33 6.3 -0.19 3.16 -10.11 6.91

시간강사 강의료 90.97 28.53 0 225 63.04 30.48 30 369

재정지원사업수혜액 18.69 3.84 11.65 27.02 17.03 4.05 9.21 26.53

조직규모(log) 5.59 0.92 3.74 7.93 4.93 1.13 0.69 7.77

조직자원(log) 0.06 0.05 0.03 0.35 0.05 0.05 0.02 0.39

조직연령(log) 3.67 0.86 1.1 4.69 3.42 0.79 0.69 4.88

<표 3-7>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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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연속변수가 아닌 바, 국공립대학과 사

립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 차이에 대한 T검정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8> 참고).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유의미

한 차이는 총교원대비 시간강사 비율과 시간강사 담당강의 비율에서 나

타났다. 국공립대학의 총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의 평균은 38.337, 사립

대학의 경우 34.882로 국공립대학의 총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이 유의

미하게 높았다. 시간강사 담당강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국공립대학의 평

균은 29.314, 사립대학의 평균은 21.529로 국공립대학에서 시간강사가 담

당하는 강의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구분 대학유형 N Mean S.D. T값

총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2014년

국립대학 43 39.83046 18.36105

t=-0.19사립대학 114 40.39183 14.6304

전체 157 40.23808 15.68044

2016년

국립대학 35 37.96487 15.77377

t=1.45사립대학 92 33.49579 15.33718

전체 127 35.851 15.52567

2018년

국립대학 121 38.337 16.804

t=3.01***사립대학 292 34.882 15.901

전체 413 35.851 16.230

비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2014년

국립대학 43 65.8188 26.25594

t=-1.32사립대학 114 70.76907 18.52655

전체 157 69.41326 20.95542

2016년

국립대학 35 65.16539 24.1519

t=-0.68사립대학 92 62.19018 21.1977

전체 127 63.01012 21.99338

2018년

국립대학 39 64.30503 24.88815

t=2.14*사립대학 73 53.43643 26.03462

전체 112 57.22103 26.05303

전체강의 대비 2014년 국립대학 43 29.96512 12.30326 t=2.31*

<표 3-8>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 차이(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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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분석연도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제도적 요인의 분

포를 비교하였다. 주지할 점은 사립대학 간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 안

에서도 제도적 압력 정도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규범적 압력의 경우 상위 25%부터 하위 25%까지를

아우르는 박스의 범위가 대체로 사립대학에 비해 국공립대학에서 더 높

게 위치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국공립대학에서 제도적 압력을 더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강제적 압력에 대해서는 국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수직적 압력이 더욱 크다는 견해

에 따라 설립유형에 따라 강제적 압력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체계적으

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정책적(학문적) 자율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강

제적 압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box plot에서 연도에 따라 사립대학이

국립대학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시간강사

담당강의 비율

사립대학 114 25.12939 11.48248

전체 157 26.45382 11.87176

2016년

국립대학 35 28.48286 10.90067

t=3.92***사립대학 92 19.74511 11.32341

전체 127 22.15315 11.83343

2018년

국립대학 43 29.38205 12.66447

t=4.98***사립대학 114 17.33699 11.94243

전체 112 21.52125 13.44039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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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제도적 요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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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표 3-9>와 <표 3-10>에서 제시하

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기술적 요인에서 수요변동과 종속변수인 시간강

사 담당강의비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즉, 수요변동이 심할수록

대학은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비율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비용 비중 및 재정적 불안정성과 종속변수인 시간강사 담당강의비율

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정비용의 비중이 증가

하거나 재정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경우 대학은 시간강사 담당강의비율을

낮춘다는 의미이다. 이는 시간강사 대신 기존의 전임교원의 담당강의 비

율을 늘리거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등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을 늘리

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시간강사 담당강의 비율

은 수요에 따라 증가시키지만, 재정적 상황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을 선

택함으로써 기술적 환경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또다른 주요 독립변수로서 제도적 요인 중에서 모방적 압력이 비전임

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조직에 대한 모방을 많이 하는 조직일수록 비전임교원 대비 시간강

사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총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과는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조직에서는 총교원 대

비 전임교원을 함께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에 대해서는 총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

율과 및 시간강사 담당강의비율과 정(+)의 관계를 가졌다. 이는 국공립

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총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이 더 높고, 시간강

사가 담당하는 강의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총교원대비 시간
강사비율 1

(2) 비전임교원대비
시간강사비율 0.86* 1

(3) 시간강사담당강
의비율 0.84* 0.66* 1

(4) 환경불확실성 -0.04 -0.07 -0.03 1
(5) 수요변동 0.07 0.00 0.10* 0.02 1

<표 3-9>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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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정비용 비중 -0.06 -0.09 -0.19* 0.01 -0.06 1
(7) 재정적 불안정성 -0.09 -0.07 -0.17* 0.04 0.00 0.09 1
(8) 강제적 압력 -0.08 -0.09 -0.08 -0.10* 0.03 0.13* -0.1 1
(9) 대학간 규범 -0.16* -0.21* -0.11* -0.22* 0.07 -0.04 -0.1 0.20* 1
(10) 조직 가시성 -0.12* -0.18* 0.01 -0.02 -0.02 -0.04 -0.04 0.06 0.21* 1
(11) 국공립대학 0.09 0.03 0.28* 0.04 0.03 -0.36* -0.32* 0.05 0.11* 0.11* 1

(12) 강사강의료 -0.06 -0.09 0.08 0.05 0.06 -0.23* 0.00 0.09 0.19* 0.12* 0.39* 1
(13) 재정지원사업수
혜액 -0.37* -0.39* -0.18* 0.12* 0.07 -0.24* -0.17* 0.03 0.20* 0.19* 0.19* 0.35*

(14) 조직규모 -0.37* -0.45* -0.16* 0.06 0.07 -0.01 -0.12* 0.10* 0.37* 0.29* 0.27* 0.39*

(15) 조직자원 -0.15* -0.10* -0.05 0.00 -0.19* -0.21* -0.12*-0.13* -0.13* 0.02 0.08 -0.04

(16) 조직연령 0.09 0.04 0.21* -0.03 0.08 -0.04 -0.01 0.11* 0.10* 0.1 0.14* 0.12*

(17) 소재지 -0.22* -0.08 -0.20* -0.09 0.00 -0.19* -0.08 -0.04 0.16* 0.02 0.21* -0.01
(18) 예체능계열유무 -0.08 -0.12* -0.14* 0.05 -0.03 0.37* 0.13* 0.04 0.16* 0.07 -0.19* -0.03
(19) 의학계열유무 -0.25* -0.20* -0.04 -0.04 0.00 0.03 0.09 0.00 0.20* 0.21* 0.03 0.26*
(20) 공학계열유무 -0.37* -0.36* -0.31* 0.01 0.01 0.20* 0.03 0.11* 0.42* 0.17* -0.03 0.20*
(21) 인문계열유무 0.19* 0.15* 0.16* 0.03 0.02 0.18* 0.18* 0.08 0.03 -0.06 -0.24* -0.05
(22) 자연계열유무 -0.40* -0.34* -0.41* 0.00 -0.03 0.28* 0.1 0.08 0.30* 0.12* -0.10* 0.08
(23) 2016년 더미 -0.06 -0.03 -0.09 0.05 0.06 -0.10* 0.79* -0.07 -0.01 0.00 -0.03 0.14*
(24) 2018년 더미 -0.17* -0.18* -0.11* 0.16* 0.01 -0.23* -0.19* 0.03 -0.06 0.00 0.07 0.18*
주: * p<0.05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3) 재정지원사업수
혜액 1

(14) 조직규모 0.84* 1
(15) 조직자원 -0.03 -0.16* 1
(16) 조직연령 0.25* 0.39* -0.19* 1
(17) 소재지 -0.04 -0.06 0.13* -0.12* 1
(18) 예체능계열유무 0.07 0.28* -0.36* 0.05 -0.09 1
(19) 의학계열유무 0.26* 0.44* 0.00 0.29* 0.09 0.23* 1
(20) 공학계열유무 0.37* 0.60* -0.27* 0.03 -0.02 0.48* 0.22* 1
(21) 인문계열유무 -0.04 -0.03 -0.35* 0.11* -0.05 0.25* 0.05 0.11* 1
(22) 자연계열유무 0.26* 0.49* -0.14* 0.03 0.07 0.43* 0.27* 0.66* 0.08 1
(23) 2016년 더미 -0.33* -0.16* -0.06 -0.01 0.01 0.05 0.04 0.03 0.00 0.03 1
(24) 2018년 더미 0.83* 0.44* -0.04 0.14* -0.07 -0.06 0.03 0.02 -0.02 0.02 -0.43* 1
주: * p<0.05

<표 3-10>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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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강사제도 활용 추이

먼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교원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림 3-3>을 보면 전임교원 비율

은 소폭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전임교원 증에서는 시간

강사비율은 점점 감소하는데 비해 기타비전임교원은 눈에띠게 증가하고

있고, 겸임교원도 2018년에서 2019년 들어서 꽤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대학이 비전임교원을 채용할 경우 시간강사보

다는 겸임교원이나 기타비전임교원을 채용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추세의 핵심에는 ‘강사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 우리나라 대학 교원현황 추이(2014년~2019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아래 <그림 3-4>와 같이 연도별 추이를 제시하였다.56)

56)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연도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히스토그램 분포는 <부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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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은 2014년에 국공립대학은 40%, 사립대학은

40.8%였다가 2015년부터 서서히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비율의 격차

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2019년이 되어서는 격차가 매우 커졌다. 국공립대

학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교원 대비 시간강사의 비율의 변화가 크

지 않았던 반면, 사립대학은 2014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9

년 들어서는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강사법이 2019년 하반

기부터 의무시행하게 되면서 대학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그 전에 많

은 시간강사들을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조정호, 2015)가 통계를 통해서

도 드러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3-4>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총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추이(2014년~2019년)

이번에는 비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시간강사제도

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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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정도의 변화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국공립대

학의 비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의 비율은 사립대학에 비해 큰 변화가 없

었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2014년 70.1%, 2015년 68.7%였다가, 2016년

63.7%로 감소하면서 한 차례 급감하여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이 더 낮은 구간으로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2019년 되어서는 국공립대학은 64%였지만 사립대학은

50.6%로 급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강사법에 의해 강사에게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 및 퇴직금 등의 부대비용 발생으로

인해 비전임교원 중에서 시간강사보다는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과 같은

다른 형태의 비전임교원을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5>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추이(2014년~2019년)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에 대해서도 국공립대학은 거의 달라지

지 않았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2014년 27.3%에서부터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국공립대학과의 격차는 커졌다. 그러다 2019년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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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국공립대학은 29.3%인 데 반해, 사립대학은 17.3%까지 감소하게

되면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도 사립대학에서

는 강의를 시간강사보다는 다른 형태의 교원에게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음

을 유추할 수 있다.57)

주: 분석범위를 고려하여 2019학년도는 1학기에 한함(시간강사법 시행 의무 前)

<그림 3-6>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전체강의 대비 시간강사

담당강의 비율 추이(2014년~2019년 1학기)

57) 반면 전임교원 담당 강의비율은 2014년 국공립대학 59%, 사립대학 62.8%에서 2019
년 국공립대 61.3%, 사립대학 68.2%으로 나타나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담당 강의비율
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훨씬 증가하였다(부록 참고). 이는 자체재원의 비율이 높은 사
립대학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강사 대신 전임교원에게 강의배분을 늘린 것으
로 볼 수 있겠다.



- 102 -

3.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각 측정지표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를 아

래에서 제시하였다.

1)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1) 교원 비율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시간강사제도를 활용하는 정도는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강사를 포함한 대학 교원 비율을 종

속변수로 하여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를 <표 3-11>에서 제시하

였다. ‘강사법’이 2011년 발의 후 8년간 유예되었지만 이로 인해 대학들

은 교원 현황을 조정해 왔기 때문에 시간강사 비율 이외에도 대학들이

어떠한 교원 형태를 조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시간강사 비율에 대해서는 총교원 대비 시간

강사 비율과, 비전임교원 대비 강사 비율을 각각 측정하여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두 개의 모형 분석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먼저 시간강사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위주로 서술하

고, 그 다음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은 기술적 요인 중에서 수요변동과 재정적 불안

정성, 그리고 고정비용 비중에 따라서 인적 구성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선 수요자변동성과 총지출 대비 고정비용 비중이 높을수록 시

간강사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가설1-2와 가설1-4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장수요가 불안정하거나 유연하게 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의 대학일수록 보다 보수적인 선택으로서 시간강사 채용을 늘린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가설과 달리 재정적 불안정성이 낮을수록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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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상황이 불확실하거나 좋지 못하

다고 느낄 때 비정규직을 활용하는데,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강의료 인상

등의 요구와 압박으로 인해 다른 형태의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원을 활용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제도적 요인의 경우에는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느낄수록 전임

교원 비율은 증가하였고 시간강사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대학평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

원 담당 강의비율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학관계자들

은 이러한 점들을 강제적 압력으로 인식하여 평가지표를 준수하고자 하

였을 것이다. 반면 사회규범적 압력을 강하게 느끼는 조직일수록 시간강

사비율이 증가하였다. 대학간 규범에 민감할수록, 그리고 대중이나 언론

으로부터 주목을 받아 가시성이 높은 대학일수록 시간강사 비율을 늘리

고 전임교원 비율을 낮춘 것은 ‘강사법’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

다.

셋째, 주요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면, 국공립

대학에서는 사립대학에 비해 시간강사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반면 전

임교원 또는 다른 형태의 비전임교원은 사립대학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강사법’을 더욱 의식한 결정이라

고 볼 수 있겠다. 재정지원사업 수혜액이 시간강사 비율에는 부(-)의 영

향을 미쳤지만([모형1-2], [모형1-3] 참고) 전임교원 비율에는 정(+)의 영

향을 미친 결과([모형1-1] 참고)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도 전임교원 관련

지표들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대

학은 지방대학에 비해 시간강사 비율이 더 높았고 전임교원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난 결과는 지방대학 중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대학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강사 대신 연구과 교육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전임

교원을 채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2) 교원의 담당강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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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시간강사를 포함하여 교원형태별 담당강의 비율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강의 중에서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기

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모두 영향을 받았다. 첫째, 기술적 요인의 경우

수요변동성이 증가할수록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증가하여 가

설1-2가 지지되었다. 반면 가설과 달리 재정적으로 불안정할수록 시간강

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그대신 대학들은 전임교원이 담

당하는 강의 비율을 늘리거나([모형1-7]), 비전임교원 중에서 겸임교원

비율을 늘렸다([모형1-9]).

둘째, 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느끼는 대학일수

록 시간강사 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가설2-1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

다. 반면 강제적 압력은 초빙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비율에는 정(+)의 영

향을 미쳤다([모형1-10]). 또다른 제도적 요인으로서 제도적 환경으로부

터의 규범은 어떠한 종속변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모형1-8]에서 조직가시성이 두드러질수록 시간강사 비율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2-2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셋째, 교원 비율과 마찬가지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시간강

사 담당 강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수도권 대학은 지방 대학에 비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더

낮았다. 또한 학과계열에 대한 변수 중에서 인문사회계열이 존재하는 대

학은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 비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유의

미하게 더 높았고, 예체능계열 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경우 예측과는 달

리 시간강사가 아니라 겸임교원의 담당강의 비율이 더 높았다. 자연과학

계열 학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대학에 비해 시간강사를 포

함한 다른 비전임교원 담당 강의비율은 더 낮았고 전임교원의 담당 강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교원의 담당강의 비율과 관련해서도 2014년에

비해 2016년과 2018년 모두 시간강사의 담당강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전

임교원의 담당강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대학들이 강사법으로 인한 인

건비 등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을 늘린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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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다.

넷째, 주요 통제변수와 교원의 담당강의 비율의 관계를 보면, [모형

1-8]에서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시간강사의 담당강의 비율이 유의

미하게 더 높았다. 반대로 사립대학은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를 제외한

다른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비율이 국립대학에 비해 더 높았다. 이

는 국립대학이 그만큼 ‘강사법’과 관련하여 사립대학에 비해 제도적 압력

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데 반해, 사립대학은 ‘강사법’으로 인

해 시간강사에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 등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다른 비전

임교원 유형을 활용하거나, 전임교원에게 강의부담을 전가한다고 볼 수

있겠다.



- 106 -

변수
전임교원
비율

비전임교원 비율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비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시간강사 비율 겸임교원

비율
초빙교원
비율

기타교원
비율

시간강사
강의비율

겸임교원
강의비율

초빙교원
강의비율

기타교원
강의비율총교원대비 비전임대비

모형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모형1-5 모형1-6 모형1-7 모형1-8 모형1-9 모형1-10 모형1-11

기

술

적

요

인

환경불확실성
-0.25 -0.69 -2.33 0.51 0.16 1.65 -0.50 -0.26 0.45 0.01 0.36
(0.77) (1.07) (1.70) (0.92) (0.69) (1.46) (0.74) (0.84) (0.32) (0.37) (0.47)

수요변동
-0.36*** 0.32** 0.06 0.20 -0.15 -0.11 -0.30*** 0.26** 0.08* -0.02 -0.01
(0.10) (0.14) (0.23) (0.12) (0.09) (0.20) (0.10) (0.11) (0.04) (0.05) (0.06)

재정적

불안정성

0.09** -0.11** -0.07 0.11** -0.02 -0.02 0.13*** -0.11*** 0.03* 0.01 -0.04*
(0.04) (0.05) (0.08) (0.04) (0.03) (0.07) (0.04) (0.04) (0.02) (0.02) (0.02)

고정비용 비중
-0.01 0.10* 0.19** -0.07 -0.01 -0.11 -0.05 0.07 -0.01 -0.01 -0.01
(0.04) (0.06) (0.09) (0.05) (0.04) (0.08) (0.04) (0.04) (0.02) (0.02) (0.02)

제

도

적

요

인

강제적 압력
1.46** -2.52*** -2.94** 1.21* 0.21 1.52 0.44 -1.14* 0.22 0.51* 0.01
(0.61) (0.85) (1.35) (0.73) (0.55) (1.16) (0.59) (0.67) (0.26) (0.29) (0.38)

사회

문화

규범

압력

대학간

규범

-0.50*** 0.44* -0.07 -0.10 -0.08 0.24 -0.27 0.31 -0.03 -0.04 0.06
(0.18) (0.25) (0.40) (0.22) (0.16) (0.34) (0.17) (0.20) (0.08) (0.09) (0.11)

가시성
-1.41** 1.71** 1.14 0.03 -0.94* -0.23 -0.90 1.60** -0.07 -0.07 -0.50

(0.59) (0.81) (1.29) (0.70) (0.52) (1.11) (0.56) (0.64) (0.24) (0.28) (0.36)
국공립대학

(ref. 사립대학)
-5.15*** 12.02*** 16.35*** -6.67*** -4.94*** -4.75* -6.43*** 11.96*** -2.34*** -1.37** -1.37*
(1.31) (1.82) (2.88) (1.56) (1.17) (2.48) (1.25) (1.42) (0.55) (0.63) (0.80)

시간강사 강의료
-0.02 0.04** 0.06* 0.00 -0.00 -0.05* -0.02 0.03 0.00 -0.00 -0.01
(0.02) (0.02) (0.03) (0.02) (0.01) (0.03) (0.01) (0.02) (0.01) (0.01) (0.01)

재정지원사업수혜액
2.10*** -3.59*** -3.37*** 1.25** 0.81* 1.31 1.97*** -2.30*** 0.20 0.00 0.09
(0.51) (0.70) (1.11) (0.60) (0.45) (0.96) (0.48) (0.55) (0.21) (0.24) (0.31)

조직규모
-2.93** -0.03 -5.15* -1.78 2.03* 4.90** -3.50*** 0.92 -0.34 2.19*** 0.89
(1.27) (1.77) (2.81) (1.52) (1.14) (2.41) (1.22) (1.38) (0.53) (0.61) (0.78)

교육여건 72.23*** -132.15*** -173.05*** -36.11 -32.69* 241.86*** -36.36** -35.10* 1.23 -12.97 79.23***

<표 3-11>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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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임교원
비율

비전임교원 비율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비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시간강사 비율 겸임교원

비율
초빙교원
비율

기타교원
비율

시간강사
강의비율

겸임교원
강의비율

초빙교원
강의비율

기타교원
강의비율총교원대비 비전임대비

모형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모형1-5 모형1-6 모형1-7 모형1-8 모형1-9 모형1-10 모형1-11
(19.00) (26.41) (41.82) (22.63) (16.99) (35.93) (18.14) (20.63) (7.94) (9.10) (11.63)

조직연령
-1.38** 1.51* 1.26 -3.65*** -1.66*** 4.05*** -0.70 1.78*** -0.92*** -0.89*** 0.72*
(0.63) (0.88) (1.39) (0.75) (0.57) (1.20) (0.60) (0.69) (0.26) (0.30) (0.39)

소재지

(1: 지방)

8.62*** -9.93*** -6.72*** 2.41** 2.26** 2.05 8.05*** -8.02*** 0.34 -0.21 -0.17
(1.01) (1.40) (2.22) (1.20) (0.90) (1.91) (0.96) (1.10) (0.42) (0.48) (0.62)

예체능계열유무

(1: 유)

-4.98*** 0.39 -3.99 5.81*** -2.49** 0.67 -2.03 -1.06 3.67*** -0.72 0.21
(1.38) (1.92) (3.04) (1.64) (1.23) (2.61) (1.32) (1.50) (0.58) (0.66) (0.84)

의과계열 유무

(1: 유)

3.07** -2.21 1.01 -1.85 -0.78 1.62 -0.12 2.60* -0.62 -0.13 -1.85**
(1.29) (1.79) (2.83) (1.53) (1.15) (2.43) (1.23) (1.40) (0.54) (0.62) (0.79)

공학계열 유무

(1: 유)

3.21* -3.79 -3.56 -1.21 2.49 2.28 -1.17 0.05 -0.45 0.29 1.74
(1.86) (2.58) (4.09) (2.21) (1.66) (3.51) (1.77) (2.02) (0.78) (0.89) (1.14)

인문사회계열 유무

(1: 유)

-18.70*** 11.27** -5.29 1.33 -7.30** 11.25* -17.17*** 13.20*** 1.11 -3.49** 5.75***
(3.33) (4.63) (7.34) (3.97) (2.98) (6.31) (3.18) (3.62) (1.39) (1.60) (2.04)

자연과학계열 유무

(1: 유)

4.47*** -0.29 6.18* 0.25 -1.86 -4.57* 6.74*** -3.77** -1.04* 0.24 -2.30**
(1.46) (2.03) (3.22) (1.74) (1.31) (2.76) (1.40) (1.59) (0.61) (0.70) (0.89)

2016년 더미
4.27** -11.96*** -16.98*** 4.24* 0.92 11.81*** 7.24*** -8.80*** 0.33 1.08 1.21
(2.08) (2.89) (4.58) (2.48) (1.86) (3.93) (1.99) (2.26) (0.87) (1.00) (1.27)

2018년 더미
-7.71** 13.30*** 12.06* -2.40 -6.89** -2.77 -4.08 7.54** -0.27 -1.80 -0.41
(3.18) (4.42) (7.00) (3.79) (2.85) (6.02) (3.04) (3.46) (1.33) (1.52) (1.95)

상수항
28.69*** 105.99*** 170.48*** -1.01 -0.68 -68.79*** 59.32*** 53.45*** -0.38 -2.35 -11.81***
(6.56) (9.11) (14.43) (7.81) (5.86) (12.40) (6.26) (7.12) (2.74) (3.14) (4.01)

N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R-squared 0.49 0.54 0.42 0.33 0.23 0.39 0.47 0.51 0.34 0.22 0.22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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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절효과 분석결과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대한 영향요

인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여부와 주요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

입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3-12>에서 제시하였고, <그림

3-7>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에 대한 그래프에서 나타난 패턴을

토대로 분석결과를 해석하였다.

첫째, 기술적 요인의 경우 대학의 총지출 대비 고정비용 비중이 비전

임교원 중에서 시간강사의 비율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사립대학에 비

해 국립대학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2-3]). 그런데 독립변

수로서 시장수요 변동성과 재정적 불안정성의 기술적 요인이 시간강사제

도 활용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체계

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립대학도 사립대학과 비슷하게

학생모집과 같은 시장환경을 결코 안정적으로 느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제도적 요인의 경우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느끼는 국립대학의

경우 전체교원 중에서 시간강사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모형2-2]), 사립

대학에서는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느낄수록 전체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

이 감소하여 가설2-1을 지지하였다.

셋째, 가설과 달리, 대학간 규범에 민감할수록 국립대학은 시간강사

비율과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비율이 감소한 반면 사립대학은 시간강

사 및 담당강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간 형성된 규범

은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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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비율

비전임교원 비율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비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총교원대비 비전임대비

모형2-1 모형2-2 모형2-3 모형2-4 모형2-5 모형2-6 모형2-7 모형2-8 모형2-9 모형2-10 모형2-11

기

술

적

요

인

환경 불확실성
0.04 -0.42 -1.58 0.59 -0.17 1.16 -0.21 -0.58 0.45 -0.27 0.77
(0.91) (1.24) (1.98) (1.09) (0.81) (1.70) (0.87) (0.98) (0.38) (0.44) (0.55)

시장 수요변동
-0.36*** 0.31** 0.07 0.22* -0.17* -0.11 -0.29*** 0.27** 0.09** -0.01 -0.05
(0.11) (0.14) (0.23) (0.13) (0.09) (0.20) (0.10) (0.11) (0.04) (0.05) (0.06)

재정적 불안정성
0.09 -0.04 0.10 0.14** -0.12** -0.13 0.13** -0.07 0.04* 0.00 -0.09***
(0.05) (0.08) (0.12) (0.07) (0.05) (0.10) (0.05) (0.06) (0.02) (0.03) (0.03)

고정비용비중
-0.01 0.06 0.12 -0.07 0.01 -0.06 -0.04 0.05 -0.01 0.00 -0.01
(0.04) (0.06) (0.09) (0.05) (0.04) (0.08) (0.04) (0.05) (0.02) (0.02) (0.03)

제

도

적

요

인

강제적 압력
1.96*** -3.40*** -4.14*** 1.37 0.39 2.38* 0.51 -1.24 0.06 0.52 0.18
(0.70) (0.95) (1.52) (0.84) (0.62) (1.31) (0.67) (0.75) (0.29) (0.34) (0.42)

사회문화

규범 압력

대학간

규범
-1.48** 1.79* 1.38 -0.17 -1.17* -0.03 -0.37* 0.46** -0.04 -0.07 0.07
(0.68) (0.94) (1.49) (0.82) (0.61) (1.28) (0.20) (0.22) (0.09) (0.10) (0.12)

가시성
-0.66*** 0.78*** 0.22 -0.09 -0.12 -0.01 -1.06 1.82** -0.03 -0.18 -0.56
(0.20) (0.28) (0.45) (0.25) (0.18) (0.38) (0.65) (0.74) (0.29) (0.33) (0.41)

기

술

*

국

립

대

환경 불확실성*국립대
-1.42 0.73 0.12 -0.04 0.95 -1.02 -1.46 2.19 0.08 1.00 -2.05*
(1.76) (2.40) (3.83) (2.11) (1.57) (3.30) (1.68) (1.90) (0.74) (0.85) (1.06)

수요변동*국립대
0.03 1.05 0.94 -0.37 -0.35 -0.22 -0.73 0.20 -0.15 -0.41 1.05*
(0.98) (1.35) (2.15) (1.18) (0.88) (1.85) (0.94) (1.07) (0.41) (0.47) (0.60)

재정적 불안정성

*국립대

0.01 -0.00 -0.05 -0.06 0.16** -0.06 -0.05 0.03 -0.03 -0.00 0.07
(0.09) (0.12) (0.19) (0.11) (0.08) (0.17) (0.08) (0.10) (0.04) (0.04) (0.05)

고정비용 비중*국립대
0.04 0.19 0.46** 0.02 -0.00 -0.48** -0.07 0.16 -0.00 -0.02 -0.07
(0.10) (0.14) (0.23) (0.12) (0.09) (0.19) (0.10) (0.11) (0.04) (0.05) (0.06)

<표 3-12>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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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비율

비전임교원 비율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비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총교원대비 비전임대비

모형2-1 모형2-2 모형2-3 모형2-4 모형2-5 모형2-6 모형2-7 모형2-8 모형2-9 모형2-10 모형2-11
제

도

*

국

립

대

강제적 압력*국립대
-2.37 3.60* 4.70 -0.54 -0.31 -3.85 -0.08 0.32 0.74 0.17 -1.06
(1.52) (2.08) (3.32) (1.83) (1.36) (2.86) (1.46) (1.65) (0.64) (0.73) (0.92)

사회문화

규범 압력

*국립대

대학간

규범
0.72* -1.65*** -1.48* 0.04 0.10 1.34* 0.58 -0.88** 0.03 0.13 -0.04
(0.40) (0.55) (0.88) (0.48) (0.36) (0.75) (0.38) (0.43) (0.17) (0.19) (0.24)

가시성
0.65 -1.13 -1.20 0.80 1.20 -0.80 0.93 -1.23 -0.08 0.61 -0.15

(1.35) (1.84) (2.94) (1.62) (1.20) (2.53) (1.29) (1.46) (0.57) (0.65) (0.82)

국공립대학

(ref. 사립대학)

5.27 -9.87 -15.90 -2.44 -14.39 32.74 2.81 -1.85 -4.06 -4.24 7.77
(11.88) (16.26) (25.92) (14.28) (10.61) (22.29) (11.37) (12.86) (5.00) (5.72) (7.20)

시간강사 강의료
-0.03* 0.04** 0.05 -0.00 -0.00 -0.05* -0.01 0.03 0.00 -0.00 -0.01
(0.02) (0.02) (0.03) (0.02) (0.01) (0.03) (0.01) (0.02) (0.01) (0.01) (0.01)

재정지원사업수혜액
2.20*** -3.79*** -3.46*** 1.36** 0.69 1.42 2.11*** -2.44*** 0.23 0.05 -0.02
(0.52) (0.71) (1.14) (0.63) (0.46) (0.98) (0.50) (0.56) (0.22) (0.25) (0.32)

조직규모
-2.92** 0.40 -4.43 -1.90 1.92* 4.41* -3.70*** 1.19 -0.36 2.03*** 1.02
(1.29) (1.77) (2.81) (1.55) (1.15) (2.42) (1.23) (1.40) (0.54) (0.62) (0.78)

교육여건
73.18*** -126.43*** -158.07*** -31.17 -45.15** 234.38*** -36.19* -31.44 2.46 -13.75 74.41***
(20.01) (27.40) (43.66) (24.06) (17.87) (37.56) (19.16) (21.66) (8.42) (9.64) (12.13)

조직연령
-1.44** 1.32 0.79 -3.72*** -1.49*** 4.42*** -0.66 1.62** -0.93*** -0.84*** 0.79**
(0.64) (0.88) (1.40) (0.77) (0.57) (1.20) (0.61) (0.69) (0.27) (0.31) (0.39)

소재지(1: 지방)
8.71*** -9.76*** -6.27*** 2.47** 1.94** 1.86 8.01*** -7.95*** 0.36 -0.28 -0.16
(1.03) (1.41) (2.24) (1.23) (0.92) (1.93) (0.98) (1.11) (0.43) (0.49) (0.62)

예체능계열유무(1: 유)
-5.50*** 0.20 -5.38* 5.65*** -1.97 1.70 -2.00 -1.27 3.65*** -0.57 0.34
(1.43) (1.96) (3.13) (1.73) (1.28) (2.69) (1.37) (1.55) (0.60) (0.69) (0.87)

의과계열 유무(1: 유)
2.61** -1.85 0.90 -1.83 -0.78 1.71 -0.24 2.82** -0.61 -0.07 -1.97**
(1.31) (1.79) (2.85) (1.57) (1.17) (2.45) (1.25) (1.42) (0.55) (0.63)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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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비율

비전임교원 비율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비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총교원대비 비전임대비

모형2-1 모형2-2 모형2-3 모형2-4 모형2-5 모형2-6 모형2-7 모형2-8 모형2-9 모형2-10 모형2-11

공학계열 유무(1: 유)
3.31* -3.37 -2.79 -1.09 2.71 1.17 -1.28 0.39 -0.52 0.26 1.70
(1.90) (2.60) (4.14) (2.28) (1.69) (3.56) (1.82) (2.05) (0.80) (0.91) (1.15)

인문사회계열 유무(1: 유)
-18.52*** 7.49 -12.20 1.78 -8.77** 19.19*** -15.97*** 11.16*** 1.15 -3.20* 6.01**
(3.93) (5.38) (8.58) (4.73) (3.51) (7.38) (3.76) (4.26) (1.65) (1.89) (2.38)

자연과학계열 유무(1: 유)
3.96*** 0.74 6.87** 0.06 -1.71 -5.22* 6.37*** -3.47** -1.07* 0.15 -2.01**
(1.49) (2.04) (3.26) (1.80) (1.33) (2.80) (1.43) (1.62) (0.63) (0.72) (0.91)

2016년 더미
4.04* -10.44*** -15.16*** 3.89 0.65 10.62*** 6.45*** -8.04*** 0.24 0.68 1.77
(2.14) (2.93) (4.68) (2.58) (1.91) (4.02) (2.05) (2.32) (0.90) (1.03) (1.30)

2018년 더미
-8.68*** 14.58*** 11.59 -3.38 -5.36* -2.85 -5.28* 8.51** -0.59 -2.01 0.60
(3.34) (4.57) (7.29) (4.01) (2.98) (6.27) (3.20) (3.61) (1.41) (1.61) (2.02)

상수항
25.73*** 109.76*** 172.16*** -4.92 7.04 -74.28*** 55.98*** 56.01*** -0.81 -1.98 -10.62**
(8.23) (11.27) (17.96) (9.90) (7.35) (15.45) (7.88) (8.91) (3.46) (3.97) (4.99)

N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R-squared 0.50 0.57 0.44 0.34 0.25 0.42 0.48 0.52 0.34 0.23 0.25

주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주2: 비전임교원 비율에 대한 결과는 전임교원 비율 결과 계수값 방향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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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비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시간강사 담당강의 비율

<그림 3-7>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대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차이 조절효과



- 113 -

3) 추가분석 및 논의

본 연구는 시간강사제도와 관련한 맥락들을 고려한 추가분석58)과 더

불어,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의 확장 가능성

을 탐색한 추가분석을 시도하였다.

(1) 전년 대비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 변화량에 대한 분석

먼저 전년 대비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대학이 전년 대비 시간강사제도를 더 활발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표 3-13>의 결과에서 시간강사제도에 대해서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 유의미한 영향요인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먼저 기술적

요인에 대해서는 시장 수요변동성과 재정적 불안정성이 심해질수록 전년

도 대비 시간강사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

없이 나타났다. 그리고 총지출 중 고정비용 비중이 높을수록 비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설립유형을 막론하고 나타났다.

또한 제도적 요인에 대해서는 대학간 규범에 민감할수록 전년 대비

시간강사 비율과 시간강사 담당강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조직 가시성이

58) 아래의 추가분석 이외에도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었던 2014
년, 2016년 데이터와 2018년 데이터를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이유는 분석의 시점 중간에 시간강사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을 평가지표에서 삭제
하라는 대학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부는 2018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
에서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였다. 사실 대학기본역량진단 지
표에서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에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대학평가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의무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
을 고려하여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었던 2014년, 2016년 데이
터와 2018년 데이터를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2014년 및 2016년 데이터에서 나타났지만, 2018년에서는 투입
된 모든 변수들 중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2018년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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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전년 대비 시간강사제도 활용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립대

학과 사립대학 간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편, 대학이 인적구성과 관련해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재정적 불안정성이었다. 재정적 불안정성이 심해질

수록 국립대학은 비전임교원 대비 초빙교원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데 반해, 사립대학의 전년도 비전임교원 대비 초빙교원 비율은 감소하였

다. 즉,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일 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서로 다

르게 대응하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비전임교원 중에서 초빙교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방식의 대응방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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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비율

비전임교원 비율 변화량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비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변화량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총교원대비 비전임대비

기

술

적

요

인

환경 불확실성
0.29 -0.17 0.32 0.06 0.29 -1.14 -3.41** 0.30 -0.11 -0.14 -0.32
(0.38) (0.50) (0.78) (0.70) (0.42) (1.72) (1.39) (0.45) (0.29) (0.18) (0.25)

시장 수요변동
0.07 -0.12** -0.17* 0.25*** -0.14*** -0.24 0.01 -0.02 0.09*** -0.04* -0.04
(0.04) (0.06) (0.09) (0.08) (0.05) (0.19) (0.16) (0.05) (0.03) (0.02) (0.03)

재정적 불안정성
0.05** -0.05* -0.05 0.02 -0.03 0.00 0.10 -0.04 0.03 -0.00 -0.00
(0.02) (0.03) (0.05) (0.04) (0.03) (0.10) (0.08) (0.03) (0.02) (0.01) (0.02)

고정비용비중
0.00 0.05** 0.10*** -0.06* 0.01 -0.06 0.10 0.01 -0.01 -0.01 -0.01
(0.02) (0.02) (0.04) (0.03) (0.02) (0.07) (0.07) (0.02) (0.01) (0.01) (0.01)

제

도

적

요

인

강제적 압력
0.44 -0.21 -0.05 0.06 0.07 -1.10 0.79 -0.04 -0.07 0.01 -0.09
(0.29) (0.38) (0.60) (0.54) (0.32) (1.28) (1.07) (0.34) (0.22) (0.14) (0.20)

사회문화

규범 압력

대학간

규범
0.17** -0.25** -0.31* 0.12 0.04 -0.33 0.39 -0.24** 0.03 -0.07* 0.05
(0.09) (0.12) (0.18) (0.16) (0.10) (0.41) (0.32) (0.10) (0.07) (0.04) (0.06)

가시성
-0.69** 1.03*** 1.14* -0.51 -0.28 -0.26 -0.28 0.79** 0.17 -0.18 -0.07
(0.28) (0.37) (0.59) (0.53) (0.32) (1.30) (1.05) (0.34) (0.22) (0.14) (0.19)

기

술

*

국

립

대

환경 불확실성*국립대
-0.52 0.31 -0.69 -0.61 -0.58 -0.86 4.24 -0.68 0.04 -0.24 0.20
(0.73) (0.96) (1.51) (1.36) (0.81) (3.25) (2.68) (0.86) (0.56) (0.35) (0.49)

수요변동*국립대
-0.23 0.39 0.25 -0.28 -0.23 -0.83 -0.04 -0.12 -0.15 0.12 -0.17
(0.41) (0.54) (0.85) (0.76) (0.46) (2.95) (1.50) (0.48) (0.31) (0.20) (0.27)

재정적 불안정성

*국립대

-0.03 0.01 -0.01 0.05 0.11*** 0.23 -0.03 0.05 0.01 -0.01 -0.01
(0.04) (0.05) (0.08) (0.07) (0.04) (0.17) (0.14) (0.04) (0.03) (0.02) (0.02)

고정비용 비중*국립대
0.00 0.02 0.04 0.04 0.07 0.02 -0.07 0.08 0.03 -0.03 -0.01
(0.04) (0.06) (0.09) (0.08) (0.05) (0.24) (0.16) (0.05) (0.03) (0.02) (0.03)

<표 3-13> 전년 대비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 변화량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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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비율

비전임교원 비율 변화량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비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변화량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총교원대비 비전임대비

제

도

*

국

립

대

강제적 압력*국립대
-0.12 0.10 0.10 0.22 -0.57 1.35 -1.28 0.40 0.56 -0.44 -0.05
(0.63) (0.83) (1.31) (1.18) (0.71) (2.63) (2.32) (0.75) (0.48) (0.31) (0.42)

사회문화

규범 압력

*국립대

대학간

규범
-0.23 0.29 0.31 -0.28 -0.01 0.93 -0.31 0.09 -0.15 0.13 0.04
(0.17) (0.22) (0.35) (0.31) (0.19) (0.79) (0.62) (0.20) (0.13) (0.08) (0.11)

가시성
0.73 -0.89 -0.73 0.79 0.01 -0.83 0.67 -0.46 -0.22 0.13 -0.15

(0.56) (0.74) (1.16) (1.04) (0.62) (2.54) (2.07) (0.66) (0.43) (0.27) (0.38)
국공립대학

(ref. 사립대학)

2.55 -0.35 4.58 -3.95 -4.53 -16.04 0.38 -4.12 -3.26 3.58 -0.18
(4.91) (6.51) (10.24) (9.18) (5.51) (22.17) (18.17) (5.84) (3.78) (2.39) (3.32)

시간강사 강의료
0.01 0.01 0.02 -0.01 0.00 0.01 -0.00 0.01 -0.00 -0.00 -0.00
(0.01) (0.01) (0.01) (0.01) (0.01) (0.04) (0.02) (0.01) (0.00) (0.00) (0.00)

재정지원사업수혜액
-0.13 -0.15 -0.19 -0.55 0.13 -0.72 -0.89 0.05 0.10 0.15 -0.28*
(0.22) (0.29) (0.45) (0.40) (0.24) (1.04) (0.80) (0.26) (0.17) (0.11) (0.15)

조직규모
0.96* -0.83 -1.17 2.08** -0.50 -0.13 0.54 -1.32** 0.15 -0.18 0.44
(0.55) (0.72) (1.14) (1.02) (0.61) (2.73) (2.02) (0.65) (0.42) (0.27) (0.37)

교육여건
-18.26** 5.95 -15.75 6.99 -6.37 47.21 49.89 -13.85 1.82 0.27 16.96***
(8.43) (11.17) (17.57) (15.74) (9.46) (41.38) (31.12) (10.00) (6.47) (4.10) (5.69)

조직연령
-0.79*** 0.48 0.22 -0.76 -0.18 1.31 0.54 0.69** -0.29 -0.01 0.13
(0.27) (0.35) (0.55) (0.50) (0.30) (1.18) (1.00) (0.32) (0.21) (0.13) (0.18)

소재지(1: 지방)
0.76* 0.05 0.08 0.28 -0.44 1.45 -1.20 1.45*** -0.37 -0.22 -0.12
(0.42) (0.56) (0.89) (0.79) (0.48) (2.03) (1.59) (0.51) (0.33) (0.21) (0.29)

예체능계열유무(1: 유)
-0.47 -1.38* -3.09** 0.40 -0.50 0.41 -0.78 -1.64** -0.84* -0.25 1.18***
(0.59) (0.79) (1.24) (1.11) (0.67) (2.80) (2.20) (0.71) (0.46) (0.29) (0.40)

의과계열 유무(1: 유)
-0.90 0.71 0.32 -0.65 0.43 0.15 0.20 0.70 0.20 0.10 -0.16
(0.55) (0.73) (1.14) (1.02) (0.62) (2.55) (2.03) (0.65) (0.42) (0.27)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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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비율

비전임교원 비율 변화량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비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변화량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총교원대비 비전임대비

공학계열 유무(1: 유)
-2.08*** 2.64** 1.56 -0.44 1.34 4.56 7.19** 2.39** 0.42 -0.11 0.36
(0.79) (1.05) (1.66) (1.48) (0.89) (3.68) (2.95) (0.95) (0.61) (0.39) (0.54)

인문사회계열 유무(1: 유)
-0.47 1.24 2.90 -2.31 -4.24** -0.29 3.92 -2.11 -0.92 -0.50 0.87
(1.63) (2.16) (3.40) (3.04) (1.83) (8.09) (6.03) (1.94) (1.25) (0.79) (1.10)

자연과학계열 유무(1: 유)
1.37** -0.79 1.30 0.83 -0.51 -5.29* -3.30 -0.48 0.35 0.16 -0.89**
(0.62) (0.82) (1.29) (1.15) (0.69) (2.89) (2.29) (0.73) (0.48) (0.30) (0.42)

2016년 더미
0.15 -2.93** -5.70*** 2.96* -0.05 11.92*** 0.79 -1.68 0.06 0.48 1.12*
(0.89) (1.18) (1.85) (1.66) (1.00) (3.78) (3.31) (1.06) (0.69) (0.44) (0.61)

2018년 더미
1.37 -3.81** -7.17** 7.09*** 0.17 21.12*** 8.95* -1.86 0.50 -0.71 2.75***
(1.39) (1.84) (2.89) (2.59) (1.55) (6.35) (5.17) (1.66) (1.08) (0.68) (0.94)

상수항
-2.95 3.56 2.23 2.85 5.78 5.98 -3.53 5.02 -1.08 0.27 1.63
(3.41) (4.51) (7.10) (6.36) (3.82) (15.79) (12.65) (4.06) (2.63) (1.67) (2.31)

N 332 332 332 332 332 174 328 328 328 328 328
R-squared 0.19 0.30 0.29 0.15 0.09 0.30 0.09 0.20 0.14 0.07 0.12

주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주2: 비전임교원 비율에 대한 결과는 전임교원 비율 결과 계수값 방향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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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전년 대비

초빙교원 비율 변화량

(2) 외부환경에 대한 내부요인 및 외부요인 분류 가능성 탐색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도 및 인적구성에 대한 결정 영향요인을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한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이론적 분류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직의 기술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흔히 기술적

환경을 과업환경(task environment)과 같은 맥락으로 인식하는데, 과업

환경은 대체로 조직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을 의미

한다. 여기에는 조직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와 관련된 외부 시장상황 요소과 더불어 내부적 기능개선과 관련된 요소

들이 함께 고려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기술적 요인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합리성 관점에서 내부요인으

로는 대학조직의 내부 운영 측면과 관련된 변수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표 3-14>와 같이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에 대하여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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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술적 환경의 내부요인은 조직내부의 운영이나 기능에 관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재정적 불안정성과 총지출 중 고정비

용 비중 변수는 대학조직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

여기에 분류될 수 있다.

둘째, 기술적 환경의 외부요인으로는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수요와

외부환경 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하여 환경적 불

확실성과 시장수요 변동성 변수가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도적 환경의 내부요인은 총장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인식 정

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도적 요인에 대해서 내부

요인과 외부요인을 구분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최근 제도적 요인의 내

부적 특성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는 불과 세 편에 불과하여 매우 제한

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주로 제도 또는 운영원리에 대한 의사결정

을 내리는 주체로서 최고관리자가 제도적 압력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가와 관련있다고 주장하였다(Yin, 2017). 예를 들면 기업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하여 최고관리자가 사회적 책

임에 대하여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게 여길수록 기업 내부에서 사회적 책

임에 대한 제도적 압력을 높게 인식하고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Yin, 2017; Ng et al., 2021; Lv et al., 2022). 이전의 관리자 경험

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다른 요인으로 논

의된 바 있다. 대학의 행정가이자 관리자는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Casile and Davis-Blake, 2002). 예를 들어 단과

대학의 학장이 이전에 학장 재직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제도나 관행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 전파의 대리인(agent)으로서 조직이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sile and

Davis-Blake, 2002 참고). 이러한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는 관리자의 이

직이 제도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Kraatz

and Moore, 2002).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시간강사제 활용에 관하여 이

전에 총장 경험이 있을 경우 제도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통해 보다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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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강사법이 제

정되며 시간강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

고 유지하기 위해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적 환경에 놓인 대학의 총장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제도적 환경에 조응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 등에 대한 지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최고관리자가 특정 제도에 대하여 어떻

게 인식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부적 압력으로서 제도적 환경을 바

라보았던 지배적인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지적 측면으로서 내

부요인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은 이론적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하였다. 본 연구는 총장의 다른 대학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정도와, 이전

총장 경험 유무에 대하여 표준화 후 합산한 값을 통해 제도적 환경의 내

부요인을 측정하였다.

넷째, 제도적 환경의 외부요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외부

로부터 조직에 가해지는 사회적·제도적 압력으로서, 정부의견반영 정도

로 측정한 강제적 압력과, 사회문화적 규범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조직

가시성, 전문화에 기초한 조직의 장 내 규범, 다른 대학에 대한 관심정도

및 벤치마킹에 대한 인사담당자 및 재무담당자의 응답값 평균, 그리고

대학별 소속 협의회 수에 대해 표준화 후 합산하였다.

내부요인 외부요인

기술적 환경

내부 운영 측면

(재정적 불안정성,

총지출 중 고정비용 비중)

외부 환경상황

(환경적 불확실성,

시장수요 변동성)

제도적 환경

총장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인식정도

(이전 총장 경험,

총장의 다른 대학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정도)

외부로부터 조직에 가해지는

제도적 압력

(강제적 압력,

사회문화적 규범 압력)

<표 3-14> 외부환경의 내부요인 및 외부요인에 따른 변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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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에 따른 분석결과를 <3-15>에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이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

에 대해서는 기술적 환경에서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모두에 민감하게 반

응하여 결정하고 있었는데, 특히 기술적 환경의 내부요인(고정비용 비중)

이 비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사립대학에 비해 국

립대학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사립대학에 비해 국립대학이 내부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간강사제도에 대하여 의사결정하는 경향이 두드러

진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 환경의 외부요인에 대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시장수요변동성이 심할수록 시

간강사제도 활용정도가 증가한 것은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대학

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으로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수요와 같은 외부환경에서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국립대학 역시 자신의 환경상

황에 대하여 사립대학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겠다.

둘째, 제도적 환경의 외부요인(사회문화적 규범 압력)이 시간강사 비

율과 시간강사 담당강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반면 제도적 환경의 내부요인은 시간강사

제도가 아닌 전임교원 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국립대학과 사

립대학 간 유의미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총장이 제도적 환경에 대해 더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에서는 전임교원 채용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지고, 시간강사제도에 대한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적어도 시간강

사제도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제도적 환경에 인지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제도적 환경 요인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예측과 달리 국립대학은 사회문화적 규범 압력에 대하여 시간

강사제도 활용정도를 낮춘 반면, 사립대학은 사회문화적 규범 압력에 대

해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를 높임으로써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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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비율

비전임교원 비율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비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총교원대비 비전임대비

기

술

적

요

인

내부

요인

재정적

불안정성

0.09 -0.04 0.10 0.16** -0.12** -0.14 0.13** -0.07 0.04* 0.00 -0.10***
(0.06) (0.08) (0.12) (0.07) (0.05) (0.10) (0.05) (0.06) (0.02) (0.03) (0.03)

고정비용비중
-0.00 0.05 0.11 -0.06 0.01 -0.06 -0.03 0.04 -0.01 0.00 -0.01
(0.04) (0.06) (0.09) (0.05) (0.04) (0.08) (0.04) (0.05) (0.02) (0.02) (0.03)

외부

요인

환경불확실성
0.10 -0.63 -1.97 0.99 -0.38 1.35 -0.06 -0.71 0.50 -0.29 0.72
(0.91) (1.25) (1.98) (1.07) (0.82) (1.71) (0.87) (0.99) (0.38) (0.44) (0.56)

시장수요변동
-0.35*** 0.27* 0.01 0.23* -0.16 -0.08 -0.27*** 0.23** 0.09** -0.01 -0.03
(0.11) (0.14) (0.23) (0.12) (0.09) (0.20) (0.10) (0.11) (0.04) (0.05) (0.06)

제

도

적

요

인

내부요인
-0.83* 0.27 -1.09 0.36 -0.16 0.89 -0.02 -0.11 0.06 -0.07 0.19
(0.43) (0.59) (0.93) (0.50) (0.38) (0.80) (0.41) (0.46) (0.18) (0.21) (0.26)

외부

요인

강제적 압력
1.82*** -3.22*** -3.91** 1.13 0.38 2.39* 0.39 -1.07 0.04 0.53 0.14
(0.70) (0.96) (1.52) (0.82) (0.63) (1.31) (0.67) (0.76) (0.29) (0.34) (0.43)

사회문화

규범 압력
-0.74*** 1.14*** 0.90* -0.30 -0.26 -0.35 -0.60*** 0.88*** -0.07 -0.08 -0.08
(0.22) (0.30) (0.47) (0.26) (0.20) (0.41) (0.21) (0.24) (0.09) (0.11) (0.13)

기

술

*

국

립

대

내부

요인

재정적불안정성

*국립대

0.02 -0.00 -0.04 -0.09 0.17** -0.04 -0.06 0.03 -0.03 -0.01 0.07
(0.09) (0.12) (0.19) (0.10) (0.08) (0.17) (0.08) (0.10) (0.04) (0.04) (0.05)

고정비용비중

*국립대

0.06 0.17 0.45** -0.01 -0.00 -0.44** -0.08 0.16 -0.00 -0.02 -0.05
(0.10) (0.14) (0.22) (0.12) (0.09) (0.19) (0.10) (0.11) (0.04) (0.05) (0.06)

외부

요인

환경불확실성

*국립대
-1.47 0.87 0.30 -0.64 1.21 -0.87 -1.87 2.34 0.04 0.99 -1.77
(1.76) (2.41) (3.83) (2.08) (1.58) (3.31) (1.68) (1.91) (0.74) (0.85) (1.08)

시장수요변동

*국립대
-0.09 1.17 1.01 -0.29 -0.42 -0.30 -0.82 0.33 -0.14 -0.39 0.99*
(0.98) (1.34) (2.13) (1.16) (0.88) (1.85) (0.94) (1.06) (0.41) (0.48) (0.60)

<표 3-15>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한 외부환경의 내부요인 및 외부요인 조절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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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비율

비전임교원 비율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비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총교원대비 비전임대비

제

도

*

국

립

대

내부요인*국립대
0.44 -0.65 -0.21 -0.88 0.18 0.90 -1.13 0.52 -0.05 0.12 0.36
(0.96) (1.32) (2.09) (1.14) (0.86) (1.81) (0.92) (1.04) (0.40) (0.47) (0.59)

외부

요인

강제적 압력

*국립대
-2.18 3.22 4.23 -0.38 -0.28 -3.57 0.18 -0.06 0.77 0.14 -0.96
(1.52) (2.08) (3.29) (1.79) (1.36) (2.85) (1.45) (1.64) (0.64) (0.74) (0.93)

사회문화

규범 압력

*국립대

0.76* -1.88*** -1.98** 0.38 0.29 1.31* 0.96** -1.31*** 0.05 0.20 -0.02

(0.40) (0.54) (0.86) (0.47) (0.36) (0.74) (0.38) (0.43) (0.17) (0.19) (0.24)

국공립대학

(ref. 사립대학)

3.95 -7.97 -14.44 1.26 -15.34 28.52 3.69 -0.87 -4.03 -3.55 5.50
(11.68) (16.00) (25.36) (13.77) (10.49) (21.96) (11.13) (12.64) (4.89) (5.66) (7.13)

시간강사 강의료
-0.03* 0.04* 0.05 0.00 -0.00 -0.05 -0.01 0.02 0.00 -0.00 -0.01
(0.02) (0.02) (0.03) (0.02) (0.01) (0.03) (0.01) (0.02) (0.01) (0.01) (0.01)

재정지원사업수혜액
2.27*** -4.02*** -3.86*** 1.60** 0.64 1.62 2.19*** -2.61*** 0.28 0.03 0.05
(0.53) (0.72) (1.14) (0.62) (0.47) (0.99) (0.50) (0.57) (0.22) (0.25) (0.32)

조직규모
-3.11** 0.72 -4.06 -1.76 1.74 4.09* -3.82*** 1.53 -0.37 2.07*** 0.80
(1.27) (1.74) (2.76) (1.50) (1.14) (2.39) (1.21) (1.37) (0.53) (0.62) (0.78)

교육여건
72.68*** -117.03*** -139.43*** -35.37 -48.60*** 223.40*** -42.89** -19.67 1.12 -13.76 70.63***
(20.21) (27.68) (43.88) (23.83) (18.14) (38.00) (19.27) (21.88) (8.47) (9.80) (12.34)

조직연령
-1.34** 1.26 0.75 -3.97*** -1.38** 4.60*** -0.69 1.60** -1.00*** -0.83*** 0.90**
(0.66) (0.91) (1.44) (0.78) (0.59) (1.24) (0.63) (0.72) (0.28) (0.32) (0.40)

소재지(1: 지방)
8.74*** -9.48*** -5.73** 2.22* 1.85* 1.67 7.62*** -7.49*** 0.30 -0.31 -0.15
(1.05) (1.44) (2.29) (1.24) (0.95) (1.98) (1.00) (1.14) (0.44) (0.51) (0.64)

예체능계열유무(1: 유)
-5.63*** 0.42 -4.99 5.29*** -1.95 1.65 -2.18 -1.09 3.66*** -0.59 0.34
(1.44) (1.98) (3.13) (1.70) (1.30) (2.71) (1.38) (1.56) (0.60) (0.70) (0.88)

의과계열 유무(1: 유)
2.67** -1.59 1.57 -2.10 -0.79 1.32 -0.22 3.02** -0.69 -0.07 -2.11***
(1.32) (1.80) (2.86) (1.55) (1.18) (2.48) (1.25) (1.43) (0.55) (0.64)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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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비율

비전임교원 비율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비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총교원대비 비전임대비

공학계열 유무(1: 유)
3.58* -3.33 -2.16 -1.96 2.95* 1.18 -1.26 0.43 -0.68 0.23 1.78
(1.89) (2.59) (4.11) (2.23) (1.70) (3.56) (1.81) (2.05) (0.79) (0.92) (1.16)

인문사회계열 유무(1: 유)
-18.84*** 7.78 -12.10 2.51 -8.54** 18.13** -15.42*** 10.88** 1.18 -2.96 5.56**
(3.93) (5.38) (8.53) (4.63) (3.53) (7.39) (3.74) (4.25) (1.65) (1.90) (2.40)

자연과학계열 유무(1: 유)
3.84** 0.47 6.29* 0.12 -1.70 -4.71* 6.55*** -3.80** -0.99 0.13 -1.93**
(1.50) (2.05) (3.25) (1.77) (1.35) (2.82) (1.43) (1.62) (0.63) (0.73) (0.91)

2016년 더미
3.49 -9.68*** -14.41*** 3.51 0.45 10.44** 5.83*** -7.26*** 0.23 0.67 1.66
(2.17) (2.97) (4.71) (2.56) (1.95) (4.08) (2.07) (2.35) (0.91) (1.05) (1.32)

2018년 더미
-9.65*** 16.58*** 14.57* -5.67 -5.00 -3.90 -6.34* 10.03*** -0.84 -1.89 0.30
(3.42) (4.69) (7.43) (4.04) (3.07) (6.44) (3.26) (3.70) (1.43) (1.66) (2.09)

상수항
25.55*** 111.30*** 175.31*** -9.26 9.23 -75.29*** 55.25*** 56.29*** -1.22 -1.87 -9.83*
(8.24) (11.29) (17.90) (9.72) (7.40) (15.50) (7.86) (8.92) (3.45) (4.00) (5.03)

N 329 329 329 329 329 329 329 329 329 329 329
R-squared 0.50 0.57 0.45 0.35 0.24 0.42 0.48 0.52 0.36 0.23 0.25

주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주2: 비전임교원 비율에 대한 결과는 전임교원 비율 결과 계수값 방향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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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시간강사 담당강의 비율 전임교원 비율

<그림 3-9>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대한 추가분석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차이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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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논의

우리나라 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대한 기술적 요인과 제도

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아래 <표 3-16>과 <표 3-17>

에서 정리하였다.

가설 예측
시간강사비율

강의

비율

검정

결과
총교원

대비

비전임

대비

1-1
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대학일수록 시간강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 기각

1-2
해당 대학에 대한 수요변동이 클수록 시간강사제

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 + + 지지

1-3
총지출 중 고정비용 비중이 큰 대학일수록 시간강

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 + + 지지

1-4
재정적 불안정성이 높은 대학일수록 시간강사제도

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 - - 기각

2-1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록 시간강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 - - - 기각

2-2
사회규범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록 시간

강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 + + 지지

<표 3-16>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한 분석 가설검정 결과(1/2)

가설
독립변수

/상호작용항

예측

(독립변수

/상호작용항)

시간강사비율
강의

비율

검정

결과
총교원

대비

비전임

대비

3

기술적 요인이 시간강사제도 활

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립대

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환경불확실성

/국립대
+/-

지지

(부분)

수요변동/국립 +/-
고정비용 비중

/국립대
+/- /+

재정적 불안정성

/국립대
+/-

4

제도적 요인이 시간강사제도 활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공립대학

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강제적 압력

/국립대
+/+ -/+

지지

(부분)

<표 3-17>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한 분석 가설검정 결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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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별로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환경 불확실성이 높을

수록 시간강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았던 가설1-1은 모

든 종속변수의 분석결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기각되었다. 수

요변동성이 클수록 시간강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았던

가설1-2는 지지되었다. 재정적 불안정성은 예측과 다르게 시간강사 활용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1-3은 기각되었다. 총지출 중 고

정비용 비중 역시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가설1-4는 지지되었다.

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강제적 압력이 강할수록 시간강사제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2-1은 기각되었다. 한편 사회규범적 압력을 강하

게 느낄수록 시간강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시간강사제도를 활용하는 정도에 대한 영향요인이 국립대

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구성하였다. 가설검정

결과, 기술적 요인이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립대학

에 비해 사립대학에서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 변수가 나타나

지 않아 가설3은 기각되었다. 반면 제도적 요인의 경우 예측과 같은 결

과로서 강제적 압력이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립대학

에 비해 국립대학에서 두드러짐으로써 가설4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합리성 모형의 기술적 요인 중에서는 수요변동

및 총지출 중 고정비용 비중이 높을수록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는 증가

하였다. 정당성 모형의 제도적 요인으로는 사회규범적 압력이 시간강사

제도 활용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은 우리나라 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국

대학간 규범

/국립대
+/+ +/- +/- +/-

조직가시성

/국립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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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제도적 요인(사회규범적 압력) 뿐 아니라 기

술적 요인(고정비용 비중)에 의해서도 시간강사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은 비용절감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시간강사를 활용

해 왔다는 기존 논의(임성윤, 2010)와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 합리성 모

형과, 정당성으로 대표되는 비합리성 모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대학의 재정

이 열악해져 존폐를 걱정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결과는 대학조직이 비용

문제와 학생 충원의 문제에 따라 시간강사 활용정도를 결정하기도 하면

서, 동시에 제도적 환경이 부여하는 가치와 규범에 따라 대학의 의사결

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이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 특히 사회규범적 압력을 강하게 느낄수록

대학은 시간강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대학조직의 장 안에서

형성된 규범을 민감하게 느낄수록, 그리고 대중이나 언론으로부터 주목

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시간강사제도 활용도를 늘린 것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로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조직의 장 안에서 확산되지만, 반

대로 규범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제도는 정당성이 약해서 조직에

서 받아들이기 어렵다(정대훈·신동엽, 2016). 본 연구에 따르면 어떤 제

도가 규범적이고 규범적이지 않은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대학간 네트워킹

이나 정보교류 등을 통한 규범과 대중 및 언론이 제도적 의사결정에 있

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대학이 사회적·제도적 환경을 구

성하는 집단적 신념이나 제도적 규칙에 영향을 받아 인적구성에 관한 결

정을 내렸다는 것인데, 본 연구결과는 특히 시간강사법 발의로 인해 분

석기간동안 유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강사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합의가 공고해지면서 대학은 이를 무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강제적 압력 및 모방적 압력과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의 관계

는 예측한 것과 달리 국공립대학에서 강화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

만, 강제적 압력의 부(-)의 효과에 비해 국공립대학 여부의 조절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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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는 결국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 설립유형을 막론하

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에 정부의 지나친 압력과 개입은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간섭이 대학의

탄력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신정철·박환보(2007)를 비롯한 대학

자율화를 강조한 학자들의 의견과도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관한 합리성 관점 및 정당성 관점의

요인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흥미롭

게도 가설과 달리 국립대학에서 제도적 요인 뿐만 아니라 기술적 요인

마저도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졌다. 총지

출 대비 고정비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사립대학보다 오히려 국립대학

의 시간강사제도 활용 정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기존 연구경향에 기반한 예측과는 다른 결과이지만, 시간강사제도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사립대학에 비해 국공립대학이 내부 운영과 관련

된 비용 측면(재정적 불안정성, 자원 경직성)에 대한 반응으로 비용절감

이나 유연한 자원 활용 등의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공립대학이 완전

한 공공조직의 특성보다는 준정부조직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며,

책무성과 예산 효율성 및 성과개선 등 다양한 기대와 기준을 충족시키고

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강제적 압

력을 강하게 느끼는 대학일수록 시간강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

상이 국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공공

조직이 갖는 특유의 목표 모호성과 같은 속성으로 인해 공공조직은 민간

조직에 비해 외부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하다는

논의(Casile and Davis-Blake, 2002; 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장용석 외, 2014)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추가분석에서는 예측한 바와는 다르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기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립대학이라고 사

립대학에 비해 환경에 대하여 훨씬 안정적이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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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비록 제도적 환경의 내부요인이 시간강사제도에 대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직접적으로 총장의 제도에 대한 몰입

(top management commitment)을 측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제도적 환경

에 대한 최고관리자의 인식이 제도 도입이나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주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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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학조직 개편에 대한 제도론적 분석

제1절 연구목적

조직개편은 행정개혁의 수단이자, 정통행정학에서 다룬 핵심적인 연

구대상 중 하나로서 행정학자들에게 중요한 주제였다(윤주철, 2012). 그

래서 주로 정부 및 행정조직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수를 이루었

고, 조직개편에 대한 접근법과 연구모형 역시 정부부처 등의 중앙행정조

직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은 구조변화이자 혁신적 활동의 일환(이재연·윤주

철, 2021)의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공공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지방정부(김대욱, 2016) 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문준용,

2008; 박중윤, 2014, 이재연·윤주철, 2021) 뿐 아니라 교육조직(염동기,

2004)의 조직개편에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본 연구는 대학조직의 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대학에서 구조개혁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대학정책 기조로서 구조개혁을 강조

하며 대학은 내부적 변화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학

조직의 구조변화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겪으면서 사회전반의 다양한 측

면에 기여한 대학은 2000년대 이후 대학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2010

년대부터는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소

재 중소대학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축적되어 온 대학의 구조적 모순이 드

러나게 되었다(변기용·송인영, 2018). 학령인구와 대학정원의 불균형

(mismatch)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

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에 구조개혁을 두면서 국

립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학 통폐합(변수연·채재은, 2018)과 특성화

정책 등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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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2021년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에서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25개 일반대학 중 인하대학교와 국립대

학교인 군산대학교가 포함된 사실은 대학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주상

현, 2022). 이러한 사실은 국공립대학이라고 해서 외부환경이 무조건 안

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환경 불확실성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가는

비단 사립대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대학의 재정, 정당성 및

평판, 나아가 생존 가능성에도 위협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학 구조개혁이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바탕으로 시장 메커

니즘에 의해 진행된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개혁은 매우

제도적 압력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위계적인 정부와 대학 관계

를 토대로 정부가 계획하고 대학이 순응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고(신현

석 외, 2014) 평가 내용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조직을 참고하여 모방적 적응이 일어나고 있으며(박상길, 2003; 신현석,

2004; 박상규, 2007), 전문가들의 인지적 기초에 의한 합의에 의해 대학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등(김병모, 2005; 이종원·박대권, 2020) 대학조직의

변화는 내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적인 능동적인 노력이라기 보다

는 외부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을 구조개혁을 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학조직이 무엇 때문에 구조변화를 꾀하는지에 대해 이론적

접근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밝혀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간의

고등교육 구조조정 및 개혁에 대한 연구들은 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

한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정부의

중앙집권적 정책설계가 구조개혁의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 주체라는 점을

보여주는 질적 분석이 일부 존재하였다. 정부조직이나 민간조직 이외의

준정부조직과 비영리조직에서의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미진한

것은 Zajac and Kraatz(1996)이 지적한 바 있으며, 최근의 조직개편 연

구들까지도 실증연구보다는 사례분석에 가깝다.

조직개편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에서 여러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다. Peters(1992)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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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직개편의 원인으로 기능개선을 위한 목적모형, 환경변화에 적응하

기 위한 환경의존모형, 그리고 외부의 제도적 압력으로 인한 제도모형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는 목적모형과 환경의존모형은 합리성을 제고하

기 위한 기술적 요인으로 보았고, 제도모형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요인으로 보았다. 사회학적 제도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대체로 구

조변화 영향요인으로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분류한 관점을 적

용하였고, 여기서 나아가 본 연구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개편 원인을 설명하는 접근법의 대학조직에 적

용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사회학적 제도론 논의와의 이론적 결합을 시도

하였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영향요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

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개편 영향요인으로서 기능 개선

에 초점을 두는 합리모형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의존모

형을 토대로 한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여 사회적 정당성

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는 제도모형을 토대로 한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

하였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제2절 이론적 논의

1.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

1) 조직개편의 개념

조직개편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행정개혁 수단 중 하나로 인정되며

정통행정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핵심적인 연구대상이었다(윤주철, 2012).

따라서 조직개편을 둘러싼 시각과 이론적 논의는 대체로 정부조직개편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실증분석 수준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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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된다(이재연·윤주철, 2001). Adam 외(2007)는 조직개편 또는 폐

지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하나의 연구질문이 될 수 있

다고 지적하였을 정도로 조직개편 개념은 학자들간 합의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조직개편을 정치적·행정적 사건(event)으로 보지만 어떻게 정

의하고 측정하냐에 따라 조직개편의 영향요인은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

기 때문이다(이재연·윤주철, 2001).

다만 조직개편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신설과 폐지를 중심으로 논

의되어 온 경향(Kaufman, 1976; Lewis, 2002; 박천오, 2007; 윤주철 외,

2011; 윤주철, 2012; 임도빈, 2014; 김대욱, 2016)을 통해 조직개편에 대한

실증분석 차원에서 개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박천오(2007)는 “행정

기관을 합병, 분리, 신설, 폐지, 소속 변경하거나 행정기관들 간에 주요

프로그램 이동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 조직의 변동”으로 정의하였다.

Kaufman(1976: 24-29)은 행정조직의 ‘생존’ 또는 ‘폐지’로서 조직개편을

정의하였다. 이후 Lewis(2002)는 행정조직이 존재하거나 폐지에 국한되

었던 것에서 나아가, 조직개편의 유형과 범주를 조직 신설, 유지, 소멸,

승계로 세분화 한 바 있다.

2) 조직개편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조직개편을 설명하는 특정한 지배적인 이론을 찾기는 어렵다(박중윤,

2013; 윤주철, 2012). 기존 학자들은 조직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해 왔다. 대표적으로 Peters(1992)는 목적모형, 환경모형,

제도모형이라는 세 가지 모형으로 정리하였다. Askim 외(2010)도 이와

유사하게 도구적 관점, 환경적 관점, 그리고 문화적 관점으로 구분하였

다.59) 국내 연구에서는 임도빈(1999: 17)이 정부조직을 위시한 조직개편

에 대한 접근법을 정치학적 접근법, 신제도론적 접근법, 신공공관리적 접

근법으로 대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접근법으로

59) 지방정부 수준의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Garnett and Levine(1980)은 정치
적 경쟁, 적응, 지방정부간 개혁의 확산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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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널리 알려진 Peters(1992)의 분류에 따라 목적모형, 환경모형, 제도

모형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시각을 대학조직에 적용해 보았다.

Christensen(2011)은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대학조직 맥락에 적용하여

대학의 개혁은 합리적·도구적 관점의 위계적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최고관리자 수준에서 설계하는 대학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은

협상적 특징을 가지고 문화 및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본 연구

는 공공조직 개혁과 대학개혁을 이러한 기준으로 비교한

Christensen(2011)의 연구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1) 목적모형

목적모형(purposive model)은 자율적 행위자가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조직개편을 시도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의 관심대상은 개인 또는 특

정한 집단이고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정치적 행위자 또는 동기, 목적 등

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적은 주로 행정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으로 구분

되었다(March and Olsen, 1983; 문명재, 2009; 김윤권·오시영, 2008; 윤주

철, 2012).

정치적 목적은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박천오, 2001)으로, 조

직개편을 통해 국정철학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

고, 관료에 대한 통제, 국면 전환 등을 의도하는 관점이다(오재록, 2009).

많은 학자들이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적 목적을 훨씬 더 중시하였고(박중

윤, 2014),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은 행정적 목적보다는 정권의 개혁의지

를 표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설명력 있다고 평가하였다(이창원,

2001; 조성한, 2008; 박천오, 2011; 박중윤, 2014).

행정적 목적은 행정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박천오,

2001). 즉, 조직의 관료적 경직성을 해소하고, 부처간에 효과적으로 협력

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견해

이다(문명재, 2009). 이에 대하여 성공적인 정부의 조직개편 요건은 정치

적 목적과 행정적 목적을 균형적으로 추구에 있으며, 만약 정치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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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적 목적보다 더 우선적으로 추구된다면 조직개편이 의도한 효과

달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문명재, 2008).

목적모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영향 아래 조직개편을 고찰

하기 때문에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 즉 조직운영의 효율성이나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을 달성하였는지가 주된 관심사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는 조직개편이 무작정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특정한 문제에 대한 진단과 목적이 담겨있다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행정

학적, 정치학적, 경제학적 접근 등을 포함한다(Peters, 2002).

대학의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이러한 도구적 시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Christensen, 2011). 하나는 하위 단과대학 단위 또는 대

학간 수직적 분화의 유형과 정도는 정부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

의 자율성의 유형과 정도와는 다르다는 점이고, 또 다른 점은 수평적 분

화의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의 업무나 단위가 어느 정도로 분화될 것인지

를 설명하였다. Gulick(1937)이 제시하였듯이 분화는 ‘조직을 통한 조정’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대학의 공식구조도 정부조직과 같이 하

부단위들 간에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문화와 조정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결합해서 볼 때 대학구조는

전통적인 행정체계와 같이 통합된 정치행정 체계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공공관리론이 고려하는 분절화되고 분화된 구조를 띠고 있

다고 볼 수 있다(Christensen and Lægreid, 2001). 이는 구조개혁을 둘러

싼 자율성에 대한 논의와 이어질 수 있다. 즉, 대학의 구조개혁은 대학의

형식적인 자율성(leeway)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로 형식적 자율

성의 측면과, 공식적 제휴, 관리 및 재무 체계와 연구 및 교육활동의 표

준화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자율성의 측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Christensen(2011)은 현대 대학개혁의 구조와 특징상 대학의

형식적 자율성은 증가하지만 실질적 자율성은 감소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대학의 재정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 유럽의 대학과 같은

전통적인 고등교육기관은 큰 틀에서 공공조직 범주에 속하여 특정 지위

를 누리는 조직이었다(Paradeise et al. 2009). 이때는 대학 자원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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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가 낮았기 때문에 실질적 자율성은 높았다. 다른 대학과의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았고 대학 거버넌스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자들간 분화

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이러한 학문적 자

유는 ‘좋은 대학’의 선제조건이라는 신화와 믿음이 존재하였다. 이에 반

해, 현대 대학은 관리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외부집단에서 대학에

재정 지원하되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신공공관리론 풍토에 따르면 형

식적 자율성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평가와 보상이 연계됨으로써 실질적

자율성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적 인식은 공공조직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변화를 야기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조직의 의사결정에 있어 정치인들은 깊게 관여하지

말고 한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견해(Christensen and

Lægreid, 2001)가 대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구적 시각에서 조직개편은 위계적인 특성과 협상적인 특성을 지닌

다(March and Olsen, 1983). 위계적 특성은 개혁의 과정은 통제와 명확

한 조직의 사고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도자 또는 최고관리자의 핵심 관계

자집단의 지배 하에 이루어지고, 그렇기에 이들은 개혁이 이루어지는 목

적과 방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엄격하게 통제를 한다. 협상적 특성은

조직개편이나 개혁의 과정은 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과 지도부 내부

에서 서로 다른 행위자간 줄다리기에 가깝다는 것이다(Christensen,

2011). 개혁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다수의 합의 또는 목표와 이익에

대한 일련의 관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Cyert and March, 1983). 개

혁과정에서 협상은 기업의 위계적 조정과 비교해 볼 때, 개편 기준과 지

표의 명료성에서 차이가 있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대체로

개혁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준다(Mosher, 1967).

대학개혁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주로 상위 정부부처 조직과 대학간

관계가 연계되고, 다양한 기능과 업무를 특정 방향으로 개편하거나 재정

적 인센티브 구조 및 평가체계 등에서 어떠한 부분이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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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의존모형

환경의존모형(environmental dependency model)은 목적모형과는 다르

게, 조직변화의 동인을 개인이나 집단의 행정환경에서 찾는다.

Peters(1992)에 따르면 행위자의 적극적인 선택과 의도보다는 환경변화

에서 비롯되는 도전과 조직의 수동적인 적응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환경

모형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닌 환경변화에 따른 개

편의 필요성과 조직의 생존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환경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이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거나(Hannan and Freeman, 1989), 환

경변화에 따른 조직구조의 정합성을 논의한다(Pfeffer and Salancik,

1978).

현대 조직론에서 주류 조직관으로 자리잡은 개방체계 시각에서는 조

직의 다양한 활동 영역과 그 환경에 따라, 그에 걸맞는 서로 다른 하부

조직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Katz and Kahn, 1978; Lawrence and

Lorsch, 1967). 이러한 맥락에서 상황이론은 조직의 내부적 특성은 외부

환경에 맞추어 가장 적합하게 반응할 때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강

조한다. 상황이론은 근대 정부의 새로운 부처의 설립을 설명하는데 중요

한 이론적 틀로 적용되어 왔고(허다혜, 2008), 교육조직의 조직개편에 대

한 설명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염동기, 2014).

상황이론 연구자들은 환경이 불안정할 때 기계적 조직보다는 유기적

조직구조가 적합하며(Burns and Stalker, 1961), 환경이 불확실할 때는

분화와 통합의 수준이 높은 조직이 더 나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Lawrence and Lorsch, 1967)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하나의 유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결

국 조직의 내부구조는 외부환경 특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공통적으

로 강조한다. 즉,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상황이론 관점에 따르면 특화된 조직목표를 가진 하부

조직들이 직면한 외부환경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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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다(허다혜, 2008).

기술적 환경은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과 관련하여 내부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Christensen(2010)은 부처가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돈을 어떠한 용도로 지원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이 계획

대로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것도 대학의 기술적 환

경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에서 환

경적 변화가 있거나 긴장관계로 인한 변수가 생기게 되면 대학과 정부간

연계구조 또는 공식구조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는 제도적 환경을 고

려하는 제도모형 맥락에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제도모형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 제도모형

제도모형(institutional model)은 행정조직도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

보해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제도적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

이 조직개편을 한다고 이해한다(Askim et al., 2010; Brunsson and

Olsen, 1993; DiMaggio and Powell, 1983; Meyer and Rowan, 1977). 사

회학적 제도론 관점에서는 사회적 적절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관행을 운영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환경’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화된 구조에 가깝다(허다혜, 2009).

사회학적 제도론에서는 조직을 환경에 적응하는 유기체로 인식하는 것에

서 나아가, 조직은 자신을 둘러싼 문화적 규범 및 가치, 신념 등에 영향

을 받는다고 본다(허다혜, 2009). 이러한 관점은 목적모형 및 환경모형이

간과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비합리적 측면’에 주목하는 견해이다(윤주철,

2012).

조직구조는 일반론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문화적 이념을 반영한 산물

이기 때문에 지엽적 차원의 기술적 필요성 및 목표와는 느슨하게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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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이경묵, 1999).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직개편을 목표 달성이나 효

용 극대화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조직의 집합적 가치와 광범위한 사회

적 규칙에서부터 나온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의 원리에

따른 행동으로 인식한다(Scott and Meyer, 1994; Meyer and Rowan,

1977). 즉, 조직구조는 조직이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인 대응이라기 보다는, 보다 폭넓은 문화적 처방과 규칙을 의례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가깝다(Strang and Meyer, 1993; 이경묵, 1999). 따라서

이들은 조직구조에 대해 정당성 확보라는 가치에 집중하여 내부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도 외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구조를 받아들임으로써, 조직간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거나, 개

별조직의 기술적 특성과 기능적 논리를 일반화된 구조가 반영하지 못하

는 현실로 인해 공식구조와 실제 운영은 느슨하게 연결(loosely coupled)

또는 분리된(decoupled)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이경묵, 1999).60)

이처럼 합리적 목적이 아닌 조직개편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효과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구조변화하는

경향은 다양한 국가 및 사례에서 발견된다. 김영수·장용석(2002)은 사회

발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도상국의 중앙정부 역시 선진국과

같이 기능적 분화가 고도로 이루어져 복잡성을 띠는 것을 밝혀내었다.

개발도상국 중앙정부의 기능적 분화는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음에도 부처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Driori et al., 2006). 환경부, 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특

정 부처가 존재하는 경향이 확산되는 과정(Jang, 2000; Kim, Jang, and

Hwang, 2001; 김영수, 2001) 뿐 아니라 OECD 국가들 사이에서 공무원

제도개혁(Civil Service Reform Act)의 확산(Lah and Perry, 2008)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찍이 Cohen 외(1972)는 교육조직을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60) 제도적 환경이 바람직하다고 정의해 준 조직구조 형태는 일반론적 성격을 띠기 때문
에 각 조직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이경묵, 1999). 그러므로 각 조직들
은 자신이 처한 고유한 과업환경에 대한 적합한 운영방식과 공식구조를 분리하게 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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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chy)’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보고 교육조직을 대상으로는 엄격한 조

직운영에 대한 원리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하였다(신현석,

2004).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은 전통적으로 구조적 분화 또는 느슨한 결

합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Cohen and March,

1986; March and Olsen, 1976), 대학의 조직개편 과정은 일반적인 조직

개편이 쓰레기통 모형의 특성을 띤다는 최종원(1998)의 분석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 이러한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제도론적 시각에서는 상위 정

부부처와 같은 환경주체가 대학에 개혁을 주문하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구조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대학개혁이 부분적으로 자체 촉발되도록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Christensen, 2011). 이때 대학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신화 및 상징과 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제도론적 관점을 교육조직의 구조변화에 적용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전영한(2008)은 한국의 교육분야 중앙행정조직의 구조변화는 조직의 환

경과 구조 정합성을 위한 상호작용에 근거한 상황이론적 접근이나 자원

의존이론에 의해서 설명되기보다는, 제도적 규칙에 대한 순응이나 모방

적 동형화를 강조하는 제도적 관점의 설명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한 교육정보관리국 및 학교안전총괄과와 같은 특정 하위조직을 신설하거

나(박진하, 2021), 환경부 설립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부처들까지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추세(허다혜, 2009) 등은 조직개편

은 합리적 목적보다는 비합리적 목적, 구체적으로는 효율성 또는 성과

증진보다는 사회적 정당성 확보에 있음을 뒷받침한다.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대학구조개혁의 역사와 과

정을 신제도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제도적 환경에서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IMF 영향기 이후 대학들은 국가나 사회가

가지는 대학에 대한 문화적 기대로 인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이

루어지는 압력에 영향을 받아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며 강제적 동형화

가 이루어졌고, 구조조정 내용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대학의

성공적인 대응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모방적 동형화가 나타났

다고 보았다(박길성, 2003; 신현석, 2004). 이외에도 우리나라 대학구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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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은 경로의존적인 특성을 띠며 역사적 신제도주의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고 분석되기도 하였다(장아름, 2015).

2. 조직개편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

조직개편의 원인은 크게 외부요인으로서 환경변화, 그리고 내부요인

으로서 조직특성으로 구분된다(Adam et al., 2007; 윤주철 외, 2011; 윤

주철, 2012 재인용). 다수의 학자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경제·기술적 환경과 같은 외부요인을 지목하였고(Garnett and

Levine, 1980), 특히 정치적 측면의 환경변화를 강조하고 있다(Adam et

al., 2007; Lewis, 2002; 2003; Askim et al., 2010; Boin et al., 2010; 김근

세·최도림, 1996; 문명재, 2009; 민진, 2006; 윤주철 외, 2011). 구체적으로

는 대통령의 교체 또는 의회 다수당의 교체 등과 같은 정치환경의 주기

적 변화(Lewis, 2003; 윤주철 외, 2011; 윤주철, 2012), 또는 민주화와 같

은 정치상황 등(윤주철 외, 2011)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외부적 요인 외에도 조직의 내적 특성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규모,

생존기간, 조직 기능, 개별법 근거 여부 등이 조직개편 영향요인으로 작

용하였다(윤주철 외, 2011; 윤주철, 2012). 이러한 요인들을 통합적 관점

에서 정리한 이병태(2001: 231)는 정치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과, 행정체제 내부요인으로 구분한 바 있

다.61)

1) 기술적 요인: 합리성 관점

61) 이병태(2001: 231)에 따르면 외부요인에는 첫째, 정치환경은 정치이념, 권력투쟁, 권
력구조, 혁명, 이해관계집단이 속한다. 둘째, 사회·문화적 환경은 행정참여, 규제완화
및 경쟁과 같은 민간부문의 성숙, 고객의식, 고객구조, 과학기술의 발달, 문화, 주민의
요구 등이 있다. 셋째, 경제적 환경 요인은 경제개발, 소득불평등, 경제의 이중구조,
시장지향 등이 해당된다. 한편, 행정 체제 내부의 요인으로는 관리 철학, 능률화, 신기
술, 기법, 기능중복, 새로운 행정 수요, 재정압박 등이다. 이밖에 국제환경, 역사적 유
산, 전쟁, 원조 등의 요소들도 조직개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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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에 기반하여 조직개편의 영향요인을 설명할 때 외부환경 상황이

핵심에 있다. 특히 행정조직의 개편은 필연적으로 행정환경

(administrative environment)의 변화에 기인한다(김윤권·오시영, 2008).

행정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수반하고, 그 변화를 통해 새로운

행정기능(administrative func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윤권·오시영,

2008). 결국 행정조직의 변화를 야기하는 과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보는 합리성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

시되었다. 예컨대 임시조직 여부, 법적 근거(Lewis, 2002), 기관의 기능,

규모, 위원회 여부, 대통령과의 거리, 개별법 근거 여부(윤주철 외, 2011;

김대욱, 2016) 등이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내부요인으로

관료제적 구조 특성이나 조직의 자율성과 같은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탐

색이 이루어졌다. 조직개편은 조직의 구조변화로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조직개편은 업무혁신 또는 구조개혁 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이재연·윤주철, 2021) 관료제적 구조의 특성을 얼마나 띠고 있

는가가 조직개편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임도빈,

2009; 이재연·윤주철, 2021). 또한 조직 자율성 측면이 조직개편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데, 조직개편이 내부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자율

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재연·윤주

철, 2021).

2) 제도적 요인: 정당성 관점

조직개편은 큰 틀에서는 조직의 구조변화로 인식할 수 있다. 초기 사

회학적 제도론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조직의 기능과 유형을 막론하고

관료제 구조가 보편적으로 발견되며 이것은 관료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것이라는 신화와 믿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적 규칙에 기인한다고 주장

하였다(Meyer and Rowa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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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또는 제도적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결과의 하나로서 구조가 변화

한다고 주장하는 신제도론 관점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조직이 처

해 있는 제도적·사회적 맥락에서 조직의 역사와 집합적 가치에 의해 유

지되고 변화’된다고 해석한다(DiMaggio and Powell, 1983; 임도빈,

1999).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분야 관련된 총괄부처를 신설한

것은 정보화라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 논리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던 것이다(이맹주, 2017). 이러한 사례는 조

직의 경계(organizational boundary)로 정의되는 조직의 역할과 기능 개

편은 정당성을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한 제도적 논리의 결과(이맹주,

2017)임을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개혁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조

직 내부로부터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관

한 사회적 합의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외부로부터 촉발되었다고 본다

(Meyer and Rowan, 1977; 김병모, 2005).

3. 대학의 구조변화: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교육분야에서 구조조정 개념은 일반적인 기업 또는 경제분야에서의

구조조정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에서 1990년 이후 학교 교육개혁을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어로서 등장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은 학

교교육의 성과개선을 목적으로 한 단위학교 책임경영 강화, 교사 전문성

제고, 교육과정 개선, 학교 지배구조 변화 등을 포괄하고 있고 이것이 우

리나라에서는 ‘재구조화’라는 용어로 번역되었다(신현석, 2004).62)

62) 김안나·이병식(2004: 422-424)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 차원에서의 재구조화는 리엔지
니어링(reengineering), 민영화(privatization), 재조직화(reconfiguring)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Gumport and Pusser, 1997).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리엔지니어
링은 “비용, 질, 서비스, 그리고 속도와 같은 성과측정 척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초부터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Hammer and Stanton, 1995). 민영화는 고등교육기관이 기존의 구조와
역량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운영주체로서 파트너십을 통한 사설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
우 등을 말한다. 재조직화는 기업분야에서 활용하는 전략을 대학에도 적용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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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 개념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영재(2001)는 교육조직 연구에서의 조직구조 개념에서는 구조조

정을 “학교의 구조와 공식적 역할을 바꾸는 것, 즉 학교 내의 규칙과 규

정 그리고 관계의 틀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김안나·

이병식(2004)은 교육조직의 재구조화에 대해 Conley(1997)의 정의를 원

용하여 “교육의 질적 제고-학생들의 학습성과-혹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 시스템과 단위 교육기관 차원에서 조직 내부 및 학교조직과 외부환경

간의 기본적인 가정, 활동, 그리고 관계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이들의 정의를 토대로 신현석(2004)

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교육의 질적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

부 차원과 단위 대학 차원에서 대학조직 내부 및 대학조직과 외부환경

간의 기본적인 가정(assumptions), 활동(practices), 그리고 관계 등을 근

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대학간 통폐합 또는 연

합과 같이 조직간 구조조정 방식과 함께, 대학 내부에서는 하위조직 및

기능 조정, 보직 교직원 감축, 학생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 등으로 진

행될 수 있다(신현석, 2004). 이러한 점에서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자체 혹은 정부 차원에서 시도되는 대학의 학사,

인사, 행정 및 재정 등 교육 및 조직구조의 합리적 재편으로, 대학내 뿐

아니라 대학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계획적인 변화노력을 통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과정”인 것이다(신현석, 2004). 또한 김병모

(2005)는 조직의 구조변화가 외부적 상황에 의해 타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학들의 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의적 혹은 자의적

요인에 의해 자신의 체제 및 구조를 조정해 나가는 내부적·외부적 과정”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구조조정 개념을 세분화하여 내부적 구

의미하는데, 주로 리엔지니어링 과정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직구조를
개편함으로써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 대표적 예로서 고등교육
분야에서 네트워크 조직의 등장으로 인해 수직적 통합보다는 여러 소규모 업무단위
부서의 수가 많아지고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발달을 통해 변화가 많은 환경과 정보의
교환 또는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국제화 및 개방화 시대의 새
로운 환경에 대학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경영관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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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과 외부적 구조조정으로 구분하여 전문대학에 적용한 연구들(구자

균, 1998)에 의하면 내부적 구조조정은 전문대학의 구조를 변화하는 환

경에 맞게 바꾸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 등을 통해

현재 전문대학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반

면 외부적 구조조정은 내부적 구조조정이 실패할 때 시장원리에 따라서

전문대학 등이 퇴출되거나 인수·합병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듯 대학 구조조정에 대하여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환경상황에 적

응하고 목표달성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직의 내부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 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후 대학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대학은

교육부 폐쇄명령에 따라 폐교로 이어지면서(교육부, 2017; 김송림·박대

권, 2020) 대학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특히 박상규

(2007)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학관리제도 변화

의 과정은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에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시기

적으로는 고등교육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은 정부주도로 시작되었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전문가집단의 역할이 대학 구조조정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구조조정에 대한 대학간 모방적 적

응이 나타났다.

이후 대학개혁은 1997년 후반 IMF 외환위기부터 본격화 되었는데(임

연기, 2005), 기존에는 국립대학 통폐합과 대학 특성화 사업 중심으로 이

루어졌던 대학개혁(이용균·이기성, 2010)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전국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을 반영하도

록63) 강제적인 제재와 변화를 촉구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평가등급에

따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될 뿐 아니라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가

63)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A등급은 자율감축이고, B등급에서 4%, C등급에서는 7%,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D등급은 10%, E등급은 15%을 요구받는다(김송림·박
대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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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신청기회를 상실하게 된

다. 특히 대학의 정원감축은 대학 재정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

혁평가는 대학에 강한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초반
199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중반 이후

제도
변화의
원천

강제적 압력(정부의
강압적 규제)

규범적 압력
(전문가집단 역할)

모방적 적응
강제적 압력,
모방적 적응

제도적
환경

§ 국내외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고등
개혁 필요성에 대
한 세계적인 추세
의 강조

§ 60~70년대 우리나
라 사회전반의 국
가주의적 경향의
지배논리가 고등교
육부문에도 적용

§ 정부주도의 고등
교육개혁사업 강
력 추진

§ 인구 급증, 국민
소득 향상, 교육
열 등으로 대학지
원자 급등

§ 대학에 대한 사회
적 수요 증가에
따른 대학 양적
확대

§ 대학입학정원 절
대부족

§ 사회문제 대두(학
력별 임금격차,
과별과외 성행 및
재수생 누적)

§ 대학관리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개
입방식 추세

§ 대학관리의 직접
적인 통제에서 예
산분배 통제정책
으로 전환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
소

§ 고등교육 질에 대
한 지속적인 사회
적 문제 제기

§ 지방대학 재정문
제 심화

§ 대학구조개혁평가
로 인한 부실대학
선별

§ 대학 자율화에 대
한 지속적인 논의
를 토대로 2018년
부터는 자율적 평
가 체계로 전환

사조
및
전략

§ 군사정부의 국가
주의적 경향이 지
배적

- 정부의 법적 명령
이나 환경의 강압
적 성격에 대한 대
학의 종속

§ 민주주의의 확산
- 지배방식의 민주화
확대

- 국가의 직접적 지배
방식에서 전문가 집
단의 활용으로 개입
의 정당성 확보

§ 신자유주의적 사조
- 대학: 자율과 경쟁
시스템

- 국가: 선택과 집중

§ 신자유주의적 사
조

- 대학: 정부재정지원
과 구조개혁평가
방향 조응으로 자
율성 축소

- 대학: 재정지원과
구조개혁평가로서
부실대학 선별 및
환경변화 적응성
유도

국가와
대학
간

정부정책 및 법안이
대학에 강제적 동형
화 침투과정에 초점

§ 사회적 신념의 형
태와 원천들이 보
다 합리화 과정에

정부제도에 대한 대
학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과정 및 합리성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강제적 조치 요
구(정원감축, 재정지

<표 4-1> 우리나라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제도 변화와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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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초점
- 전통이나 관습 등
이 법률, 규칙, 규
제 등에 의해 대체

- 다양한 전통적 권
위가 국가나 전문
직 또는 합리화된
법체계에 의해 대
체

원제한 등)

출처: 박상규(2007: 16-25)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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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조직개편에 대한 선행연구

공공조직의 존폐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Lewis(2002)의 연구는 조직개편 연구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 그는

공공조직의 폐지에는 사실상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

다. 1946년부터 1997년 사이의 미국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신설부

터 폐지까지를 추적하여 조직개편 요인을 Cox 비례위험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반대정당의 소속 대통령 여부, 통합정부 등의 정권교체 변수, 전쟁,

공화당 대통령 정권, 임시적으로 생성된 기관, 입법에 근거하여 생성된

조직일수록 공공조직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기관의 내부특성도 조직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적

요인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중앙행정조직의 생존기간을 통해 정부조직의 신설과 폐지

등의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윤주철 외(2011)는 외부요인

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1970년부터 2008년 사이 존재한

97개 중앙행정조직 중에서 59개의 기관이 폐지되었는데, 대통령의 교체

또는 민주화, 여소야대 국면과 같은 정치환경과, 기관의 공무원 수, 대통

령과의 거리, 개별법 존재여부는 생존기간에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거나 위원회일 경우 생존기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조직개편은 외부 환경변수와 내재

적 특성 모두가 동시에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히 정치환

경 변화의 변수가 조직개편을 야기시키는 중대한 원인임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윤주철(2012)은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조직개편을 유형화하여 존

속, 대체, 분리, 통합, 흡수, 완전폐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영향요인을

밝혀내었다. 환경변화 요인으로 전체 중앙행정조직의 수, 대통령 집권 연

차, 민주화 전후 시점을 투입하였고, 내부 조직특성으로는 생존기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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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규모, 과거 조직개편 경험을 투입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

리나라 정부조직의 개편은 주로 통합에 관한 것이 두드려졌고, 민주화

시기 및 대통령 집권연차와 같은 정치적 환경이 주요 영향요인임을 재차

확인하며 민주화 이후의 조직개편은 정치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

을 제시하였다.

서울본청조직의 조직개편 영향요인을 분석한 김대욱(2016)은 1995년

부터 2013년까지의 서울시 본청 실·국·본부 조직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의 관계요인, 지방정치요인, 내부특성요인이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특히 중앙정부의 조직개

편 시기가 지방행정조직의 조직개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64) 지방행정조직의 상위조직인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은 종속적인

관계에 위치한 지방정부에게는 일종의 강제적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정치적 환경 요인이 조직개편에 무엇보다 중요

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경험연구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요인이 조직개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였다(이재연·윤주철, 2021). 이들은 2017년과 2018년 지방공기업을 대상

으로 내부요인으로는 집권화 및 레드테이프와 같은 구조변수와 조직자율

성을 포함하였고, 외부요인으로는 환경 불확실성 및 외부통제, 그리고 기

관장 요인으로는 과거경력, 재임기간, 기관장 교체 변수를 투입하였다.

조직개편의 정도를 조직개편의 신설 혹은 폐지로 소속부서가 바뀐 직원

의 비중으로 측정하여 순서형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구조에서 레

드테이프, 그리고 외부요인에서 환경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조직개편 정

도가 커지는 반면, 기관장의 재임기간과 조직규모는 조직개편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내부요인과 외부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외부통제 요인과 기관장

요인이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64)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은 대부분 대통령 집권초기에 일어난다
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 집권 1년차일 때 1을 부여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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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의 구조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대학의 구조변화에 관한 국외문헌은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restructuring)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었다. 대학조직의 거버넌스 형

태가 기존에는 학자들 중심의 자율적 운영에 기반하였던 구조에서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개입으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경향(Bleiklie and

Kogan, 2007; Rowley et al., 1997; Christensen, 2011)은 세계적인 추세

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마다 제도적 거버넌스 구조가 서로 다르게 형성

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범국가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신공공관리방식의 정책개혁 신조는 고등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서

대학의 구조개혁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Dill, 2011; Christensen, 2011) 그

로 인해 대학들은 더 많은 정부의 감사 및 평가와 재정지원 체계에 노출

되고 정부 이외 다른 외부조직으로부터 자원 획득과 수반되는 각종 압력

을 받고 있다(Christensen, 2010).

경험연구로서 Zajac and Kraatz(1993)는 1971년부터 1986년까지 631

개의 미국 학부중심대학을 대상으로 전문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구조조정

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산대비 부채비율과 조직규모, 지

역적 조건 등이 구조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학생의 입학 및

충원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여자대학과 같은 단일성별 대학

에서 남녀공학으로의 변화와 대학원 프로그램 추가 설치는 학생 입학률

과 운영수익과 같은 대학조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구조변화는 조직군생태학 관점에서 일반

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

기 위한 보다 일반적이고 지속적이며, 성과개선을 위한 합리적 과정이자

전략적 대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학의 구조변화에 관한 국내문헌은 대체로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논

의를 핵심으로 한다. 이슬아(2017)와 김송림·박대권(2020)의 선행연구 정

리방식을 참고하였다.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 이만우(1998)와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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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의 구조조정 방안을 연구한 구자균 외(1998)에 이어, 2000년 이

후 한국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및 쟁점을 살펴본 연구(임연기,

2005), 경합가치모형에 의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전략(이황

원, 2009) 등이 검토되었다. 통폐합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는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 연구(강무섭 외, 2002)와 국립대학 통폐

합과 대학간 통합 또는 학과교환의 구조조정 사례 분석(김병모, 2005),

도립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신재일, 2007), 그리고 일

본의 대학개혁 사례 연구(한용진, 2003; 김미란, 2007) 등이 있었다. 또한

대학구조개혁의 당위성과 한계(문용린, 2005),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한 대학구조조정 방안(유현숙 외, 2009) 등 현행 대학구조조정을 비

판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외에도

특성화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정책에 초점

을 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유현숙, 2004; 신재철, 2007).

2010년 이후에는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영,

2010)와 함께 2014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작되면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부정적인 측면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연구(박승철, 2013; 최

호성, 2012; 박거용, 2014; 김성열·오범호, 2015; 반상진, 2015)와, 대학구

조개혁평가 시행에 따른 정책평가 및 평가방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반상진, 2015; 신현석, 2016; 최강식, 2017). 대학구조개혁 정책 변동과

정을 분석한 연구들(장아름, 2015)도 존재하였다. 대학정원 정책을 중심

으로 역대 정부가 시행한 구조개혁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분석한 연구(최

강식·이보경, 2017), 특정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추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을 다룬 연구(변기용·송인영, 2018; 신현석, 2018)도 있었다. 이외에도 소

규모학교와 국립대간 통폐합 과정에 대하여 갈등네트워크 구조로 접근하

여 분석한 연구(김가람·이일용, 2016)가 있었다.

한편, 대학차원에서 대학구조개혁이 대학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학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소

수에 불과하였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제도적 환경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특성화학과 설치 정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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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문명재(2017)의 연구와,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조직변화를 사례연구로

서 검토한 김송림·박대권(2020)의 연구가 있었고, 나머지는 개별 단과대

학 또는 특정학과 수준의 사례에서 이루어졌다(신민혜·조남기, 2016; 성

창환, 2017).

위의 선행연구 경향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조정에 관

한 연구들은 첫째,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전의 연구들은 대체로 통

폐합 또는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흐름과

변동과정을 분석하였거나 구조개혁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흐름이 있었고, 셋째,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

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였다. 특히 우

리나라 대학의 구조개혁 정책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신

현석, 2004; 김병모, 2005; 박상규, 2007; 장아름, 2015; 최정민·문명재,

2017; 박준희, 2019; 김송림·박대권, 2020; 이종원·박대권, 2020)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시각은 과거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의 구조개혁 정책들은 역사적으로 경로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하

면서, 제도적 환경에 둘러싸인 대학들은 정부 주도의 대학개혁 정책으로

인해 그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대학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례분석 또는 담

론적인 논의를 제시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어, 실증적으로 분석을 시도한

경험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소수의 경험연구로서 최정인·문명재(2017)는

2014년도 구조개혁평가 이전 시기와 평가 1주기가 이루어진 2015년 대

학을 대상으로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적극적 순응, 소극적

순응, 무시 등 서로 다른 순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직자원을

중심으로 밝혀내었다. 분석결과, 첫째, 학생1인당 예산규모가 적은 대학

일수록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의 자원이 적을수록 핵심자원 제공자인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러한 결과로 적극적인 순응이 나타난다는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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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전체 예산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순응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재정의존도가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의 대응전략에 미치는 영향

은 자원의 양이 적은 조직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분 선행연구
이론적 접근법에 따른 분류

일반적 조직구조 논의에서

대학구조에서 접근한 연구
김정완·노진덕(2008), 주상현(2022)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에서 접근한

대학구조개혁 연구

신현석(2004), 김병모(2005) 박상규(2007), 최

정인·문명재(2017), 김송림·박대권(2020), 이종

원·박대권(2020)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

사립대학 구조조정 구자균 외(1998)

대학

통폐합

국립대학 통폐합 김가람·이일용(2016), 주경일(2007)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
이종원·박대권(2020)

대학구조

개혁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강병운(2005), 신현석(2005; 2008), 유현숙 외

(2009), 민철구·정기철(2010), 반상진 외(2013),

김창수·황준성(2013)

특징 및 쟁점 분석 연구

신현석(2004), 장석환(2007), 반상진(2015), 신

현석(2012; 2018), 이영(2014), 박진우(2013),

박진형(2014), 박남기·임수진(2015), 이기종

(2015), 최강식·이보경(2017), 변기용·송인영

(2018)
정책평가 및

평가방향 제시 연구

반상진(2015), 신현석(2016), 최강식

(2017)
과정 및 인식차이

연구

김영진(2004), 박상규(2007), 김일환

(2016)

사례연구
김병모(2005), 장아름(2015), 박지회·고장

완(2015), 안관수·이은영(2015)

대응 및 전략 연구
신민혜·조남기(2016), 성창환(2017), 최정

인·문명재(2017), 김송림·박대권(2020)
출처: 이슬아(2017: 25)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표 4-2> 대학 구조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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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의 차별점

이상의 선행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의 원인에 대하여 목적모

형과 환경모형, 그리고 제도모형으로 구분한 이론적 접근법과, 사회학적

제도론 연구에서는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한 흐름

이 존재한다. 그리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로서 공공부문은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 두드러지고, 민간부문은 기술적 요인의 영향이 두

드러진다는 연구가 소수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여기서 나아가, 이러한 두 연구경향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결합을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조직개편 접근법에서 목적모형과 환경의존

모형은 조직의 효율성이나 성과 개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기술적 요

인과 같은 맥락이고, 제도모형은 제도적 요인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같은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이를 확인하기가 곤란

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민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조직과 민간조

직의 차별적인 특성이 조직개편이 일어나는 원인에서도 발견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부족하였던 조직개편 경험연구에 실증적

증거를 더해줄 뿐 아니라, 조직개편 정도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서

공공-민간부문의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림 4-1> 본 연구의 차별점



- 156 -

제4절 연구가설 설정

1. 기술적 요인

1) 목적모형

우리나라 대학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변화이자 혁신활동으로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65)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자체적인 적극적인 구

조조정이 요구되는 이유로 학생 부족과 열악한 재정적 여건 타개 등이

주된 목적으로 논의되었다(최종인·김용훈, 2008). 이러한 노력으로 정원

감축 및 조정, 유사학과 간 통폐합, 학과 신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최

종인·김용훈, 2008).

대학들은 자신의 핵심 역량을 보존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 학과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분야를 위주로

학사조직을 개편하는 방식의 구조조정 전략을 취하고 있다(박순진,

2014). 이러한 전략은 신입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실제로도 크게 줄

어든 대학들 또는 학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는 유사하거나 중복학과 간에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

간 통·폐합이 추진되었다(이석주, 2005). 예를 들면 취업률이 높지 않은

기초학문 계통 학과들은 정원을 줄이고, 반대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는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서남수, 2010; 심재권, 2013). 김안나·이병식(2004)이 4년제 대학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직개편과 같은 재구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외부요인으로 학생 수 감소가 가장 많이 지적된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65) 조직개편은 조직의 구조변화일 뿐 아니라 일종의 혁신활동이기도 하다(이재연·윤주
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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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1: 조직성과가 낮은 대학일수록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2) 환경의존모형

조직개편을 설명하는 환경의존모형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에 대한 적

응을 위해 외부환경적 상황에 맞게 자신의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환경이나 환경 불확실성은 조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외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경의존모형에서 지지하는 상

황적합이론에서는 부정합(misfit)한 상태에 있는 조직의 관리자들은 조직

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변화를 시도한다(전영한, 2008). Lawrence

and Lorsch(1967)는 조직의 내부 특성들이 외부환경의 요구에 가장 적합

하게 반응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최적의 적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환경이 불확실할 때 분화와 통합이 고도로 이루어진 조직이 보다 적합하

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조직은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탐색하고 그러

한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

인 성장을 추구한다(Miller, 1991). 즉, 상황이론에 따르면 외부 환경적

특성으로 따라 조직은 내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에 맞게 하

부단위를 조정하고 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환경적 상황에 따라

조직이 신속하게 변화를 이루어냄으로써 특정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고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허다

혜, 2008).

조직개편에 대한 접근법을 분류하고자 한 학자들은 복잡하고 다층적

인 조직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대학조직에서는 정부조직에 비해 훨씬 시장에서의 상황과 위치가 강조된

다. 우수한 신입생 확보를 놓고 대학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주지

할 사실이다(성민정·조정식, 2007). 김안나·이병식(2004)의 연구에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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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원인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대학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 또는 사회

적 요구에 따른 전문인력 배출과, 대학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

어려움 극복 등을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나라 대학

들이 안정적인 운영과 생존을 위해 재정과 관련된 시장환경을 비롯한 외

부환경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대학일수록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것임을 암시한다.

결국 경쟁이 심해지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등의 불안정한 시장환경에

처한 조직일수록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은 변화를 추구한다

고 보는 전략적 선택 관점의 견해에 따라서 시장환경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리하다고 인식할수록 전략적으로 개혁을 실시하고자 할 것이

다.

가설1-2: 시장환경이 불확실한 대학일수록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

할 것이다.

전략적 선택론 연구자를 비롯한 조직학자들은 조직이 취하는 전략과

구조는 외부 환경상황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다(Tan, 2002). 또한 조직

환경에 맞는 전략과 구조는 영속적이거나 고정적이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Child, 1972; Lawrence and Lorsch, 1967;

Thompson, 1967; Tan and Litschert, 1994 재인용). 조직의 관리자는 환

경상황을 점검하고 해석하여 외부 환경에 적합한 내부적 구조로 변화시

킴으로써 환경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Tan and

Litschert, 1994). Mintzberg(1973) 역시 조직전략을 조직환경에서 유리한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적용되는 자원배분 관련 의사결정이라고 표현하며

조직의 환경에서 경쟁적 이점을 얻기 위해 조직전략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선제형 전략을 추구하는 조직일수록 조직개편이 일어난 정

도가 더 클 것이라고 보았다. 선제형 전략은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이

며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전략이다(Miller and Friesen, 1983;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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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itschert, 1994 재인용). 선제형 전략을 추구하는 조직의 경우 전체

조직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로 분화된

하부단위가 존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Miles and Snow, 1978).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구성하였다.

가설1-3: 선제형 전략을 추구하는 대학일수록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2. 제도적 요인

조직개편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을 제시한 학자들은 조직개편이 일어

나는 것은 합리적 과정의 산물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비합리적 측면

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제도모형을 논의한 바 있다.

조직개편은 조직구조의 변화이자 조직혁신의 일환으로서도 이해된다

(이재연·윤주철, 2021). Campell(2004)은 조직의 형태를 갖추는 것도 도

구성의 논리가 아닌 적절성의 논리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당성

관점에서는 외부 제도적 환경에서 바람직하다고 정의한 구조적 행태 또

는 조직혁신에 대해 조응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조직이 정당성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이는 나아가 자원 획득이나 생존의 가능성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례로서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연구는 법

인화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증가함으로써 교육연구조직이 개편되는 경

우 또는 교원의 소속학과 변경이 빈번해졌다고 보고하였다(한국교육개발

원, 2010; 전영한, 2014).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대학의 정부규제가 강할수록 조직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맥락에서 논의되

는 구조변화와 같은 조직개편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기초한 대학구조조

정을 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박상규(2007)는 대학의 관리형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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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조개혁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론적인 합리

성 측면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엄격하게 주장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

적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국정관리의 사조가 대학운영에

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조직문제를 다

루는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이 대학조직의 구조변화에 대한 설명력을 갖

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들은 대학의 구조변화 또는 통폐합 등의 변화들은 제도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신현석, 2004; 김병모, 2005; 최정인·문명재,

2017; 김송림·박대권, 2020; 이종원·박대권, 2020).

McDonnell and Elmore(1987)은 조직의 변화에 대한 외부적 압력이

1960년대와 1970년대 주창되었던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 유인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 구조조정 연구자들

은 대학의 개혁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견해를 제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IMF 영향기 이후 대학들은 국가나 사회가 가지는

대학에 대한 문화적 기대로 인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압력에 영향을 받아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며 강제적 동형화가 이루어

졌다고 본다(박길성, 2003; 신현석, 2004; 박상규, 2007). 이는 대학 통폐

합 사례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다(김병모, 2005).

정부의 대학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2015년부터 실시된 구조개혁평가

는 평가등급에 따라 고강도로 정원감축을 요구하여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혁이었다고 평가된다(주상현, 2022). 구조개혁평가 지표에 맞출 수밖에

없었음에도 정원감축에 대한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대학의 자

율성은 저해되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평가등급에 따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될 뿐 아니라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신청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대학운영에 치

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에 따르게 된다. 대학 재정확보와 직결되

는 문제로서 대학들은 정원감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간 상대적 평가를 통해 전반

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대학에 수직적이고 강제성을 띠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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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설2-1: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록 조직개편을 적극적으

로 실시할 것이다.

학교는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요구에 영향을 받는 ‘길들여진

(domesticated)’ 조직이므로(Carlson, 1967) 외부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적

표준과 사회적 평가에 민감하면서도, 대학조직의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

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

하여 모방을 통한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형성된 인지적 규범과 기초가 만들어져 있을 때

특정한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유

사하게 접근하는 전문화를 강조한다. Rowan(1982)은 조직의 혁신은 제

도 형성(institution building)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새로운 구조가

정의되고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고 인식되는데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교육조직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전문기관의 승인

(endorsement)과 같은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정당성을 얻고 사회적으로

수용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Rowan, 1982). 즉, 제도적 환경 안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어떠한 변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보증되었다면

교육조직은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임을 외부에 보여주고 ‘좋은’ 학

교로 인식되고자 부정적인 평가가 등장하기 전까지 변화된 형태를 유지

할 것이다(Rowan, 1982).

우리나라 대학조직의 변화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역할이 영향을 미

쳤음이 입증되어 왔다. 박상규(2007)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변화

에 있어서 1980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기구가

설치운영되었고 1994년 대통령자문기관으로 교육개혁위원회 운영 등으로

인한 전문가 집단이 큰 몫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김병모(2005)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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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학교와 공주문화대학의 통폐합 사례와 영산대학교와 동일 학교법인

소속의 성심외국어대학의 흡수통합 사례는 대학 전문가들 간 자율적인

참여와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를 토대로 이루어진 경우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4년제 대학들은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학 내부 및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는 설문조사 결과(김안나·이병식, 2004)도 규범적 압력이 대학의 조직개

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은 전문가들 간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와

지식 등을 바탕으로 촉진될 수 있겠다.

이외에도 언론으로부터 가시성이 높은 조직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다고 인식되는 신념이나 가치에 대하여 따를 가능성이 높다(Meyer

and Rowan, 1977; Oliver, 1991; Greening and Gray, 1994). 언론으로부

터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조직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에

따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주목을 덜 받는 조직에 비해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주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경향이 있다(Goodstein, 1994; Oliver, 1991; 전이영·이경묵, 2017).

즉,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제도적 환경에 조응할 가능성

이 높은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및 신공공관리론 흐름에 따라 최근 고등교육은 질

제고를 강조하며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조직의 개혁을 추동한 가운데, 한국의 고등교육에도 적

용되어 재정적 지원과 예산분배통제 방식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박

상규, 2007). 그러나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강조한 이러한 고등교육 개혁

의 방향은 종종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

하여 대개 외국의 사례를 모방함으로써 이에 대응하였다(장덕호, 2009;

신현석, 2005).

특히 우리나라 대학 구조조정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

하기 위해 다른 대학의 성공적인 대응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모방적 동형화가 나타났다고 지적되었다(박길성, 2003; 신현석, 200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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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대학의 구조적 변화에서의 모방적 동형화는 1999년 부산가톨릭대학

과 지산대학의 통폐합 과정에서도 드러났다(김병모, 2005).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으로 통폐합되는 사례를 분석한 이종원·박대권(2020)은 통폐합

과정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에 따른 설립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 새로

운 대학으로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대학으

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거나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대학을 모방하고,

학과구성과 편제 및 학사운영 등의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추기 위한 개

편의 방식은 기존 일반대학에 개설된 동일학과 또는 유사학과를 벤치마

킹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개혁평가의 정성평가 지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

하여 우수한 대학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김송림·박대권

(2020)의 분석 역시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변화에 있어서는 모방이 주요

원천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대학의 구조변화 또

는 조직개편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환경에서의 합의된 신념과 문화를 만

드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학조직들은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가설2-2: 사회규범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록 조직개편을 적극

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3. 기술적 요인, 조직개편, 그리고 공공-민간 차이

조직학자들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조직환경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 차이는 조직 관리자가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Tan and

Litschert, 1994). 환경 적합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환경상황을 판단한

후 그에 맞는 구조와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성과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Venkatraman and Prescott, 1990).

조직전략과 구조의 정합성은 민간조직 뿐 아니라 공공조직에서도 강

조되고 있다(권보경 외, 2018). Andrews 외(2007)는 공공조직의 관리자



- 164 -

는 어떠한 전략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가적

(entrepreneurial) 문제와 동시에 전략에 맞는 조직구조를 선택하는 행정

가적(administrative)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

나 여전히 민간부문에서 이를 더욱 중시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서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관리적 재량 수준과

전략적 선택의 범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Tan, 2002). 구체적으로

는 공공관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Rainey, 2014). 이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처한 내부적·외부적 환경

차이에 기인한다(Meyer and Rowan, 1977; Miles and Snow, 1978). 이

렇듯 환경적 복잡성과 역동성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은 조직의 소유권

에 따른 유형마다 다르며, 이것이 조직의 혁신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Doty et al., 1993). 조직의 유형을 공공조직, 민간조직, 집단소유 기업

과 joint venture 기업으로 구분하여 이들간의 환경 및 전략을 비교하고

성과영향을 분석한 Tan(2002)은 조직유형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과

추구하는 전략은 서로 다른 것을 입증하였다. 즉, 민간조직은 공공조직에

비해 선제형 조직이 두드러졌고 환경에 대해서도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설3: 기술적 요인이 조직개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4. 제도적 요인, 조직개편, 그리고 공공-민간 차이

교육조직은 고도의 기술적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Baldridge

and Burnham, 1975), 견고한 기술적 증거를 토대로 타당성을 갖출 가능

성이 낮다(Rowan, 1982). 조직에 대한 기술적 평가 기준이 견고하게 존

재하지 않을 때 사회적 평가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Zald, 1978). 이때

조직의 대안적 구조가 등장하거나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직구조를

지지하던 기존의 규범 및 가치 또는 기술적 지식이 불안정해 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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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Zald, 1978; Rowan, 1982).

이러한 경향은 국공립대학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즉, 국공립대학

과 사립대학 간 조직개편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공조직

의 공식조직 변화가 민간조직의 그것에 비해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도적 환경 안에서 정부와

같은 공공조직에서 특정한 방식이 ‘우월하고 좋은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

해 특정한 구조개혁 모델이 표준이 되고 확산되는 것은 개혁에 있어 어

떠한 것이 바람직한지 증명하는(certifying) 일부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선도적인 기업가적 역할에 영향을 받는다(Christensen, 2010). 이러한 환

경에서 조직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시되는 규범 또는 제도에 관

한 인식을 조직이 받아들임으로써 조직간 비슷한 공식구조를 띠게 되는

것이다(Meyer and Rowan, 1977). 그런데, 공공조직의 제도 운영과 동형

화에 대한 연구들은 공공조직에서 조직구조의 동형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고(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이것이 목표

모호성과 같은 공공조직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

하고 있다(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장용석 외, 2014).

민간조직은 효율성을 중요가치로 내세운다면, 공공조직은 이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공조직은 이해관계자가 다양

하고 그들의 수요 역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환경이 복잡하며, 재

화나 서비스의 시장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목표 모호성 및 성과 모호성이

존재한다(Chun and Rainey, 2005; 전영한, 2009).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조직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제도적 압력을 더 크게 받는다

(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이로 인해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더

초점을 두는 경향(Casile and Davis-Blake, 2002; Frumkin and

Galaskiewicz, 2004; 장용석 외, 2014; 권보경·이경은, 2021 등)을 감안하

면, 공공조직 특성을 띠는 국공립대학이 민간조직 특성을 공유하는 사립

대학에 비해 제도적 압력에 의한 조직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다른 조직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조직은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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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조직이 요구하는 바에 가깝게 행동하려고 한다(Pfeffer and

Salancik, 1978). 이러한 점에서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재정적

지원 수준이 높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와 같은

상위 정부조직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대학에 대한 정부

의 간섭정도와 형태를 확인한 신정철·박환보(2007)는 입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내린 규제적 공문이나 자료요

구 및 감사 등의 양이 비슷하였지만, 행정적 영역에 있어서는 국공립대

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의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립학교 설치령”과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법”인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과 내부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신정철·박환보, 2007).

가설4: 제도적 요인이 조직개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공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167 -

제5절 연구설계

1. 분석대상 및 자료의 원천

본 연구는 대학 조직개편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우리나라 4년제 종합대학으로 설정하였

다.66) 설문조사 자료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직진단평가연구센터의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설문조사(KPSOS) 자료를 활용하였고, 2016년과

2018년의 2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경성자료는 대학알리미 공시자

료를 바탕으로 수집되었다.

2. 주요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조직개편 정도이다. 대학조직은 교육영역과 학

교조직 관리·운영 영역의 이분화된 구조를 띤다(신현석,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조직개편을 관리·운영 영역에서 본부 차원의 조직

개편과, 교육영역에서의 학과개편으로 구분하였다.

(1) 관리·운영영역 조직개편 정도

먼저 관리·운영영역의 조직개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직개편 빈도

와 범위에 대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첫째, 조직개편의 빈도는 “귀 대

학의 조직개편(부서 및 학과의 신설 혹은 폐지 등)을 얼마나 자주 하는

66) 산업대학(2개교)은 고등교육법에서 일반 4년제 종합대학과는 다르게 보고 있는 등
특성이 달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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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니까?”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리커트 5점척도(①거의 안 한

다, ②4년마다 한다, ③2년마다 한다, ④1년마다 한다, ⑤6개월마다 한다)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둘째, 조직개편의 범위는 “귀 대학에서는 지난 2년간 조직개편(부서

및 학과의 신설 혹은 폐지)으로 소속 부서가 바뀐 교·직원이 얼마나 됩

니까?”로 설문하였다. 이 문항은 리커트 5점척도(①전체 직원의 0~5%,

②전체 직원의 6~10%, ③전체 직원의 11~15%, ④전체 직원의 16~20%,

⑤전체 직원의 20% 이상)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사 및

재무담당자 응답값의 최대값을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두 문항의 척도가

순서(서열)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값보다 최대값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67)

(2) 교육영역 학과개편 정도

대학조직은 생존을 위해서 대학들은 학과를 신설하거나, 학과명을 변

경하는 등의 구조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 이는 학과계열마다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서 분류

하고 있는 ‘공학’, ‘예·체능’, ‘의학’, ‘인문·사회’, ‘자연과학’의 다섯 가지 대

계열에 따라 학과개편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의 비율을 통해 조직개편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는 학과상태를 ‘기존’,

‘변경’, ‘분리’, ‘신설’, ‘통합’, ‘폐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을

제외한 학과상태(‘변경’, ‘분리’, ‘신설’, ‘통합’, ‘폐과’)를 학과가 개편된 것

으로 보고68), 대학조직별로 각 대계열 학과 중에서 개편된 학과 수를 대

67) 인사담당자와 재무담당자의 두 문항에 대한 각각의 응답값을 비교하기 위해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인사담당자와 재무담당자 응답값 간의 상관관계는 약
0.4~0.5 사이를 기록하였다. 그에 반해 인사담당자 및 재무담당자 응답값의 최댓값 변
수와의 상관관계는 0.7~0.9 사이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사담당자와 재무
담당자의 응답값을 평균하는 것 보다는 최댓값을 활용하는 것이 각 대학조직의 조직
개편 정도에 대한 대표 응답값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68) 본 분석을 위한 필터링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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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조직별 전체 학과 수로 나누었다. 그리고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

‘자연과학’ 학문계열별로 학과상태가 변경, 분리, 신설, 통합, 폐과된 학과

비율을 측정하였다. 다만, ‘의학’ 학문계열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왜냐

하면 분석기간동안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인해 기존 의과대학에서 의학

전문대학 설치로 인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중

인 대학도 있고, 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대학도 존재하

고, 의과대학만을 운영하는 대학 등 다양하게 존재하여 분석결과의 타당

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독립변수

(1) 기술적 요인

①목적모형

기술적 요인 중에서 조직의 기능 및 성과개선에 관한 변수를 추가하

였다. 성과가 낮은 조직일수록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신입생충원율과 취업

률(오종진, 2010; 임대규, 2018; 이경은·전영한(2016) 등)로 측정하였다.69)

대체로 신입생 충원과 취업률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과

개편이나 부서의 신설 및 폐지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표는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서 수집되었다.70)

1. 주간야간: 주간
2. 수업연한: 2년 제외
3. 학위과정: 학사
4. 대학구분: 대학
5. 학교구분: 각종학교(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6. 본분교명: 분교 제외
7. 학과특성: 일반과정
69)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2018년 8월에 공개 및 공시하는 ‘중도탈락 학생 현황’ 자료에
서 신입생 충원과 중도탈락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2017년 3일 1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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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경의존모형

조직은 환경적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환경상황에 맞게 자신

의 전략과 구조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각 대학

조직이 처한 시장환경 상황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시장상황 변수는 “귀

대학의 교육서비스가 시장에서 직면한 경쟁 정도는 어떠합니까?”의 시장

경쟁 문항과 “귀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시장수요 상황은 어떠합

니까?”을 활용하였다.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시장경쟁 문항에 대해서 인

사 및 재무담당자는 리커트 5점척도(①매우 약하다, ②약하다, ③보통이

다, ④심하다, ⑤매우 심하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의 응답값을 평균하였다.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시장수요 문항에 대

해서 인사 및 재무담당자는 리커트 5점척도(①시장 수요가 빠르게 줄고

있다, ②시장 수요가 줄고 있다, ③시장 수요가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

다, ④시장 수요가 늘고 있다, ⑤시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로 응답

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인사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의 응답값들을

역코딩한 후 평균함으로써 값이 클수록 시장수요가 불안정성한 것을 의

미하도록 하였다.

(2) 제도적 요인

①강제적 압력

강제적 압력은 “귀 대학의 교육서비스 가격(등록금, 수수료 등) 결정

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문항과,

“귀 대학의 교육서비스 수혜대상(입학생) 결정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

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70)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서는 해당연도의 취업률을 그 다음 해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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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조사에서는 강제적 압력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문항이 부재하

기 때문에 전영한(2014)의 정책적(대학의 경우 학문적) 자율성의 개념을

반영한 두 문항을 대리(proxy) 측정문항으로 활용하였다. 위의 문항들에

대해 응답자들은 각각 리커트 5점척도(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분석결과에 대

한 해석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문항의 인사담당자와 재

무담당자 응답값을 역코딩한 후 평균값을 활용함으로써, 값이 클수록 강

제적 압력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또다른 강제적 압력의 대리지표로서, 2015년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2018년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

른 제한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교육의 질 향상과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이 의무적으로 평가대상이 되고 있

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대학이 결정되고 지원금 등이 차등적으

로 나뉜다. 그러므로 구조개혁평가는 조직성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

라 대학의 구조변화의 맥락에서는 제도적 압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욱 타당할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특히 중시하는 것이 대학의 구

조개선이나 환경에 대한 대응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

도에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아래의 <표 4-3>의 기준에 따라 강제적 압력 수준을 코딩하

였다.71)

71)

강제적

압력수준
15년 평가결과 18년 진단결과

정원감축

대상

정부재정

지원사업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0 A등급 자율개선대학 제외 참여가능 지급 가능

1 B등급, C등급 역량강화대학 감축 참여가능 지급 가능

2 평가대상제외* 진단제외대학* 감축 참여가능 미지급 가능

3 D+등급 - 감축 참여제한 미지급 가능

<표 4-3> 대학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 압력 수준 코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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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회문화적 규범 압력

가. 대학간 규범

사회규범적 압력은 대학조직을 둘러싼 사회에서 만들어진 규범을 측

정하는 것으로, 매우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규범적 압

력과 관련된 설문조사 응답값과 각 대학이 소속된 협의회 수를 코딩한

후 각각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함으로써 사회규범적 압력에 대한

단일지수(single index)를 도출하였다.

한국공공서비스조직조사(KPSOS)에서는 사회규범적 압력에 대한 다

양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장용석 외(2014), 조희진·장용석(2014) 등의

측정방식에 따라, “작년 한 해동안 귀 대학의 인사(재무) 업무 담당자는

다른 대학의 인사(재무) 업무 담당자들과의 정기적인 회합에 참석한 적

이 있습니까?”, “작년 한 해동안 귀 대학은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사

(재무) 업무와 관련해서 조언 혹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대면접

촉이나 전화문의를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대학은 귀 대학과

출처: 이투데이(2017.11.30.)

<그림 4-2> 2015년과 2018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체계 비교

4 D-등급
재정지원제한

Ⅰ유형
감축 참여제한 미지급

일부

제한

5 E등급
재정지원제한

Ⅱ유형
감축 참여제한 미지급

전면

제한

주: 2015년 평가대상 제외대학과 2018년 진단제외대학은 종교계 대학, 예술대학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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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일을 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공적 단체에 속해 있습니까?”, “귀

대학은 국내외 우수 대학을 대상으로 인사(재무) 업무 관련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문항은 ‘미국조직조사

(NOS)’에서 차용하여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에 포함된 것이다.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하여 인사 담당자 및 재무 담당자에게 ‘①

예’ 또는 ‘②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72) 본 연구는 이들의 응답값에

대하여 ‘예’는 1로, ‘아니오’는 0으로 역코딩한 후 합산하였다. 그리고 ‘귀

대학은 다른 대학의 업무 수행 방식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른 조직에 대한 모방동기가 강할수록 다른

대학의 업무수행 방식에 관심이 많은 조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항

은 인사담당자와 재무담당자에게 5점척도(①관심이 전혀 없다, ②관심이

없다, ③보통이다, ④관심이 많다, ⑤관심이 매우 많다)로 설문하였다. 본

연구는 인사담당자와 재무담당자의 응답값을 평균하여 표준화 점수를 구

하여 합산하였다.

나. 조직 가시성

또한 사회적 가시성이 더 높을수록 사회규범적 압력이 더 크다는 논

의에 따라, 본 연구는 두 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귀 대학의 업무활동

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에게 4점척도(①전체 국민의 1-25%, ②전체

국민의 26-50%, ③전체 국민의 51-75%, ④전체 국민의 76-100%)로 응

답하도록 하였고, ‘중앙일간지 혹은 공중파TV의 뉴스 보도에서 귀 대학

의 이름이 얼마나 자주 언급됩니까?’에 대하여 5점척도(①거의 없음, ②

매년, ③매월, ④매주, ⑤매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두 문항

의 척도가 질적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여, 인사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

의 응답값 중 최댓값의 표준화 점수를 구한 다음 평균하였다.

72)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조사(KPSOS)에 규범적 압력의 정도를 묻는 문항들은 모두 ‘미
국조직조사(NOS)’의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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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변수

본 연구는 조직개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국공립대학과 사

립대학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

학의 설립유형 중에서 국립대학, 공립대학, 국립대법인, 특별법법인을 1

로 코딩하였고, 사립대학을 0으로 코딩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대학의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기본적인 통제변수로서 조직규모와 조

직연령을 추가하였다.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내부역량이 더 뛰어나 자원

이 더 풍부하고 조직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뛰어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자원 역시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규모가 클수록 조직개편을 더 실시

할 것이라고 보고 조직규모를 재학생 수로 측정하였고, 조직자원은 재학

생1인당 수입액을 활용하였다. 조직규모와 조직자원의 측정치들은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고 있어 분석을 위해 로그값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조직연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조직은 여러 가지 변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오래된 조직은 관성(inertia)이 있어 새로운

변화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nan and

Freeman, 1984). 따라서 조직연령은 조직개편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분석년도에서 설립년도를 제하

였고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은 점에서 로그변환한 값을 활용하였다.

소재지는 지방소재 대학일 경우 1, 수도권 소재 대학일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상대적으로 운영 여건이 더욱 열악한 지방대학이 환경적 정

합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활동으로서 조직개편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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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적으로 조직개편 연구에서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할 경우 조

직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총장이

새로 취임한 경우를 측정하였다. 분석연도를 기준으로 총장의 재임기간

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를 1로 코딩하였고, 12개월 이상인 경우 0으로 코

딩하였다.

이외에도 학과개편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해당 학과계

열을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 자연과학계

열에 대하여 각각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년도는 2016년을 기준변

수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변수명 측정방식
자료

원천
참고

종속변수

조직개편 정도

관리·

운영

영역

조직

개편

빈도

조직개편 부서의 신설 폐지 등을 자주

하는 정도

(인사 및 재무담당자 응답값의 최대값)
KPSOS

이재연·

윤주철(2

021)
조직

개편

범위

조직개편(부서의 신설 혹은 폐지)으로 소

속부서가 바뀐 교·직원 비중

(인사 및 재무담당자 응답값의 최대값)

교육

영역

학과

개편

정도

학문계열별학과수학문계열별개편학과수

(학문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인문·

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개편: 변경, 분

리, 신설, 통합, 폐과상태)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독립변수
기술적 요인

목적

모형

조직

성과

신입생충원율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이경은·

전영한(2

016)취업률

환경 시장 시장경쟁 정도(5점척도)에 대한 인사 및 KPSOS

<표 4-4> 주요 변수의 측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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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측정방식
자료

원천
참고

의존

모형

환경

재무담당자 응답값 평균
시장수요 감소 정도(5점척도)에 대한 인

사 및 재무담당자 응답값 역코딩 후 평균

선제형

전략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다른 대학보다

먼저 제공하는 정도, 새로운 교육서비스

분야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2개 문항에 대한 인사 및 재무담당자

응답값 평균)

Miles

and

Snow(19

78)

제도적 요인(제도모형)

강제적 압력

교육서비스 가격(등록금, 수수료 등), 교육

서비스 수혜대상(입학생) 결정 관련 정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정도 (2개

문항에 대한 인사 및 재무담당자 응답값

역코딩 후 평균)

KPSOS
전영한(2

014)

대학평가73) 결과에 따른 제한 정도

교육부

자료

직접조사

사회규범적

압력

‘유사한 일을 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공적단체 소속 여부’(1,0), ‘인사 및 재

무담당자들과의 정기적 회합 참석 여

부’(1,0), ‘외부기관 자문 여부’(1,0),

‘다른조직 벤치마킹 경험 여부’(1,0)

응답값 합산 후 표준화 점수, ‘다른

조직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표준

화 점수(5점척도), 각 대학 관계자 소

속된 협의회 수에 대한 표준화 점수

합산

KPSOS

장용석

외(2014),

조희진·

장용석(2

014)

업무활동에 대한 국민 관심도 표준화

점수, 중앙일간지 혹은 공중파TV 뉴

스보도에서 언급되는 정도 표준화 점

수 합산값

KPSOS

Greenin

g and

Gray(19

94)
조절변수

국공립대학 여부 국(공)립대학74)=1, 사립대학=0 대학알리미 Chat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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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측정방식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3> 연구모형

73) 2016년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2018년에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명칭을 갖고 있음
74) 국립대학, 공립대학,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포함

변수명 측정방식
자료

원천
참고

공시자료

-Ponroy
외(2018),
Kim(2016,
Lee(2017)

통제변수
조직규모 교·직원 수의 로그값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조직자원 재학생1인당 수입액의 로그값

조직연령 분석년도-설립년도의 로그값
소재지 지방 소재=1, 수도권 소재=0

신임총장 여부
해당연도에 총장 취임기간이 12개월 미

만=1, 이상=0
KPSOS

분석연도 2016년 데이터=1, 2018년 데이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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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년도가 2개년이므로 패널 회귀분석보다는 OLS 회

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직개편

정도에 대한 문항과 추가분석으로 학문계열별 학과개편 정도 모두 연속

형 변수로 측정되었으므로 pooled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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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표 4-5>와 <표 4-6>에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조직개편 범위보다는 빈도를 더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공립대학보

다 사립대학에서 운영측면의 조직개편이 더 자주 실시되었다. 그리고 전

체적으로는 2016년에 조직개편이 더욱 활발히 일어났고, 2018년 들어서

는 조직개편 정도가 조금 줄어들었다. 또한 학과개편 비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에서 모든 학문계열에서의 학과

개편이 더 많이 실시된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2018년

N Mean S.D. N Mean S.D.

조직개편 빈도
국공립대학 35 2.8 1.11 36 2.06 1.04

사립대학 92 3.07 1.18 50 2.32 1.28

조직개편 범위
국공립대학 35 2.51 1.42 36 1.78 1.05

사립대학 92 2.49 1.43 50 2.28 1.5

전체

학과개편비율

국공립대학 36 22.2 15.88 38 19.71 15.89

사립대학 92 26.85 16.19 70 24.13 13.92

공학계열

학과개편 비율

국공립대학 36 36.45 30.12 38 31.67 29.36

사립대학 92 39.73 34.24 70 37.76 31.23

예체능계열

학과개편 비율

국공립대학 36 18.59 24.88 38 17.1 24.79

사립대학 92 36.32 34.51 70 38.55 33.3

인문사회계열

학과개편 비율

국공립대학 36 28.39 25.27 38 26.18 24.86

사립대학 92 50.72 30.07 70 45.19 27.44

자연과학계열

학과개편 비율

국공립대학 36 31.13 26.57 38 28.69 25.78

사립대학 92 33.38 31.37 70 34.74 27.99

<표 4-5> 종속변수 기초통계분석 결과



- 180 -

변수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조직

성과

신입생충

원율
99.6 1.27 93.6 105.4 95.87 13.39 22.5 100.6

취업률 64.6 12.69 20 94 62.71 15.44 0 85.1

시장

환경

시장경쟁 3.4 0.54 2 4.5 3.47 0.79 1 5

시장수요

불확실성
3.37 0.8 2 5 3.8 0.8 2 5

선제형 전략 3.2 0.43 2 4 3.13 0.57 1.5 5

강제적

압력

정부의견

반영정도
3.8 0.71 1.5 5 3.74 0.8 1 5

구조개혁

평가결과
1.13 0.84 0 2 0.98 0.99 0 4

사회

문화

규범

압력

대학간

규범
0.59 2.41 -4.83 5.87 -0.46 3.03 -9.48 6.55

조직

가시성
0.13 0.66 -1.06 1.79 -0.06 0.79 -1.06 2.86

조직규모(log) 5.59 0.92 3.74 7.93 4.93 1.13 0.69 7.77

조직자원(log) 11.55 3.54 8.16 18.02 11.47 3.04 8.51 18.72

조직연령(log) 3.67 0.86 1.1 4.69 3.42 0.79 0.69 4.88

<표 4-6>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국공립대학 여부는 연속변수가 아니므로 조직

개편 정도 차이에 대한 T검정 분석을 실시하여 <표 4-7>에서 제시하였

다. 조직개편 빈도와 범위 모두에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국공립대학의 조직개편 빈도의 평균은 2.22였고 사립

대학은 2.624였다. 또한 국공립대학의 조직개편 범위의 평균은 1.853이었

고 사립대학의 평균은 2.217로서 사립대학의 조직개편 정도의 평균이 유

의미하게 높았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조직개편 빈도 및 범위의 분

포를 비교제시한 <그림 4-4>에서도 사립대학에서 조직개편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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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조직개편 정도 분포

구분 대학유형 N Mean S.D. T값

조직개편 빈도

국공립대학 75 2.220 0.956

t=-2.57**사립대학 145 2.624 1.178

전체 220 2.486 1.122

조직개편 범위

국공립대학 121 1.853 1.003

t=-2.11**사립대학 292 2.217 1.308

전체 413 2.09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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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조직개편 정도 차이(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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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4-8>과 <표 4-9>는 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

여준다. 조직개편 빈도와 조직개편 범위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짐으로

써, 조직개편을 자주 하는 곳이 개편의 폭도 넓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전체학과개편 비율과 조직개편 정도가 정(+)의 상관관계

를 가짐으로써 조직개편을 자주, 폭넓게 실시하는 대학이 전체적으로 학

과개편의 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문사회계열 학과개편 정

도는 전체학과개편 비율과 다른학과계열 개편비율과도 부(-)의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들이 개별적인 학문계열에 따라서 학과

개편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르게 내릴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제도적 요인 중에서 정부의견 반영정도의 강제적 압력은 공과계열 학

과개편 비율과 정(+)의 관계를 가졌고, 대학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 압

력은 공과계열 학과개편 정도와 부(-)의 관계를 가졌다. 한편 사회문화

적 규범 압력으로서 대학간 규범은 조직개편 빈도, 전체학과개편 비율,

공과계열 학과개편 비율, 인문사회계열 학과개편 비율, 자연과학계열 학

과개편 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고, 조직 가시성은 전체 학과개

편 비율과 의학계열 개편비율, 자연과학계열 개편비율과는 정(+)의 관계

를, 인문사회계열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조직개편 빈도 1
(2) 조직개편 범위 0.34* 1
(3) 전체학과개편 비율 0.18* 0.18* 1
(4) 공과계열 학과개편 비율 0.22* 0.01 0.24* 1
(5) 예체능계열 학과개편 비율 0.17* 0 0.26* 0.43* 1
(6) 인문사회계열 학과개편 비율 0.22* 0.14* 0.75* 0.42* 0.53* 1
(7) 자연과학계열 학과개편 비율 0.14* 0.02 0.22* 0.59* 0.54* 0.42* 1
(8) 충원율 0.25* 0.16* 0.07 0.22* 0.04 0.04 0.17* 1
(9) 취업률 0.16* 0.07 0.16* 0.20* 0.16* 0.16* 0.15* 0.45* 1
(10) 시장경쟁 0.18* 0.13 0.02 0.23* 0.06 0.11* 0.16* 0.18* 0.12* 1
(11) 시장수요불안정성 0.04 -0.06 0.02 -0.01 0.03 0.05 -0.02 -0.08 -0.07 0.09 1
(12) 선제형 전략 0.13 0.08 0.01 0.17* 0.11* 0.06 0.16* 0.1 0.09 0.09 -0.08 1
(13) 정부의견반영정도 0.05 0.02 0.06 0.11* 0.03 0.06 0.07 0.20* 0.19* 0.30* 0.18* -0.04 1
(14) 대학평가결과 -0.12 0.04 -0.01 -0.42*-0.16* -0.02 -0.32*-0.34* -0.12 -0.24* -0.07 -0.27* -0.08 1

<표 4-8>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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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학간 규범 0.29* 0.13 0.12* 0.39* 0.19* 0.06 0.23* 0.28* 0.16* 0.23* -0.13* 0.21* 0.20* -0.38*
(16) 조직 가시성 0.25* 0.09 -0.08 0.17* 0.01 -0.06 0.12* 0.15* 0.12* 0.07 -0.07 0.31* 0.06 -0.23*
(17) 국공립대학 -0.15* -0.09 -0.14* -0.06 -0.27*-0.32* -0.05 0.15* 0.1 -0.03 -0.25* -0.01 0.05 0.09
(18) 조직규모 0.07 0.02 -0.05 0.40* 0.17* 0.02 0.34* 0.37* 0.17* 0.14* 0.02 0.26* 0.10* -0.63*
(19) 조직자원 -0.35*-0.17* -0.08 -0.06 -0.03 -0.11* -0.01 -0.01 -0.09 -0.14* 0.21* 0.01 0.01 -0.32*
(20) 조직연령 -0.05 0.04 -0.04 -0.01 -0.11*-0.11* 0.08 0.23* -0.06 0.01 0.03 0.03 0.11* -0.22*
(21) 소재지 0.04 -0.04 -0.05 0.03 0.1 -0.05 0.07 -0.07 0.07 -0.04 0.01 0.05 -0.04 0.17*
(22) 교대여부 -0.14* -0.07 -0.16*-0.30*-0.26*-0.24*-0.29* 0.07 0.25* -0.07 -0.08 0 0.09 0.28*
(23) 공학계열 0.23* 0.06 0.17* 0.64* 0.32* 0.32* 0.49* 0.23* 0.24* 0.22* 0.02 0.16* 0.11* -0.45*
(24) 예체능계열 0.1 0.06 0.22* 0.44* 0.54* 0.47* 0.45* 0.19* 0.12* 0.05 0.04 0.06 0.04 -0.23*
(25) 인문사회계열 -0.03 -0.02 0.10* 0.15* 0.14* 0.25* 0.20* -0.02 0.03 -0.03 0.06 0.05 0.08 -0.12
(26) 자연과학계열 0.23* 0.04 -0.01 0.45* 0.41* 0.26* 0.59* 0.19* 0.23* 0.23* 0.04 0.15* 0.08 -0.35*
(27) 신임총장 0.02 0.03 0.04 0.02 0.06 0.04 0.04 0.04 -0.05 -0.12* 0 -0.03 0.05 0.02
(28) 2016년더미 0.31* 0.15* 0.06 0.03 -0.01 0.05 0.02 0.05 0.08 -0.11* 0.08 -0.09 -0.07 0.30*
주: * p<0.05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5) 대학간 규범 1
(16) 조직 가시성 0.21* 1
(17) 국공립대학 0.11* 0.11* 1
(18) 조직규모 0.37* 0.29* 0.27* 1
(19) 조직자원 -0.05 0 0.01 0.40* 1
(20) 조직연령 0.10* 0.1 0.14* 0.39* 0.12* 1
(21) 소재지 0.16* 0.02 0.21* -0.06 -0.10*-0.12* 1
(22) 교대여부 -0.13* 0.07 0.40* -0.15* 0.04 0.21* 0.10* 1
(23) 공학계열 0.42* 0.17* -0.03 0.60* -0.02 0.03 -0.02 -0.46* 1
(24) 예체능계열 0.16* 0.07 -0.19* 0.28* -0.1 0.05 -0.09 -0.46* 0.48* 1
(25) 인문사회계열 0.03 -0.06 -0.24* -0.03 -0.04 0.11* -0.05 0.05 0.11* 0.25* 1
(26) 자연과학계열 0.30* 0.12* -0.10* 0.49* -0.02 0.03 0.07 -0.48* 0.66* 0.43* 0.08 1
(27) 신임총장 0.02 -0.04 0.03 -0.01 0.03 0.02 -0.01 -0.02 -0.02 0.08 0.07 -0.03 1
(28) 2016년더미 -0.01 0 -0.03 -0.16*-0.38* -0.01 0.01 -0.03 0.03 0.05 0 0.03 0.06 1
주: * p<0.05

<표 4-9>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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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개편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의 정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개

편 정도는 조직개편의 빈도와 범위로 각각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각 회

귀분석 결과를 아래에서 제시하였다.

1) 관리·운영영역 조직개편 정도

(1) 관리·운영영역 조직개편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먼저 조직개편 빈도에 관한 영향요인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부터 살

펴보겠다. 독립변수로는 목적모형과 환경의존모형, 그리고 제도모형에 관

한 변수들을 투입하였고, 결과적으로 환경의존모형과 제도모형 가설이

지지되었다. 유의미한 변수들을 위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1-1]과 [모형1-5]는 목적모형에 대한 조직성과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조직성과가 낮은 대학일수록 조직개편 정도를 늘릴

것이라는 가설과는 반대로, 신입생충원율이 증가할수록 대학의 조직개편

빈도와 범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2]와 [모형1-6]은 환경의존모형과 관련된 변수들을 투입한 결

과이다. 시장경쟁 정도가 심할수록 조직개편을 더욱 자주, 폭넓게 실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들을 투입한 [모형1-8]에서도 시장경쟁

정도는 조직개편 범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제도모형에 대한 변수들은 모두 조직개편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다. 먼저 [모형1-8]에서 대학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 압력이 강할수록

조직개편 폭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1-3]과 [모형1-4]에서

는 대학간 규범에 민감할수록 조직개편 빈도가 증가하였고, [모형1-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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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조직개편 폭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조직가시

성이 높을수록 조직개편 빈도가 증가하였다. 즉, 가설과 같이 대학조직이

느끼는 사회규범이 강할수록 조직개편을 더욱 자주, 폭넓게 실시함으로

써 가설2-2가 지지되었다.

변수

조직개편 빈도 조직개편 범위

모형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모형1-5 모형1-6 모형1-7 모형1-8

목적모형
환경의존

모형
제도모형 통합 목적모형

환경의존

모형
제도모형 통합

목적

모형

조직

성과

충원율
0.02** 0.01 0.02* 0.02

(0.01) (0.01) (0.01) (0.01)

취업률
0.00 0.01 -0.00 0.01

(0.01) (0.01) (0.01) (0.01)

환경

의존

모형

시장

환경

경쟁
0.22* 0.13 0.32** 0.37**

(0.12) (0.12) (0.14) (0.15)
수요

불확실

0.05 0.14 -0.04 0.05

(0.10) (0.10) (0.13) (0.13)

선제형 전략
-0.03 -0.03 -0.08 -0.06

(0.17) (0.17) (0.21) (0.21)

제도

모형

강제적

압력

정부의견

반영

0.00 -0.12 0.01 -0.19

(0.11) (0.12) (0.14) (0.15)
대학평가

결과

-0.12 -0.02 0.21 0.44***

(0.11) (0.12) (0.15) (0.15)
사회

문화

규범

압력

대학간

규범

0.08** 0.10*** 0.07* 0.08*

(0.03) (0.03) (0.04) (0.04)

가시성
0.32*** 0.25** 0.11 -0.01

(0.12) (0.12) (0.16) (0.15)
국공립대학

(ref.사립대학)

-0.59***-0.61*** -0.49** -0.52** -0.56** -0.54** -0.59** -0.63**

(0.20) (0.22) (0.20) (0.21) (0.26) (0.26) (0.26) (0.26)

조직규모
0.33*** 0.44*** 0.07 0.07 0.07 0.14 0.11 0.16

(0.11) (0.11) (0.13) (0.14) (0.14) (0.13) (0.17) (0.17)

조직자원
-0.07 -0.02 -0.16 -0.05 0.08 0.10 -0.01 0.19

(0.16) (0.15) (0.14) (0.16) (0.20) (0.18) (0.18) (0.20)

조직연령
-0.14 -0.16 -0.10 -0.02 0.10 0.26* 0.14 0.28*

(0.12) (0.11) (0.11) (0.12) (0.15) (0.14) (0.14) (0.15)
소재지(1:지방)

(ref. 수도권)
0.22 0.25 0.05 0.09 -0.03 0.15 -0.13 0.02
(0.17) (0.19) (0.17) (0.19) (0.22) (0.22) (0.22) (0.23)

<표 4-10> 조직개편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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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영역 조직개편 정도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결과

이어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직개편 접근법을 토대로 한 변수와

국공립대학 여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나타난 유의미한 결과를 위주

로 서술하겠다.

첫째, 기술적 요인에 해당하는 목적모형 변수가 조직개편 범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가 나타났다. [모형

1-5]와, 모든 변수들을 투입한 [모형1-8]에서 신입생충원율이 증가할수록

국공립대학의 조직개편 범위는 감소하였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신입

생충원율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범위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설과는 반대의 결과였다.

둘째, 조직개편 정도에 대한 환경의존모형 역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

학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형1-2]와 [모형1-4]에서 시장경쟁이 심할수

록 국공립대학은 조직개편 빈도를 늘리는 반면, 사립대학의 조직개편 빈

도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결과 역시 가설을 지지하

변수

조직개편 빈도 조직개편 범위

모형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모형1-5 모형1-6 모형1-7 모형1-8

목적모형
환경의존

모형
제도모형 통합 목적모형

환경의존

모형
제도모형 통합

교대여부

(ref. 그 외)

0.16 0.40 0.14 0.01 0.16 0.22 0.06 -0.02

(0.41) (0.37) (0.37) (0.43) (0.51) (0.44) (0.47) (0.52)

신임총장
0.23 0.24 0.25 0.30 0.25 0.10 0.27 0.13

(0.19) (0.20) (0.19) (0.20) (0.24) (0.24) (0.24) (0.24)

2018년 더미
0.50 1.04 -0.22 0.45 1.02 1.36 0.33 1.79

(1.08) (1.05) (0.99) (1.12) (1.36) (1.26) (1.28) (1.38)

상수항
0.09 -0.35 4.99* 0.67 -1.63 -2.14 1.16 -5.94

(2.86) (2.67) (2.63) (3.16) (3.60) (3.19) (3.39) (3.88)

N 207 197 209 195 207 197 209 195

R-squared 0.24 0.25 0.29 0.33 0.09 0.13 0.09 0.18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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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다.

셋째, 조직개편 정도에 대한 제도모형 변수의 영향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모형1-8]에서 보여주듯이 정부의

견을 반영해야 할수록 국공립대학은 조직개편을 더욱 폭넓게 실시하였

다. 또한 [모형1-3]에서는 조직 가시성이 높을수록, 즉 조직이 대중이나

언론으로부터 주목도가 높을수록 국공립대학의 조직개편 빈도는 사립대

학에 비해 더 증가하였다. 그리고 [모형1-8]에서는 정부의견을 반영해야

할수록 국공립대학의 조직개편의 범위가 사립대학에 비해 더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설4를 지지한다.

조직개편 빈도 조직개편 범위

모형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모형1-5 모형1-6 모형1-7 모형1-8

목적모형

*국공립대

환경의존

모형

*국공립대

제도모형

*국공립대

통합

*국공립대

목적모형

*국공립대

환경의존

모형

*국공립대

제도모형

*국공립대

통합

*국공립대

목적모형

충원율

(성과)

0.01 0.01 0.01 0.01 0.01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취업률

(성과)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환경

의존

모형

시장

환경

시장경쟁
0.12 0.03 0.14 0.05 0.34** 0.36** 0.34** 0.35**

(0.12) (0.13) (0.12) (0.13) (0.15) (0.16) (0.15) (0.17)

시장수요

불확실성

0.15 0.12 0.15 0.13 0.07 0.07 0.04 0.10

(0.11) (0.13) (0.11) (0.13) (0.13) (0.16) (0.13) (0.16)

선제형 전략
-0.04 -0.01 -0.06 0.01 -0.09 -0.07 -0.10 -0.09

(0.17) (0.20) (0.17) (0.20) (0.21) (0.25) (0.21) (0.25)

제도

모형

강제적

압력

정부의견

반영

-0.14 -0.12 -0.15 -0.14 -0.19 -0.19 -0.30* -0.34**

(0.13) (0.12) (0.14) (0.14) (0.15) (0.15) (0.17) (0.17)

대학평가

결과

-0.03 -0.01 -0.02 -0.03 0.41*** 0.44*** 0.40** 0.40**

(0.12) (0.12) (0.13) (0.14) (0.15) (0.15) (0.17) (0.17)
사회

문화

규범

압력

대학간규범
0.11*** 0.10*** 0.12*** 0.12*** 0.10** 0.08* 0.09** 0.10**

(0.03) (0.03) (0.04) (0.04) (0.04) (0.04) (0.04) (0.05)

가시성
0.25** 0.28** 0.10 0.11 0.00 -0.01 0.05 0.07

(0.12) (0.12) (0.15) (0.15) (0.15) (0.15) (0.18) (0.18)

<표 4-11> 조직개편 정도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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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빈도 조직개편 범위

모형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모형1-5 모형1-6 모형1-7 모형1-8

목적모형

*국공립대

환경의존

모형

*국공립대

제도모형

*국공립대

통합

*국공립대

목적모형

*국공립대

환경의존

모형

*국공립대

제도모형

*국공립대

통합

*국공립대

목적

모형

*

국공립

대

조직

성과

충원율

*국공립대

-0.01 0.01 -0.46* -0.55**

(0.20) (0.22) (0.24) (0.27)

취업률

*국공립대

-0.02 -0.01 -0.02 -0.02

(0.02) (0.02) (0.02) (0.02)

환경의

존모형

*

국공립

대

시장

환경

시장경쟁

*국공립대

0.61* 0.59* 0.06 -0.15

(0.31) (0.32) (0.39) (0.39)
시장수요

*국공립대

0.01 0.03 -0.05 -0.12

(0.22) (0.22) (0.27) (0.27)
선제형 전략

*국공립대

-0.20 -0.46 0.03 -0.07

(0.39) (0.41) (0.48) (0.51)

제도

모형

*

국공립

대

강제적

압력

정부의견

반영

*국공립대

0.34 0.20 0.57 0.76*

(0.31) (0.34) (0.38) (0.42)

-0.06 -0.04 0.16 0.05평가결과

*국공립대 (0.27) (0.27) (0.33) (0.34)

사회

문화

규범

압력

대학간 규범

*국공립대

-0.12 -0.11 -0.10 -0.03

(0.08) (0.09) (0.10) (0.11)

0.60** 0.62** -0.13 -0.11가시성

*국공립대 (0.27) (0.28) (0.33) (0.35)

국공립대학

(ref.사립대학)

1.92 -2.08 -1.65 -1.94 46.85** -0.79 -2.77* 53.73**

(19.52) (1.62) (1.17) (21.94) (23.73) (2.01) (1.45) (27.09)

조직규모
0.03 0.06 0.10 0.07 0.11 0.16 0.16 0.11

(0.15) (0.14) (0.14) (0.15) (0.18) (0.18) (0.18) (0.18)

조직자원
-0.06 -0.02 -0.04 -0.03 0.15 0.20 0.11 0.11

(0.16) (0.16) (0.17) (0.17) (0.20) (0.20) (0.21) (0.21)

조직연령
-0.01 0.03 -0.00 0.05 0.31** 0.28* 0.30* 0.32**

(0.13) (0.13) (0.12) (0.13) (0.15) (0.16) (0.15) (0.16)

소재지(1:지방)

(ref. 수도권)

0.06 0.14 0.10 0.13 -0.03 0.02 0.00 -0.06

(0.19) (0.19) (0.19) (0.19) (0.23) (0.23) (0.23) (0.24)

교대여부

(ref. 그 외)

0.21 0.11 -0.39 -0.11 0.41 -0.01 -0.60 0.01

(0.47) (0.43) (0.53) (0.60) (0.57) (0.53) (0.66) (0.74)

신임총장
0.32 0.35* 0.26 0.34 0.19 0.13 0.09 0.16

(0.20) (0.20) (0.20) (0.20) (0.24) (0.25) (0.2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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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조직개편 정도에 대한 조절효과

조직개편 빈도 조직개편 범위

모형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모형1-5 모형1-6 모형1-7 모형1-8

목적모형

*국공립대

환경의존

모형

*국공립대

제도모형

*국공립대

통합

*국공립대

목적모형

*국공립대

환경의존

모형

*국공립대

제도모형

*국공립대

통합

*국공립대

2016년 더미
0.36 0.59 0.54 0.56 1.45 1.82 1.18 1.09

(1.13) (1.13) (1.20) (1.21) (1.37) (1.40) (1.49) (1.50)

상수항
1.08 0.28 0.41 0.17 -4.85 -6.05 -3.74 -3.78

(3.20) (3.18) (3.44) (3.51) (3.89) (3.96) (4.26) (4.34)

N 195 195 195 195 195 195 195 195

R-squared 0.34 0.35 0.35 0.37 0.21 0.18 0.20 0.23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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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영역 조직개편 정도

(1) 학과개편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대학조직은 교육 영역과 학교조직 관리·운영 영역의 이분화된 구조를

띤다(신현석, 1999). 이번에는 대학에서 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학과개편

정도를 조직개편으로 보고, 주요 학문계열별 학과개편 비율을 종속변수

로 하여 영향요인을 검증하였고, 그 다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학과개편 정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

과를 위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요인이자 목적모형 변수로서 취업률이 증가할수록 전체

학과 개편비율은 증가하여 예측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환경의존모형의 경우에는 시장경쟁이 치열할수록 인문사회계열

과 자연과학계열 학과개편이 더욱 활발히 일어났다. 이로써 대학조직의

학과개편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환경의존모형의 설명력이 검증되었다.

셋째, 제도모형에 대해서는 대학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 압력 정도가

강해질수록 공학계열 학과개편 비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사회문화적 규

범 압력으로서 대학간 규범을 강하게 느끼는 대학일수록 전체학과 수준

에서의 개편비율이 증가하였다. 반면, 대중이나 언론으로부터의 주목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전체학과 및 인문사회계열의 학과개편 비중은 감소하

였다.

모형2-1 모형2-2 모형2-3 모형2-5 모형2-6
전체학과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 자연과학

기술적

요인

목적모형
충원율(성과)

0.02 0.13 -0.06 0.06 0.17
(0.12) (0.20) (0.21) (0.20) (0.18)

취업률(성과)
0.20* -0.15 -0.14 -0.02 -0.07
(0.10) (0.17) (0.18) (0.17) (0.16)

환경 시장 시장경쟁 2.55 2.52 0.86 7.28*** 4.98**

<표 4-12> 학과개편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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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1 모형2-2 모형2-3 모형2-5 모형2-6
전체학과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 자연과학

의존

모형

환경
(1.62) (2.70) (2.83) (2.69) (2.46)

시장수요

불확실성

-0.14 -1.74 -2.35 -2.86 -2.04
(1.40) (2.33) (2.45) (2.33) (2.12)

선제형 전략
3.32 3.14 4.69 4.30 1.61
(2.27) (3.78) (3.97) (3.77) (3.44)

제도적

요인

강제적

압력

정부의견반영
-0.62 -3.04 -1.45 -0.77 -3.25
(1.57) (2.61) (2.74) (2.60) (2.37)

대학평가결과
1.76 -6.99*** -2.33 2.85 -3.96
(1.61) (2.68) (2.81) (2.67) (2.44)

사회규범적

압력

대학간 규범
0.99** 0.80 0.58 0.02 -0.52
(0.45) (0.75) (0.79) (0.75) (0.68)

가시성
-2.68* 0.43 -2.04 -5.28** 3.60
(1.57) (2.62) (2.75) (2.61) (2.38)

국공립대학

(ref.사립대학)
0.26 -0.86 -26.02*** -16.63*** 2.52
(3.02) (5.03) (5.28) (5.02) (4.58)

조직규모
-2.91 0.33 5.22 -2.66 -2.30
(2.24) (3.72) (3.90) (3.71) (3.39)

조직자원 -5.01* -10.78** -3.99 -7.49* -3.31
(2.58) (4.29) (4.50) (4.28) (3.90)

조직연령
2.52 -4.04 -10.86*** -2.69 -0.54
(1.77) (2.94) (3.09) (2.94) (2.68)

소재지(1:지방)

(ref. 수도권)
-1.55 2.54 12.48*** 0.60 5.56
(2.47) (4.10) (4.31) (4.09) (3.74)

교대 여부

(ref. 그 외)
-16.67** 10.25 37.17*** 18.71 2.58
(7.65) (12.73) (13.35) (12.69) (11.59)

공학계열 유무
5.99 37.34*** -16.75** 14.45** 2.13
(4.28) (7.12) (7.47) (7.10) (6.49)

예·체능계열 유무
3.51 8.78 39.78*** 27.87*** 9.74*
(3.67) (6.11) (6.42) (6.10) (5.57)

인문·사회계열 유무
-6.06 -1.39 -35.66** 7.28 5.86
(8.08) (13.44) (14.10) (13.40) (12.24)

자연과학계열 유무
-11.31*** -2.24 22.76*** 0.12 35.08***
(3.93) (6.53) (6.85) (6.51) (5.95)

신임 총장

(ref. 기존 총장)
-0.37 5.33 7.25 0.39 6.22
(2.80) (4.66) (4.89) (4.65) (4.25)

2018년 데이터 -36.62** -70.68** -28.56 -53.90* -26.39
(17.60) (29.29) (30.74) (29.21) (26.67)

상수항
92.29* 196.27** 118.96 122.59 46.47
(50.98) (84.82) (89.00) (84.58) (77.23)

N 211 211 211 211 211
R-squared 0.20 0.50 0.46 0.40 0.48

주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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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개편 정도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결과

이번에는 학과개편 정도에 대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별적인

영향요인을 검증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기술적 환경만이 국공립대

학과 사립대학 간 학과개편의 차이를 보이게 하였고, 제도적 환경은 차

별적인 효과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을 참고하여

논의하자면, 첫째, 대학별 전체학과를 기준으로 학과개편 비율을 보았을

때, 취업률의 조직성과에 따라 사립대학의 학과개편의 변화양상에 비해

국공립대학의 학과개편이 훨씬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는데, 예체능계열 학

과개편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에서 취업률이 안좋을수록 기존학과의 변동

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장경쟁이 심할수록 사립대학보다 오히

려 국공립대학의 예체능계열 학과개편 비중이 훨씬 증가하였다. 반면에,

제도적 요인에 따른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2-7 모형2-8 모형2-9 모형2-11 모형2-12
전체학과

*국공립대

공학

*국공립대

예·체능

*국공립대

인문·사회

*국공립대

자연과학

*국공립대

기술적

요인

목적모형
충원율(성과)

0.10 0.26 0.03 0.13 0.28
(0.13) (0.21) (0.22) (0.22) (0.19)

취업률(성과)
0.10 -0.24 -0.21 0.11 -0.19
(0.12) (0.19) (0.20) (0.19) (0.17)

환경

의존

모형

시장

환경

시장경쟁
2.32 1.32 0.08 6.08** 3.17
(1.76) (2.86) (3.10) (3.01) (2.60)

시장수요

불확실성

-0.18 -2.81 -2.88 -3.20 -2.98

(1.67) (2.79) (2.99) (2.95) (2.52)

선제형 전략
3.81 2.90 6.05 2.60 2.33
(2.60) (4.34) (4.64) (4.58) (3.91)

제도적

요인

강제적

압력

정부의견반영
-0.17 -3.20 0.78 -0.43 -3.62
(1.75) (2.92) (3.13) (3.09) (2.64)

대학평가결과
2.80 -5.11* -0.44 5.15* -2.21
(1.76) (2.91) (3.14) (3.09) (2.63)

사회규범적

압력

대학간 규범
0.68 0.24 0.38 -0.15 -0.75
(0.50) (0.83) (0.87) (0.86) (0.73)

가시성
-2.60 2.49 -2.36 -2.56 6.27**
(1.80) (2.97) (3.24) (3.15) (2.69)

<표 4-13> 학과개편 정도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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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7 모형2-8 모형2-9 모형2-11 모형2-12
전체학과

*국공립대

공학

*국공립대

예·체능

*국공립대

인문·사회

*국공립대

자연과학

*국공립대

기술적

요인

*국공립

대

목적모형

충원율(성과)

*국공립대

-3.83 1.70 -3.07 -8.62 -4.16

(3.09) (5.07) (5.44) (5.47) (4.59)

취업률(성과)

*국공립대
0.43* 0.53 0.82** -0.03 0.55
(0.24) (0.39) (0.42) (0.41) (0.37)

환경

의존

모형

시장

환경

시장경쟁

*국공립대

2.87 6.38 13.30* -1.21 7.16

(4.41) (7.37) (7.88) (7.77) (6.65)

시장수요

*국공립대

-0.54 1.21 1.34 -2.07 0.85

(3.05) (5.07) (5.43) (5.36) (4.57)

선제형 전략

*국공립대

0.86 2.47 -11.23 12.29 -2.36

(5.75) (9.45) (10.07) (10.09) (8.49)

제도적

요인

*국공립

대

강제적

압력

정부의견반영

*국공립대

0.21 0.92 -1.17 -2.85 4.76

(4.62) (7.70) (8.24) (8.12) (6.95)

대학평가결과

*국공립대

-4.62 -3.25 1.72 -2.17 -3.20

(3.81) (6.27) (6.74) (6.69) (5.67)

사회규범적

압력

대학간 규범

*국공립대

1.67 1.56 -2.17 2.61 0.52

(1.24) (2.03) (2.17) (2.18) (1.83)

가시성

*국공립대

-0.39 -6.17 2.27 -6.70 -7.73

(3.90) (6.38) (6.86) (6.83) (5.83)

국공립대학

(ref.사립대학)

342.85 -240.46 219.60 825.40 344.82

(307.95) (505.78) (543.40) (544.47) (458.50)

조직규모
-3.09 1.83 6.22* 5.11 -0.20
(2.30) (3.69) (3.64) (3.48) (3.10)

조직자원
-3.24 -11.33*** -1.15 -15.95*** -5.91
(2.79) (4.01) (4.80) (4.46) (3.68)

조직연령
2.41 -4.77 -8.74*** -5.18* -1.46
(1.81) (3.00) (3.17) (3.12) (2.67)

소재지(1:지방)

(ref. 수도권)

-1.04 2.92 15.56*** -0.63 5.73

(2.52) (4.18) (4.49) (4.43) (3.79)

교대 여부

(ref. 그 외)

-6.24 6.68 13.04 0.08 -1.81

(10.21) (14.76) (15.69) (15.74) (12.88)

공학계열 유무
7.78* 38.96***
(4.45) (7.31)

예·체능계열 유무
4.69 41.92***
(3.77) (6.71)

인문·사회계열 유무
-12.52 6.39
(8.75) (14.87)

자연과학계열 유무
-8.60** 39.81***
(4.15)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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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7 모형2-8 모형2-9 모형2-11 모형2-12
전체학과

*국공립대

공학

*국공립대

예·체능

*국공립대

인문·사회

*국공립대

자연과학

*국공립대

신임 총장

(ref. 기존 총장)

0.15 6.11 6.40 3.79 7.73*

(2.90) (4.77) (5.16) (5.09) (4.32)

2018년 데이터
-25.28 -74.20*** -10.83 -106.10*** -43.86*

(19.04) (27.69) (32.96) (30.81) (25.42)

상수항
61.56 203.36** 12.26 256.69*** 97.42
(56.02) (79.83) (92.93) (93.14) (72.32)

N 211 211 211 211 211
R-squared 0.23 0.51 0.45 0.33 0.49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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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학과개편 정도에 대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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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논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표 4-14>에서 가설검정 결과

를 제시하였다.

가설
독립변수

/상호작용항
예측

조직개편 전체

학과

개편

검정

결과빈도 범위

1-1
조직성과가 낮은 대학일수록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충원율 - + +
기각

취업률 -

1-2
시장환경이 불안정한 대학일수록 조직개

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시장경쟁 + + + + 부분

지지시장수요 - -

1-3
선제형 전략을 추구하는 대학일수록 조직

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선제형 전략 + 기각

2-1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록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정부의견반영 + 부분

지지대학평가결과 + +

2-2
사회규범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

록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대학간 규범 + + +
지지

조직가시성 + +

3

기술적 요인이 조직개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충원율

/국공립대
-/+ /-

부분

지지

취업률

/국공립대
-/+ +/ /+

시장경쟁

/국공립대
+/- /+ +/

시장수요

/국공립대
+/-

선제형 전략

/국공립대
+/-

4

제도적 압력이 조직개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공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정부의견반영

/국공립대
+/+ -/+

부분

지지

대학평가결과

/국공립대
+/+ +/

대학간 규범

/국공립대
+/+ +/+ +/

조직가시성/

국공립대
+/+ +/+

<표 4-14> 조직개편에 대한 분석 가설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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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의 조직개편은 기술적 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면서도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관리·운영영역의 조직

개편은 환경의존모형과 제도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고, 교육영역의 조직

개편으로서 학과개편은 환경의존모형이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

다.

시장경쟁이 심하여 시장환경이 불확실하다고 느낄수록 조직개편 빈도

와 범위를 늘림으로써 가설1-2가 지지되었고, 시장경쟁에 따라 학과개편

의 추가분석에서도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계열 학과개편 정도가 증가함으

로써 대학의 조직개편의 맥락에서 환경의존모형이 지지되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강제적 압력과 사회문화적 규범 압력 모두 조직개

편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대학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 압력이

강한 대학과 대중 및 언론으로부터의 주목을 많이 받는 대학일수록 조직

개편의 폭을 늘렸고, 대학간 규범에 민감할수록 조직개편의 빈도와 폭을

모두 늘림으로써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가설 2-1과

가설 2-2가 모두 지지되었다. 학과개편의 추가분석에서는 대학간 규범에

민감한 대학일수록 전체학과에서의 개편비율이 증가하여 제도모형은 관

리·운영영역과 교육영역 모두에서 부분 지지되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별적인 효과에 대한 가설에 대해서는 기

술적 환경의 영향은 예측과 다르게 오히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

해 관리·운영영역 및 교육영역 모두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가

일부 나타났다. 한편, 제도적 환경 요인이 대학 조직개편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조절효과는 예측을 일부 지지하는 결

과가 나타났는데, 정부의견반영에 따른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느낄수록

국공립대학의 관리·운영영역의 조직개편이 더욱 활발해졌고, 대중이나

언론으로부터의 주목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더욱 조직개편을 활발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가 일부 지지되

었다. 그러나 학과개편에 대해서는 제도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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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논의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

라 대학들의 조직개편 원인은 환경의존모형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시장경쟁이 심하다고 느낄수록 조직개편을 더욱 자주, 더 폭넓게 실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아가 추가분석에서 학과개편에서도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계열 학과개편이 늘어난 분석결과는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

한 적응을 하고 기술적 시장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상황이론가들은 조직은 외부환경

상황에 따라 내부구조를 변화시키고, 외부환경적 특성과 내부구조의 정

합성이 증가할 때 성과가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Zajac and

Kraatz(1993)는 대학맥락에서도 조직의 구조변화는 외부 기술적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임을 밝혀내었는데, 본 연구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며 우리나라 대학맥락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

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전략적 선택론 연구에서 조직은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다른 조직에 비해 선제적으로

혁신을 추구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둘째, 기술적 요인으로 목적모형에 관한 변수는 신입생충원율이 높을

수록 조직개편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조직성과가 좋은 대학이 혁신이나

구조변화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은 조직에서 구조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대학이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이유는 기술적 환경에 대한 적응

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대학에서 일어나는 조직개편은 제도적 환경에 조

응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제도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였

다. 즉, 대학평가결과로부터의 법적·행정적 통제로 인한 조직관리 및 운

영 측면의 구조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대학 본부차원의 구조변화를 추구한다는 김송림·박대

권(2020)의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또한 대학조직을 둘러싼 외부사회 및 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

에서의 규범과 제도적 규칙이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만들었

다. 이처럼 구조개혁평가와 관련된 강제적 압력이 클수록 조직개편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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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자주, 더욱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우리나라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정부의 요구에 따라 대학은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제도적 압력에 조응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

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자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이 구조변화로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전문가

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집단적인 신념과 규범을 참고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국공립대학의 조직개편을 추동하는 동기로서 제도적 환경 측면

의 경우에는 정부 의견반영에 따른 통제방식이 조직개편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장 타당한 설명으로는 공공조직은 목표 모호성 특

성으로 인해 사후적 통제보다는 사전적 통제에 의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

는 경향이 존재한다(전영한, 2014)는 논의를 적용할 수 있겠다. 즉, 공공

조직의 목표는 기업조직과 달리 어떠한 성과가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일한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서로 다른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 위주의

관리보다는 투입 및 과정지향적인 사전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Chun and Rainey, 2005; 전영한, 2014).75)

다섯째, 기술적 환경 역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조직개편에 차별적

인 영향을 미쳤는데, 관리·운영영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취업률을 개

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조직개편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립

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이었다. 한편, 학과개편에 대해서는 혼재된 결과

가 나타났는데, 예측대로 나타난 것은 취업률이 낮을수록 사립대학의 예

75)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구조나 여건이 열악한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러한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대학을
제외한 모든 일반대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평가등급에 따
라서 정원감축을 차등적으로 강제하고, 하위등급 대학은 컨설팅을 받고 이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구조개혁평가의 후속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서 이를 개선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 구조의 변화이다. 그에 비해 국공립대학은 정부의 운영범위 아래 있기 때문에 정
부의 개입이 훨씬 많고 그만큼 구조개혁평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이므로 상대적으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이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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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능계 학과개편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낮은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전

체학과 수준에서의 개편정도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국공립대학

이었으며, 시장경쟁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체능계열 학과개편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한 것도 국공립대학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

서 공공조직은 외부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의 유인이 민간조직에 비해 적다(Rainey, 2014)는 논의는 적어도 국

공립대학 맥락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지방거

점 국립대학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대학 선호

현상이 이러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지방 소재 국립대학보

다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추세를 의식한 국립대학 관리자가 내부적 필

요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는 가설과는 반대의 결과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제도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

과 같은 환경상황에도 훨씬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된다는 점

은 그만큼 국공립대학이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외

부환경에 훨씬 민감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가 낮을수록 조직개편 정도가 클

것이라는 가설과 반대로, 조직성과가 높은 조직에서 조직개편이 더욱 활

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개편을 일종의 혁신적 행동으로

보기도 하는데(이재연·윤주철, 2021), 합리적 가설의 전통적인 시각으로

서 조직성과가 낮은 조직일수록 성과 개선을 위해 혁신을 꾀한다는 논리

가 있는 반면, 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성과가 높은 조직은 해당 조직

의 장 안에서 선두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게 조직의 혁신

을 시도할 수 있으며, 오피니언 리더로서 구조변화 등의 혁신 확산을 촉

진시키려는 의도로 선제적으로 실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손동원, 1996;

이규용·김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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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확산에 대한 제도론적 분석

제1절 연구목적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제도 또는 혁신의 채택과 확산을 촉진시키는 조

건들을 규명하는데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초기 연구들은 조직이 혁

신을 채택하는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규모,

성과, 자원의 양, 리더의 특성(예: Westphal et al., 1997; Rosner, 1968;

Kimberly and Evanisko, 1981) 등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요인과 조직

수준의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책학 분야에서도 정책이 확산되는 원인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정책확산이론은 내부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주로 국가 또는 정부간 정책확산의 요인을 확인하였

다. 1990년대부터는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으로 정

책확산통합모형이 등장하여 정책학에서 확산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주요

한 이론적 관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실증연구들은 혁신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거시-사회적

(macro-social) 요인을 탐색하려는 시도를 해 왔고, 그 중 제도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Tolbert and Zucker, 1983; Barron et al., 1986;

Palmer et al., 1993; Westphal et al., 1997; Lawrence et al., 2011;

Young et al., 2001; Jensen, 2003; Kennedy and Fiss, 2009; 장석준,

2011; 박나라, 2017; 유한별·나태준, 2019; 장유미 외, 2019 등). 제도적

관점은 일반적으로 조직에서의 제도 도입이나 혁신의 확산은 효율성 관

련 요인보다는 외부 사회적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어떠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당연시

(taken-for-granted)되는 경우 강한 설명력을 제공한다. 즉, 사회학적 제

도주의 관점은 특정 제도나 정책을 채택하는 조직이 증가하는 확산현상

의 동기는 정당성 획득에 있다는 이론적 논거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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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sen, 2003).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에 기반한 실증연구들은 확산연구에 크게 두 가

지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었는데, 제도의 도입과 확산은 외부 제적 압력

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Palmer et al., 1993; 장석준, 2011; 장유

미 외, 2019)을 제시하며 기존의 이웃효과에 집중했던 외부 정책확산 요

인의 관심범위를 보다 확장시키고 구체화시켰으며, 초기에 제도가 조직

들 사이에서 효율성 개선을 위해 도입되기 시작하면, 제도 그 자체가 정

당성을 갖고 확산압력으로 다른 조직들에 작용하게 된다는 견해를 제시

하였다(Tolbert and Zucker, 1983; Burns and Wholey, 1993; Westphal

et al., 1997; Boxenbaum and Jonsson, 2017).76)

이처럼 조직수준에서 제도의 확산요인에 관한 주요 설명방식으로 정

책확산이론과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은 커다란 이론적 공헌을 하였지만,

여전히 몇 가지 공백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제도적 압력이 제도의 채택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제도론적 관점에서 어떠한 조직특성이 영향

요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분석대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

다 일반화된 명제를 도출하기에 제한적인 실정에 머물러 있다(장유미

외, 2019). 특히 본 연구의 관심사인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비교는 기존

연구에서 강제적 압력의 대리지표로 활용되어온 데 그쳤고, 국공립대학

과 사립대학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확산요인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주장

에 대한 실증적 증거와 논의는 부족하였다. 둘째, 조직이 혁신을 채택하

는데 다른 조직의 결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책확산이론

연구가 및 사회학적 제도론가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조직이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인지에 대한 경험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확산이론과 사회학적 제

도론의 관점을 통합하여 확산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

76) 초기 채택자들은 내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적인 제도를 선도하여 도입하는
반면, 후기 채택자들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다는 주장을 통해 2단
계 패턴(2-stage pattern)을 제안한 것이다(Tolbert and Zucke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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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에 주목하였다. 입학사정관제

도는 기존의 수능 점수 위주의 입시제도가 가진 폐단을 타파하고자 등장

한 제도로서 고등교육분야에서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주휘정,

2014). 입학사정관제가 정부의 주도 아래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학자율화

를 강조한 정책기조로서 추진되기도 하였지만(장덕호, 2009), 90년대 중

반부터 이어진 신자유주의 흐름이 교육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의 효

율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기도 하다(정대훈·

신동엽, 2017).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혁신 또는 새

로운 제도를 채택하게 만드는 요인을 정책확산이론 관점(주휘정, 2014),

또는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정대훈 외, 2017; Shin and Chung, 2020), 조

직근접성 및 조직생태학군 이론(정대훈·신동엽, 2017)과 같은 거시적 시

각에서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정책

확산이론과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을 통합하여 내부 기술적 요인, 그리고

외부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영향요인 차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논의

1. 제도 확산에 대한 논의

1) 정책확산 이론에서의 논의

확산연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Rogers(1962)에 의하면, 확산

(diffusion)은 “어떠한 혁신이 한 사회적 체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시간

이 흐르면서 특정 경로(channel)를 통해 전달될 때”발생한다. 확산에 관

한 연구는 전염병이 전파되는 원인을 찾는데서 출발하여, 사회적 현상이

나 구조 등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Strang and Mey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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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어떠한 현상의 확산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

이 증가하였다. 정책학에서 정책확산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Walker(1969)의 연구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정책확산(policy diffusion)

연구에서는 정책확산을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기술 및 방식을 적용한 정

책혁신을 개인 또는 조직이 최초로 채택한 후에, 이를 수용하는 잠재적

인 채택자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식한다(Walker 1969; Gray,

1973, Mintrom, 1997; Berry and 김대진, 2010; 주휘정, 2014). 이러한 확

산은 퍼짐(spread)에 의해 일어나지만, 일정한 움직임을 가지는 전파

(transfer)의 의미도 담고 있어,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관할구역

(jurisdiction) 또는 경계를 공유하는 지역에서 정책이 채택되면 확산되는

것으로 본다(Karch, 2007).

이후 정책확산 개념은 더욱 체계화되었다. 정책확산의 현상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간적 차원에서 S자 곡선, 지역적 차

원에서 지역 집중성(regional concentration), 그리고 내용적 차원에서 다

양성 가운데에서 공통성의 존재(commonality amid diversity)가 그 내용

이다(이정철·허만형, 2012).

첫째, 시간적 차원에서의 확산은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파동

의 모습을 띠는데, 빈도 누적함수로 표현했을 때 S자 형태 곡선으로 그

려진다(Gray, 1973; Berry and Berry, 1992; Weyland, 2005). 이를 처음

에 제시하여 정책확산 연구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Gray(1983)의 연구였

다. 그녀는 주정부간 교육, 복지, 민권 분야의 정책확산에 주목하여, 정책

확산이 초기에는 더디게 이루어지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급속히 확산

되는 S자 커브곡선 형태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Berry and 김대진,

2010). 정책확산 초기단계에서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책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해 조직들이 크게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중

기로 갈수록 점차 여러 조직들이 확산의 분위기에 편승하고 해당 정책은

강력한 추진력을 얻는다. 후기가 되면 정책 채택이 급속히 확산되어 채

택이 마무리되고 있거나 장애물로 인해 추진력을 잃게 된다.

둘째, 공간적 차원에서의 정책확산은 혁신적인 정책을 처음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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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인접한 지역으로 전파되는 지리적으로 집중된 확산형태를 보인

다. 따라서 지리적 근접성이 정책의 채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Weyland,

2005).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지역중심의 확산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리적인 장애가 작용하기 때문이며(Walker, 1969; Berry and Berry,

1990; 남궁근, 1994; 이승종, 2004),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행정 경계를 벗

어나게 되면 정책결정자들의 의사소통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

다(남궁근, 1994).

셋째, 내용적 차원에서 정책확산은 다양한 상황적 조건들 속에서 동

일한 정책모형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양하지만 본질적인 속성은 동일함을 의미한다.77)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나는 이유는 지리적인 집중성에 따라 확산이 되면서도 정책이 채택될 가

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 채택의 유형이 발산되기 때문이다

(Weyland, 2005).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시간적 차원에서 S자 곡선이 보이

는 것이 정책확산의 핵심조건이라고 보았는데, 최근에는 시간적 차원 외

에도 공간적 차원에서의 정책확산의 영향요인에도 주목하고 있다(이정

철·허만형, 2012).

정책확산 연구에서는 확산의 방향에 따라서 확산을 구분하기도 한다.

즉,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수직적 확산은 행

정구역의 수준이 서로 다른 정부 간에 정책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평적 확산은 같은 수준의 정부 간에 정책이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Berry and 김대진, 2010).

2) 사회학적 제도론에서의 논의

일부 선도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에 의해 채택된 제도나 관행은

다른 여러 조직에 의해 모방이 일어나면서 제도화되며, 다른 조직의 모

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로서의 위치를 갖지 못하게 된다(이경

77) 세부적인 내용이 다양하다는 것은 정책은 확산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속성이 존
재함을 의미한다(이정철·허만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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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 1999). 사회과학 분야에서 확산연구의 초기 연구들은 행위자와 외부

관계주체들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수많은 학자들(예:

Burt, 1987; Strang, 1996 등)이 사회적 주체들 간 네트워크에 의한 연결

이 이러한 제도나 혁신 등의 사회적 요소의 확산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

였다.

그런데,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은 여기서 나아가 ‘어떠한 혁신이나 구

조 등이 보다 잘 확산되는가?’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학적 제도론가들은 정부 혹은 자원을 제공하는 조직이 강압하지 않

은 제도는 어떻게 제도화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이경묵, 1999). 이들은

어떠한 혁신적인 제도나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조직의 정당성과 명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trang and

Meyer, 1993). 즉,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조직의 장 안에서 바람직

하다고 인정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조직이 늘어나면서 제도가 확산되고

나아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가 이루어지는 것이다.78) 이때 제도의

확산(institutional diffusion)79)은 ‘특정 집단 내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실천양식(practice)이 퍼져나가는 현상’(Strang and Meyer, 1993: 487) 또

는 ‘특정 제도적 현상이 제도적 환경 내 조직들 사이에서 수용되는 양상

78) ‘제도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Jepperson(1991)은 “특정 상태
나 속성을 담고 있는 사회적 질서나 패턴, 즉 제도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
고, Meyer and Rowan(1977)은 “사회적 과정, 의무, 또는 활동이 사람들의 사고와 행
동에 있어서 법칙과 같은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았고, Covaleski and
Dirsmith는 “적절한 조직의 형태와 행태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사회적 생각과 행동
속에서 규칙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DiMaggio and
Powell(1991)은 “제도적 힘에 순응하고자 표준이 되는 규칙과 패턴들을 조직에 확산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기대나 규범
이 표준이나 규칙과 같이 정당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제도에 조직이 조응하는 ‘과정’
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화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규범이 만들어져서 확산
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Oliver, 2000).

79)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는 확산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한다. 하나
는 어떠한 제도나 혁신적인 관행 등이 외부로부터 조직군 안으로 들어와서 확산되는
것(diffusion into population)과, 다른 하나는 조직군 안에서 확산되는 것(diffusion
within population)이다(Strang and Soule, 1998). 전자를 broadcast model이라고 한다
면, 후자를 contagion mode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두어, 하
나의 조직군 안에서 특정 조직이 선도적으로 제도 또는 정책을 채택하면 뒤이어서 도
입하는 조직군 내 다른 조직들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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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파되는 것’(김영수, 2001)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직은 특정 제도가 성과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환경 또는 조직의 장이 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제도를

수용하든지, 조직이 생존확률을 높이기 위해 모방을 통해 수용하든지 제

도적 요소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외부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제도가 제도적 환경에 속한 조직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는 것이다(허다

혜, 2008).

정책확산이론에 비해 사회학적 제도론에서는 제도화라는 거시적 현상

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서(Meyer and Rowan, 1977;

Stinchcombe, 1965; Zucker, 1987; Oliver, 2000; Lawrence et al., 2001)

확산과 제도화는 제도의 확산과 제도화 단계를 보다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다양한 시간적 동태성(temporal dynamic)이 발생하면서 “혁신

(innovation)-확산(diffusion)-정당화(legitimation)”의 과정이 일어난다

(Powell and DiMaggio, 1991; 정정길 외, 2005). 또한 Rowan(1982)는 행

정 서비스의 혁신은 제도 형성(institution building) 단계에서 시작하여,

이것이 정당성을 얻으면 확산 시기로 옮겨가고, 새로운 제도나 혁신 채

택이 널리 퍼지게 되면 안정화 시기가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다.

Lawrence 외(2001)도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처음 주목을 받게

되어 소수의 행위자들이 수용하는 ‘혁신’ 단계, 이것이 중·대규모 조직들

사이에서 빠르게 채택되는 ‘확산’ 단계, 그리고 사회 혹은 조직의 장 안

에서 그러한 정책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규범(norm)80)이 생기게 되

거나 널리 수용되는 ‘제도화’ 단계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확산과 제도화에 대한 구분이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혼용되어

온 경향을 지적하며 확산과 제도화의 이론적 구분을 시도한 Colyvas

and Jonsson(2011)81) 역시 확산은 보편성에 기반하여 ‘퍼짐’에 초점을 두

80) 규범이 생기는 단계에서는 관련 조직이나 정부지원금 등이 생기는 경우 등을 포함한
다(Oliv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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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반해, 제도화는 법이나 문화·인지적 측면에 의해 사회에서 정당성

과 지지를 얻고 지속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태’이자 ‘결과’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렇듯, 제도가 등장하면 확산을 거치고 그 후에 정당성을 갖추

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도

화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이 반복되어 사람들이 유사한 의미를 부

여하는 과정”이다(Berger and Luckmann, 1996; Mauro et al., 2018:

228).

이렇듯 정책확산 단계는 ‘퍼짐’에 의미를 두는데 반해, 제도화라고 부

를 수 있는 단계는 규범이 존재하거나 정당성을 얻어 수용 가능성이 높

아진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는 제도의 ‘확산’에 초점을 두었다. 그 이유

는 어떠한 제도가 제도화되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도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판단기준과 측정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다

소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도 확산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

어떠한 제도나 정책이 확산되는 원인은 100가지 이상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Graham, Shipan and Volden, 2008) 무수히 많지만, 선행연구에서

는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대별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의 정책확산 연구는 내부결정요인과 외부확산요인을 분

리하여 논리를 전개해 온 측면에서 정책확산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존재

하였다(Berry and 김대진, 2010). 1990년대 들어서 Berry and

81) 이들은 다음과 같이 확산과 제도화 정도에 따라 제도를 분류한 바 있다.

제도화
No Yes

확산
Yes

도처에 있지만(ubiquitous) 적절한
것으로 수용되지 않은 제도

널리 퍼졌고, 관습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는 제도

No 흔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제도
적절한 것으로 수용되어 왔지만,

널리 퍼지지 않은 제도
출처: Colyvas and Jonsson(2011: 29)

<표 5-1> 확산과 제도화 기준에 따른 제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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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1990)의 연구는 어느 한 쪽에만 국한하여 불완전한 연구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통합적 이론모형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내부결정요인과 외부

확산요인을 통합한 이론모형을 개발하고 나아가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Berry and 김대진, 2010)에

서 공헌하 바가 크다.

이후 정책확산 모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자들에 의하면,

Weyland(2005)는 외부요인을 압력요인과 모방요인으로 구분하였고, 내부

요인은 합리적 학습요인 및 인지적 휴리스틱스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후

외부적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한 Berry and Berry(2007)는 내부

요인으로 동기, 장애물, 자원, 정치적 일치성 요인 외에도, 외부요인을 정

부간 상호작용 요인, 지역확산 요인, 선도-후발 요인, 동형화 요인, 수직

적 영향요인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Marsh and

Sherman(2009)은 내부요인으로 학습요인, 그리고 외부요인으로 경쟁, 압

력(coercion), 모방을 바탕으로 정책확산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내부

요인으로 조직의 학습과 제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적 맥락변수들을 고려

하고 있으며, 외부요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모방’과 ‘수직적(강제적) 압력’

을 지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일부 연구에서는(Jensen, 2003; 장덕호, 2009;

이정철·허만형, 2016; 박나라, 2017; 이석환, 2021) Berry and

Berry(1990)의 정책확산통합모형에 따라 정책확산을 추동하는 외부요인

은 사회학적 제도론에서의 동형화 기제로 재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론의 융합을 시도한 바 있다. 지방정부의 공무원개혁제도(Tolbert and

Zucker, 1983), 병원조직 간 TQM 제도 확산(Burns and Wholey, 1993),

지방정부의 복권제도 확산(Jensen, 2003)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확

산(이정철·허만형, 2016), 지방정부가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맺는

것(박나라, 2017) 등에 대한 외부요인을 제도적 압력과 동일시하였고, 제

도의 도입과 확산이 합리성과 적절성을 모두 추구한 행동이라는 것을 입

증하였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확산통합모형의 요인과 사

회학적 제도론 관점의 제도적 압력을 통합하여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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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고자 하였다.

1) 내부 기술적 요인

정책확산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내부적인 측면을 강조한 입장에서는

조직이 정책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조직 내부의 요소가 주요 원인이 된다

고 가정한다(Walker, 1969). 내부적 요인은 대체로 조직이 당면한 문제

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초

점을 두기 때문에 합리성 관점에 가깝다. 즉, 확산되고 있거나 이미 확산

된 특정 제도는 조직의 이익 극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제한된 합리성 아래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

고 인식하는 것(Weyland, 2005)도 내부요인의 맥락에서 해석된다.

초기 정책확산 연구는 내부요인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주로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징이 고려되었다(김선형·유란희, 2017).

선행연구에서 정치 변수는 정치적 성향, 정당경쟁, 지방정부와 의회가 정

당이 동일한가의 여부, 그리고 선거 시기 등을 분석하였다(Berry and

Berry, 2007; Walker, 1969). 즉, 정치적 지도자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

향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특정 정책이 활발하게 확산되는지, 정당간

경쟁이 심하거나 지방정부와 의회의 정당이 서로 다르다거나, 선거 시기

에 가까울수록 정부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경제적 요인은 정부의 재정적 능력으로

대표되는데, 재정자립도, 1인당 소득 등으로 정책도입의 역량을 측정하였

다(Berry and Berry, 2007). 사회적 요인의 경우 인구 규모, 시민의 교육

수준, 다문화 정도 등(Rogers, 1995)이 정책의 확산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내부요인들 가운데 조직

이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강하거나 해당 정책대상자 수요가

많을수록 정책 시행이나 혁신 시도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정다정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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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정부의 내부요인들이 정책확산의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장애물(obstacle)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실증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Berry and Berry, 2007; Berry and 김대

진, 2010). 만약 정부의 정치적 지도자의 정치성향이 해당 정책에 소극적

이라면 정책이 널리 채택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Berry and

Berry(1990)의 복권제도 확산에 대한 연구는 정부의 종교적인 태도가 복

권정책에 부정적일 때 정책의 채택과 확산은 더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이외에도 자원 규모 역시 정책확산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도 없다. 자원이 부족한 조직에서 정책혁신을 통해 자원을 확

보하려는 노력이 더 이루어진다는 가정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주휘정,

2014).

2) 외부 제도적 요인

내부결정요인모형은 한동안 학자들에게 인정받아 왔지만 정부의 특징

이나 사회적·정치적 환경만을 중시하였을 뿐 다른 정부의 정책경험이 미

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Berry and 김대진, 2010).

이러한 약점을 비판하며 등장한 확산외부요인모형은 사회적 학습과 지역

적 압력이 새로운 정책 채택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다(Welch and

Thompson, 1980). 이러한 시각은 어떠한 정부 또는 국가가 자신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때 다른 정부 또는 국가의 사례에서 찾고

자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확산의 외부요인은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명칭으로 다양하게 제시되

어 왔다.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에서는 상위조직의 규제나 재정지원으로

인한 외부적 요구에 대한 조응 압력, 연결되어 있는 다른 조직들로부터

의 사회적 압력 및 이러한 조직에 대한 모방 등이 보편적인 관행을 만드

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정책확산통합모형을 중심으로 정책확산의 외부

요인을 정리한 학자들은 대체로 강제적 압력(coercion), 모방, 경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종합하면 여러 학자들은 주로 모방기제와 강제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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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제도 또는 혁신의 확산을 추동한다고 논의하였다.

첫째, 강제적 압력은 수직적 영향요인으로, 상위정부가 정책채택을 했

을 경우 하위정부가 이것에 영향을 받아 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가정한

다. 확산의 경로를 수평확산과 수직확산으로 재분류한 접근법에 따르면

수직확산 경로에 해당하는 것이다(김진영·이석환, 2016; 이석환, 2021).

Berry and Berry(2007), 수직적 확산 영향요인은 사회학적 제도론에서의

강제적 동형화 압력(DiMaggio and Powell, 1983)과 상응한다. 다시 말

해, 압력은 중앙정부에서 정책도입을 강제하거나 권고하여 이에 관한 지

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하게

확산이 일어나게 하는 요인을 외부 압력으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이정

철·허만형, 2012).

둘째, 모방에 의한 확산은 외부요인에서 가장 강조되어 왔다. 일부 학

자들은 대부분의 혁신이 창안(invention)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방

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을 정도로(Vanagunas

and Webb, 1994: 439; March and Simon(1958: 188) 재인용) 모방은 확

산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다. 모방요인을 강조한 Marsh and

Sharman(2009)과 Weyland(2005) 이외에도, 정책확산 요인을 정리한

Berry and Berry(2007)의 유형에서 정부(지역)간 상호작용 요인, 지역확

산 요인, 선도-후발 요인82), 동형화 요인 모두 모방과 관련된 요인으로

간주해도 무방한데, 이는 외부요인에서 모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방에 의한 정책확산 논의는 사회학적 제도론에서 모방적 동

형화 압력에 의한 확산 논의와 맞닿아 있다. 모방적 압력은 분석단위를

개별 조직 수준에서 조직간 수준으로 심화시켰을 때 정책확산 결정요인

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나라, 2017).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

은 일찍이 전세계적으로 관료제 구조의 보편적인 현상이 발견되는데 초

82) 선도-후발 요인은 특정 지방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혁신을 이끌어내면, 나머지 지
방정부에서 모방효과가 나타나 확산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확산
의 가장 핵심변수는 선도적인 지방정부의 정책도입 여부에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정철, 허만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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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면서, 제도의 확산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

내에서 만들어지고 통용되는 규범과 문화의 지배를 받아 유사한 조직간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 속하게 되

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Strang and Meyer, 1993).

외부요인을 강조한 연구들은 Bandura(1977)의 사회적 학습 이론

(social learning theory)을 주요 이론적 논거로 삼아 그 논리를 전개해

왔다고 평가된다(Mooney, 2001; 이경묵, 1999). 그의 논리에 따르면 조직

간 관계에서 대리학습이 나타나서 혁신적 제도의 확산이 일어난다. 모방

동기의 주요 논리는 이전 채택자(prior adopter)가 겪은 경험은 이후 조

직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어 모방이 일어나고, 만약 이전

채택자가 특정 제도나 정책을 채택하여 실시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했다면 계획했던 정책 도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등의 사회적 학

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근거로 삼는다. 특히 자원의 제약이 크고 제도에

대한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정책을 도입한 이웃정

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Berry and 김대진, 2010).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에서 논의된 모방적 동형화 메커니즘 역시 조직은

종종 다른 대안적인 구조나 제도가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조직은 모방을 통해 정당

성 있다고 인식되는 구조나 제도에 자신의 관심과 초점을 국한시킴으로

써 조직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조직의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

(efficiency-satisficing) 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Palmer et al., 1993;

Strang and Meyer, 1993).

그렇다면 조직은 어떠한 조직을 모방하는가? 그리고 모방은 어떠한

상황에서 잘 일어나는가? 조직이 모방의 준거로 삼는 대상은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는 조직 근접성(organizational proximity) 개념을 근간

으로 한다. 조직 근접성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리적 근접성과

사회적 근접성을 고려하고 있다. 즉, 자신과 가깝거나 유사한 성격의 조

직이 모방의 대상이 되어 제도의 확산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한다(정대

훈·신동엽, 2017).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리적 근접성은 정책확산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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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배적인 영향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지역확산론(regional

diffusion)(김대진, 2011; 정다정 외, 2018)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몇몇

정책확산 연구들은 내부결정요인보다 지역확산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한다

고 보았을 정도로(Grupp and Richards, 1975; Lutz, 1986; 김대진, 2011;

이정철·허만형, 2012) 지리적 인접성은 강조되었다. 이들은 물리적·지리

적으로 가까운 조직들 간에는 상호 교류와 지식 이전이 활성화되어 확산

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공유한다(Gittelman, 2007; Nachum

et al., 2008; Wittington et al., 2009). 정책확산 경험연구는 특정 지방정

부의 선구적인 정책 채택과 도입은 다른 인접 정부의 정책 채택의 모멘

텀(momentum)이 되어 확산을 가속화시킨다는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으

며(Berry and 김대진, 2010; 김대진, 2011), 지리적으로 이웃한 정부의 정

책도입이 해당정부의 정책도입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Gray, 1973; Berry and Berry, 1990; 장석준·허준영, 2016; 정

다정 외, 2018; 강서영 외, 2021).

둘째, 사회적 근접성 개념은 조직이 지리적으로 이웃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특징을 가진 조직을 모방하여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

해를 바탕으로 한다. 다른 유사한 특징을 가진 조직을 모방하는 행위는

조직이 자신과 사회적으로 유사하여 동질성이 높은 조직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통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는 맥락과 같다(Bothner,

2003). 이 관점에서 조직의 모방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사하

게 위치한 다른 조직이다. Merton(1968: 279-334)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언제 자신의 동료집단에 강한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관심

을 환기시켰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Lorrain

and White, 1971; Burt, 1976; Bothner, 2003)은 기업조직은 구조적으로

동일한(structurally equivalent) 경쟁자들의 선택에 가장 강한 영향을 받

아 제도 또는 기술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국내연구

도 증가하고 있다(정다정 외, 2018; 유두호 외, 2019). 여기서의 구조적

동일성은 대체로 같은 산업분야로 논의되는데, 역할 등위성(role

equivalence)을 강조한 연구들 역시 유사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이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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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등위성 효과는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내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직

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경우(유두호 외, 2019) 그 조직을 모방하는 행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들 간에는 직접

적인 연결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능적 유사성으로 인해 유사한 행태를 보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유두호 외, 2019). 경쟁업체를 따라하는 것

(원숙연·성민정, 2016)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사회학적 제도

론 관점에서는 조직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서로를 동일한 집단

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상호 모방이 일어난다고 본다(Meyer, 1994;

이경묵, 1999).

한편, 위의 기준 이외에도 상위집단에 대한 모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를 속성기준 모방(trait-based imitation)이라고도 하는데(Haunschild

and Miner, 1997), 사회학적 제도론가들은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받거

나 조직지위가 상위권에 위치하는 조직 등의 운영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조직의 장 안에서 구조 동일화 또는 보편적인 관행이 확립되어 제도적

동형화가 나타난다고 보았다(DiMaggio and Powell, 1983; Galaskiewicz

and Wasserman, 1985). 이는 명성(prestige)에 대한 외적 준거를 확보하

고 축적해 나가고자 하는 방법(Galaskiewicz and Wasserman, 1985)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위(status) 개념은 ‘특정한 위계질서 내 행위자가 존

재하는 위치(position) 또는 계급(rank)’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Lounsbury, 2002: 255).

사회학적 제도론에서 제도의 확산 메커니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직에게는 제도 도입의 결과로서 실제 효율성 개선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보다는 정당성 확보가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Rowan(1982)은 학교구에서 혁신이 신속히 확산되고 지속된 원인을 설명

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인사 직위를 도입하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이를 지방단위 학교구에서 지켜야 할 필요사항이 만들어졌는데, 이 연구

에서는 이러한 혁신에 관한 필요사항을 준수하는 학교가 일반적으로 ‘좋

은’학교임을 표시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신속한 확산이 일

어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성공적인 조직과 동일시되는 것, 혹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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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무언가를 한다(doing something)’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논의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방식이 지배적인 대입전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60여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방식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일으켰다

(주휘정, 2014).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서열화가 고착화되어 경쟁

이 더욱 치열해지고 청년 취업문제와 함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주휘

정, 2014).

우리나라 대입전형제도가 야기했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바로 입학사정관제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우리나라 대입전

형제도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시험점수 위주의 총점합산

식 선발체제’를 개선하여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로 도입되었다(김은영 외,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제도는 우

리나라 고등교육 역사에 남을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된다(주휘정, 2014).

입학사정관제의 특징은 대학 특성에 맞는 대입전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

고, 모집단위에 적합하고 창의적인 인재 선발 등을 통해 자율성과 다양

성 및 수월성을 추구하는 전형이다(조범진, 2012).

입학사정관제가 처음으로 정부 공식문서에 등장한 것은 2004년이었다

(장덕호, 2009). 고교교육의 정상화 실현을 목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반

영 비중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의 전문가로서 입학사정관이 직접 평가하겠

다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골자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 2007년에 정부는

입학사정관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대학

을 공모하였다(주휘정, 2014). 그러나 실제 응모한 대학은 20여 개 대학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서울신문, 2007.06.23.). 그중에서 10개 대

학이 시범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2009년부터는 교과부에서 입학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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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정착을 목표로 내실화-확대-정착의 3단계 로드맵을 설정하여 선도

대학을 중심으로 예산이 23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이를 계기로 실

시대학의 수 역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독자적으로 실시한 대학도 함께 증가하면서 2012년에는 정부지원 대학을

66개로 늘리고 예산이 391억 원으로 증액되어 전체 127개 대학이 입학사

정관제를 활용함으로써(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 제도가 널리 확산된

모습을 보였다.83)

83) 2014년부터는 공교육 정상화정책에 맞추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
었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실시대학(개교) 10 41* 90 117 122 125 127

정부지원(개교) 10 40 47 60 60 66 66

독자실시(개교) - 1* 43 57 62** 59 61

선발학생 수(명) 254 4,476 24,696 35,421 41,762 47,606 49,649

예산(억 원) 20 157 236 350 351 391 395

전임사정관 수(명) 42 229 346 512 593 618 630

출처: 주휘정(2014: 216),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 2011; 2012; 2014) 교육부(2012) 자료를 발췌
하여 연구자 재구성
주: 공개자료 원천의 수시 및 정시 전형 고려 여부와 공개시점에 따라 기존의 자료들에서 수치
는 약간 차이가 존재하였음. 본 연구는 대학교육협의회가 해마다 발표한 대입전형 자료를 기준
으로 함
*: 강남대학교가 유일하게 정부지원 없이 독자로 도입(대학교육협의회, 2011: 14)하여 주휘정
(2014)이 제시한 실시대학보다 1개 더 많음
**: 광주과학기술원 독자로 도입(대학교육협의회, 2011 기준)하여 주휘정(2014)이 제시한 실시
대학보다 1개 더 많음

<표 5-2> 입학사정관제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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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제도의 도입과 확산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사회학적 제도론 연구에서는 제도의 확산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당연

하고 바람직하다고 인식되어 정당성을 얻기 위해 이를 채택하는 조직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 접근하여 제도의 확산에 대해 오랫동안

고찰해 왔다.

제도적 환경에서 조직은 합리화된 신화로서 기능하는 특정 제도나 구

조를 도입하게 된다는 Meyer and Rowan(1977)의 연구 이후, 제도적 압

력이 외부요인으로서 제도의 확산을 촉진시킨다는 명제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들은 DiMaggio and Powell(1983)의 세 가지 제도적 동형화 압

력(강제적, 규범적, 모방적 동형화 압력) 메커니즘을 구분하여 영향요인

을 분석해 왔다. 연구대상의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병원84)과 대학조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험연구들은 공무원 인사제도

(Tolbert and Zucker, 1983), 복권제도(Jensen, 2003), 주민참여예산제도

와 같은 특정 제도 관련 조례 제정(유란희·김선형, 2017; 박은순·하태수,

2018; 정다정 외, 2018; 유한별·나태준, 2019; 장유미 외, 2019), 다문화

지원센터 설치(장석준, 2011)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정부조직 대상 연구와 대학조직 대상 연구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84) 이외에도 병원조직을 대상으로 제도의 확산요인을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에서 검증하
고자 한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 병원은 비영리조직으로서, 완전한 민간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면서도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제
도적 압력에 대응할 필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을 토대로, 병원 연구들은 정당성과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적인 시도를 하였다(Burns
and Wholey, 1993; Westphal et al., 1997; Young et al., 2001; Kennedy and Fi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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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조직 대상 연구

국내에서 사회학적 제도론을 활용한 제도의 확산 과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내 문헌 중에서 장석준(2011)의 연구는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

에서 제도의 확산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초기 경험연구

이다. 그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수요에 부

응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기초

지방자치단체 230개(913개 관측치)를 대상으로 시간변수를 고려하지 않

은 모형과 시간변수를 고려한 모형의 두 가지 이산사건사분석 결과를 제

시하였다. 분석결과, 강제적 압력과 규범적 압력이 다문화지원센터의 제

도화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적 확산에

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함으로써 법률 제정, 그리고 다문화에 관한 언론기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동시에 조직 내·외부적 요인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DiMaggio and Powell(1983)이 언급한 경

쟁적 동형화 요인 역시 부분적으로 제도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확산이 거시적 환경과 동시에 조직의 미시적 환경에 조직이 전략

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성 관점의 변수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석준, 2011).

이정철·허만형(2012)의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제도

의 정책확산 원인에 관한 연구로서, 내부적 결정요인보다는 외부적 동형

화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내부적 결정요인은 합리

성 요인, 자원 및 장애요인, 제한적 합리성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외부적

확산요인은 지역확산(모방) 요인과 외부 압력(수직적 압력) 요인으로 구

분하여 접근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외부요인으로 모방 및 압력요인 모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Tolbert and Zucker(1983) 연구결과와

같이, 국가정책을 도입하였을 경우, 즉 수직적 압력이 존재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출산장려금 제도 채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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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내부결정요인과 외부확산요인 모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분하

여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과 확산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함의를 제공한다.

이후 이들은 이러한 접근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을 분석하였

다(이정철·허만형, 2016).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은 내부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

여 사건사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내부요인으로는 자원의 양

과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 외부요인으로는 도입한 인접

자체단체의 수와 국가 도입 의무화 변수가 제도 도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도입한 전국 자치단체의 수와 국가의 도입 역시 영향요인이 된

다고 밝혔다.

박나라(2017)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

도시 결연을 통해 ‘글로벌’해지려는 원인을 동형화 압력의 측면에서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정

부의 자율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을 것이라고 보고, 1995년을 기점으로 이

전과 이후의 확산패턴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결과, 광역자치단체는

1995년 이전에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국제 결연 체결이 증가할수

록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맺을 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기초자치

단체의 경우 1995년 이후에 한해서 이전 년도까지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

단체의 국제 결연 체결이 증가할수록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맺을

확률이 증가하였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합한 전체 지방정부를 놓고

보면 1995년 이전과 이후 모두 전체 국제결연 체결이 국제 자매·우호도

시 결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연 사업의 확산

초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에

는 기초자치단체도 따라서 활발하게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나라,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운영조례 제정의 확산원인을 동형화 이론으

로 검증한 유란희·김선형(2017)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조

례가 제도화된 유형을 지닐수록, 그리고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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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는 조례가 평균적으로 제도화된 유형을 지닐수록 해당 지자체

의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최근의 경험연구들은 보다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조직이

어떠한 대상을 참고하여 제도를 도입하는지에 관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한별·나태준(2019)은 지방자치단체 갈

등관련 조례제정의 확산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건사분석과 GIS 공간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결과,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누적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모

방적 압력과 지역내 비영리단체 수라는 규범적 동형화 압력이 조례제정

의 확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갈등관련 조례의 확산 및 동형화 현상이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군

집성을 보이는 것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군집성에 따른 확산 패

턴은 김선형·유란희(2017)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도입 영향요인 연구

에서도 발견되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이석환(2021)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한 기

존 논의를 확장하여 확산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고, 아울러 정책

확산과 정책수렴의 개념을 적용하여 두 개념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정

리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정책확산 및

정책수렴 형태를 모두 보였는데, 정책확산 요인 중에서는 이웃효과의 수

평확산,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고 및 강제적 압력 요인의 수직확산 모두

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에서 정책수렴의 증거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강제적 개입이 정책수렴을 유도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내

었다.

저자
(연도)

분석
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석
방법

분석결과

Tolbert
and

Zucker(19

1885~193
4년 미국
도시지방

§ 내부요인: 외국인 비
율, 문맹률, 지출규모,
제조업임금

§ 공무원
인사제
도개혁

§ Cox
비례위
험분석

§ 초기에는 내부특성이 제
도 도입에 강한 영향을
미치다가 후기로 갈수록

<표 5-3> 정부조직에서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의 제도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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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분석
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석
방법

분석결과

83) 정부
§ 외부요인: 강제적 압
력(상위정부가 의무시
행 강제 여부)

안 도입

영향력 약화
§ 상위정부에서 제도관련
법안을 강제한 경우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제도 급속히 확산

Jensen(20
03)

1962~199
7년

미국주정
부

§ 내부요인: 재정상황,
지방정부 정치색, 경
마정책 경험, 시민특
성(종교, 정치이념, 인
구수, 재정), 정치구조

§ 외부요인: 인접지역
제도도입

§ 주 복권
제도 도
입

§ Cox
비례위
험분석

§ 정부가 가진 고유한 문
화(종교 등)에 조응함으
로써 정책의 정당성 증
가

장석준
(2011)

2005년~2
009년
230개
기초지방
자치단체

§ 내부요인: 세출결산액,
공무원 수

§ 외부요인: 지자체 내
외국인 비율, 외국인
여성 결혼비율

§ 동형화 요인: 강제적
압력(법률제정), 규범
적 압력(논문건수, 언
론기사), 모방적 압력
(광역단체 도입 수)

§ 다문화
가족지
원센터
설치

§ 이산사
건사분
석

§ 조직의 내외부 요인보다
제도적 동형화 메커니즘
이 더 큰 영향

§ 동형화 요인: 규범적(+),
모방적 압력(-)

§ 내부요인: 세출결산액(+)
§ 외부요인: 외국인 여성
결혼비율(+)

이정철·허
만형
(2012)

2002년~2
011년
기초자치
단체

§ 내부요인: 합리성 요
인(합계출산율, 인구
증가율), 자원요소(인
구구모, 지방총세입),
장애요소(지방교부세,
노인인구비율, 재정자
립도), 제한적 합리성
요인(단체장 선거시기,
단체장 재선가능성)

§ 외부요인: 지역확산(모
방)요인(인접 지방정
부의 정책도입), 외부
압력(수직적)요인(광역
자치단체 도입, 국가
단위 제도수립 여부)

§ 출산장
려금 제
도 도입

§ Kaplan
-Meier
생존분
석,
사건사
분석

§ 내부요인보다 외부(동형
화)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침

§ 국가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출산장려금 정책
도입확률이 훨씬 높아짐

§ 외부요인: 인접정부의 채
택(+), 국가단위 제도수
립(+)

§ 내부요인: 합계출산율(-),
인구수(-), 지방교부세
(+), 단체장 재선가능성
(-)

이정철·허
만형
(2016)

2004년~2
012년
기초자치
단체

§ 내부적 결정요인: 합
리성 요인(참여예산제
도 평가 여부), 자원
요소(전년도 총예산액,
전년도 인구규모), 장
애요소(전년도 노인인
구비율, 전년도 재정
자립도, 전년도 교부
세), 제한적 합리성

§ 주민참
여예산
제도

§ Kaplan
-Meier
생존분
석,

Cox비
례위험
모형

§ 내부적 결정요인: 전년도
재정자립도(-), 단체장
정치성향(+)

§ 외부적 결정요인: 도입
인접 자치단체 수(+), 도
입 전국 자치단체 수(-),
도입 권고여부(-),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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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분석
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석
방법

분석결과

요인(단체장 재선 가
능성, 단체장 선거시
기, 단체장 정치성향,
지방의회 정치성향)

§ 외부적 확산요인: 지
역확산 혹은 모방요인
(인접 지방정부 정책
도입), 외부압력 혹은
수직적 영향요인(광역
자치단체의 도입, 전
국 지방정부의 정책도
입, 국가 도입권고 및
국가 도입강제 여부)

박나라
(2017)

1961년~2
016년
광역 및
기초지방
자치단체

§ 내부요인: 지방정부
역량(인구규모, 재정
자립도, 단체연령), 도
시간 거리

§ 동형화 요인: 사회적
압력(전국적 밀도, 지
역적 밀도, 층위내 밀
도)

§ 지방정
부의 국
제 자
매·우호
도시 결
연

§ 사건사
분석,
동종사
건
서열적
발생기
법

§ 내부요인: ①광역단체:
1995년 이전) 재정자립도
(+), 조직연령(+), 1995년
이후) 결연도시간 거리
(+), ②기초단체: 1995년
이전) 조직연령(+), 결연
도시간 거리(+) , 1995년
이후) 인구(+), 재정자립
도(+), 조직연령(+), 결연
도시간 거리(+), ③전체:
1995년 이전) 재정자립도
(+), 조직연령(+), 결연도
시간 거리(+), 1995년 이
후) 인구(+), 재정자립도
(+), 조직연령(+), 결연도
시간 거리(+)

§ 동형화 요인: ①광역단
체: 1995년 이전) 전국적
확산(+), 1995년 이후)
국제자매·우호도시 개수
(+), ②기초단체: 1995년
이전) 국제자매·우호도시
개수(+), 1995년 이후)
전국적 확산(+), 국제자
매·우호도시 개수(+), ③
전체: 1995년 이전) 전국
적 확산(+), 1995년 이후)
국제자매·우호도시 개수
(+)

유란희·김
선형
(2017)

2004년~2
014년
231개
기초지방
자치단체

§ 동형화 요인: 강제적
압력(광역지자체의 조
례 제도화수준), 규범
적 압력(지자체 비영
리단체 수), 모방적

§ 주민참
여예산
제도 운
영조례
유형의

§ 서열로
짓분석,
공간분
석

§ 강제적(+), 모방적 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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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분석
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석
방법

분석결과

압력(인접정부 조례
제도화수준)

제도화

정다정·문
승민·나태
준
(2018)

2010년~2
015년
226개
광역 및
기초지방
자치단체

§ 내부요인: 정책적 필
요(자살률, 노인인구
비율), 지자체의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사
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예산, 재정자주도)

§ 확산요인: 수직적 확
산(광역 정부의 조례
제정 여부), 지리적
확산(인접 지방정부의
조례도입 비율), 구조
적 등위성(동일 광역
지방정부의 조례도입
비율), 역할등위성(전
체 시, 군, 구의 조례
도입 누적 비율)

§ 자살예
방정책
관련 조
례제정

§ 이산사
건사분
석,

Cox모
델

§ 확산요인: 구조적 등위성
(+)

§ 내부요인: 자살률(+)

박은순·하
태수
(2018)

경기도
31개
시·군

§ 강제적 압력, 모방적
압력

§

§ 출산장
려금

§ 질적
분석,
Wilcox
on
Signed
Ranks
Test

§ 한나라당 공천 당선 자
치단체장의 경우 정당의
정치적 압력(+)

§ 제도 채택 시점: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유한별·나
태준
(2019)

2007년~2
017년,
229개
광역 및
기초지방
자치단체

§ 강제적 압력(지자체
내 갈등사건 발생여
부, 신문기사 수(사회
적 관심도)), 규범적
압력(지자체 내 비영
리단체 수), 모방적
압력(전체 지자체 갈
등관련 조례제정 누적
비율)

§ 지방자
치단체
갈등관
련 조례
제정

§ 이산사
건사분
석,

GIS공
간분석

§ 규범적(+), 모방적(+)
§ 조례 제정의 확산패턴에
지리적 군집성 존재

장유미·유
한별·하연

섭
(2019)

2006~201
7년 16개
광역지방
자치단체
(제주시,
세종시
제외)

§ 강제적 압력(광역단체
내 기초지자체 조례제
정 수, 신문기사 수
(사회적 관심도)), 규
범적 압력(지자체 내
시민단체 수), 모방적
압력(광역자치단체(등
위정부) 조례제정 수)

§ 마을만
들기 조
례 제정

§ 패널로
짓분석

§ 강제적 압력(사회적 압
력(기초지자체 조례제정
수*신문기사 수))(+), 모
방적 압력(+), 규범적 압
력(+)

이석환
(2021)

기초지방
자치단체,
정책확산
(2004~20
15년),

§ 수평확산: 동일 광역
단체에 속한 다른 기
초지자체의 제도 누적
도입 비율

§ 하향확산: 중앙권고

§ 주민참
여예산
제도 도
입

§ 이산사
건사분
석,
Sigma
수렴 및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
책확산과 정책수렴 형태
모두 보임

§ 정책확산 요인 중 수평
확산: 이웃 지자체의 제



- 225 -

2) 대학조직 대상 연구

(1)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영향요인 연구

입학사정관제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탐구한 장덕호(2009)는 국제적 확

산과정과 국내적 확산과정으로 구분하여 동형화 압력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국제적 확산과정은 외국 사례에 대한 모방적 동형화와 규범적

동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국내적 확산과정의 경우 정부 주도의

강제적 동형화와 대학간 모방에 따른 동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

였다. 이 연구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대입전형에서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

구하는 것 보다는 환경에 대한 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음

을 밝혀내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경험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증적 증

거를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최세경·현선해

(2011), 주희정(2014), 정대훈 외(2017), 정대훈·신동엽(2017), Shin and

Chung(2020) 등이 있다. 이들은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정당성 확보에 목

적이 있음을 인정하며, 주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조직에 대하여 정책확산이론을 적용하여 실증연구를 분석한 중요

저자
(연도)

분석
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석
방법

분석결과

정책수렴
(2006~20
17년)

(표준조례안 의무화
이전 도입여부), 중앙
강제(2011년 제도 의
무화 기간 이후 도입
여부), 광역도입(광역
단체의 도입여부)

§ 내부요인: 재정능력,
조직규모, 단체장 지
지율, 단체장 이념, 시
민참여, 교육수준

§ (정책수렴) 제도화 지
수: 관련 위원회 및
민관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유무

Beta
수렴
분석방
법

도도입비율)(+), 수직확
산: 중앙권고(+), 중앙강
제(+), 광역단체 제도도
입(-))

§ 정책수렴: 중앙정부의 강
제적 개입이 수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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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로서 주희정(2014)의 연구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영향요인을 정책

확산이론의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대학들 사이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S자

형의 확산 패턴을 보였으며, 내부요인으로는 대규모 수도권 대학, 재학생

충원율 및 신입생경쟁률, 장학금액, 그리고 외부요인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이웃효과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웃효과의 경우 가설과

달리 입학사정관제 도입 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대학에 대하여 제도론적 논의를 토대로, 제도적 동형화의 선행

요인과 그 결과로서 정당성 획득과의 관계를 분석한 최세경·현선해

(2011)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동형화에 대하여 자원획득 능력

(민간으로부터 수혜한 교수 1인당 연구비)이 높을수록 입학사정관제 관

련 부서를 설치하는 강제적 동형화가 일어났고,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참

여하는 규범적 동형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강제적 동형화 및 규범적 동

형화에 대해서는 통제변수로서 국공립대학 여부를 추가하였을 때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조직

정당성(정부 재정지원수혜액)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원획득

능력과 강제적 및 규범적 동형화는 조직 정당성 획득으로 이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환경 결정론 시각으로서 제도론과 자발

론 시각으로서 자원의존이론을 결합하여 대학조직의 제도적 동형화와 정

당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적 동형화와 관련

된 요인이 자원획득 능력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사

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의 정당성 획득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

에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한편 정대훈 외(2017)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제도적 환경에서의 규

범적 동형화 압력에 기인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화와 언론기사

에 의한 담론 형성이 입학사정관제 도입 확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모방적 압력을 느끼는 대학들이 자신과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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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근접한 조직을 모방한다는 선행연구 논의에 근거하여, 조직 근접성

역시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발전시켜 Shin and Chung(2020)은 본 연구와 유사

하게 합리성에 입각한 기능적 필요 요인,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론의 세

가지 동형화 압력 요인을 모두 적용하여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모형

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기능적 필요 요인은 입학생 정원

(admission size)의 표준화값을 활용하였다. 강제적 동형화 압력은 국공

립대학일 때 1, 사립대학일 때 0으로 코딩하였고, 규범적 압력은 신자유

주의 흐름이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촉진시켰다는 점을 주장하며 신자유주

의 관련 키워드 분석을 통한 언론기사 수로 측정하였다. 모방적 압력의

경우에는 사회적 근접성 개념에 기초하여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점수가

유사한 대학의 제도 도입을 측정하였다. 그결과, 입학사정관제 확산에는

규범적 압력과 기능적 필요성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모방적 압

력과 기능적 필요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에 비해 모방적 압력이

높을수록 입학사정관제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기술적 필요성이 높

아질수록 국공립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채택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하였지

만 사립대학의 채택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DiMaggio and Powell(1983)이 제시한 제도적 압력 유형을 실증

적으로 측정하여 도입 요인을 분석한 경험연구로서 의미가 있지만, 강제

적 압력에 대하여 국공립대학 여부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

한다.

(2) 기타 제도 도입의 영향요인 연구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인증제도 도입, 전문대학원

설치, 교수학습센터(CTL) 도입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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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le and Davis-Blake(2002)는 미국 경영대학들이 변경된 경영대학

인증제도(AACSB) 획득에 대한 영향요인을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

으로 구분하였고, 국공립대학은 제도적 환경에, 사립대학은 기술적 환경

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밝혀내었다. 기술적 환경 변수는 대학에

서 경영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경영대학생 비율 예측값, 다른 주(state)

출신 학생 비율, 등록금 액수, 신입생 지원 탈락률을 측정하였다. 제도적

환경은 대학내 다른 인증을 받은 개수,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의 학장 경

험, 기존 인증제도 회원교 여부, 그리고 국공립대학 여부를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적 환경으로 경영대학생 비율, 다른 주 출신 학생 비율,

신입생 지원 탈락률이 인증제도 도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등록금

액수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제도적 환경 중에서는 대학 내 인증획득

개수, 기존 인증제도 회원교가 인증제도 도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인증제도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에 대한 국공립대학 여부의 상호작용항

을 투입한 결과, 기술적 환경 요인(경영대학생 비율, 다른 주 출신 학생

비율, 신입생 지원 탈락률)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여부의 조절효과가

부(-)의 영향을 미쳤고, 반대로 제도적 환경 요인(인증제도 개수, 인증대

학 학장 경험)에 대한 국공립대학의 조절효과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환경에 대한 반응 메커니

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검증한 중요한 연구이며, 새로운 규범이 도입

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하여 서로 다른 조

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역

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분리하였지만 이를 일종의 강제적 압력으로

서 보고 있었다.

이어서 Durand and McGuire(2005)는 AACSB 인증제도 획득에 있어

서 조직이 새로운 회원교를 받아들이는 변화를 추구할 때도 기존의 조직

가치와 유사하게 변화함으로써 조직 정당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도희(2004)의 연구는 1981년부터 2004년 사이에 우리나라 대학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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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학원 및 정보대학원 설치 확산의 제도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적 관점에서 규범적 동형화 메커니즘으로 사

회적 담론, 국가정책,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여부, 조직지위를 고려하

였고, 모방적 동형화 메커니즘으로 상위 집단과 동위 집단의 제도 도입

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규범적 메커니즘으로서 정부의 국제화 관련 정

책 수립과 추진은 국제대학원 설치에 정(+)의 정향을 미쳤다. 그리고 제

도적 영역 차이로서 국립대학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사립대학에서 국제

대학원과 정보대학원을 설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모방적 동형화 메커

니즘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들의 국제대학원 및 정보대학원 설치가 정(+)

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지위

개념을 고려하여 어떠한 집단의 행위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상위 대학들보다는 자신들과 동일한 위치의 집단

을 모방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대학조직의 제도적

환경이 제도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모방의 양상은

대학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대학의 교수학습센터 도입 및 확산은 정부 주도의

강제적 동형화와 대학간의 상호 모방효과가 주효하였다는 연구(김기범·

장덕호, 2019) 등이 이루어지며 대학사회의 제도와 혁신의 확산을 사회

학적 제도론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저자
(연도)

분석기간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분석
방법

분석결과

장덕호
(2009)

2007~201
3년

§ 강제적 압력
§ 규범적 압력
§ 모방적 압력

입학사정관
제 도입

사례분석
(질적연
구)

§ 국제적 확산과정에는 모방적 동
형화, 규범적 동형화(+)

§ 국내적 확산과정에는 정부의 강
제적 압력(+)

최세경·
현선해(2
011)

2008~200
9년

§ 자원획득능력(민
간으로부터 교수
1인당 연구비)

§ 강제적 동형화
(입학사정관제

§ 강 제 적
동형화(입
학사정관
제 부서
설치)

§ 다중회
귀분석

§ 매개효
과 회
귀분석

§ 자원획득능력은 강제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 자원획득능력-강제적 동형화 및
규범적 동형화-정당성(+) 매개효
과

<표 5-4> 대학의 제도 도입 및 확산의 제도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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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분석기간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분석
방법

분석결과

부서 설치)
§ 규범적 동형화
(중앙일보 대학
평가 참여)

§ 규 범 적
동형화(중
앙 일 보
대학평가
참여)

§ 정당성(재
정지원수
혜액)

주휘정
(2014)

2007~201
3년

§ 내부요인(대학특
성, 대학운영 및
성과), 정책행위
자(재정지원), 외
부요인(이웃효과)

입학사정관
제

도입(채택
소요기간)

Cox
비례위험
모형

§ 내부요인(+)
§ 정책행위자(재정지원)(+)
§ 이웃효과(-)

정대훈·
신동엽
(2017)

2007~201
3년

§ 사회적 근접성
(동위집단 모방)

§ 생태학적 근접성
(적소)

입학사정관
제 도입

패널
무선
모형
프로빗
회귀분석

§ 사회적 근접성, 생태학적 근접성
(+)

정대훈·
신동엽·
김선혁
(2017)

2007~201
3년

§ 규범적 압력(전
문지식 규범, 매
체기반 규범)

§ 조절변수: 조직지
위, 자원의존성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

로지스틱
회귀
분석

§ 전문지식 규범, 매체기반 규범
(+)

§ 매체기반 규범의 영향은 대학지
위수준이 높을수록 감소

§ 전문지식기반 규범의 영향은 자
원의존성에 따라 증가

Shin
and

Chung
(2020)

2008~201
3년

§ 기술적 요인(업
무적 필요성)

§ 규범적 압력(사
회적 담론)

§ 모방적 압력동위
조직 모방)

§ 조절변수: 강제적
압력(국공립대학)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

패널
무선
모형
프로빗
회귀분석

§ 기술적 요인(+)
§ 규범적 압력, 모방적 압력(+)
§ 모방적 압력의 영향은 국공립대
학에서 더 강함

§ 기술적 요인의 영향은 사립대학
에서 더 강함

Kraatz
and
Zajac
(1996)

1971~198
6년
(미국
학부중심
대학)

§ 기술적 요인(소
비자 선호, 지역
환경조건, 학생의
존도)

§ 제도적 요인(조
직지위, 누적빈
도, 기타 프로그
램 설치, 초기/후
기)

전문프로그
램 설치,
조직성과

이산
사건사
분석

§ 기술적 요인(소비자선호, 학생의
존도, 지역환경조건)에 따라 대
학조직구조는 동질화되지않고
이질화되고 있었음

§ 제도적 요인(누적빈도, 기타 프
로그램 설치)(+)

§ 조직은 성과 향상을 위해 제도
적 환경에 조응하지 않는 선택
을 하기도 함

§ 등록금의존율이 전문프로그램
설치 가능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후기에 비해 초기에 더
강하게 나타남

Kraatz
and

1971~198
6년

§ 기술적 요인(등
록금의존율, 비전

전문프로그
램 설치

이산
사건사

§ 기술적 요인(비전일제 학생 비
율, 입학률)(+), 적립금, 운영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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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분석기간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분석
방법

분석결과

Moore
(2002)

(미국
학부중심
대학)

일제 학생 비율,
적립금, 운영수
익, 입학률)

§ 제도적 요인(총
장 출신경력, 조
직지위)

분석

(-)
§ 총장이 이전에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 출신, 학부중심대학
출신(+)

§ 상위권대학 출신 총장(+)

Casile
and

Davis-B
lake
(2002)

1991년
(미국
경영대학)

§ 기술적 요인(재
학생비율, 지역환
경조건, 등록금,
경쟁률)

§ 제도적 요인(학
장경험, 기타 인
증제도 획득, 협
회활동)

§ 조절변수: 국공립
대학 여부

경영대학인
증 도입

로지스틱
회귀
분석

§ 기술적 요인(재학생비율, 지역환
경조건, 등록금, 경쟁률)

§ 제도적 요인(학장경험, 기타 인
증제도 획득, 협회활동)(+)

§ 국립대학에서 사립대학에 비해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큼

§ 사립대학에서 국립대학에 비해
기술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큼

김도희
(2004)

1981~200
4년

§ 규범적 압력(사
회적 담론, 국가
정책, 국공립대학
여부, 조직지위)

§ 모방적 압력(상
위집단, 동위집
단, 누적빈도)

국제대학원,
정보대학원
설치

Cox
비례위험
모형

§ 규범적 압력(정부정책, 사립대
학)(+)

§ 모방적 압력(동위집단)(+)

김기범·
장덕호
(2019)

2000~202
0년

§ 강제적 압력
§ 규범적 압력
§ 모방적 압력

교수학습개
발센터(CTL
) 도입

사례분석
(질적
연구)

§ 강제적 압력, 모방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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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차별점

이상의 선행연구 경향에서는 몇 가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책확산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부요인으로서 제도적 압력을

고려하여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제도의 확산을 규명하였다. 또한 제도

의 확산에 관심을 가진 정책확산이론과 사회학적 제도론과의 이론적 융

합을 시도한 연구흐름이 매우 한정적이며 소수에 그쳤다. 이러한 연구

중 어떠한 맥락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

는 거의 없었다.

둘째,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대한 연구들 중 일부는 사회학적 제도론

을 적용하여 제도적 압력에 의한 도입이 될 수 있음을 밝혀내었는데, 국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는 조직환경과 고유한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여

도입의 영향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

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책확산이론과 사회학적 제도론의 이론적 결

합을 시도하였다. 제도가 도입되고 확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

들이 관심을 가져오며 관점을 공유하는 지점이 존재하지만 이를 통합하

여 체계적으로 분석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도

또는 혁신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의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흐름을 따른 실증연구들(Casile and

Davis-Blake, 2002; Shin and Chung, 2020)은 대체로 국공립대학과 사립

대학 유무를 일종의 강제적 압력으로 보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공립

대학 여부로 강제적 압력을 측정하게 되면 국공립대학들 사이에서의 강

제적 압력의 편차가 존재할 수도 있고,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국공립대

학에 준하는 정도의 강제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반영되기 어

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강제적 압력을 정부의견반영 정

도로 측정하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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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본 연구의 차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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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가설 설정

1. 내부 기술적 요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결정은 조직은 내부 자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만큼 내부적인 물적 자원이 풍

부하거나, 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수요가 높은 조직에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고 확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석준, 2011). 이때 조직이 합리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검토한 다음 자신에게 필요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여 도입할

것이라고 전제한다(박나라, 2017).

유사한 대학 특성을 갖고 있더라도 대학운영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주휘정, 2014). 정책확산 연구에서는 조직이 정책

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를 채택할 확률이 높아진

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이 다수

축적되어 왔다(Berry and Berry, 1990; 김대진, 2011 등). 예컨대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책확산연구가 이루어진 측면에서 인구규모나 지

방총세입 등의 인구규모가 높을수록 정책이 도입 및 확산될 가능성이 높

으며(김대진, 2011; 이정철·허만형, 2012; 정다정 외, 2018), 대학조직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정책확산모형을 적용하여 입학사정관제 도입

요인을 분석한 주휘정(2014)의 연구에서는 재학생 충원율, 신입생 경쟁

률 등은 대학의 경제적 역량을 반영하여 충원율이 높을수록 입학사정관

제 도입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가설1-1: 조직역량이 높을수록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성과가 비교적 낮은 기업이 혁신적 제도에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제도를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이규용·김동원, 2001). 이미 성과가 좋은 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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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더 개선해야 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혁신적 제도

에 대한 관심이 낮을 수 있고 도입 결정은 늦춰질 수 있는 것이다. 이규

용·김동원(2001)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팀제 도입 결정요인을 검증한 결

과, 조직성과(매출액)가 낮을수록 수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팀제를 도

입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조직성과가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는 대학조직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Kraatz and Zajac(2001)은 대

학에는 학생의 입학결과(enrollment)의 변화가 중요한 조직성과 지표임

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히며, 대학행정가들에게 학생 충원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강조하였다. 입학하는 학생의 감소는 대학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입학결과의 변화는 대학이 얼마나 환경

에 적합성있게 활동하였는가를 나타낸다(Kraatz and Zajac, 2001). 이러

한 점에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입학사정관제 확산 원인을 분석한 주휘정(2014)

은 대학의 운영 및 성과와 관련된 요인들로서 재학생충원율, 신입생경쟁

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대

학의 제도 확산 요인으로 고려되는 주요한 내부요인에서 학생 충원과 관

련된 조직성과 측면은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설1-2: 조직성과가 낮은 대학일수록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할 가능성

이 높을 것이다.

2. 외부 제도적 요인

정책확산이론 및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에 따르면 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제도의 도입을 촉진시킨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를 도

입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가설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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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적 압력

상위조직이 법규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하위조직에게 행사하는 강제

적 압력으로 인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조직의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조직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정대훈·신동엽, 2017). 이러한 점에서 강제적 압력은 Pfeffer and

Salancik(1978)이 제시한 자원의존론 관점과도 맞닿아 있다. 이들은 행위

자들 사이에서의 위계적인 교환관계는 권력의 비대칭성을 낳는다고 강조

하였는데,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은 정부의 요구사항 또는 권고를 수용하

게끔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즉,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원에 대한 수요나

의존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표준적인 기준을 달성하려는 동기가 더 크다

(Guler et al., 2002).

장덕호(2009)는 정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이 일종의 강제적 압력에 노출된다고 지적하였다. 입학사정관제의

확산과 제도화 과정에 있어 강제적 동형화로 해석한 그의 논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도 맥락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인

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대학이 새로운 제도를 운

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이 제

도를 정부의 기획에서 시작하여 대학으로 수직 확산이 되는데 입학사정

관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대학은 정부 및 대학교육협

의회가 제시한 평가지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준수했을

경우에 입학사정관제도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던 점에서, 정

부가 대학에 제도적 요소들(institutional elements)의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곧 대학의 동형화된 구조로 이어

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85) 즉, 입학사정관제가 강제적 압력에

의해 확산되는 과정은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신청서에 정부가 원하는 점수

85) 이러한 정부주도 방식은 몇가지 한계를 갖고 있었다(장덕호, 2009). 예를 들면, 정부
가 언제까지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지 불확실했던 대학은 입학사
정관의 신분을 비정규직화하였다. 이러한 고용 불안정성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장덕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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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탈피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회복하겠다는 규범과 가치를 지키는

대학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식으로 순응을 이끌어내었다. 입학

사정관제도 채택 영향요인에 대한 경험연구(주휘정, 2014; 정대훈·신동

엽, 2017)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 비중은 제도의 도입에 강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6)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2-1: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록 입학사정관제도를 도

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 사회문화적 규범 압력

조직이 느끼는 사회문화적 규범은 제도 도입에 대한 결정과 깊은 관

련이 있다. 규범적 압력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지식에 의한 규범

의 형성과 언론매체에 의한 규범의 형성 등이 포함된다(Strang and

Meyer, 1993; Greening and Gray, 1994; Deephouse, 1996; 정대훈 외,

2017). 이러한 요인은 인지적(cognitive) 측면의 제도적 압력이다. 조직은

제도가 조직의 장 안에서 확산되면서 그 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다른 대안은 생각할 수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도입하는 인지적 구속에

의해서도 제도를 도입한다(Meyer and Rowan, 1977).

전문화는 조직의 장에서의 규범을 형성하고 관련된 구조와 제도에 대

한 제도적 동형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강조되었다(정대훈

외, 2017). 학자 등의 전문가 및 언론매체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게 되면 사회적으로 그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대학들은

그만큼 해당 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여 정당성을 얻기

위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Deephouse, 1996).

언론매체 역시 조직이 제도적 압력을 느껴 제도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86) 주휘정(2014)은 동일한 변수에 대해서 정책확산이론의 관점에서 정부를 정책확산의
주요 행위자로 간주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인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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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역할을 하였다(Hardy and Maguire, 2010; Greening and Gray,

1994; Spell & Blum, 2005; 정대훈 외, 2017). 여기서 매체는 “‘누가, 그

리고 무엇이 정상이며,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상호연계적인 텍

스트들의 종합(interrelated bodies of texts)인 사회담론(social discourse)

을 투영”(정대훈 외, 2017: 232)한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다른 텍스트에서

연속적으로 채택되어 다시 언급이 되면서 내용이 해석되고 재생산되고

변경된다(Hardy and Maguire, 2010).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담론을 반영

하는 매체는 제도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Spell and Baum, 2005; 정

대훈 외, 2017). 따라서 사회담론은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재생산되면서

어떠한 제도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규범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규범이 조직의 장 안에서 형성된 이후에는 조직들이 이에 순응하게 되며

새로운 제도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다(Greening and Gray, 1994). 입학

사정관제의 채택과 확산에 대한 실증연구(정대훈 외, 2017)에서도 이러

한 매체기반 규범과 전문지식에 따른 규범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제도적 압력으로서 사회적 담론의 설명력을 지지하고 있다.

가설2-2: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활발할수록 입학사정관제

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인간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어쩌면

조직 활동에 있어서 모방심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

운 일이다. 그러나 한 조직이 누구를 모방할지를 예측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뿐 아니라(Galaskiewicz and Wasserman, 1985), 하나의 기준으로

모방을 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조직을 선정하여 모방이

일어날 수도 있다(Haunschild and Miner, 1997). 제도의 확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학자마다 중시하는 확산의 요인이 다른

것도 정책확산의 외부요인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이유가 된

다. 따라서 조직들이 느끼는 ‘사회적 압력(peer pressure)’을 정의하고자

대학의 ‘사회’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박나라, 2017), 즉 그들의 동료집단



- 239 -

(peer groups)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함으로써 확산이 어떠한 경

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리적 확산론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학들 중에서 입학

사정관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수가 많을수록 해당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비록 연구모형에 따라 입학

사정관제 도입에 관하여 지리적으로 인접대학의 제도 도입이 미치는 영

향은 혼재되어 있지만(주휘정, 201487); 정대훈·신동엽, 2017), 정책확산이

론에서의 일반적인 논의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Walker,

1969; Jensen, 2003; 주휘정, 2014; 김진영·이석환, 2016; 박나라, 2017; 유

란희·김선형, 2017; 박경돈, 2018) 이웃조직의 정책도입은 해당 조직의

혁신적 제도 도입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바로 이웃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지역권역에 있는 지방정부가 특정 제도 또는 정책을 채

택할 경우, 이것이 영향을 미치면서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주휘정,

2014; 박나라, 2017; 정다정 외, 2018).

그 이유는 주변 조직이 정책을 많이 도입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불확실

성이 낮아지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DiMaggio and Powell, 1983; Berry and 김대진, 2010; 이석환, 2014),

인근 지역은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관련 의사결정자가

정책을 도입할 경향성이 높기 때문이다(주휘정, 2014). 즉, 지리적으로 인

접한 정부는 정책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를 일종의 정책 실험의 장

(policy experimental field)으로 인식하고(김대진·안빛, 2010; 정다정 외,

2018) 서로 인접한 조직들 간에는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같은 지역내 조직간 공식적 관계 뿐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지식의 교환이 활성

화될 수도 있다(Owen-Smith and Powell,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

87) 주휘정(2014)은 본 연구와 동일하게 입학사정관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조직의 내
부적 특성, 정부지원 수혜여부, 이웃조직의 효과를 탐색한 결과, 이웃조직의 제도 채
택비율은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초기 및 중기 채택자에게는 이웃 대학의 제도 도입 여부가 유의미하지
만, 전체 대학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후기 채택자, 그리고 채택하지 않은 미채택
자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리라고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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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가설을 구성하였다.

가설2-3: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비중이 커질수

록 해당 대학의 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유사한 유형에 속하는 대학들의 제도 도입은 해당 대학의 제도

채택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역할 등위성을 지닌

조직간 모방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역할 등위성은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

이 다른 행위자들과 맺고 있는 역할관계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황정윤

외, 2015; 정다정 외, 2018). 역할 등위성을 가진 조직들 간에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더라도 동질적인 행태를 보인다(Windship and Mandel,

1983; 김용학, 2011; 정다정 외, 2018 재인용). 예컨대 황정윤 외(2015)는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증가할수록 같은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도 함께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회성 외(2015)는 유형이 동일한 다른 사회복지시설

들의 연계활동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연계활동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밝

혀냈다. 이는 모방을 통한 제도의 채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DiMaggio

and Powell, 1983; Greve and Taylor, 2000; Jokisarri and Vuori, 2009;

정다정 외, 2018 재인용).

가설2-4: 특성이 유사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비중이 커질수록 해

당 대학의 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상위집단의 제도 도입이 해당 조직의 제도 도입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모방적 동형화에 관한 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장 또는 산업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

거나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조직에 대한 모방 과정을 중시한다(DiMaggio

and Powell, 1983; Galaskiewicz and Wasserman, 1985). 선행연구에서

모방의 대상은 대개 성공적이라고 알려짐으로써 조직의 지위가 높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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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Fombrun and Shanley, 1990; 김도희, 2004), 일반대중들이 보기에 더

정당성 있다고 평가하는 조직(DiMaggio and Powell, 1983), 또는 제도

운영의 우수사례로 인정받는 조직일 때도 있다(구자숙 2009; 장석인,

2013). 이러한 조직들을 모방하는 이유는 명성(prestige)에 대한 외적 준

거를 확보하고 축적해나갈 수 있는 방법(Galaskiewicz and Wasserman,

1985)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이다.88)

특히 대학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명성과 위세가 훨씬 중요하다(김도

희, 2004; 정대훈·신동엽, 2016). 그리고 대학의 명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져 온 경향이 강하여 기업조직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가진다(Podolny, 1993; 김도희, 2004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우수

한(prestigious) 대학은 곧 조직의 “질(quality)”을 나타낸다(Kraatz and

Zajac, 1996). 위계적 속성을 가진 조직지위의 특성상 높은 지위를 가진

조직과 낮은 지위를 가진 조직에서 조직의 행동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정대훈·신동엽, 2016). 대학과 같이 고도로 제도화된 조직의 장

에서는, 즉 명확한 성과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부인에게 자신의 기능

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 부족한 경우 조직의 장 안

에서 “정당성 있고 성공적인(legitimate and successful)”조직을 모방하여

그러한 조직들과의 유사성을 갖추고 정합성을 높이려고 한다(Kraatz

and Zajac, 1996).

이처럼 조직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 경우 사회적 자신감으로 인해 규

범에서 다소 벗어난 행동이 가능하기도 하지만(Phillips and Zuckerman,

2001), 동시에 언론과 제도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핵심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Griffin et al., 2013) 대학에 주문되는 혁신적인 제도를 선도

적으로 도입 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말하면, 상위 지위를 가진 조직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ㅈ 용인성(social acceptability)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Pearce, 2010), 낮은 지위의 조직들은 사회적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크다(Hollander,

88) 이를 속성기준 모방(trait-based imitation)이라고도 부른다(Haunschild and Min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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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1960). 즉, 정당성의 상실은 조직의 평판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생

존에도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Bitektine and Haack, 2015;

Meyer and Rowan, 1977)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되면 제도를 적

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정대훈·신

동엽, 2017). 따라서 정당성의 확보는 조직들이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지

키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경쟁방식의 일환이 될 수 있다(정대훈·신동엽,

2017). 이러한 주장을 검증한 김도희(2004)는 우리나라 국제대학원 및 정

보대학원 설치는 상위집단에 대한 모방이 더 활발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

각되었지만, 상위 대학교에서 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

혔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2-5: 상위집단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비중이 커질수록 해당 대

학의 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3. 내부 기술적 요인, 제도 도입, 그리고 공공-민간 차이

민간부문의 특성을 띤 조직의 경우에는 조직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조직성과가 주로 평가되는 기술적·경제적 표준’에 더 비중을 두어 제도

적 압력에 순응하는 것은 우선되지 않을 수 있다(Oliver, 1991;

Goodstein, 1994). 이러한 주장을 사립대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사립대학은 설립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부문에 있고 설립자의 설

립이념에 따라 목표와 조직특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정운영 구조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학생 등록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민간영역으로부터의 자원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

리나라 맥락에서는 전체적으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신입생충

원율이나 선호도 등이 더 높기 때문에 사립대학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

하는데도 더 큰 노력을 하게 된다.

이처럼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운영에 있어 기술적 환경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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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주장은 실증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Shin

and Chung(2020)은 입학사정관제는 기술적 필요성을 가진 대학에서 더

활발하게 도입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립대학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밝

혀내었다.

가설3: 내부 기술적 요인이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미치는 영향은 사립대

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4. 외부 제도적 요인, 제도 도입, 그리고 공공-민간 차이

정책확산모형 이론을 토대로 제도 도입과 확산 영향요인에 대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비교에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가설을 설정

하는데 있어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에서 제도 도입과 확산에 대한 논의

위주로 다루겠다.

국공립대학은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법규로 인한 통제의 대상

이 되며, 목표 모호성 등의 특유한 속성으로 인해 다양한 성과를 추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를 받는다는 공공조직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

한 점에서 민간부문의 조직들은 합리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공공부문의

조직은 정당성에 확보에 더 방점을 두는 경향(Casile and Davis-Blake,

2002; Miller et al., 2011; 장용석 외, 2014)은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에

각각 적용될 수 있다.

공공조직이 정당성 확보에 더 민감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당성을 위해

제도 도입을 한다는 논의는 다양한 연구에서 지지되어 왔다. 예를 들면

Tolbert and Zucker(1983)는 미국 도시정부의 공무원제도 도입과 확산에

대해서 초기에는 도시의 내부 특성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 제도를 도입하

는 경향이 강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다른 도시정부들의 도입이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제도가 확산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이외에도 Villadsen(2011)은 지방정부 관리자들의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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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가 활성화될수록 제도적 압력으로 조직에 작용하여 예산 동형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는 경쟁이 적은 공공부문의 특성상 네

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자발적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유인을 더 강하게 느

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 역시 국공립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제 도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

공공부문 특성을 띤 조직일수록 국가나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

하고자 한다(Oliver, 1991). Edelman(1992)은 공공접근성(public

proximity) 개념을 제시하며 조직이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을 때 정부정

책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정부가 중시하는 제도가 도입 및 확

산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정부는 자신이 추구하

는 바람직한 구조 또는 정당성 있는 정책을 공공조직이 채택하고 따르도

록 만들기 위해 권력(power)을 행사하기 때문이다(Scott, 1987;

Goodstein, 1994). 국가는 공공조직이 특정 정책이나 구조를 따르도록 강

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Scott,

1987). 이러한 견해에서 Goodstein(1994)은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하여

공공조직이 민간조직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도입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연봉제(김동배, 2010),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이수영·김동원, 2014) 역시

공공조직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이 축적되었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는 배경과 맥락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입시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기계적인 교과중심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인해 학생의 잠재력을 간과한 점을 보완하고 대학의 설립이념

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고자 한다(정일환 외, 2008: 7). 위에서 언급된 공

공조직의 특성과, 정부의 정책에 공공부문 조직들이 더욱 취약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제도적 압력에

국공립대학이 더욱 취약할 것이다.

가설4: 외부 제도적 요인이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미치는 영향은 국공립

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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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연구설계

1. 분석대상과 자료의 원천

본 연구는 고등교육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라고 알려진 입학

사정관제도를 도입하는 조직이 늘어나는 확산현상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

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고, 이를 위해

분석대상을 우리나라 4년제 대학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대학은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교육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지역별로 유사한 문화적인 측면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서 지방정부의 정책확산 현상 영향요인으로 지역적 인접성 효과에 주목

하였던 기존 연구의 논의를 적용할 수 있겠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입

학사정관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이다. 분석기간 사이에

통폐합이 진행된 대학(예: 가천의과대학과 경원대학교가 2012년 가천대

학교로 통합되어 출범)의 경우 통합된 연도 직전까지는 서로 다른 별개

의 대학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각각 코딩하였다. 또한 각 대학의 캠퍼

스는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연구가설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출처의 여러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첫째, 대학교육협의회 및 교육

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관련 자료89)를 토대로 직접 조사하였고, 둘째, ‘대

학알리미’ 사이트에서 대학별로 공개하는 각종 공시자료90)를 활용하였다.

셋째, 제도적 압력과 관련하여 강제적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제 관련 정부지원을 받은 대학에 대한 자료는 교육부 정보공개청구를 통

해 수집하였다. 넷째, 유사한 대학 모방 변수에 대한 자료는 이정미 외

89)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 2011; 2012; 2014) 자료와 교육부(2012) 자료에서 연도별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명단을 토대로 제
도 신규 채택과 도입 여부, 그리고 제도를 채택하는데 걸린 기간을 코딩하였다.

90)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대학별 공시자료 공개는 2008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7년 신입생충원율의 경우 교육부(2007)의 ‘2007학년도 전국대학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자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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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의 대학유형 분류를 활용하여 코딩하였다. 다섯째, 상위집단 대학

모방 변수에 관한 자료는 해마다 온라인상에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를 코딩하였다.

2. 주요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해당 연도에 입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

정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입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1, 그

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2) 독립변수

(1) 내부 기술적 요인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내부 기술적 요인과 외부 제도적 요인으로 이

루어진다. 우선 내부 기술적 요인의 경우 합리적 측면에서 해당 조직이

정책과 관련된 집단이 많거나 어떠한 문제에 대해 정책이 해결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정다정 외, 2018).

본 연구는 제도와 관련된 집단이 많고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이

높을수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확산연구 논의(Berry

and Berry, 1990; 정다정 외, 2018)에 따라, 조직역량을 신입생 정원으로

측정하였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대한 일부 연구(Shin and Chung,

2020)에서는 내부적 필요성을 신입생 정원으로 측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도는 신입생을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입학생을 선

발하여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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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시제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입생 정원이 많은 것을 조직

의 역량으로 해석하고 내부적 필요성은 신입생 충원율로 측정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대학에서 신입생 정원이 많은 것은

대규모 조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는데, 조직규모가 클 경우

관성이 생길 수도 있지만(Hannan and Freeman, 1984), 동시에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정대

훈·신동엽, 2017). 본 연구는 신입생 정원을 1000명 미만인 경우 1,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을 2,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을 3, 3000명 이상 4000명 미

만을 5, 5000명 이상을 6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제도가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능적 필요에 의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확산연구 논의에 따라

(Burns and Wholey, 1993; 내부적 필요성이자 일종의 조직성과 변수로

서 신입생충원율을 측정하였다. 신입생 충원이 미흡할 경우 대학의 생존

과 안정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 충

원에 곤란을 겪는 대학일수록 혁신을 통한 조직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보았다.91)

(2) 외부 제도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외부의 제도적 확산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학적 제도론적 관점에서 강제적 압력과 사회규범적

압력으로 구성하였다.92) 첫째, 강제적 압력은 입학사정관제 실시와 관련

하여 정부지원을 받은 대학일 경우 2,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

91) 대학알리미의 공시자료 지침상 2008년부터 공개가 된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한
해와 그 다음 해 간의 신입생충원율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07년의 값은
부득이하게 2008년의 값을 활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92)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의 장 안의 전체 조직 중에서 제도를 도입한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규범적 압력에 강한 영향을 받아 제도 도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의가 존재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공선성(collinearity)의 문제로 인해 누락
(omitted)되어 해당 변수는 분석모형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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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입한 경우 1, 도입하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둘째, 사회규범적 압력은 정책확산 및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다차원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

제의 규범적 압력 원천에 대한 경험적 측정을 시도한 정대훈 외(2017)와,

제도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방적 압력에 대한 실증연구를 토대로 측정

변수와 방식을 구성하였다. 규범적 압력은 정대훈 외(2017)를 따라 전문

지식 기반 규범으로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입학사정관’ 관련한 논문 및 연구보고

서, 그리고 단행본 수를 연도별로 측정하였다. 또한 매체기반 규범으로서

빅카인즈(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사이트에서 ‘입학사정관’ 관련한 언

론기사 수를 연도별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이러한 측정치들의 합

산값을 활용하였다. 빅카인즈 사이트에서 검색 기준은 ‘뉴스검색·분석’에

서 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하였고, 언론사

는 전국 기준의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등

모든 언론사를 체크하였다.

셋째, 제도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규범적 압력 중에서 모방동

기 역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여 다양한 모방 대상을 측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이웃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휘정(2014)

의 기준을 따라 5개 광역권역 대학 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

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신입생 선발이 대체로 지역 또는 권역을 고려하

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주휘정, 2014) 지리적 이웃을 수도권(서

울·경기·인천), 대구·경북, 동남(부산·울산·경남), 전라·제주, 충청(세종)·

강원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유사한 조직에 대해서도 모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정미 외(2013)가 AHP 방식을 통해 분석한 대학유형 자료를 활용하

여 유사한 조직을 도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은 ‘거

점국립대학’, ‘연구중심-국립대학’, ‘연구중심-사립대학’, ‘학부교육중심-사

립대’, ‘신학대학’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분류의 표본에는 교육

대학은 제외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은 일반 종합대학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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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별도의 특징과 교육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을 별도의 유형

으로 분류하여 총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같은 유형

에 속하는 대학들 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의 비중을 각각 측

정하였다.

다섯째, 성공적이라고 알려진 조직들의 제도 도입은 해당 조직의 제

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제도론적 관

점에서 대학은 상위권 대학을 준거집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순위발표된 상위권 대학의 제도 도입 비중

을 측정하였다.93)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1994년 우리나라 언론사 최초로

실시된 대학평가제도이며,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 아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비교함으로써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최세경·

현선해, 2011).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다양한 지표를 평가하여 상위 30위

또는 연도에 따라서 50위까지 공개하고 있고 그 이하 대학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94) 상위권 순위 발표된 대학 중에서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한

대학이 많다는 것은 곧 다른 대학들에게는 우수대학들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도를 도입할 정당성을 제공한

93) 사회학적 제도론에서 논의된 사회적 가시성(social visibility 또는 social salience)의
기준에서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공개된 대학을 가시성이 높은 조직으로 여기고 해당
조직이 사회적 가시성이 있는지 여부로서도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대학은 다른 조직유형에 비해 지위개념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상위지위 대학의 제도 도입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측정자료를 활
용하여 사회적 가시성이 높은 대학인지 아닌지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94) 초기에는 대학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명단을 순위화하여 공개하였으나, 이후 일부
대학들의 반발로 인해 상위 40위권 이내의 대학명만을 공개하고 있다. 중앙일보 대학
평가 홈페이지(http://univ.joongang.co.kr/)의 공지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정보는 종합, 지표별 40
위 이상의 정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부 대학의 요청 때문입니다. 몇몇 학
교에선 "평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일부 지표 평가 결과가 유
포되는 데 대한 부담감을 있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평가부터 대
학평가팀은 40위 이상의 대학 지표만 공개하고, 그렇지 않은 지표는 '40위권 밖'으로
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e메일 등을 통한 추가 자료 요청을 대학평가팀이 응하
는 데는 제약이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일보 대학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의 규범적 동형화 압력을

측정한 연구(최세경·현선해, 2011)와 본 연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여대학의
평가순위가 모두 공개되었던 2014년 이전에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규범적 동형화
압력의 측정지표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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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당성은 타인(others)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고(Singh et al., 1991;

Kraatz and Zajac, 1996 재인용),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조직지위 또는 조

직평판이 높은 상위권 대학을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Kraatz and Zajac, 1996).

3) 조절변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제도 도입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질 것이라

고 보았다. 우리나라 대학정책은 대체로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강하다(윤상섭, 2005). 입학사정관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정부주도로 외국에서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다(장덕호,

2009). 국공립대학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중이 높고 많은 규정

의 적용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속성에 기초했을 때, 국공립대학은 사립대

학에 비해 제도 도입 및 확산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가설을 구성할 수

있다.95) 이에 따라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경우 1, 사립대학의 경우 0으

로 코딩하였다. 국공립대학과 유사하게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비중이 높

고 정부 규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등의 특징을 지닌 국립대법인, 특별법

법인, 특별법국립대학 역시 1로 코딩하였다.

4) 통제변수

조직특성 변수로 주휘정(2014)은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설립유형, 본·

분교 여부, 소재지 등의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조직특성으로 첫째,

조직연령의 경우 신생조직일수록 사회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외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더욱 적극적

95) 경쟁의 측면에서도 경쟁이 적은 공공부문의 특성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자발적
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유인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Villadsen, 2011) 국공
립대학에서 제도 도입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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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라고 보았다(정대훈 외, 2017).

둘째, 분교형태의 대학은 본교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종속되어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입학사정관제 도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정대훈

외, 2017)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본교는 1, 분교는 0으로 코딩하였다.

셋째, 소재지는 수도권 소재일 경우 1,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0으로

코딩하였다.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기존 실증연구(주휘정, 2014; 정대훈

외, 2017; Shin and Chung, 2020)에서는 소재지에 따른 제도 도입 영향

력이 혼재된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는 수도권 대학에서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고 관심이 더 높을 것으로 보았다.

변수명 측정방식 자료원천 참고
종속변수

입학사정관제 채택 및 확산 (t+1)

운영여부
해당 연도에 입학사정관제 운

영=1, 운영 안 함=0 교육부 및 대
학교육협의회
자료

정대훈·신동엽
(2017),
Shin and

Chung(2020)

제도 채택

소요기간

입학사정관제 채택연도-2007

년(제도실시 첫 해)
주휘정(2014)

독립변수

내부 기술적 요인

조직역량
신입생 정원 (1000명 미만=1,

~ 5000명 이상=6)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Tolbert and
Zucker(1983),
Burns and

Wholey(1993)

조직성과 신입생 충원율 오종진(2010)

외부 제도적 요인

강제적 압력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수혜대학=2, 독

자적 참여대학=1, 참여 안 함

=0

교육부 자료
(정보공개청구)

주휘정(2014)

사회

규범

적

사회적

담론

해당연도 ‘입학사정관’ 관련

언론기사 수, 논문 및 연구보

고서와 단행본 수 합산

빅카인즈,
KCI 및 RISS

Burns and
Wholey(1993),
정대훈 외

<표 5-5> 주요 변수의 측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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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수도권(서울·경기·인천)/대구·경북/동남(부산·울산·경남)/전라·제주/충청(세종)·강원
97) 거점국립대학/교육대학/연구중심-국립대학/연구중심-사립대학/학부교육중심-사립대/

신학대학
98) 국립대학, 공립대학,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포함

변수명 측정방식 자료원천 참고

압력

(2017)

인접대학

모방

5개 광역권역 대학 중 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비율96)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주휘정(2014)

유사대학

모방

같은 대학 유형에 분류된 대

학 중 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비율97)

이정미 외
(2013)

정다정 외
(2018)

상위집단

대학모방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공개

대학 중 제도를 도입한 대학

의 비율

중앙일보
대학평가
언론기사

김도희(2004)

조절변수

국공립대학 여부 국(공)립대학98)=1, 사립대학=0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Kim(2016),
Lee(2017),
이경은·전영한
(2016)

통제변수
조직연령 분석년도-설립년도의 로그값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주휘정(2014)

국공립대학 여부 국(공)립대학=1, 사립대학=0

소재지 수도권=1, 지방=0

본분교 본교=1, 분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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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에서 일어나는 정책확산이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중 어

떠한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지를 규명하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체

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2> 연구모형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Shin and Chung,

2020)에서 진행한 방식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도입 결정요인을 규명하였

고 대학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영향요인 차이를 검

증하였다. 먼저 대학들 사이에서의 입학사정관제도 채택이 확산의 패턴

과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도별 채택한

대학의 수, 권역별, 대학유형별, 그리고 상위집단 대학에서의 채택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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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패턴을 제시하였고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다음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결정요인으로서 합리성 측면의 내부요

인과 정당성 측면의 외부요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대훈·신동엽

(2017), Shin and Chung(2020) 등의 방식에 따라 제도 도입·운영 여부에

대한 무선모형(random effect)의 프로빗 패널회귀분석(probit pane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

를 보완하고자 종속변수에 1년 시차를 적용하였다. Berry and

Berry(1990)의 지방정부간 정책확산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예를 들면

이웃한 B와 C라는 지방정부들에서 특정 제도를 도입했다면, 해당 제도

의 도입은 A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이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종속변수인 A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 역시 독립변수인 B

와 C의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Buckley, 2002;

배상석, 2010 재인용).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당해 연도까지 이

웃한 지방정부들의 정책도입을 이웃효과 변수에서 고려하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들(배상석, 2010; 주휘정, 2014)은 직전년도까지 이웃정부 또는

이웃대학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정도를 측정한 바 있고, 정대훈·신동

엽(2017)은 종속변수에 1년 시차를 적용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1년 시차를 적용하였다.

제6절 분석결과

1. 입학사정관제도의 확산 추이

본 연구가 주목한 입학사정관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새

로운 혁신적인 제도이다(주휘정, 2014). 2007년 당시 공모를 통해 입학사

정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대학들을 선발하여 10개 대학에서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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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참여대학의 수는 해를 거듭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마지막 해인

2013년에는 무려 127개 대학이 실시하였다.

<그림 5-3>부터 <그림 5-6>은 입학사정관제 확산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3>은 연도별로 전체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

학의 수와 해당연도에 새롭게 제도를 채택하여 도입한 대학의 수, 그리

고 정부로부터 입학사정관제 관련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의 수를 보여준

다. 이러한 추이를 통해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은 정책확산의 전형적인

S자 커브 형태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도입하고 정

책적으로 지원한 사업에서 시작했지만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산의 조건을 갖추

고 있었다(주휘정, 2014; 정대훈 외, 2017).

<그림 5-3> 연도별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 추이

다음 <그림 5-4>는 지리적 권역별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및 확산 추

이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S자 곡선 형태를 띠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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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확산 속도는 권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확산이 가장 급

격하게 이루어진 권역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었다. 2008년까지는 제

도 도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9년으로 가면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대구·경북권과 충청·강원권이

비슷한 확산세를 보였다. 그에 비해 수도권과 전라·제주권은 가장 완만

한 확산 추이를 보였다. 한편 2007년 처음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선도적

으로 도입한 주요 대학은 수도권 소재 대학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4> 권역별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 추이

<그림 5-5>는 대학유형별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의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거점국립대학, 교육대학, 연구중심-국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분류되지만 세부 유형에 따라서 확산 추이는 상이하였다. 연구중심-국립

대학의 경우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2007년 첫해부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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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모든 연구중심 국립대학이 입학사정

관제도를 실시하였다. 교육대학의 경우 2009년까지는 제도 도입이 저조

하였다가 2010년 들어서 확산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후반기

에는 거의 모든 교육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거

점국립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훨씬 활발

하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더 제도 확산이 활

발하게 나타난 것은 연구중심-사립대학이었다. 이들은 연구중심-국립대

학 다음으로 제도 도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 확신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이 교육중심-사립대학이었고, 마지막으로 신학대학 유형에서는 가장 제

도의 확산이 저조하였다. 이러한 확산 추이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

로만 대학을 분류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유형의 세분화를 통해

대학의 역할을 기준으로 보다 자세하게 입학사정관제도의 확산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주: 연구중심대학은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

술원, 서울대학교가 포함됨

<그림 5-5> 대학유형별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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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은 연도별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순위가 공개된 대학 중

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의 비중 추이를 나타낸다. 2007년 첫

해에는 25% 대학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 입학

사정관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9년

부터는 95% 이상의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즉, 조

직지위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학들 사이에서는 혁신적 제도로서 입학사

정관제도 도입이 초기부터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6>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공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 추이

2.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표 5-6>에서 분석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제

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입학사정관제 운영여부 변수는 평균 0.43으로 입학

사정관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과반수보다 약간 적었다. 내부 기술적 요인

으로서 신입생정원으로 측정된 조직역량은 평균 2.19로서 평균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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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으로 나타났고, 신입생충원율의 조직성과 평균은 94.66으로, 낮은 대

학은 20% 정도로 나타났는데 반해 100 이상인 대학도 있어 편차가 매우

컸다. 외부 제도적 요인으로 강제적 압력은 평균 0.67로서 제도 관련 재

정지업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

제 관련 언론보도 및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따른 사회적 담론의 경우에는

평균 2455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방동기에 대해서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학들 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은 평균 47.51%로 나타

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학들 중 제도를 도입한 대학은 평균적으로

42.72%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순위발표된 상위집단 대

학 중에서 제도를 도입한 대학은 평균 84.39%로 나타나 상위대학들의

도입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변수 Mean Std. Dev. Min Max Observations

운영여부
overall 0.43 0.50 0.00 1.00 N = 1472
between 0.36 0.00 1.00 n = 226
within 0.34 -0.43 1.29 T-bar = 6.51

조직역량
overall 2.19 1.24 1.00 6.00 N = 1472
between 1.22 1.00 6.00 n = 226
within 0.38 -1.24 6.47 T-bar = 6.51

조직성과
overall 94.66 15.27 0.00 117.00 N = 1447
between 14.00 14.29 103.63 n = 223
within 7.63 13.65 139.36 T-bar = 6.49

강제적

압력

overall 0.67 0.83 0.00 2.00 N = 1472
between 0.67 0.00 2.00 n = 226
within 0.49 -1.05 2.24 T-bar = 6.51

사회적

담론

overall 2455.66 1450.77 86.00 4000.00 N = 1472
between 313.45 86.00 3916.00 n = 226
within 1438.97 27.99 4230.16 T-bar = 6.51

유사대학

모방

overall 47.51 29.75 0.00 100.00 N = 1288
between 19.36 1.05 100.00 n = 196
within 23.10 -11.49 88.51 bT-ar = 6.57

인접대학

모방

overall 42.72 22.25 0.00 84.00 N = 1462
between 9.11 4.55 69.23 n = 225
within 20.72 -13.88 74.78 T-bar = 6.50

상위집단

대학모방

overall 84.39 23.87 25.00 100.00 N = 1463
between 6.44 25.00 98.89 n = 226
within 23.49 26.13 109.39 T-bar = 6.47

<표 5-6> 기초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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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5-7>과 <표 5-8>에서는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제시

하였다. 내부 기술적 요인으로서 조직역량과 조직성과는 제도 운영여부

정(+)의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모든 제도적 요인도 운영여부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1) 제도 운영여부 1
(2) 조직연령 0.34* 1
(3) 소재지 -0.02 0.29* 1
(4) 본분교 여부 0.08* 0.04 0.06* 1
(5) 국공립대학 여부 0.16* 0.14* -0.19* 0.11* 1
(6) 조직역량 0.37* 0.40* -0.08* -0.06* 0.07* 1
(7) 조직성과 0.26* 0.25* 0.11* -0.04 0.10* 0.27*
(8) 강제적 압력 0.92* 0.40* 0.06* 0.10* 0.20* 0.40*
(9) 사회적 담론 0.30* 0.02 -0.01 0.04 0.05 -0.02
(10) 인접대학 모방 0.45* 0.05* -0.05 0.03 0.05 0.03
(11) 유사대학 모방 0.59* 0.20* 0.00 -0.08* 0.26* 0.19*
(12) 상위집단 모방 0.36* 0.04 -0.01 0.06* 0.08* -0.02
주: * p<0.05

<표 5-7>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1/2)

(7) (8) (9) (10) (11) (12)
(7) 조직성과 1
(8) 강제적 압력 0.24* 1
(9) 사회적 담론 0.02 0.24* 1
(10) 인접대학 모방 0.10* 0.35* 0.64* 1
(11) 유사대학 모방 0.16* 0.57* 0.54* 0.66* 1
(12) 상위집단 모방 0.03 0.30* 0.76* 0.78* 0.65* 1
주: * p<0.05

<표 5-8>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2/2)

조직연령
overall 37.69 25.55 0.00 127.00 N = 1441
between 25.97 0.00 124.00 n = 226
within 2.02 27.69 56.12 T-bar = 6.38

소재지
overall 0.37 0.48 0.00 1.00 N = 1472
between 0.48 0.00 1.00 n = 226
within 0.03 -0.43 1.20 T-bar = 6.51

본분교
overall 0.94 0.23 0.00 1.00 N = 1472
between 0.22 0.00 1.00 n = 226
within 0.08 0.09 1.80 T-bar =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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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에 대한 분석결과

1)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 영향요인 분석결과

(1)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한 정책확산 양상 확인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종속변수로 설

정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진 조직들이 제도를 채택할 확률이 높은가에

대하여 시간을 고려하여 추가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건사분석 방법으로서 Cox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여 어

떠한 특성의 대학조직이 입학사정관제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자 하는지

를 확인하였다. Cox 비례위험모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의 효

과가 시간과 독립적이라는 비례성 가정(proportional assumption)이 성립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변수의 Schoenfield 잔차와

사건발생의 시점 간 상관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현정 외, 2016).

검정 결과에서 p값이 0.05보다 커야 비례성 가정이 충족되며, 만약 p값

이 0.05보다 작다면 해당 변수와 시간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 변수들에 대한 비례성 가정 검정 결과99), 유사조직 모방

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p값이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입학사정관제는 정책확산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변수인 유사조직 모방에 대해서는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시점과의 상호작용항을 설명변인으로 투입해야 한다(Allison, 2014).

<표 5-9>에 따르면, 내부 기술적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고 외부 제도적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첫째, 사회

적 담론의 증가에 따라서 입학사정관제 채택률은 1.003배씩 (HR: 1.003

– 1)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99) <부록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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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채택 확률이 증가하였다. 둘째, 유사조직 모방이 증가함에

따라 입학사정관제의 채택률은 1.058배씩(HR: 1.058 – 1) 증가하였다.

즉, 유사조직 모방 동기가 강할수록 입학사정관제 채택 확률이 증가하였

다. 마지막으로 유사조직 모방과 시간의 상호작용항의 위험률은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조직 모방 변인의 효과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패널 프로빗 무선효과를 통한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및 확산의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 운영 여부를 종속변수로 패널프로빗 무선효과(panel probit

random effec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모형1-1]에서 통제변수의 조직연령이 오래될수록 제도를 실시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방 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국공립대학이

Hazard Ratio Coefficient S.E.
내부

기술적

요인

조직역량 1.082 0.079 (0.113)

조직성과 0.999 -0.001 (0.009)

외부

제도적

요인

강제적 압력 1.135 0.127 (0.354)

사회적 담론 1.003** 0.003** (0.001)

상위집단 모방 0.633 -0.458 (0.423)

인접조직 모방 0.988 -0.012 (0.009)

유사조직 모방 1.058** 0.057** (0.026)

유사조직 모방 x 시간 0.950*** -0.052*** (0.014)

조직연령 1.003 0.003 (0.005)

소재지 0.755 -0.281 (0.217)

본분교 0.831 -0.185 (0.422)

국공립대학 1.000 0.000 (0.290)

N 103

Log Likelihood -354.5

<표 5-9> 입학사정관제 채택 확률에 대한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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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 비해 입학사정관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내부 기술적 요인을 추가한 [모형1-2]에서는 조직역량이 높을수

록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1-1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조직성과가 좋을수록 제도 운영 가능성을 높여 가설1-2는 기각

되었다.

셋째, [모형1-3]부터 [모형1-5]까지는 통제변수와 외부 제도적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3]에서는 강제적 압력이 강할수록 제

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2-1이 지지되었다. [모형

1-4]의 경우 사회적 담론을 추가한 모형으로서,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대학의 제도 도입 및 운영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모형1-5]에서는 모방동기에 관한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이

때 특성이 유사한 대학과 상위집단 대학에 대한 모방 동기가 강할수록

입학사정관제 제도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를 부

분 지지하였다.

넷째, 모든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모형1-6]에서 사회적 담론을 제외

한 모든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내부 기술적 요인으로 조직

역량과 조직성과가 높을수록 입학사정관제 채택으로 인한 운영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외부 제도적 요인으로서 강제적 압력이 강할수록, 유사한 대

학 모방 및 상위집단 대학의 제도 도입 비중이 높을수록 모방동기가 강

해짐으로써 입학사정관제 운영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반면 지리적 인접

대학 모방동기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변수

모형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모형1-5 모형1-6

통제변수 내부요인

외부요인

(강제적

압력)

외부요인

(사회적

담론)

외부요인

(모방동기)
통합모형

내부 기술적 요인

조직역량
0.784*** 0.477***

(0.117) (0.106)

<표 5-10> 입학사정관제 운영 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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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는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영향요인

이 서로 다른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유의

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영향요인은 인접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비중

변수

모형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모형1-5 모형1-6

통제변수 내부요인

외부요인

(강제적

압력)

외부요인

(사회적

담론)

외부요인

(모방동기)
통합모형

조직성과
0.022** 0.015**

(0.009) (0.008)

외부 제도적 요인

강제적 압력
1.941*** 1.586***

(0.134) (0.192)

사회

문화

규범

압력

사회적

담론

0.001*** -0.000

(0.000) (0.000)

유사대학

모방

0.030*** 0.010**

(0.006) (0.005)
인접대학

모방

-0.011 -0.010*

(0.007) (0.006)
상위집단

모방

0.025*** 0.015***

(0.006) (0.005)
국공립대학

(ref. 사립대학)

0.925** 1.047*** 0.360** 1.191** 0.589 0.353*

(0.372) (0.308) (0.171) (0.471) (0.480) (0.211)

조직연령
0.052*** 0.025*** 0.017*** 0.057*** 0.042*** 0.009**

(0.008) (0.006) (0.003) (0.009) (0.009) (0.004)
소재지(1: 수도권)

(ref. 지방)

-0.652* -0.126 -0.481*** -0.631 -0.681 -0.188

(0.338) (0.277) (0.151) (0.420) (0.422) (0.184)
본분교(1: 본교)

(ref. 분교)

0.836 0.575 0.166 0.633 1.467* 0.516

(0.517) (0.458) (0.271) (0.662) (0.767) (0.328)

상수항
-2.815*** -5.530*** -1.505*** -4.239*** -5.600*** -4.896***

(0.604) (0.966) (0.284) (0.756) (0.950) (0.951)

N 1,216 1,207 1,216 1,216 1,077 1,073

Number of OID 221 220 221 221 196 196

Log Likelihood -535.6 -505.7 -390.9 -458.9 -387.5 -328.8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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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4])과, 특성이 유사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비중([모형2-5])

이었다. <그림 5-7>에서 알 수 있듯이, 특성이 유사한 대학이 입학사정

관제를 도입한 비중이 높아질 때 사립대학에 한해서만 제도 운영 가능성

이 커진 반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비중이

증가할 때 국공립대학에 한해서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커졌다.

변수

모형2-1 모형2-2 모형2-3 모형2-4 모형2-5
내부요인

*국공립대

강제적 압력

*국공립대

사회적 담론

*국공립대

모방동기

*국공립대

통합모형

*국공립대

내부

기술적

요인

조직역량
0.476*** 0.467*** 0.491*** 0.484*** 0.422***

(0.120) (0.106) (0.109) (0.106) (0.112)

조직성과
0.020* 0.015** 0.016** 0.014* 0.020**

(0.010) (0.008) (0.008) (0.007) (0.010)

외부

제도적

요인

강제적 압력
1.579*** 1.638*** 1.581*** 1.634*** 1.724***

(0.192) (0.214) (0.192) (0.196) (0.225)

사회

문화

규범

압력

사회적

담론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유사대학

모방

0.010** 0.010** 0.009** 0.016*** 0.016***

(0.005) (0.005) (0.005) (0.006) (0.006)
인접대학

모방

-0.010* -0.010* -0.010* -0.015** -0.015**

(0.006) (0.006) (0.006) (0.006) (0.006)
상위집단

모방

0.015*** 0.015*** 0.016*** 0.014*** 0.016***

(0.005) (0.005) (0.005) (0.005) (0.005)

내부 *

국공립

대

조직역량

*국공립대

-0.031 0.106

(0.178) (0.194)
조직성과

*국공립대

-0.013 -0.015

(0.017) (0.016)

외부 *

국공립

대

강제적 압력

*국공립대

-0.185 -0.212

(0.321) (0.375)
사회적 담론

*국공립대

0.000 0.000

(0.000) (0.000)
유사대학 모방

*국공립대

-0.022** -0.024**

(0.009) (0.010)
인접대학 모방

*국공립대

0.022* 0.019

(0.012) (0.013)

상위집단 모방 0.005 -0.000

<표 5-11> 입학사정관제 운영 가능성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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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사회문화적 규범 압력이

입학사정관제 운영여부에 미치는 영향

*국공립대 (0.01) (0.012)
국공립대학 여부

(ref. 사립대학)

1.691 0.388* 0.151 0.064 1.412

(1.667) (0.217) (0.295) (0.554) (1.742)

조직연령
0.009** 0.009** 0.009** 0.007* 0.007**

(0.004) (0.004) (0.004) (0.004) (0.004)
소재지(1: 수도권)

(ref. 지방)

-0.201 -0.189 -0.185 -0.175 -0.206

(0.186) (0.182) (0.187) (0.178) (0.174)
본분교(1: 본교)

(ref. 분교)

0.520 0.514 0.508 0.624* 0.631**

(0.325) (0.324) (0.331) (0.325) (0.313)

상수항
-5.344*** -4.814*** -4.946*** -4.743*** -5.145***

(1.164) (0.948) (0.968) (0.921) (1.119)

N 1,073 1,073 1,073 1,073 1,073

Number of OID 196 196 196 196 196

Log Likelihood -328.5 -328.7 -328.3 -325.8 -324.2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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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논의

본 연구는 정책이나 제도가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정책확산

이론과 사회학적 제도론의 논의를 결합하고자 한 매우 소수의 한정적인

시도를 이으면서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요

인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

과들을 종합하여 가설검정 결과를 <표 5-12>와 <표 5-13>에서 정리하

였다.

가설 예측
운영

여부

검정

결과

1-1
조직역량이 높은 대학일수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

을 것이다. + + 지지

1-2
조직성과가 낮은 대학일수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

을 것이다. - + 기각

2-1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 지지

2-2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활발할수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 지지

2-3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비중이 커질수록

해당 대학의 혁신적 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 기각

2-4
유사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비중이 커질수록 해당 대학의

혁신적 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 지지

2-5
상위집단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비중이 커질수록 해당 대학

의 혁신적 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 지지

<표 5-12> 입학사정관제 채택 및 확산에 대한 분석 가설검정 결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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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독립변수

/상호작용항
예측

운영

여부

검정

결과

3

내부 기술적 요인이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

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조직역량

/국공립대
+/- +/

기각
조직성과

/국공립대
-/- +/

4

외부 제도적 요인이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사립대학에 비해 국공립대

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강제적 압력

/국공립대
+/+ +/

부분

지지

사회적 담론

/국공립대
+/+ -/

인접대학 모방

/국공립대
+/+ -/+

유사대학 모방

/국공립대
+/+ +/-

상위집단 모방

/국공립대
+/+ +/

<표 5-13> 입학사정관제 채택 및 확산에 대한 분석 가설검정 결과(2/2)

내부 기술적 요인 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직역량은

가설1-1을 강하게 지지하였다. 그러나 조직성과의 경우 조직성과가 낮을

수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과 달

리, 본 분석 결과에서는 제도 도입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1-2는 기각되었다. 이처럼 조직역량과 조직성과의 입학사정관제 채

택에 대한 정(+)의 영향은 정책확산이론에서 논하고 있듯이 정책이나 제

도를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조직일수록 도입 확률이 증가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편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외부 제도적 요인 관련해서는 대체로 가설

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강제적 압력이 커질수록, 즉 입학사정관제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대학일수록 제도가 확산되어 가설2-1이 지지되

었다. 사회규범적 압력의 경우, 인접조직 모방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제도 운영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사

회적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제도 도입의 가능성은 증가하여, 가

설2-2가 지지되었다. 모방동기에 대해서는 특성이 유사한 대학 및 상위

집단 대학들 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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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제도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로써 가설

2-4와 가설2-5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여기서 나아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입학사정관제 운

영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 기술적 요인에 대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조절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지만, 외부 제도적 요인에서 다른 조직에 대한 모방동기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어 가설4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해당 대학과 유사한 특성을 지

닌 대학 중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한 대학이 증가할수록 사립대학이 입학

사정관제를 운영할 가능성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국공립대학의 경우 지

리적으로 인접한 대학 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한 대학이 많아질수록

입학사정관제 운영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이 입학사

정관제도를 채택하고 실시하는 것은 내부적인 합리성이 반영된 과정임과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제도적인 확산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기도

하다. 즉 내부 기술적 요인으로 조직역량 및 조직성과, 그리고 외부 제도

적 요인으로 재정지원에 따른 강제적 압력, 조직을 둘러싼 사회에서 전

문가와 언론의 담론 형성, 그리고 유사한 조직 및 상위집단에 대한 모방

이 제도의 도입과 운영 가능성을 높였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입학

사정관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기술적 합리성과 제도적 압력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주휘정, 2014; 정대훈 외, 2017; Shin and Chung,

2020)가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혁신의 채택과 확산

은 단지 내부적 필요와 합리적 측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적 압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모방과정이 혁신적 제도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는 결과를 대학의 행동을 비합리적 결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직이 모방을 하는 것은 혁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를 갖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조직이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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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갖는 이점을 염두에 두거나 기술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학습(Haunschild and Miner, 1997; Naveh et al., 2004)의 결과로 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동원(1998)이 강조하듯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대학의 모방행위는 제한된 합리성(Cyert and March, 1963)으로 이

해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정책확산 연구와 사회학적 제도론 연구에서 논의되

어 온 모방에 의한 확산 메커니즘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함으로

써 제도의 도입과 실질적인 운영은 하나의 단면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

할 수 없고 복합적인 과정과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최근 들어 조직은 누구를 모방하여 제도가 도입되고 확산으로 이

어지는가에 대해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추세인데(예: 김도희, 2004; 박나

라, 2017; 정다정 외, 2018 등) 본 연구에서 모방의 준거를 지리적 인접

성, 역할적 동등성, 상위 조직지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사한 조직들에서 제도 도입이 많이 일어날수록 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대학들이 제도 도입을 결정할 때 자신

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강제적 압력이 입학사정관제 채택 및 확산 가능성

을 높였다는 결과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정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연구경향(장덕호, 2009; 주휘정, 2014; 정대훈·신동엽, 2017;

정대훈 외, 2017)을 지지하며, 나아가 혁신적 제도의 채택과 확산이 촉발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

다. 입학사정관제도의 채택과 운영에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지원이 일

관되게 강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정부와 대학간 관계를 중요 변수로

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입학사정관제도와 같은 대학의

혁신은 정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장덕호(2009)의 주

장과 같은 맥락에서, 대학의 혁신이 순조롭게 시작되고 널리 확산되어

마땅한 규범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학조직의 전략이 정부의 정책과의 정합성(fit)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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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와 언론

의 역할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제 관련한 언론기사와 논

문 및 보고서 발표 수에 따른 사회적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입

학사정관제 도입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전문가와 언론이 특정 제도에 대

하여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그 사회 안에서 특정 제도나 신념에 대한 규

범이 형성된다(Strang and Meyer, 1993). 이들이 활발하게 담론 형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해 규범이 전

파되는데 국한하지 않고, 매우 널리 확산될 수 있게 된다(Strang and

Meyer, 1993).

다섯째, 모방 메커니즘 중에서 유사한 조직간 모방과 상위집단 대학

모방이 입학사정관제 도입 가능성을 높인 결과 역시 주목할 만 하다. 입

학사정관제 확산은 사회학적 제도론이 강조해 온 조직간 전염

(contagion)(Zucker, 1987)에 기반을 두고 조직간 모방과정에 상당한 영

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논의한 역할

적 동등성(structural equivalence)을 가진 조직들간 모방을 측정하기 위

해 대학별로 더 두드러지는 기능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의 확산 추이를 확인한 결과 단순히 국공립

대학이냐 사립대학이냐에 따라 영향요인을 구분하기에는 대학의 구조 및

역할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즉, 같은 국공

립대학이라도 연구중심국립대학은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제도를 적극적으

로 도입 및 운영한 데 반해 교육대학의 경우 초기에는 제도 도입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후기 들어서 매우 급속도로 제도의 확산이 일어났

다. 또한 국공립대학이 무조건 사립대학에 비해 제도 도입이 선제적으로

활발히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오히려 거점국립대학과 교육대학에

비해 연구중심 사립대학간 제도 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

과는 공공조직이 사립대학에 비해 외부 압력으로 인한 제도 도입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경향(Casile and Davis-Blake, 2002)에 관한 기존

논의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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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적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합리적 측면의 내부요인이 미치는 영

향을 함께 고려하면 연구중심 사립대학에서 거점국립대학 및 교육대학에

비해 입학사정관제도 확산이 두드러지는 결과에 대해서 국공립대학에 비

해 사립대학이 훨씬 경쟁이 치열하면서 제도권의 보호가 없어서 생존경

쟁이 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는 김도

희(2004)의 견해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 유사조직에 대한 모방의 영향은 대학에서 제도의 확

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간에 서

로 교류하고 정책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대

학교육협의회 이외에도 국공립대학정보기관협의회, 국공립대학교총장협

의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교원양성대 총장협의회 등의 다양한 협의회가

존재한다. 또한 산학협력재정지원사업과 같이 특정 재정지원사업에 소속

된 대학간 한정된 성격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른 협의체 안에서도, 연구중심 대학간의 교류, 교육중심 대

학간의 교류 등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제안한다.

여섯째, 본 연구결과는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

색하는데 있어서 조직특성, 특히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제도를 도입

하고 운영하기로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학교, 예를 들면 연구

중심 사립대학이라면 다른 연구중심 사립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 채택 비

중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그보다

는 지리적 인접성이 입학사정관제 채택에 대한 의사결정에 더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서로를 경

쟁상대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대학은 국공립대학

끼리, 사립대학은 사립대학끼리 비교대상으로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사립대학은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이 특성화 부

문, 재정투입 분야, 핵심목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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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대학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가 실질적으로 참고하기에 더 적

합할 것이다. 국공립대학은 지역거점대학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

문에 같은 권역에 속하는 대학들을 주요 경쟁 및 비교상대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주휘정(2014)의 입학사정관제 도입요인 연구에서도 이웃효

과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결과를 참고하였는데,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한적으로 발생한 이웃효과는 국공립대학에서 발생

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켰으며, 기존 정책확산

모형에서 중시하는 이웃효과가 대학에서도 국공립대학에 한해 부분적으

로 나타났음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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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조직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아 조직의 내부 운영방식과 구조를 변화

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아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를 것이라고 보았고, 특히

제도적 환경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을 기반으로 이러한 차이

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특성에 기인할 것이라고 상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4년

제 종합대학을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독립적인 연구로 구성된다. 첫째, 시간강사제

도 활용정도를 다루었고, 둘째, 대학의 조직개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

며, 셋째, 입학사정관제도 채택 및 확산 영향요인을 규명한 실증연구로

구성된다. 세 연구 모두에서 합리적 측면을 강조한 요인과 정당성 측면

을 강조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세부적으로 각 장에 따라 가설검정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3장에서는 제도 활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졌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4년제 종합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는 기

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수요 변동성, 총지출 중

고정비용 비중은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재정

적 불안정성은 시간강사 활용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제도적 요

인으로는 강제적 압력은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

고, 사회규범적 압력으로서 대학간 규범과 조직가시성은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각각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미

치는 영향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고정비용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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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사립대학에 비해 국공립

대학서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강제적 압력이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미

치는 영향은 국립대학에서는 정(+)의 영향을, 사립대학에서는 부(-)의 영

향을 미쳤다. 예측과 달리 사회규범적 압력으로서 대학간 규범은 국립대

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를 감소시켰고, 사립대학의 시간강사도 활용

정도를 증가시켰다.

제4장에서는 조직개편에 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조직

개편 정도에는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기술

적 요인으로 충원율과 시장경쟁이 조직개편 빈도 및 범위에 정(+)의 영

향을 미쳤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대학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 압력은 조

직개편 범위에 정(+)의 영향을, 대학간 규범과 조직가시성은 조직개편

빈도 및 범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

인이 조직개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기술적 요인으로 시장경쟁이 심화될수록 사립대학보다 국공

립대학의 조직개편 빈도가 더 크게 증가하였고, 신입생충원율이 조직개

편 범위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에서 두드러

졌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조직가시성이 조직개편 빈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국공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고, 강제적 압력은 국공립대학

의 조직개편 범위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사립대학 조직개편 범위

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한편 본 연구는 대학의 학과개편 정도를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과개편

정도를 증가시키는 영향요인으로는 시장경쟁과 사회규범적 압력이었다.

대학의 학과개편 정도에 대해서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영향요인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선제형 전략을 추구할수록, 취업률이 낮을수록 사립

대학의 학과개편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고, 강제적 압력 및 사회규

범적 압력이 증가할수록 국공립대학의 학과개편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채택 및 확산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

다. 분석결과, 내부 기술적 요인과 외부 제도적 요인 모두 높은 설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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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기술적 요인의 조직역량과 조직성과가 입

학사정관제 도입에 정(+)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외부 제도적 요인으로

강제적 압력, 사회적 담론, 유사대학 모방, 그리고 상위집단 대학 모방이

제도의 도입 및 확산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국

공립대학은 지리적 인접대학의 제도 도입에 영향을 받은 반면, 사립대학

은 유사대학의 제도 도입에 영향을 받았다.

각 연구에서의 결과를 종합하여 가설별 지지 여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가설들 중 기술적

요인 중에서는 수요변동성 및 총지출 중 고정비용 비중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었고, 제도적 요인에서는 사회규범적 압력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

었다. 또한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제도적 요인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결과 지지여부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한 제도론적 분석

1-1
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대학일수록 시간강사제

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 기각

1-2
해당 대학에 대한 수요변동이 클수록 시간강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 지지

1-3
재정적 불안정성이 높은 대학일수록 시간강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X 기각

1-4
총지출 중 고정비용 비중이 큰 대학일수록 시

간강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 지지

2-1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록 시간강

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X 기각

2-2
사회규범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록 시

간강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 지지

3
기술적 요인이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미치는 영

향은 사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X
(고정비용비중:
국립대>사립대)

기각

4 제도적 요인이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에 미치는 ○ 지지

<표 6-1> 본 연구결과와 가설별 지지 여부(시간강사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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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기술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에 대한 가설

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조직개편과의

관계에 대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에 대한 가설에서 예측과 달

리 시장경쟁이 관리·운영영역 및 교육영역 조직개편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에서 두드러졌지만,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예체능계열 학과개편은 사립대학에서 두드러져서 가설3을

부분 지지하였다. 한편, 제도적 요인과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조절효

과에 대한 가설4에서 강제적 압력 및 조직 가시성의 제도적 요인은 국공

립대학의 운영영역의 조직개편 정도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

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가설 결과 지지여부

영향은 국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강제적 압력:
국립대>사립대)

(부분)X
(대학간 규범:
사립대>국립대)

주: ○ 예측한 것과 같은 방향, X 예측한 것과 반대 방향, · 유의미하지 않음

가설
운영관련

개편정도 결과

추가분석 결과

(학과개편정도)

지지

여부

대학 조직개편에 대한 제도론적 분석

1-1
조직성과가 낮은 대학일수록 조직
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X
지지
(부분)

1-2
시장환경이 불확실한 대학일수록 조직
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
(시장경쟁)

○
(시장경쟁:

인문사회, 자연과학)
지지

1-3
선제형 전략을 추구하는 대학일수록 조
직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 . 기각

2-1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록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
(대학평가결과)

X
지지
(부분)

<표 6-2> 본 연구결과와 가설별 지지 여부(대학 조직개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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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입학사정관제 채택 및 확산의 영향요인에 관한 가설 중 내부

기술적 요인 중 조직역량 가설이 지지되었고, 외부 제도적 요인 중에서

강제적 압력과 사회문화적 규범 압력 중에서 사회적 담론, 유사대학 및

상위집단 대학의 제도 운영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국공립대학

과 사립대학의 제도 운영에 대한 가설은 외부 제도적 요인의 영향에 한

해서만 지지되었는데, 국공립대학은 지리적 인접성이, 사립대학은 조직기

능의 유사성이 입학사정관제 운영 가능성을 높였다.

가설
운영관련

개편정도 결과

추가분석 결과

(학과개편정도)

지지

여부

2-2
사회문화적 규범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록 조직개편을 적극
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
(대학간 규범,
조직가시성)

○
(대학간 규범:
전체학과)

지지

3
기술적 요인으로 조직개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X
(시장경쟁:
국공립대>사립대)

O
(취업률: 예체능
사립대>국공립대) 지지

(부분)X
(시장경쟁:예체능
국공립대>사립대)

4
제도적 요인이 조직개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공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강제적 압력,
조직가시성:
국공립대>사립대)

.
지지
(부분)

주: ○ 예측한 것과 같은 방향, X 예측한 것과 반대 방향, · 유의미하지 않음

가설 결과 지지여부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에 대한 제도론적 분석

1-1
조직역량이 높을수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지지

1-2
조직성과가 낮은 대학일수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X 기각

2-1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 대학일수록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지지

2-2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가능성

이 높을 것이다.

○ 지지

<표 6-3> 본 연구결과와 가설별 지지 여부(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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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화살표가 두꺼울수록 지지하는 가설 많음, 점선은 가설과 다른 결과

<그림 6-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6-1>과

같다. 조직의 내부특성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대학조직의 구조 및 운영방식에는 기술적 환경보다 제도적 환경이

일관되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조직은 제도

적 환경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견해는 세 개의 연구에서 모두 지

가설 결과 지지여부

2-3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비중이 커질수록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X 기각

2-4

특성이 유사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비

중이 커질수록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

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지지

2-5

상위집단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비중이

커질수록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가

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지지

3

내부 기술적 요인이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기각

4

외부 제도적 요인이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사립대학에 비해 국공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인접대학 모방:
국공립대>사립대)

지지

(부분)

X

(유사대학 모방:
사립대>국공립대)

기각

주: ○ 예측한 것과 같은 방향, X 예측한 것과 반대 방향, · 유의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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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일부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지

만, 새로운 결과들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첫째, 사립대학에서도 어떠한

제도적 환경 측면에는 오히려 국공립대학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

다. 연구1에서 사립대학은 대학간 규범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시간강사제도 활용수준을 증가시킨 점, 그리고 연구3에서 유사한 기능

(특성) 대학들의 제도 운영이 모방 압력이 되어 입학사정관제 운영 가능

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결과는 사립대학이 의사결정에 있

어 다른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유사한 대학, 예를

들면 연구중심 사립대학이면 다른 연구중심 사립대학을, 교육중심 사립

대학이라면 다른 교육중심 사립대학의 결정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정당성을 확보하여 생존하기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술적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조직보다는 민간조직

에서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대학이 사

립대학에 비해 기술적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제2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조직의 내부특성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제도를 도입한다. 본 연구는 조직의 내부특성은 어

떠한 환경적 측면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그 요인은 국공립대학

과 사립대학의 특성 차이에 따라 다른지에 주목하였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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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국공립대학과 사

립대학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설립유형에 따른 특성 차이를 확

인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조직에서 이

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추동되는지를 확인함으로

써 준정부조직 연구에도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조직은 고

등교육의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공적 지원을 받지만 중

앙정부로부터 일정 수준 떨어져서 완전한 위계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

며(Thiel, 2001: 5),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조직의 특성을 모두 가진 조직

(Koppell, 2003: 1)으로서 준정부조직(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구조는 외부환경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을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으로 구분하였고, 시간강사제도 활용, 대학 조직개편, 그리고 입학사

정관제 채택 및 확산에 주목하여 이러한 대학의 운영방식이 성과향상이

나 기술적 필요 등의 합리적 목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 시

간강사제도 활용과 조직개편의 메커니즘은 공공-민간 차이가 존재하는

지와, 입학사정관제 채택 시점에 따라서 제도 도입 및 확산을 촉진시키

는 영향요인 차이까지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조직내부의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관

점에서 나아가, 조직의 제도 도입 및 운영 또는 구조변화 등을 설명하는

접근법으로서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이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논의의 흐름을 계승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조직의 운영방식은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모두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성과를 개선하고자 하거나 환경적 불확실성

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대학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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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에서 대립적인 조직관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외부 기술적 환경에 맞게 조직의 내부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상황이론적

견해와, 제도적 환경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규범과 가치가 당연하

다고 정의하고 여기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맞게 내부적

특성을 변화시킨다는 사회학적 제도론의 견해가 갖는 설명력이 모두 인

정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 공공조직인 민간조직에 비해 사회적 정

당성 확보를 더욱 중시하여 제도적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명

제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국공립대학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임과 동시에 기술적 필요와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

략의 일환으로서 시간강사제도를 활용하고 있었고,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었다. 국공립대학에서 제도의 활용과 구조변화로서 조직개편에 대한

제도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고, 사립대학에서는 기술적 요인

의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결과는 비시장조직의 특성을 지닌 공공조직과

시장조직의 특성을 지닌 민간조직 간 차이로 접근할 수 있다. 공공조직

은 산출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부재하여 공공조직의 성과를 무엇으

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쟁거리이며 그것이 공공조직 연구

가 직면한 숙명적인 과제이다. 이와 함께 공공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목표를 요구하는데, 공공조직은 이러한

다양한 목표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도 그 목표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고 서로 다르게 이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공공조직이 외부 제도적 환경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제도적 압력의 침투성을 허용한다.

셋째, 기존 학자들이 대학과 같은 학교조직은 제도적 환경에 강한 영

향을 받지만 기술적 환경의 영향은 약한 조직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제도적 환경 못지 않게 기술적 환

경이 조직운영방식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학

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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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검

증함으로써 행정학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인 공공조직의 고유한 속성에 관

한 조직공공성 명제(does publicness matter?)를 실증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조직의 운영방식에 대한 영향요인이 조직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공공조직의 특유한 속성에 기인할 수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조직공

공성의 이론적 기반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또한 그동안 공

공조직에 국한되었던 행정학 연구대상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겠다.

국내 행정학 문헌에서는 201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을

우리나라 공공조직에 적용하고자 사례분석을 시도해 왔고, 공공조직의

운영원리를 설명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로서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이 학

자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으면서 최근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공공조직이 갖는 목표 모호성의 특징으로 인해 성

과측정이 어려움에도 성과제고와 관련 있는 제도들을 실시하는 원인이

정당성 확보에 있다고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사회학적 제도론 관

점이 조직공공성에 관한 주요 이론으로서 공공선택론, 재산권이론 이외

또다른 설명논리로 인정받고 있어 조직공공성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에도, 공공조직에 국한된 경험연구로 인해 공공-민간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등 여전히 연구경향에 공백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실증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에 대

하여 다차원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측정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기존의

연구들은 제도적 압력의 제 유형 중 일부를 고려하였거나 측정방식에 대

해서 대부분 공공조직 여부(공공조직이면 1, 민간조직이면 0) 또는 공공

기관 유형으로 강제적 압력을 대리측정하는 등의 한계를 가졌다. 이러한

측정방식에는 조직에 행사되는 정부의 법규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인한

수직적 압력이 공공조직의 범주 안에서 또는 민간조직의 범주 안에서 차

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한계

를 보완하여, 세 가지 독립적인 연구에서 강제적 압력을 다양한 측면으

로 접근하여 행정적 통제에 대해 정부의 의견반영 정도로서 측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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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통제를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로 인한 제한의

정도로 측정하였고,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재정적 지원으로 인한 강

제적 압력을 측정하였다. 사회문화적 규범의 압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로 사회학적 제도론가들이 제시한 전문화, 조직 가시성, 사회적 담론, 모

방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국공

립대학 여부의 조절변수를 설정함으로써 제도적 압력 요인이 조직에 미

치는 차별적인 영향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특성 차이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 관련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 대학의

사명은 고정된 것으로 보고 시대를 초월한 본질적인 관점에서 대학을 바

라봐야 할지, 대학의 역할과 이상이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환경의

요구에 충실하게 적응하는 것이 대학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기능론

적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지만(신현석, 2008), 대

학 구조조정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더이상 대학의 본질론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결과를 제

시함으로써 대학의 구조변화 및 개혁과 관련된 소수의 경험연구의 한계

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함의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거대한 흐름은 대학 조직군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들은 자구책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대학이 내부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개선을

위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

거나 당연시 하는 제도나 구조에 맞추어 내부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대학정책을 펼치는 정부에

게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단서와, 대학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

해 고려해야 할 조직특성으로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특성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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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대학

들이 제도적 환경과 기술적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양상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거시

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래 <그림 6-2>부터 <그림

6-4>는 분석연도별 각 대학의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수준에 대한

산점도를 보여준다. 기술적 요인 값이 클수록 대학이 기술적 요인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요인은 환경 불확실성, 재정적 불안정

성, 총지출 중 고정비용 비중, 시장경쟁 수준, 시장수요 불확실성 수준,

선제형 전략 수준을 표준화하여 합산하였다. 제도적 요인은 강제적 압력

수준, 대학간 규범 및 조직 가시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표준화하여 합산

하였다. 0을 기준으로 두 요인의 표준화 점수가 높고 낮음을 구분하였다.

산점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

립대학의 경우 대체로 기술적 요인이 낮은 편에 속한 대학이 더 많은 편

이었다. 또한 제도적 요인은 높은 편에 속한 대학이 낮은 편에 속한 대

학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수

가 많아서 4사분면에 골고루 분포해 있지만 특히 2016과 2018년을 보면

기술적 요인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는 사립대학 수가 적은 편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2014년에는 대학들의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비교적 0에

가까운 곳에 상당수 밀집하여 분포하여 대학이 느끼는 기술적 환경 및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이 비교적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2016

년 들어서는 사립대학의 경우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높은 1사분

면에 상대적으로 많이 쏠려 있고, 국공립대학은 기술적 요인은 낮고 제

도적 요인이 높은 2사분면에 많이 쏠려 있다. 그리고 2018년 들어서는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또다른 흥미로운 점은 2016년 기술적 요인은 높지만 제도적 요

인 수준이 낮은 영역에 속하는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산가톨릭대학교의 경우 2014년 기술적 요인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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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요인이 낮은 4사분면에 속하였다가, 2016년에는 제도적 요인이

높은 2사분면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들이 이전에는

제도적 요인이 낮다고 인식하던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제도적 요인이 높

아졌다고 인식함으로써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해석해보

자면, 2015년 구조개혁평가로 인해 대학군에 대한 전체적인 제도적 압력

수준이 높아진 데 기인하였고,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대학 자율성을 부여하는 취지로 자율성이 높아진 대학평가체제로

인해 2018년 들어서는 제도적 요인이 낮은 영역에 속하는 대학의 수가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넷째, 국공립대학 중에서 제도적 요인 수준을 낮게 인식한 대학들도

적지 않았다. 기존 이론적 논의에서는 국공립대학은 제도적 환경에 노출

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며 실제로도 설립주체가 정부이고 대부분의 재정

원천이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져 운영되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혁신사업이나 통폐합 등 별도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만 추진한 정

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요인 수준이 낮은 일

부 국공립대학에서 형식적 순응 또는 저항 등의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현장에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시범적이고 일방적인

정책도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도적 요인의 수준이 높은 대학에는 비단 국공립대학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사립대학들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일부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제도적 요인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

다. 이는 일부 사립대학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환경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으면서도, 외부의 더 큰 사회(bigger society)에 영향을 받아 민감하게

인식하는 주체로서 정당성 확보에 큰 관심을 가지는 조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도적 요인이 낮은 편에 속하는 대학들 중에는 종교계

대학들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 충원

이나 재정상황 등의 기술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제도적 환경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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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다수의 사립대학에서도 정당성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침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대학의

반발심과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민윤경, 2019). 관료적 재량권의 확대

는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오재록·전영한, 2012)와 같이, 자

율 없는 강압적인 정책은 대학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윤경, 2019). 대학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거나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아니라, 획일적인 정책은 대학의 형식

적인 순응을 일으켜(민윤경, 2021) 정책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

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립대학의 경우 2016년과 2018년을 보면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비례하는 관계를 가졌다. 2014년은 기술적 요인의 증가에

따른 제도적 요인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은 데 비해 이러한 경향이 2016

년과 2018년에 나타난 데는 2015년 구조개혁평가가 그 원인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적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을 크게

느끼는 사립대학일수록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력 역시 커지는 것을

의미하여,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립대학은 정

당성 위기까지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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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인
낮음 높음

<그림 6-2>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산점도(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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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인
낮음 높음

없음

<그림 6-3>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산점도(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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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인
낮음 높음

<그림 6-4>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산점도(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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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 연구는 위기에 처한 대학군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어

떠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물론 사회학적 제도론적 관점은 처방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내부특성을 변화시키고 정부가 지향하는 고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정부와 사회의 제도적 요구가 주

요한 변화를 추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국공립대학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한편, 이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또다른 점은 사립

대학 역시 제도적 환경을 중시하고 있었고, 특히 다른 대학들의 의사결

정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보다 더 민감하게 고려하였다. 국공립대학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 및 재정지원 등에 더 취약하였고, 외부 정당성

을 부여하는 주체로서 대중 및 언론에 의식을 더 많이 한 반면에, 사립

대학은 조직의 장 안에서 형성된 제도적 규범이나 규칙에 더 민감하였

다. 더욱이 시간강사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같은 제도적 환경 요인 중에

서도 정부의 강제적 압력에 대한 반응과 사회문화적 규범 압력에 대한

반응이 상반되게 나타난 점을 보면, 국공립대학은 정부의 요구에 더욱

취약하지만, 사립대학의 운영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적

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정부의 강제성보다는 대학

조직군 안에서 사립대학들 간의 신념과 정부의 정책방향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 아직까지 정부에 의한 강제적·수직적 통제는 대학조직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강제적

압력으로서 고려된 정부의 행정적 통제와 같은 경성규제 및 재정지원 방

식의 연성규제(Alasoini, 2011)는 대학조직 내부의 구조적 변화와 혁신적

제도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앞서 제시한 분석연

도별 대학조직이 받는 환경적 압력의 산점도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전체적으로 대학들의 제도적 요인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

도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체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규제

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가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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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에서 제도의 급격한 도입과 확산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제적 방법 또는 규제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Jeppersen and Meyer, 1991).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대학

이 자발적으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제도 도입을 독려

하는 방식이 제도의 확산과 정착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정부주도로

강제적으로 제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자칫 정책의 의도를 잘 실현하기

에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장덕호, 2009), 대학에 대한 지나

친 통제는 형식적 순응과 불응까지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정책은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단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집행에서

의 재량을 통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정성수, 2008).

Berman(1978) 역시 적응적(adaptive) 정책집행100)에 대한 견해를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집행 전략으로 다양한 집행기관의 다양성과 정책환경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들 간 흥정과 협상을 통한 상황적응적인 집

행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최종원·백승빈, 2001), 명확한 하향식

명령을 토대로 정책집행에 대한 통제보다는 집행대상자들 간의 네트워크

의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업무가 가장 잘 실행되고, 성과를 위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업무는 정책대상집단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정책결정자들이 이해할 때 정책집행은 더욱 성공적이다(Elmore,

1980; 최예나·김이수, 2017).

100) Berman(1978)은 교육이나 사회복지 등의 공공서비스(social service)를 전달하고 제
공할 때는 정책결정자가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방식이 아닌, 정책
사안별 집행환경에 부합하는 적응적(adaptive)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
책이 목표하고 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상태로 적응하고자 한다(송선영, 2013). Berman은 정책집행의 구조에 대해 다른 조직
이 어떻게 적응했는가에 대하여 집행조직이 대학이 적응을 하였는가에 따라 정책집행
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중앙정부가 강화된 거시적 정책집행구조와 집행조직이
강화된 미시적 집행구조로 나뉠 수 있다고 보았다. 거시적 집행구조는 하향식
(top-down) 접근방식과 유사하고, 집행조직이 강화된 미시적 집행구조는 상향식
(bottom-up) 접근방식과 유사하다. Berman은 정책집행의 문제는 정책과 정책을 둘러
싼 환경(institutional setting)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다고 주장하며, 정책이 성공적
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집행기관이 정책과의 상호적응(mutual
adaptive)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최종원·백승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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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실패가 곧 정부실패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부는 대학운영을 온전

한 시장논리에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돌보려고 함으로써 대학과 정

부의 상호의존성은 낮아지기 어렵다고 지적된다(한경희, 2006). 이와 더

불어 신공공관리론(NPM) 풍조가 전세계의 공공부문에 확산되면서 대학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많은 국가들의 대학정책은 예산 지원을 토대

로 자율적 운영에 맡기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통제 메커니즘은 거스를 수 없다고 보

아도 무방하다. 이처럼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게임의

규칙을 통제하려는 능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일단 이 게임에 참여한 대

학은 생존을 위해 게임의 규칙에 순응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탐색

및 구사할 수밖에 없다(한경희, 2006). 본 연구에서 재정지원참여를 선택

한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운영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아진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들은 정부로부터의 수직적으로 가해지는 압력 이

외에도 사회문화적 규범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대학들과 관련 전문

가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신념이나 제도적 규칙, 그리고 조직군 외부에서

대중 및 언론의 인식이 대학조직의 구조, 변화 및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통제 이외에

도 사회문화적 규범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

가지 연구 모두에서 조직가시성 또는 제도적 환경에서의 규범이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시간강사제도와 같은 특정 정책을 수용하기

를 원하거나, 구조조정의 기조대로 구조변화가 이루어지길 원하거나, 입

학사정관제와 같은 특정 정책이 채택되고 확산되기를 원한다면 고등교육

관련 전문가집단이나 대학관계자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개선방

안을 탐색하고,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공청회와 같은 다양한

자리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하여 특정 대학군이 민감하게 반

응하는 규범적인 원천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중이나 언론부터의 관심을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였다. 사립대학의 경우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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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학들의 의사결정과 이들 사이에서의 규범이나 합의된 신념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아래에서는 각 연구별 함의를 논하였다.

1)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한 함의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일반적인 기업조직에서 비정규직

을 활용하는 목적과 유사하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위험을 회피하고 비용

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전략(김윤호, 2007)으로서 시간강사제도를 활용하

고 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반기업에서의 비

정규직 활용을 중심으로 합리성 모형에서는 재무적 위험으로부터 회피하

고 상품수요 변동에 대해 대응하면서도 비용절감을 가장 큰 목적으로 고

려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대학조직의 인적구성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도 합리적 모형이 중시하는 기술적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부분적

으로 설명된다. 2011년 시간강사법이 발의되면서 시간강사에 관한 제도

적 압력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이러한 경향에 더하여, 2019

년 9월부터 대학에 적용된 시간강사법에 따른 인건비 급증으로 인해 시

간강사 대량해고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대학의 인적구

성에 관한 의사결정을 관통하는 논리는 재정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더욱 인정하게 만든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일부 가설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다. 오히

려 사립대학보다 국립대학에서 고정비용 비중(인건비 비중)과 같은 기술

적 요인이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났고, 제도

적 환경에서 형성된 규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과 다르게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인

터뷰를 수행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해석하고자 하였

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조직 입장에서는 교원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정부의 혼재된 정책으로 인해, 보다 강제성이 높은 정책에 민감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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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한 것으로 보이며, 가설과 반대로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오히

려 현실을 반영한 것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시간강사 및 학과개편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강하

게 갖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언뜻 보기에는 강제적 압력에 가해질수록 대학이 시간강사

제도에 있어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석결과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위해서

는 시간강사제도를 둘러싸고 상충된 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간강

사 처우를 개선하라는 시간강사법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대학평가(구조

개혁평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와 일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교육여건

지표 중 하나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 인터뷰 내용에

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본 연구결과는 대학은 정당성에 훨씬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학평가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 구조개혁평가가 시작된 이후 시점인 2016년과 2018년 설문조사 자

료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대학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 압력이 시간강사

제도 활용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그만큼

정부가 재정지원과 정당성 확보의 근거가 되는 대학평가에 훨씬 더 민감

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게임의

규칙을 통제하려는 능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일단 이 게임에 참여한 대

학은 생존을 위해 게임의 규칙에 순응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탐색

및 구사할 수밖에 없다(한경희, 2006). 이러한 측면에서 시간강사제도는

대학 입장에서는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을 적절히 고려했을 때 전임

교원 채용을 위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

서 시간강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민간 비교연구를 토대로 예측한 방향과 다른 본 연구결과와 관

련하여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결과에 대하여 해석하고자 하였

다.

첫째, 국립대학은 강제적 압력에 의한 반응이 두드러졌을 뿐 아니라,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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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터뷰한 결과, 국립대학은 시간강사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

출하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비해 시간강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

원이 적을수록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시간강사를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

지는 셈이다.

“국립대는 기본적으로 시간강사를 많이 쓴다. 전임교원 다음으로 시간강사를 

많이 쓰고, 객원교수는 그리 많지 않다. 겸임교수는 산업체 경력이 있어야 하니

까 별개고. ... (중략) 시간강사 강의료는 예전부터 국가에서 지급했다. 반면에 

다른 비전임교원 인건비는 대학교비에서 자체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강사를 많

이 쓰는거다. 그리고 보통 국립대에서는 시간강사를 예전에 썼으면 큰 일이 없

으면 계속 쓰는 것 같다.”

- P 국립대학 ○○○ 교수 인터뷰 중

이는 언론기사에서도 나타남으로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인건비

지출 구조의 상이함이 조직의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낳고 있다는 점이 지지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부산지역 한 사립대 교수는 “국립대도 제약이 없을 순 없겠지만,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박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지 않

겠느냐”고 털어놓았다.

- 국제신문(2018.11.22.) 기사 중

그에 반해 사립대학에서는 재정적 불안정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합리

성 요인에 따른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의 변화는 미미하였거나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립대학 관리자들은 시간강사제도 활용에 있어서 등록

금 의존율 이외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음

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로의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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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본 연구결과는 정책결정자가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의 인력구성 관련 제도운영에 대한 메커니즘이 서로 다

르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인터뷰 결과,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예산구조로 인해 시간강사제도에 대해서도 다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갖

는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은 운영하는 입장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간강사한테 

과목을 준다. 맨 먼저 교수 채용할 때 특정 분야로 뽑는다. 모집이 원활하기 위

해서 컴퓨터 전 분야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대학도 있지만 어떤 대학은 담당과

목을 적어놓는 학교도 있다. 그러면 특정 분야로 들어간 교수가 맡는 담당과목

이 있는거다. 그러면 분야별로 전임교수가 맡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학과에

서 모셔오는 초빙교수들한테 과목을 주고 그 다음 객원교수를 뽑는다. 예전 같

으면 바로 시간강사한테 과목을 줬겠지만 지금은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학생 

수를 줄인 데가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랑 전자과가 있는데 컴퓨

터공학과에서 교수 뽑을 때 학생이 80명이었는데 이제 60명으로 줄였다면 전자

과랑 비슷한 과목은 전자과에서 좀 받아오는 식이다. (중략) 시간강사법 이후로 

이제는 한번 강사 채용하면 특별한 결격사유 없으면 기본 3년은 보장해 줘야된

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재작년부터 재정지원평가에서 교

원관련해서 지표를 삭제하기 전까지는 시간강사 잘 안뽑을라고했다. 등록금이 

10년동안 동결이고 교수 보수도 거의 안오르는데 어떻게 뽑겠나.”

- D1 사립대학 △△△교수 인터뷰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몇 명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 학생 수 대비 교수 

몇 명 뽑아야하는지에 대한거. 그걸 threshold로 삼아서 그거보다 작으면 우리 

전임교원 뽑는거 좀 참자 하고 그거보다 많다 하면 내년에 뽑자 하는 식으로 

결정하는데 그걸로 끊는다. 100% 맞추는 학교는 잘 없고 보통 한 60 이상 정

도 맞추는거같다. 약간 밀고 당기기가 있다.”

- K 사립대학 □□□ 교수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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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국립대학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국립대학이 인건비 비중이

높을수록 사립대학에 비해 시간강사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하는 이유를 유

추할 수 있다. 국립대학은 시간강사 인건비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합리성을 추구하는 조직입장에서는 시간강사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에 비해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정부재정지원 비중이 매우 낮고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강사를 채용하고 활용하게 되면 시간강사법으로 인해

보장하는만큼 인건비 지출이 증가하여 부담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시간강사법은 2011년 발의 이후 8년의 유예 끝에 2019년 9월부터 시

행된 가운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무리 정부의 통제영역 안에 있는

국공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은 무조건 제도적 환경에서 정의하는 대

로 따르기만 하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합리

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목표 달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책이 표류 된 것만 보더라도 대학이 강한 제도적 환경의 영

향을 받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 인력 활용으로 인한 인건비 지

출이 대학 운영에 있어 얼마나 현실적으로 타격이 큰지를 알 수 있다.

둘째, 시간강사 담당강의 비율이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통제

된 후에도 국립대학에서 증가하였다는 것은 국립대학이 제도적 환경을

의식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사립대학에 비해 재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겠다. 학자들은 시간강

사법 시행 이후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되거나 시간강사 대신 전임교원의

담당 강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였는데(조정호, 2015)

이러한 현상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되는 가운데(한겨레,

2019.01.18.) 제도적 압력이 훨씬 강한 국공립대학 마저도 Meyer and

Rowan(2006)이 지적하였듯이 기술적 환경에서 효율성 추구에 대한 압력

으로 인해 사회적 정당성 확보만이 조직의 생존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는 반응이 나올 수 있으며 조직내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측면을 고려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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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정권교체와 시간강사 자살 사건

등으로 정책의 창이 열려 제정된 시간강사법(양윤주 외, 2020)과 같이 사

회적 이슈가 정책어젠다가 되어 법적 토대가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공공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정책대상 조직의 내부운영과

외부 환경적 요구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정책을 설계하여 집행하도록 요구할 때 하위 조직은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선택을 우선시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대상조직의 맥

락을 파악하고 정책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립대학은 정부로부터의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시

간강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는 국립대학의 순응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요구에 대한 대학의 형식적 순응(민윤경, 2019)의 증

거가 될 수 있겠다. 대학간 규범에 민감할수록 국립대학은 오히려 시간

강사제도 활용정도가 감소하고 사립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가 증

가한 결과를 보았을 때에도 정책에 대한 대학들의 인식은 정부의 정책결

정자의 뜻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서 제도적 압력에 더욱 취약한

반응을 보여 시간강사제도 활용정도를 늘린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보다 사립대학이 정당성 확보에 훨씬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암시한

다. 또한 사립대학은 재정적 측면이나 법적 측면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덜 하기 때문에 시간강사법과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 또는 환경적 압력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주의할 점은 정부는 대학에 대한 일관된 방향으로 제도적 규칙을 설

정하고 요구해야 한다. 후술하겠지만 특히 시간강사 채용 및 활용에 대

해서는 시간강사에 대한 제도적 환경의 규범이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전

임교원 확보율’이라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지표가 상충된다. 상충

된 제도적 요구가 가해질 경우 조직들은 제도적 요구에 모두 조응하기보

다는 저항부터 순응까지 다양한 대응전략을 취하게 된다(Oliv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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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충되는 제도적 요구에 대하여 대학은 유인이 더 높거나 따르지

않았을 경우 더욱 강한 제재를 받는 정책에 순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의 상충적 요구는 대학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대상자

집단 내부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끌어내는데

제약요소가 될 수 있겠다.

2) 대학 조직개편에 대한 함의

대학들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하는 등 자발적인 변화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극복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전세

계적으로 덮치면서 경북대학교와 같은 지방거점국립대학마저도 일부 학

과에서는 최초 합격생 10명 중 8명이 입학을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진학

한 것으로 나타났고(한국경제, 2021.10.19.) 군산대가 지방국립대로서 대

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되는 등(에듀프레스,

2021.09.03.)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이후 추가선정 결과에서 구제

되었지만(연합뉴스, 2022.05.17.) 이러한 결과들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인식되었던 국립대학마저도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리기에 충분했다. 본 연구는 대학이 기술적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

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생존을 위하여 정부와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언한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장경쟁이 심할수록 오히려 사립대학

보다 국공립대학의 운영관련 조직개편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고, 정부로

부터 강제적 압력을 강하게 느낄수록 국공립대학의 운영관련 조직개편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래 인터

뷰 내용을 참고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첫째, 구조

개혁평가와 같이 대학평가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재정지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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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어 정당성을 확충하고 외부로부터 얻는 자원과 생존 가능성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서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반면에 사립대학은 아무리 시장경쟁이 치열하다고 느끼더라도 이사장이

나 재단 차원에서는 개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쟁을 느

낀다고 해서 바로 조직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조직의 자원이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이사장의 판단이 실질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설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둘째,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지위변화를 훨씬 더 심하게 겪고

있다.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 국립대학들은 과거에는 지역의 거점 국립대

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특성화 등으로 인해 지위가 비교적 공고하였

지만, 현재는 수도권 선호현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방거점국립대학보다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의 지방거점국

립대학이 가졌던 위상과 다르게 이제는 국립대학 역시 학생 충원 문제에

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국립대학이 상대적으로 이를 더욱 무

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

다.

“구조개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과 개편하고 정원감축이나 조정을 하게 된

다. 대학본부 직원들 조직개편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무원의 인사권이 크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쪽 관리자나 총장의 의견이 반영된다. 그리고 정부 재정지

원사업 중에서도 주로 큰 사업을 따낼 때 신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LINC사업같은 것들. 50억 정도 큰 사업을 따낼 때 관련 학과를 보통 갖춘다. 

학과개편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먼저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고 교수들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학과를 신설한다고 하면 교육부에서는 ‘학

생 1명당 천만원씩 줄게’ 라고 하면서 기존 학과에서 몇 명 빼서 새로 만들거

나 통폐합하는데 정원을 조정하면 그거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식으로 한다. (중

략) 아니면 산업계 수요에 맞춰서 신설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권에서 중요하

게 미는 공약을 고려하지 않는건 아닌데, 그래도 학생 충원과 관련된 것을 많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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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차원에서는 BK21 사업같이 교육부 대학지원사업은 보통 몇십억에서 

몇백억으로 규모가 크다. 순수하게 학교 돈으로 학생학업 프로그램을 만드는게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보니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사

업이 많은데 거의 그걸 따서 운영한다. 이게 학교 홍보용으로 쓰인다. 총장의 

치정도 되고. 그래서 국립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지원사업 받으려고 한

다.”

- P 국립대학 ○○○ 교수 인터뷰 중

“사립대는 이사장이나 재단에 따라 좀 다르다. 어떤 대학은 이사장이나 재단

이 학과개편을 해야겠다고 결정하면 확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

다. 이전에 있던 학교랑 다르게 지금 있는 학교는 과를 하나 만들거나 통폐합하

는게 되게 어렵다. 만약에 통폐합했거나 새로 만들었는데 모집이 잘 안되면 누

구 책임이냐 그게 압박이 돼서 쉽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다.... (중략) 꼭 정권

의 기조나 공약에 따라서 학과개편이 되는건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가 

다 난리인데, 현재 정권이 반도체를 민다고 해서 반도체학과를 다 만들수는 없

다. 취업에 있어서 만들 수 있는 사립대가 거의 수도권대학 아니겠나. 일단 (신

설되었거나 변경된) 과를 만들어놓았는데 그 다음 해에 애들이 안들어오면 매

우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 이 과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겠다’싶은 과

를 만든다.”

- D2 사립대학 △△△ 교수 인터뷰 중

우리나라 대학정책은 재정지원을 통한 평가방식의 구조조정의 패러다

임이 자리잡은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분석결과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시점을 2015년에 실시된 대학

구조개혁평가 이후로 설정한 분석결과, 조직개편의 주요 원인이 구조개

혁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법적 통제였으며, 대중 및 언론으로부터의 주

목도 역시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과정에서의 행정적으로 개입되는 정부의 실질적 통제보다는 당장 대

학의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신입생 정원감축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법적 통제에 대학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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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나라 대학은 대체로 변화하는 상황에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과개편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도,

동시에 대학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규범에 함께 조응하는 차원에서 정당

성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도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관

리·운영영역의 조직개편은 대학평가결과로 인한 강제적 변화이면서도 이

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규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고, 전체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편은 시장경쟁에서 경쟁력

확보 동기도 있지만 대학 조직의 장 안에서의 제도적 규범에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이다.

아래 <표 6-4>는 어떠한 대학이 조직개편을 많이 실시하였는지를 보

여준다. 다양한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이 존재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중에

서도 대학평가등급이 낮은 대학과 높은 대학이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면 2016년 상지대학교는 2015년 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고, 2018년 서울한영대학교는 2015년 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

았다가 2018년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되어 재정

지원제한 수준이 완화되었지만, 두 대학 모두 대학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결과를 받은 대학이다. 그러나 낮은 대학평가 등급을 받은 대학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 경우도 있지만, 좋은 등급을 받

은 성균관대학교나 숭실대학교 등의 대학에서도 조직개편 정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꼭 하위등급 대학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들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를 투입

하여 관계를 확인한 결과, 조직가시성이 높은 대학일수록 조직개편을 가

장 빈번하게 실시하였다. 즉, 언론이나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은

대학일수록 그것 자체가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대학조직의 행태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구조조정 정책의 기조에 조응하여 조직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위대학 또는 대규모 대학과 같

이 대중이나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대

학들이 제도적 요구나 규칙에 더 적극적으로 조응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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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에 대한 함의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내부적 기술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도, 외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조직개편

빈도
2016년 진주교육대*

상지대, 부산외국어대, 성균관대,

동아대
2018년 광주과학기술원** 서울한영대, 동덕여자대, 연세대

조직개편

범위

2016년

광주교육대*,

한국전통문화대,

광주과학기술원**, 충남대,

공주교육대*

상지대, 동의대, 부산외국어대, 중

앙대, 경일대, 예원예술대, 건양대,

건국대, 금오공과대, 대신대, 광운

대, 케이씨대, 숭실대, 한국산업기술

대

2018년 인천대

상지대, 동의대, 꽃동네대, 평택대,

조선대, 서울한영대, 성신여자대,

상명대, 한국산업기술대

전체학과

개편정도

2016년

금오공과대, 목포해양대,

한밭대, 한국교통대,

대구교육대*,

공주교육대*, 한국체육대,

강원대, 서울과학기술대

한신대, 강남대, 한영신학대, 평택

대, 케이씨대, 광운대, 한국기술교

육대, 위덕대, 나사렛대, 대진대,

안양대, 부산외국어대, 예원예술대,

건양대, 경일대, 동의대, 극동대,

순천향대, 백석대, 감리교신학대,

금강대, 초당대, 가톨릭관동대, 세

종대, 경동대, 영산대, 대구한의대

2018년

금오공과대, 한국교통대,

대구교육대*,

공주교육대*

강원대, 서울과학기술대,

목포해양대, 한국체육대

나사렛대, 동의대, 평택대, 영산대,

초당대, 한국기술교육대, 서울한영

대, 중앙승가대, 감리교신학대, 백

석대, 광운대, 한세대, 순천향대,

한국외국어대, 위덕대, 안양대
주1: 조직개편 정도가 높은 대학은 가장 높은 척도(5점)로 응답한 경우이고, 전체학

과 개편정도가 높은 대학은 전체 대학 중에서 개편된 학과 비중이 상위25%를 차지

한 대학을 의미함

주2: 대구교대와 공주교대는 심화과정 편성으로 인해 학과변경으로 기록됨

*교육대학교는 별도의 평가(교원양성평가) 대상이므로 구조개혁평가 및 기본역량진

단 평가제외대상임(광주교대는 A등급, 진주교대는 B등급)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표 6-4> 조직개편 상위실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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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제도적 요인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외부 제도

적 요인으로서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강제적 압력이 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도의 확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가주도적이고 중앙집

권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에서 제도의 급격한 도입과 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제적 방법 또는 규제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Jeppersen and

Meyer, 1991).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모든 대학

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실시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제도를 도입하였음을

주지해야 한다. 즉, 무조건적인 재정지원도 옳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방

향을 따를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제도 도입을 독려하는

방식은 제도의 확산과 정착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주

도로 강제적으로 제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자칫 정책의 의도를 잘 실

현하기에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장덕호, 2009).

본 연구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채택과 확산을 촉진시키는 또 다른 외부

요인으로서 제도적 환경에서의 규범이 작동하였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전문가 및 언론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적 담론이 활발할수록 제도 도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함으로써, 제도가 선진적이고 전문화된 것이며 사

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바람직한 제도라는 인식을 조직이 갖게 되었을 때

제도의 도입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 따르

면 같은 유형에 속하는 유사한 조직을 준거로 한 모방이 제도 확산 가능

성을 높였다. 특히 대학들마다 자신이 처한 위치나 환경이 서로 다른 상

황에서 모방의 준거는 유사한 기능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대훈·신

동엽(2017)의 주장과 같이 대학조직이 어떠한 지위나 집단에 속해있는가

에 따라 제도의 채택을 유발하는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부 입장

에서는 대학조직의 상황과 각 집단의 제도 도입 수준에 따라서 그에 대

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및 수정하고 집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각각의 집단을 대상으로 제도 채택과 관련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면 새로운 제도 또는 혁신의 확산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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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새로운 제도가 조직의 장 안에 들어와서 확산되어 뿌리를 내리는 과

정에서 기존에 지배적으로 존재하던 제도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

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의 정합성(congruence)을 간과할 수 없으며 중요한 고려사항(정정길,

2002)이므로, 이러한 충돌 가능성을 낮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와 오랜 관행의 영역에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도 도입을 촉진시키면서도, 사회적으로 근접성이 높은 유사대

학들 간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정부나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제도나

정책이 점차 도입이 진행되면서 일종의 확산압력으로 작용하여 자발적으

로 확산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이외에도 국공립대학정보기관협의회,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교원양성대 총장협의회 등의 다양한 협의회가 존재

한다. 본 연구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른 협의체 안에서도, 연구중심 대학간

의 교류, 교육중심 대학간의 교류 등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간에

서로 교류하고 정책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

의 장(場)이 만들어질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새로운 제도 채택과 관련된 의

사결정에 있어 참고하는 모방의 준거집단이 서로 달랐다. 국공립대학은

지리적 권역에서 인접한 대학들의 제도 도입에 영향을 받은 데 비해, 사

립대학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학들의 제도 도입에 영향을 받았다. 국

립대학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은 경쟁 또는 비교상대

로 다른 지방거점국립대학을 고려할 수 있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사립

대학은 국공립대학과 운영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그

에 반해, 사립대학 중에서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은 설립이념이

나 목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참고 대상은 같은 기

능을 하는 구조적 동등성을 가진 대학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조직들 사

이에서 새로운 제도가 채택되고 확산되는데 있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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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용

전체

§ 대학조직은 학생 충원과 관련된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정부의 통제 및 대중과 언론 등이 만든 사회적 담론

에도 조응하고자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제도를 도입 및 활용하

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대학정책에서 정부의 행정적 통제와 같은 경성규제와 재정지원

방식과 같은 연성규제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

§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규범 역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정부의 제도적 요구와 대학조직 간 규범이 상충될 경우, 정

책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언론을 통한 사회적 담론

형성 및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제도적 규범 형성 제안

§ 국립대학이 가지는 공공조직의 특성상 사립대학에 비해 정부의

행정적 통제에 따르고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사회적으로 바

람직한 방향대로 운영하고 있음을 외부에 보여주고자 함

§ 그러나 정부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설계 및 추진은 대학

의 순응을 일으키기 어려울 수 있음

- Berman의 주장과 같이, 전통적인 하향식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보다는 대학의 특수성(예: 수도권-지방, 국립-사립, 연구

중심-교육중심, 대규모-소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성 부여

한 정책결정 및 집행구조 설정 필요

시간강사제도

활용

§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제도 활용에 대한 메커니즘이 상이한

것을 인식할 필요

- 오히려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에서 제도적 환경 뿐 아니라

내부운영의 효율성 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

- 국립대학은 정부로부터의 강제적 압력에 조응하는데 반해,

대학간 규범에 더욱 조응하는 것은 사립대학

§ 정부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설계를 하더라도, 정책집행

조직의 내부운영을 위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불가피하게 나

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대학

의 맥락을 파악하고 정책설계 필요

§ 행정적 통제와 사회문화적 규범에 대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상반된 반응은 결국 국립대학이 행정적 통제에 형식적으로 순

<표 6-5>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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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수는 있으나 대학조직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합의되는 인

식이나 규범은 정부와의 정책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향후 형식적 순응에서 저항으로 이어져 집행에서의 갈등과 실

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조직개편

§ 대학조직의 변화를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통제, 전문가들의 대

학개혁에 대한 합의된 신념 및 언론을 통한 사회적 규범 형성

§ 또한 언론이나 대중으로부터 주목 받는 대학(예:상위대학, 대규

모 대학 등)이 제도적 규칙에 조응할 가능성 높음

§ 또한 시장경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조직개편 실시

입학사정관제

채택 및 확산

§ 제도가 확산되어 정착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강요보다는 자발적

인 참여가 효과적

§ 기존 관행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고자 할 때, 제도

가 대학들 사이에서 바람직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사

회적으로 근접한 대학들 간 네트워킹 활성화 기회가 중요

- 단순 국립대간, 사립대간 네트워크에 그치지 않고, 연구중심,

교육중심 대학 등 보다 세분화된 대학간 교류 필요

- 또한 상위권 대학의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제도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 대학에서 새로운 제도가 채택되고 확산되는데 있어 국공립대학

과 사립대학이 모방의 준거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

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국립대학은 권역 내 인접 대학, 사립대학은 유사한 기능(예:

연구중심, 교육중심)의 대학의 제도 도입에 영향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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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을 주된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회학적

제도론 관점이 갖는 처방의 문제로 인해 공공관리연구에서 더 많이 활용

되지 못하는 한계(Villadsen, 2011)가 불가피하다. 사회학적 제도론은 조

직이 제도나 정책을 채택하고 운영하는 것은 성과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조직성과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

에는 어렵지만, 본 연구의 설명변수인 시간강사제도 활용, 조직개편, 입

학사정관제 채택 및 확산과의 관계를 밝힌 다음, 향후 연구에서는 기술

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설명변수와 조직성과간 관계를 살

펴봄으로써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도적 요인에 대하여 주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외

부환경 상황에 대해 조직관리자들이 저마다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인식

하기 때문에 제도적 압력에 대하여 주관적인 인식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타당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도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도적 압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인 측정방식에 대하여 탐색하고

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강제적 압력을 정부의 규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 강제적 압력은 법적 규제 또는 재정적 지원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 재정지원 역시 강제적 압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과 회계구조가 상이

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정확하게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예산항목에 정부 재정지원액이 별도로 존재하는 사립대학과 달리, 국공

립대학은 예산의 전반적인 재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구체적으

로 측정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셋째, 시간강사제도에 대한 분석의 시간적 범위를 2019년 상반기까지

로 설정함으로써 시간강사법이 실시된 2019년 하반기 이전 시점에 한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학들의 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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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선택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들은 시간강사법에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

어 시간강사법 실시 이후에 대학들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대학의 전임교원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

랙으로 나뉘는데,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전임교원

을 구분해서 공개하지 않는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대학이 전임교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조정한 것인지,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조정한 것인지를 정확히 가려내기가 어려웠다.



- 311 -

참 고 문 헌

Berry, F. S.·김대진. (2010).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정책학회보｣, 19(4): 75-113.

강무섭·정태용·유현숙·김호동·김환식. (2002).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서영·정다정·나태준. (2021).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지출 결정요인 분

석. ｢지방정부연구｣, 25(3): 147-166.

강영철·이철주. (2009). 제도 확산의 영향요인으로서 동형화와 탈정치성

에 대한 이해: 정부부처의 BSC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3): 1103-1134.

강원대학교. (2016). ｢2016 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2016.3.)｣. 강원: 강원대학교.

교육부. (2017).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기본계획 공고

보도자료(2017.02.16.)｣. 세종: 교육부.

______. (2012).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2.12.10.)｣. 세종: 교육부.

______. (2019). ｢20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______. (2021). ｢교육부 인사발령(7.1.자 등)(2021.06.28.)｣. 세종: 교육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2017). ｢사립대학(법인)회계관리 안내서

(2017.1.18.)｣. 세종: 교육부.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2018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 대학 및 대학원｣.

구자균. (1998). ｢사립전문대학의 구조조정방안 연구｣. 서울: 교육부.

구자숙. (2009). 기업에서의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제도의 도입 및

현실과의 어긋남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0(3): 107-130.

권보경. (2022). 공공기관 유형별 성과중심 인사제도 디커플링 영향요인.

｢한국정책학회보｣, 31(2): 1-33.

권보경·이경은. (2021). 제도적 압력이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3(1), 123-145.



- 312 -

권순식. (2004).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

구: 교환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3(3): 891-931.

______. (2013).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노

동정책연구｣, 13(2): 31-66.

권 혁. (2010).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법학연구｣,

51(3): 1-24.

권현정. (2014).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고찰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

구조에 대한 시장화분석. ｢사회복지정책｣, 41(1): 289-313.

기정훈·황주원·유광철. (2010). 대학교 정책간의 공간적 이웃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소재 4 년제 대학교 영문학과 졸업기준을 중심으로. ｢지역

연구｣, 26(2): 55-69.

길윤민. (2021).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및

경험 연구 : 동형화와 디커플링 현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근세·최도림. (1996).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신설, 폐지, 승계. ｢한국행정

학보｣, 30(3): 35-51.

김기범·장덕호. (2019). 대학 교수학습센터 (CTL) 20년 운영 과정 분석: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1):

43-53.

김대욱. (2016).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영향요인 연구: 서울시 본청조직

개편에 대한 생존분석. ｢한국행정학보｣, 50(1): 27-50.

김대진. (2010).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

정책학회보, 19(4): 75-114.

______. (2011). 반복적 정책도입과 확산에 관한 경험 분석 연구. ｢서울

도시연구｣, 12(3): 67-89.

김대진·안빛. (2012). 지방자치시대의 정책혁신의 확산-버스환승제의 확

산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정치｣, 17: 187-248.

김도희. (2004). 대학교 조직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연구: 전문, 특수대

학원 설립에 관한 사건사 분석. 1981-2004. ｢사회발전연구｣, 10:

153-184.

김동배. (2010).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 연봉제의 사례. ｢노동정책



- 313 -

연구｣, 10(1), 35-67.

김동배·김주일. (2002). 비정규직 활용의 영향요인. ｢노동정책연구｣, 2(4):

17-38.

김동배·이인재. (2007).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의 영향요인과 효과. ｢노

동정책연구｣, 7(3), 119-144.

김막래. (2010).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명환·김기승. (2021). 비정규직 활용이 분위별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39, 59-84.

김미나. (2007). 지방공무원 교육훈력기법의 모방과 동형화. ｢국가정책연

구｣, 21(1), 35-64.

김병모. (2005).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대학구조조정 과정. ｢교육과

학연구｣, 36(2): 43-63.

김상미·한종수. (2019). 기업의 전략적 일탈과 감사품질. ｢회계저널｣,

28(6): 221-250.

김선형·유란희.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에 따른 정책확산 연

구. ｢정부학연구｣, 23(2): 225-255.

김송림· 박대권. (2020).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조직 변화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25(1): 1-26.

김순남. (2019). 대학평가 주요 양적지표 권역별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교육행정학연구｣, 37: 113-139.

김안나·이병식. (2004). 한국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대학 재구조화의

현황과 정책 방향. ｢한국교육｣, 31(2): 415-440.

김영수. (2001). 새로운 조직형태의 기능적 생성과 제도적 확산:경제기획

및 조정부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직학적 연구.『한국사회학』,

35(4): 1-30.

김영수·장용석. (2002). 제도화된 조직구조의 합리성에 대한 신화와 비판:

정부조직의 구조적 분화와 그 경제적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1951-1990. ｢한국사회학｣, 36(6): 27-55.

김영진. (2004). 국립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행정직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



- 314 -

김윤권·오시영. (2008).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에 대한 규범적 분석: 기

초자치단체의 조직 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3):

893-922.

김윤호. (2009). 비정규직 관리방식의 유형 분류와 유형 선택의 선행요인

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19(4): 165-216.

김은영·김미란·양성관·임진택. (2013). ｢대학입학전형 정책의 성과와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일환. (2016). 한국 대학구조조정의 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 2003-2012.

｢경제와사회｣, 110, 201-238.

김정완·노진덕. (2008). 공공선택론에 입각한 대학행정조직 설계 모형. ｢

한국정책연구｣, 8(2): 63-80.

김정원·조영하. (2017).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분산적 리더십과 행정직원

의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 비교. ｢한국교육문

제연구｣, 35(1): 1-22.

김정인. (2016). 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바라본 공공기관 성과급 도입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28(4): 575-600.

______. (2017). 공공기관 인사관리 제도의 디커플링 (decoupling) 현상과

원인 분석: 균형인사제도와 유연근무제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

회보｣, 24(2): 1-26.

김준기. (2000). 정부-NGO 관계의 이론적 고찰: 자원의존모형의 관점에

서. ｢한국정책학회보｣, 9(2): 5-28.

김진영·이석환. (2016). 정책확산의 경로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

식과 객관적 계량분석 결과의 비교. ｢한국공공관리학보｣, 30(4):

249-270.

김창수·황준성. (2013). 대학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

구. ｢교육법학연구｣, 25(1): 77-102.

김혜정·이승종. (2006). 지역시민사회의 역량과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한

국행정학보｣, 40(4): 101-126.

김회성･황정윤･장용석. (2015). 고객지향 서비스풍토, 동형적 압력, 그리

고 조직의 네트워크 활동: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네트워킹 규모

영향요인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5(2): 125-149.



- 315 -

남궁근. (1994).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시. 군.

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3):

991-1014.

노용진. (2006). 노사관계와 혁신적 인사제도의 도입. ｢산업관계연구｣,

16(1): 69-93.

노용진·김동배·박우성. (2003). 혁신적 인사관리제도 도입의 영향요인. ｢

경영학연구｣, 32(4): 955-981.

노용환. (2007). 기업의 비정규인력 고용행태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

구｣, 13(2): 6.

대학교육협의회. (2010). ｢2011학년도 대입전형분석 및 입학사정관제 이

해｣. 서울: 대학교육협의회.

______________. (2011). ｢2012학년도 대입정보119｣. 서울: 대학교육협의

회.

______________. (2012). ｢2013학년도 대입정보119｣. 서울: 대학교육협의

회.

______________. (2012). ｢2014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교 대학입학 전형

계획 주요사항(요소별)｣. 서울: 대학교육협의회.

______________. (2014). ｢현직 입학사정관제에 듣는 입학사정관전형(학

생부종합전형) 100문100답｣. 서울: 대학교육협의회.

류성민. (2015). 한국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중앙아시아연구 (구 한몽경

상연구)｣, 26(1): 5-32.

류지성. (2007). ｢고등교육 산업 육성과 대학경영체제 혁신. 교육혁신위

원회.

문명재. (2008). 정부조직개편과 국정운영의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08: 1-20.

______. (2009).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한국공공관

리학보｣, 23(4): 23-41.

민윤경. (2019). 국립대 거버넌스 제도에 대한 대학의 형식적 순응 현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_. (2021). 국립대 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대학의 형식적 순응 현상-



- 316 -

국립대 총장간선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9(1): 399-424.

민 진. (2006). 정부 조직의 조직변동 연구: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

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2): 1-23.

민철구·정기철. (2010).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개발과 활용방안. ｢

STEPI Insight｣, 55: 1-33.

민철구·박기범·정승일·정기철. (2010). ｢이공계 대학 구조변화 추세분석과

대학경쟁력 확보방안｣.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경돈. (2018). 복지수준에 대한 지역 간 정책확산의 영향력 연구. ｢지방

정부연구｣, 22(2): 23-49.

박경미. (2018). 2018년 10월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립대 총장선출제

도, 구성원 참여 대학 30%도 안 돼.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더

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

박경민. (2009). 카테고리 다각화와 전략적 균형이 인터넷 포털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8(1)“ 193-213.

박광기. (2001). 정치과정 속에서의 시민참여운동: 과제와 전망. ｢대한정

치학회보｣, 9(1): 21-37.

박길성. (2003).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박나라. (2017). 지방정부는 왜 ‘글로벌’해지려고 하는가?: 한국 지방정부

의 국제 자매･ 우호도시 결연 관계 결정 요인 분석, 1961-2016. ｢지

방행정연구｣, 31(4): 111-144.

박남기·임수진. (2015). 5ㆍ31 대학교육 개혁의 영향과 과제: 대학설립 준

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2(4):

1-28.

박상규. (2007). 대학관리제도변화의 특성분석: 사회학적 신제도화이론에

입각하여. ｢한국공공관리학보｣, 21(1): 1-29.

박순진. (2014). 이슈진단 및 분석 - 대학구조개혁과 학문의 균형발전. ｢

대학교육｣, 184: 51-57.

박은순·하태수. (2018). 출산장려금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31 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6: 213-239.

박종희. (2010).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최근 동향과 쟁점. ｢



- 317 -

외법논집｣, 34(3): 75-97.

박준희. 2019. 신제도주의 경로진화 관점을 통해 본 대학구조개혁 정책

변동의 영향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중윤. (2014). ｢조직구성원들의 조직개편 결과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

석: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박지회·고장완. (2015). Kingdon 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대학구조개혁

정책변동 분석. ｢교육문제연구｣, 28(3), 169-199.

박진우. (2013). 대학 교육의 기능 및 등록금과 임금체계: 대학구조조정

개혁에 대한 일고찰. ｢경제연구｣, 31(2): 53-78.

박진형. (2014). 대학평가정책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제도적 분석. 서울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천오. (2011).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보

｣, 8(1): 1-30.

박태환·송윤정·최태영. (2019). 대학 재정건전성이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0):

865-579.

박통희. (1999). 조직연구의 패러다임간 쟁점과 비교기준의 재정립. ｢사회

과학연구논총｣, 3: 5-28.

반상진·조영재·신현석·노명순·박민정·김영상. (2013). 학령인구 감소에 따

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0(4): 189-211

반상진. (2015).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쟁점과 대응 과제에 관한 연구: 학

령인구 감소에 대한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패러다임 탐색. ｢공학교육

연구｣, 18(2), 14-26

배병룡. (2017). 조직 연구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연구 현황과 평가. ｢

한국자치행정학보, 31(3), 75-100.

백경민·박기태. (2013).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두 가

지 위반 형태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3(2): 155-185.

백유진·김언수. (2014). 불안정한 산업에서의 최고경영자 교체유형 결정

요인 및 교체이후 성과. ｢전략경영연구｣, 17(2), 47-77.



- 318 -

변기용·송인영. (2018).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개혁 추진 현황 및 개선과

제: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 재편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

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4(2): 51-79.

변순용. (2015). 대학과 대학교육의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 대학의 미

래와 대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양교육연구｣, 9(1): 11-28.

서남수. (2010).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구조적 난점과 과제. ｢교양교육연

구｣, 4(2): 1-18.

성민정· 조정식. (2007). 대학 선택 과정에서의 매체 이용 분석을 통한

대학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방안: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사례를 중심

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9(2), 207-243.

성창환. (2017). 세부 전공 커리큘럼 개발을 통한 소규모 신학대학의 생

존전략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53, 33-66.

손동원. (1996). 조직혁신기법의 도입 및 확산 원인에 대한 연구. ｢인사조

직연구｣, 123-152.

______. (1998). 전사적 품질경영의 효과: 도입주장과 실행간의 괴리정도

와 기업성과. ｢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 12(3): 175-194.

송지은·이광호. (2017). 학생부종합전형 입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경

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K 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을 중심

으로. ｢청소년학연구｣, 24(2): 221-250.

신동엽·양혁승·이상우·이지만. (2003). 한국 제조업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결정요인. ｢산업노동연구｣, 9(1): 143-169.

신민혜·조남기. (2016).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따른교

양체육에 대한 대학의 정책변화와 대응.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4(3): 113-124.

신용민·김정현(2015). ｢대학입학정책의 내실화와 안정화 방안연구 – 학

생부전형을 중심으로 -｣. 진주: 경상대학교 입학본부.

신재일. (2007). 도립대학 구조조정의 사례분석-경도대학을 중심으로. 경

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정철·박환보. (2007). 대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간섭 형태에 관한 연

구. ｢교육행정학연구｣, 25: 315-339.

신정철･김명진･박환보. (2007).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정부 및 대학 간의



- 319 -

인식 차이, ｢교육행정학연구｣, 25(3): 243-269.

신현석. (1999). 학교행정 업무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 ｢안암교육학

연구｣, 5(1): 47-70.

신현석. (2004). 대학 구조조정의 정치학 (I): 역사적 분석을 통한 신제도

주의적 특성 탐색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11: 90-120.

______. (2005). 교육개혁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학교조직에서의 행

정행태 분석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1(1): 121-150.

______. (2008). 대학구조개편과 고등교육의 질 제고.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14(3): 171-202.

______. (2012). 대학 구조개혁정책의 쟁점 분석과 과제. ｢교육문제연구｣,

42: 1-40.

______. (2016).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

정학연구｣, 34(5): 125-162.

______. (2018). 정책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본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

의 혁신 방향 분석 및 과제의 탐색. ｢교육문제연구｣, 31(1): 227-272.

심재권. (2013). 비서관련학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우선순위분석. ｢비

서학 논총｣, 22(2): 33-58.

심재권. 2013. 비서관련학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우선순위분석. ｢비

서학 논총｣, 22(2): 33-58.

안관수·이은영. (2015). 융복합 사회에서 대학구조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8), 439-447.

안희남. (2001). 신제도주의 세 가지 관점과 이론적 특성. ｢현대사회와 행

정｣, 11: 1-35.

양윤주·김민길·조민효. (2020). 강사법 정책결정과정 분석. ｢한국행정논집

｣, 32(2): 171-201.

오석홍(2016). 행정학(제7판). 서울: 박영사.

오성배. (2016). 대학생의 입학전형별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분석. ｢한국

교육문제연구｣, 34(3): 157-175.

오영재(2001). 고려대학교 행정 구조조정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행

정학연구｣, 19(2): 387-417.



- 320 -

오재록·전영한. (2012). 관료적 자율성의 두 얼굴: 한국 중앙행정기관 실

증분석. ｢행정논총｣, 50(3): 153-174.

오재록. (2009).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권력관계 변화 분석.

｢행정논총｣, 47(2): 211-232.

오종진. (2010). 사립대학의 규모별ㆍ지역별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31: 265-284.

우상범·김정우. (2013).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 결정요인: 경기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1(3): 53-75.

원숙연·성민정. (2016). 가족친화제도 동형화의 내부구조와 영향요인: 가

족친화인증기업(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1), 139-166.

유규창·김향아. (2006).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6(3), 97-129.

유두호·황정윤·장용석. (2019). 준거집단 압력과 제도 생태계를 통한 사

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와 행정｣, 29: 129-163.

유두호·엄영호. (2020). 사회적 기업 역할 및 영역 확대의 필요성 분석:

국회의원의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2), 87-117.

유란희·김선형.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과정 연구-동형화 이

론의 검증을 통한 확산의 이해. ｢한국정책학회보｣, 26(3), 51-80.

유민봉(2015).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유한별·나태준. (2019).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 (isomorphism) 이론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2), 47-70.

유현숙·김미란·이정미·최정윤. (2009).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

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윤견수. (1997). 정당성의 논리와 중간조직의 딜레마. ｢한국행정학보｣,

31(2): 2093-2109.

윤상섭. (2005). 국립대학제도의 변화양태와 발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영덕. (2020. 10.). 202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

플랜.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



- 321 -

윤주철, 양지숙·전영한. (2011). 조직개편, 기관특성, 그리고 정치적 환경:

한국 중앙행정조직의 생존기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45(2): 187-214.

윤주철. (2012). 정부 조직개편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중앙행정조기 실증분석 (1948-201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2):

85-109.

이경묵. (1999). 제도론: 주요 이슈와 미래의 연구방향. ｢경영논집｣, 33:

382-409.

이경은·전영한. (2020). 조직공공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 한국의 공공기

관 실증 분석. ｢행정논총｣, 58(1): 37-71.

이경은·전영한. (2016). 재정적 공조직성과 조직성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 실증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3): 37-63.

이규용·김동원. (2001). 팀제도입요인으로서 합리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

구. ｢경영학연구｣, 30(3): 1009-1035.

이기종. (2015). 대학 구조 개혁 평가의 배경, 쟁점 및 대안. ｢교육평가연

구｣, 27: 933-954.

이만우. (1998). 대학구조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교육｣, 10-17.

이맹주. (2017). 정부조직개편의 제도논리와 성과논리: 정보통신분야 ‘컨

트롤 타워’의 탄생, 해체, 부활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4(1):

1-26.

이병태. (2001). 한국중앙정부조직개편의 성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5(3): 225-252.

이석주. (2005). 한국 사립대학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학교육｣,

133: 30-34.

이석환. (2013).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수평적·수직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47(3): 329-359.

______. (2021). 정책확산 결과로서의 수렴 또는 분화: 기초자치단체 주

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55(2): 217-250.

이수영·김동원. (2014). 제도적 요인이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에 미치

는 영향: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4(2), 1-30.

이슬아. (2017). 대학 구조개혁 정책 변동 분석 : Kingdon의 정책흐름모



- 322 -

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종. (2004). 지방차원의 정책혁신 확산과 시간-지방행정정보공개조례

의 사례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 5-25.

이 영. (2010). ｢대학구조조정 필요성과 방안｣, 대학교육 164호

(2010.03.04.),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_____. (2014). 대학 구조조정: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184: 10-15.

이용균· 이기성. (2010).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

전 방향. ｢평생교육ㆍ HRD 연구｣, 6(2): 165-185.

이일용· 김가람. (2016). 소규모학교. 국립대학 통폐합 과정의 갈등 네트

워크 구조 특성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3(3): 49-73.

이정미·김은영·이길재·임소현·장덕호·한경희·신수희. (2013).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정철·허만형. (2012).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책확산 연구: 기초자치단체

의 제도 도입을 기초한 사건사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3):

95-119.

____________. (201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사건

사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2): 29-58.

이종범. (2008). 형식주의의 재음미: 딜레마와 상징적 형식주의. ｢정부학

연구｣, 14(3): 5-34.

이종원·박대권. (2020). 대학통폐합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미

래교육학연구｣, 33(2): 73-96.

이진권. (2021). 대학의 공공성 담론 및 효율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창길. (2008). 세계화 과정에서 정책의 동형화 (Isomorphism) 메카니즘

분석: 인력감축, 정보공개 및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1-26.

이창원. (2001). 우리나라 정부기구 개편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대중 정

부 3년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 10(2).128-152.

이필남·이정미·박재윤·김철회·오세희. (2010).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연

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323 -

이현정, 이은수, 안혜영· 홍세희. (2016).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첫 입소

시점과 영향요인 검증: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한 생존분석. ｢육아

정책연구｣, 10(3): 71-94.

이황원. (2009). 경합가치모형에 의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전략. ｢교육행정학연구｣, 27(2): 81-107.

임대규. (2018). 사립대학의 교육여건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1(4): 21-44.

임도빈. (2014). 중앙부처조직의 개편에 관한 연구: 역사적 시각에서. ｢한

국조직학회보｣, 11(1): 1-45.

임동완. (2007). OECD 주요국가 중앙정부의 복식부기․ 발생기준 예산

및 회계 제도화에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41(4): 129-151.

임성윤. (2010). 한국의 대학과 시간강사. ｢역사비평｣, 74-104.

임연기. (2005). 한국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과 쟁점. ｢교육행정학연

구｣, 23(4): 243-268.

장덕호. (2009). 교육정책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2008 학년도 대학입학제

도 개선안 사례분석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6(3): 53-82.

장석인. (2013).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동형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모방적 동형화의 매개효과 검증. ｢인적자원관리연구｣, 20(4): 87-110.

장석준. (2011).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제도화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2), 175-200.

장석준·허준영. (2016). 기초 지방정부 갈등 예방 조례의 확산 영향 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5(3): 75-104.

장아름. (2015).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역사적 신제도주

의의 제도변화 관점 적용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2(4),

109-140.

장용석·정장훈·조승희. (2014). 인적자원관리제도 운영의 딜레마: 효율성

과 책임성의 공존에 관한 공, 사부문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8(2), 27-53.

장유미·유한별·하연섭. (2019).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조

례의 확산요인 연구: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압력을 중심으

로. ｢지방정부연구｣, 23(2): 97-116.



- 324 -

전영한. (2008). 한국 중앙교육행정조직 60 년: 조직환경과 조직구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5(2): 59-88.

______. (2009). 공공･민간조직 비교연구 메타분석: Sayre 명제의 재검증.

｢행정논총｣, 47(2): 61-93.

______. (2014). 법인화에 따른 자율성효과의 불확실성: 서울대학교 사례.

｢행정논총｣, 52(4): 79-109.

전이영·이경묵. (2017). 제도적 압력에 대한 기업의 반응과 지배구조의

조절효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25(4):

173-208.

정다정·문승민·나태준. (2018).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자살예방 조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281-301.

정대훈·신동엽. (2016). 한국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고용의 결정요

인들에 관한 연구: 거시 조직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 26(3), 73-104.

____________. (2017). 조직근접성과 신규제도의 채택 간의 관계: 지위와

적소기반 근접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46(6):

1631-1662.

정대훈·신동엽·김선혁. (2017). 규범적 동형화의 두 가지 원천. ｢교육행정

학연구｣, 35(4): 227-257.

정동섭. (2008). 비정규직 고용의 결정요인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4): 187-206.

정병걸. (2004). 동형화를 통한 정책이전과 공기업 민영화: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2(4): 107-132.

정성수. (2008). 교육정책집행 영향요인의 특성 분석 - 교육대학발전 교

사교육프로그램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교육행정연구｣, 26(2):

23-48.

정연이·이영재. (2018). 1950 년대 테디 보이 (Teddy boys) 스타일의 모

방 특성: 르네 지라르의 모방적 욕망 이론을 중심으로. ｢복식｣,

68(3): 56-71.

정용덕·권순만·김관보·김난도·김준기·김현성·이명석·최재승·최태현.

(1999).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서울: 대영문화사.



- 325 -

정일환·이일용·홍후조·김병주·조석훈·김정희·정현숙·이호섭. (2008). 입학

사정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탐색. 서울: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정장훈. (2013). 공공부문 성과주의 인사제도 활용에 관한 분석-제도 운

영의 디커플링 (decoupling) 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 179-204.

정장훈·조문석·장용석. (2011).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1(2): 179-215.

정정길. (2002).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 접근방법: 제도의 정합

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1-19.

정준표. (2003). 합리적 선택이론에 있어서 합리성의 개념. ｢대한정치학회

보｣, 11(2): 415-439.

조범진. (2012). 입학사정관전형의 특성 분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성한. (2008). 정부조직구조의 영향요인.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

논문집. 241-61.

조인식. (2019).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

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조정호. (2015). 교육부 정책에 따른 시간강사의 딜레마 연구: 서울 소재

3개 국립대 자료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9(4): 111-139.

조희진·장용석. (2014).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 및 조직 효과성 분석-

공공기관의 전략적 선택과 제도적 조응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보｣, 23(1): 343-373.

주상현. (2022).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대학조직의 변화 방향. ｢지방정부연

구｣, 25(4): 237-261.

주휘정. (2014). 고등교육 정책확산의 패턴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실증 연

구: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2: 209-233.

차정민. (2016). ｢학생부종합전형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한국교육개

발원.

차지철. (2021). 대학 정원 적정규모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9(4):

27-53.

최강식· 이보경. (2017). 대학정원정책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대학구조개



- 326 -

혁정책의 변화와 쟁점. ｢교양교육연구｣, 11(1): 313-363.

최돈민. (2016). 시간강사법의 쟁점과 해법. ｢교육정치학연구｣, 23(4):

115-133.

최상한. (2010).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한국행

정학보｣, 44(3): 87-113.

최석준·김병수. (2010).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자와 수능중심 전형 입학

자간의 학업성취도 비교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1(11):

4220-4227.

최세경. (2010). 자원획득 능력과 전략적 자원이 조직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 제도적 동형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

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최세경·현선해. (2011). 제도적 동형화와 조직 정당성: 자원의존이론과 제

도론의 결합. ｢대한경영학회지｣, 24(2): 1029-1050.

최예나·김이수. (2017). 정부 간 재정관계로서 지방 국고보조금제도의 성

과 결정요인 연구: 상황론적 정책집행요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

구｣, 21(2): 209-230.

최재녕. (2005).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기

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451-474.

최정인·문명재. (2017).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의 대응전략. ｢지방

정부연구｣, 21(2): 305-323.

최종원. (1995). 합리성과 정책연구. ｢한국정책학회보｣, 4(2): 131-160.

최종원·백승빈. (2001). 한국의 정책집행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행정논

총｣, 39(3): 167-193.

최종인·김용훈. (2008).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2): 147-175.

한경희. (2006). 이공계 대학특성화의 기회와 제약: 획일화된 다양성. ｢한

국사회학｣, 40(1): 157-18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 ｢2013년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 시행계획｣.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2021). ｢2021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 대구: 한국사

학진흥재단.



- 327 -

한면희. (1995). 21세기에 대비하는 사회과 교육의 과제. ｢사회과교육｣,

28: 3-25.

한승주. (2010).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한국행정학보｣,

44(4): 29-58.

한 준. (2002). 대학간 경쟁구조. ｢사회발전연구｣, 8: 1-18.

함규정·윤위석·김경환·김은환. (2004). 제도적 환경과 기술적 환경이 의사

결정과정의 합리성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개발연구｣,

6(1): 27-63.

함석동. (2009).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학 비정규직 교원 관련

쟁점 연구. ｢교육법학연구｣, 21(1): 275-301.

허다혜. (2009).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추세에 관한 연구: 정부의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정윤·장용석. (2013). 개발도상국에서의 국제노동협약 확산의 영향요인:

최저임금결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2047-2080.

황정윤･김회성･장용석. (2015).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동학. ｢한국행정

학보｣, 49(3): 247-278.

Abrahamson, E. (1991). Managerial fads and fashions: The diffusion

and rejection of innov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3): 586-612.

Abrahamson, E., & Hegeman, R. (1994). Strategic conformity: An

institutional theory explanation. In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Dallas, TX.

Adam, C., Bauer, M, W., Knill, C. & Studinger, P. (2007). The

Termin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Theoretical Perspectives to

Revitalize a Promising Research Area. Public Organization

Review, 7: 221-236.

Alasoini, T. (2011). Workplace Development as Part of Broad-based

Innovation Policy: Exploiting and Exploring Three Types of

Knowledge. Nordic Journal of Working Life Studies, 1(1): 23-43.



- 328 -

Allison, G. T. (1983). Public and Private Management: Are They

Fundamentally Alike in All Unimportant Respects? . In J. L.

Perry & K. L. Kraemer (Eds.), Public Management: Public and

Private Perspectives(pp. 72-92).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Allison, P. D. (2014). Event history and survival analysis. Sage.

Andrews, R., Boyne, G. A., & Walker, R. M. (2011). Dimensions of

publicnes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review of the

evide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1(suppl_3): i301-i319.

Argote, L., Beckman, S. L., & Epple, D. (1990). The persistence and

transfer of learning in industrial settings. Management science,

36(2), 140-154.

Ashworth, R., Boyne, G., & Delbridge, R. (2009). Escape from the

iron cage? Organizational change and isomorphic pressures in the

public sector.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9(1): 165-187.

Askim, Jostein, Tom Christensen, Anne Lise Fimreite, and Per

Laegried. (2010). how to assess administrative reform?

Investigating the adoption and preliminary impacts of the

Norwegian welfare administration reform. Public Administration,

88(1): 232-246.

Baldridge, J. Victor, and Robert A. Burnham. (1975). Organizational

innovation: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impac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0: 165-176

Bandura, A. (1982).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arreto, I., & Baden‐Fuller, C. (2006). To conform or to perform?

Mimetic behaviour, legitimacy‐based groups and performance

consequence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3(7): 1559-1581.

Baum, J. A., & Mezias, S. J. (1992). Localized competition and



- 329 -

organizational failure in the Manhattan hotel industry, 1898-1990.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80-604.

Baum, J. A., & Oliver, C. (1991). Institutional linkages and

organizational mortali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87-218.

Baum, J. A., & Singh, J. V. (1994). Organizational niches and the

dynamics of organizational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2): 346-380.

Beckert, J. (1999). Agency, entrepreneurs, and institutional change.

The role of strategic choice and institutionalized practices in

organizations. Organization studies, 20(5): 777-799.

Berger, P. L. and Luckmann, T. (1967).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Double-day/Anchor.

Berman, P. (1978). The study of macro-and micro-implementation.

Public policy, 26(2), 157-184.

Berry, F. S., & Berry, W. D. (1990).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An event history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2), 395-415.

Bleiklie, I., & Kogan, M. (2007). Organization and governance of

universities. Higher Education Policy, 20(4), 477-493.

Boin, A., Kuipers, S., & Steenbergen, M. (2010). The life and death of

public organizations: A question of institutional design?.

Governance, 23(3): 385-410.

Bothner, M. S. (2003). Competition and social influence: The diffusion

of the sixth-generation processor in the global computer indust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6): 1175-1210.

Boxenbaum, E., & Jonsson, S. (2017). Isomorphism, diffusion and

decoupling: Concept evolution and theoretical challenges. The

Sage handbook of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2: 79-104.

Boyne, G. A. (2002). Public and private management: what’s the

differen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9(1): 97–122.

Bozeman, B. (1987). All organizations are public: Bridging public and



- 330 -

private organizational theories. Jossey-Bass.

Bozeman, B., & Bretschneider, S. (1994). The “publicness puzzle” in

organization theory: A tes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of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4(2): 197-224.

Brunsson, N., and J.P. Olsen. 1993. The Reforming Organization.

London: Routledge.

Buchanan, B. (1975). Red-tape and the service ethic: Some

unexpected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managers.

Administration & Society, 6(4): 423-444.

Burgoon, J. K., & Le Poire, B. A. (1993). Effects of communication

expectancies, actual communication, and expectancy

disconfirmation on evaluations of communicators and their

communication behavio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0(1):

67-96.

Burns, L. R., & Wholey, D. R. (1993). Adoption and abandonment of

matrix management programs: Effects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6(1): 106-138.

Burns, T. E., & Stalker, G. M. (1961). The Management of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Burt, R. S. (1976). Positions in Networks. Social Forces, 55: 93–12.

__________. (1983). Firms, directors and time in the directorate tie

market. Social Networks, 5(1): 13-49.

__________. (1987). Social contagion and innovation: Cohesion versus

structural equival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6),

1287-1335.

Campbell, J. L. (2004). Institutional Change and Globaliza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_________. (2006). Institutional analysis and the paradox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 331 -

49(7): 925-938.

Casile, M., & Davis-Blake, A. (2002). When accreditation standards

change: Factors affecting differential responsiveness of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1):

180-195.

Chandler Jr, A. D. (1969). Strategy and structure: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American industrial enterprise (Vol. 120). MIT

press.

Chatelain-Ponroy, S., Mignot-Gérard, S., Musselin, C., & Sponem, S.

(2018). Is commitment to performance-based management

compatible with commitment to university “publicness”?

Academics’ values in French universities. Organization Studies,

39(10): 1377-1401.

Child, J. (1972). Organizational structure, environment and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ic choice. Sociology, 6(1): 1-22.

______. (1973). Predicting and understanding organization structur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68-185.

Christensen, T. (2011). University governance reforms: potential

problems of more autonomy?. Higher education, 62(4): 503-517.

Christensen, T., & Lægreid, P. (2001). New Public Management: The

effects of contractualism and devolution on political control. Public

Management Review, 3(1): 73-94.

Chun, Y. H., & Rainey, H. G. (2005). Goal ambiguity in US federal

agenc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1): 1-30.

Colyvas, J. A., & Jonsson, S. (2011). Ubiquity and legitimacy:

Disentangling diffusion and institutionalization. Sociological theory,

29(1): 27-53.

Conley, D. T. (1997). Roadmap to Restructuring: Charting the Course

of Change in American Education. Eugene, OR: University of

Oregon Press.



- 332 -

Covaleski, M. A., & Dirsmith, M. W. (1988).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the rise, social transformation, and fall of a

university budget categor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62-587.

Cyert, R. M., & March, J. G. (1963).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Prentice Hall/Pearson Education.

Dacin, M. T. (1997). Isomorphism in context: The power and

prescription of institutional norm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0(1): 46-81.

Dahl, R. A., & Lindblom, C. E. (1953). Politics, economics and

welfare: planning and politico-economic systems, resolved into

basic processes. New York: Harper & Brothers.

Damanpour, F., & Gopalakrishnan, S. (1998). Theorie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nnovation adoption: the role of

environmental change.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15(1): 1-24.

Davis, G. F. (1991). Agents without principles? The spread of the

poison pill through the intercorporate network.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6: 583-613.

Davis, G. F., and H. R. Greve. (1997). Corporate elite networks and

governance changes in the 1980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1-37.

Davis-Blake, A., & Uzzi, B. (1993). Determinants of employment

externalization: A study of temporary work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95-223.

Deephouse, D. L. (1996). Does isomorphism legitimat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4): 1024-1039.

_______________. (1999). To be different, or to be the same? It’sa

question (and theory) of strategic bal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2): 147-166.

Dill, D. D. (2014). Public policy design and university reform: Insights



- 333 -

into academic change. Reforming higher education: 21-37.

DiMaggio, P. (1988). Interest and agency in institutional theory.

Institutional patterns and organizations culture and environment:

3-21.

DiMaggio, P. J., &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47-160.

Dobbin, F., Edelman, L. B., Meyer, J. W., & Swidler, A. (1988). The

expansion of due process in organizations. Institutional patterns

and organizations: Culture and environment: 71-100.

Doeringer, P. B., & Piore, M. J. (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Ma: DC Heath.

Donaldson, L. (1996). The normal science of structural contingency

theory. Handbook of organization studies, 44(20): 57-76.

Dornbush, S. M., & Scott, W. R. (1975). Evaluation and the exercise

of authority. San Francisco: JosseyBass.

Doty, D. H., Glick, W. H., & Huber, G. P. (1993). Fit, equifinalit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test of two configurational theori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6(6): 1196-1250.

Downs, A. (1967). Inside Bureaucrac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Edelman, L. B. (1992). Legal ambiguity and symbolic structures:

Organizational mediation of civil rights law.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6): 1531-1576.

Elmore, R. F. (1980). Backward Mapping: Implementation Research

and Policy Decis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4: 601-616.

Emmert, M. A., & Crow, M. M. (1988). Public, private and hybrid

organization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ole of publicness.

Administration & Society, 20(2), 216-244.

Erickson, C.L., & Jacoby, S. M. (2003). The Effect of Employer

Networks on Workplace Innovation and Training. Industrial and



- 334 -

Labor Relations Review, 56(2): 203-223.

Fain, T. G. (ed.) (1977). Federal Reorganization: The Executive

Branch. New York : Bowker.

Ferris, J. M., & Tang, S. Y. (1993). A SERIES ON THE NEW

INSTITUTIONALISM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New Institutionalism And Public Administration: An Overview.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3(1):

4-10.

Filippini, M., & Prioni, P. (2003). The influence of ownership on the

cost of bus service provision in Switzerland-an empirical

illustration. Applied Economics, 35(6): 683-690.

Finkelstein, S., & Hambrick, D. C. (1990). Top-management-team

tenure and organizational outcomes: The moderating role of

managerial discre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84-503.

Fligstein, N. (1985). The Spread of the Multidivisional For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377-91.

Fombrun, C., & Shanley, M. (1990). What's in a name? Reputation

building and corporate strateg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2): 233-258.

Fottler, M. D. (1981). Is management really generic?.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6(1): 1-12.

Frumkin, P., & Galaskiewicz, J. (2004).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public sector organizations. Journal of public a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4(3): 283-307.

Galaskiewicz, J., & Wasserman, S. (1989). Mimetic processes within

an interorganizational field: An empirical tes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54-479.

Garnett, J. L., & Levine, C. H. (1980). State executive branch

reorganization: patterns and perspectives. Administration &

Society, 12(3): 227-276.

Geletkanycz, M. A., & Hambrick, D. C. (1997). The external ties of



- 335 -

top executives: Implications for strategic choice and performa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54-681.

Gimeno, J., & Woo, C. Y. (1996). Hypercompetition in a multimarket

environment: The role of strategic similarity and multimarket

contact in competitive de-escalation. Organization science, 7(3):

322-341.

Gittelman, M. (2007), Does Geography Matter for Science-based

Firms? Epistemic Communities and the Geography of Research

and Patenting in Biotechnology. Organization Science, 18(4):

724-741.

Goodstein, J. D. (1994). Institutional pressures and strategic

responsiveness: Employer involvement in work-family issu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2): 350-382.

Graham, Erin, Charles R. Shipan, and Craig Volden, (2008). The

Diffusion of Policy Research. The paper presented at the 2008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Gramm, C. L., & Schnell, J. F. (2001). The use of flexible staffing

arrangements in core production jobs. ILR Review, 54(2): 245-258.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Gray, V. (1973). Innovation in the states: A diffusion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4): 1174-1185.

Greening, D. W., & Gray, B. (1994). Testing a model of organizational

response to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3): 467-498.

Greve, Henrich R. & Taylor, Alva. (2000). Innovations as Catalysts

for Organizational Change: Shifts in Organizational Cognition and

Sear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5: 54-80.

Grewal, Rajdeep & Ravi Dharwadkar. (2002). The Role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Marketing Channels. Journal of

Marketing, 66(3): 82-97.



- 336 -

Grupp, F. W., & Richards, A. R. (1975). Variations in elite perceptions

of American states as referents for public policy mak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3), 850-858.

Guler, I., Guillén, M. F., & Macpherson, J. M. (2002). Global

competition, institutions, and the diffusion of organizational

practices: The international spread of ISO 9000 quality certificat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7(2): 207-232.

Gulick, L., & Urwick, L. (1937). Notes on the Theory of

Organization. New York, NY : Columbia University.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Gumport, P. J. & Pusser, B. (1997). Restructuring the academic

environment. In Peterson, M. W. et al.(ed.). Planning and

Management for a Changing Environ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Hammer, M., & Stanton, S. A. (1995). The Reengineering Revolution.

NY: Harper Collins books.

Hanka, G. “Debt and the Terms of Employmen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8 (3) (1998): 245～282.

Hannan, M. T., & Freeman, J. (1989). Organizational ec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Hardy, C., & Maguire, S. (2010). Discourse, field-configuring events,

and change in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al fields: Narratives of

DDT and the Stockholm Conven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3(6): 1365-1392.

Haunschild, P. R., & Miner, A. S. (1997). Modes of interorganizational

imitation: The effects of outcome salience and uncertain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72-500.

Haveman, H. A. (1993). Follow the leader: Mimetic isomorphism and

entry into new marke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93-627.

Higgins, M. C., & Gulati, R. (2006). Stacking the deck: The effects of



- 337 -

top management backgrounds on investor decis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7(1): 1-25.

Hoffman, A. J., & Ventresca, M. J. (2002). Organizations, polic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nstitutional and strategic perspectives.

Stanford University Press.

Hoppe, H. C. (2000). Second-mover advantages in the strategic

adoption of new technology under uncertain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8(2): 315-338.

Hrebiniak, L. G., & Joyce, W. F. (1985). Organizational adaptation:

Strategic choice and environmental determinism.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36-349.

Huff, A. S. (1982). Industry influences on strategy reformul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2): 119-131.

James G. March and Johan P. Olsen. (1984). The New

Institutionalism: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 (September): 734–49.

Jensen, J. L. (2003). Policy Diffusion through Institutional

Legitimation: State Lotter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3(4): 521-541

Jepperson, R. & Meyer, J.(1991). The public order and the

construction of formal organizations. In W. Powell, & P.

DiMaggio(Eds.),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kisaari, M. & Vuori, J. (2009). The Role of Reference Groups and

Network Position in the Timing of Employment Service Adop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0:

137-156.

Joo, S., & Ha, J. (2016). Fashion industry system and fashion leaders

in the digital er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0(3): 506-515.

Judge Jr, W. Q., & Zeithaml, C. P. (1992). Institutional and strategic



- 338 -

choice perspectives on board involvement in the strategic decision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5(4): 766-794.

Justin Tan, J., & Litsschert, R. J. (1994). Environment‐strategy

relationship and its performance implications: An empirical study

of the Chinese electronics indus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1): 1-20.

Kalleberg, A. L., Reynolds, J., & Marsden, P. V. (2003). Externalizing

employment: Flexible staffing arrangements in US organiz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32(4): 525-552.

Karch, A. (2007). Emerging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in state

policy diffusion research.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7(1):

54-80.

Kaufman, H. (1976). Are Government Organizations Immortal? .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Kennedy, M. T., & Fiss, P. C. (2009). Institutionalization, framing, and

diffusion: The logic of TQM adoption and implementation

decisions among US hospital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2(5): 897-918.

Kim, T. (2016).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Publicness: The Case of Korea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2):

41-69.

Kim, T. Y., D. Shin, H. Oh, and Y. C. Jeong. (2007). Inside the Iron

Cage: Organizational Political Dynamic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Presidential Selection Systems in Korean Universities,

1985-2002.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2(2): 286-323.

Kimberly, J. R., & Evanisko, M. J. (1981). Organizational innovation:

The influence of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contextual factors

on hospital adoption of technological and administrative

innov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4(4): 689-713.

Koppell, J. G. (2003). The Politics of Quasi-Government: Hybrid



- 339 -

Organizations and the Dynamics of Bureaucratic Contro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raatz, M. S., & Moore, J. H. (2002). Executive migr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1),

120-143.

Kraatz, M. S., & Zajac, E. J. (1996). Exploring the limit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llegitimate

organization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12-836.

Lah, T. J., & Perry, J. L. (2008). The diffusion of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in OECD countries: A tale of two paths to

reform.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8(3), 282-299.

Larson, M. S. (1977). The Rise of Professionalism: A Sociological

Analy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autsch, B. A. (2002). Uncovering and explaining variance in the

features and outcomes of contingent work. ILR Review, 56(1):

23-43.

Lawrence, P. R., & Lorsch, J. W. (1967).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n complex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47.

Lawrence, T. B., Winn, M. I., & Jennings, P. D. (2001). The temporal

dynamics of institution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4): 624-644.

Lee, Y. J. (2017). Understand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publicness: do public universities produce more public outcomes

than private universities?. Higher Education Quarterly, 71(2):

182-203.

Lewis, D. E. (2002). The Politics of Agency Termination: Confronting

the Myth of Agency Immortality. The Journal of Politics, 64(1):

89-107.

Lewis. (2003). Presidents and the Politics of Agency Design:

Political Insulation i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 340 -

Bureaucracy, 1946-199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Lieberman, M. B., & Montgomery, D. B. (1988). First‐mover

advantag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9(S1): 41-58.

Lorrain, Franc ̧ois, and Harrison C. White. 1971. Structural Equivalence

of Individualsin Social Networks.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1:49–80.

Lounsbury, M. (2002).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and status mobility: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field of fin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1): 255-266.

Lv, Y., Ma, C., Wu, M., Li, X., & Hao, X. (2022). Assessment of

Preschool's Inclusive Participation in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 Under Institutional Pressure: Evidence From China.

Frontiers in Psychology, 13: 1-16.

March, J. G., & Olsen, J. P. (1983). Organizing political life. What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tells us about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 281-297.

March, J. G., & Olsen, J. P. (1997). Institutional perspectives on

political institutions. The policy process: A reader, 2.

Mauro, S. G., Cinquini, L., & Grossi, G. (2018). External pressures

and internal dynamic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an endless process?.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41(2): 224-252.

McKinley, W., Zhao, J., & Rust, K. G. (2000). A Sociocognitive

Interpretation of Organizational Downsizing.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27-243.

Meier, K. J., & O’Toole, L. J. (2011).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management: Theoretical expect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1(SUPPL. 3): i283–i299.

Meier, K. J., O’Toole, L. J., & Hicklin, A. (2009). Comparing the

impact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management: A preliminary



- 341 -

analysis us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erton, R. K.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Y: The

Free Press.

Meyer, H. D., & Rowan, B. (2006). Institutional analysis and the

study of education. The new institutionalism in education. SUNY

Press. 1-13.

Meyer, J. W., & Rowan, B.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340-363.

Meyer, J., Scott, W. R., & Strang, D. (1987). Centralization,

fragmentation, and school district complexi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86-201.

Meyer. (1994). Rationalized Environments. in W.R.Scott, Meyer and

associates. (eds.).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organizations:

structural complexity and individualism. thousand oaks, CA:Sage,

pp.28-54.

Miller, D. (1991). Stale in the saddle: CEO tenure and the match

between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Management science,

37(1): 34-52.

Miller, D., Breton-Miller, I. L., & Lester, R. H. (2013). Family firm

governance, strategic conformity, and performance: Institutional

vs. strategic perspectives. Organization Science, 24(1): 189-209.

Mintrom, M. (1997). Policy entrepreneurs and the diffusion of

innov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38-770.

Mintzberg, H. (1979). Patterns in strategy formation.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 Organization, 9(3): 67-86.

Mizruchi, M. S., & Fein, L. C. (1999). The social construction of

organizational knowledge: A study of the uses of coercive,

mimetic, and normative isomorphism.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4(4): 653-683.



- 342 -

Monge, P. R., Rothman, L. W., Eisenberg, E. M., Miller, K. I., &

Kirste, K. K. (1985). The dynamics of organizational proximity.

Management Science, 31(9): 1129-1141.

Mooney, C. Z. (2001). Modeling regional effects on state policy

diffus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1): 103-124.

Mosher, F. (Ed.) (1967). Governmental reorganizations. Indianapolis:

Bobbs-Merrill Company.

Moulton, S. (2009). Putting together the publicness puzzle: A

framework for realized publicnes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9(5): 889-900.

Moulton, S., & Bozeman, B. (2011). The publicness of policy

environments: An evaluation of subprime mortgage lending.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1(1):

87-115.

Nadkarni, S., & Narayanan, V. K. (2007). Strategic schemas, strategic

flexibility, and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industry

clockspeed.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8(3): 243-270.

Naveh, E., Marcus, A., & Moon, H. K. (2004). Implementing ISO

9000: performance improvement by first or second mover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42(9): 1843-1863.

Ng, P. M., Wut, T. M., Lit, K. K., & Cheung, C. T. (2022). Driver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rm perform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An institutional theory approac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29: 871-886.

Nohria, N., & Gulati, R. (1996). Is slack good or bad for innov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5): 1245-1264.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utt, P. C. (1998). Framing strategic decisions. Organization Science,

9(2): 195-216.



- 343 -

Offe, C. (1992). Bindings, shackles, brakes: on self-limitation

strategies. In Honneth, A., McCarthy, T., Offe, C., Wellmer,

A.(Eds.), Cultural-political interventions in the unfinished project

of enlightenment.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Oliver, C. (1991). Strategic responses to institutional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1): 145-179.

_________. (1992). The antecedents of deinstitutionalization.

Organization studies, 13(4): 563-588.

Oliver, W. M. (2000). The third generation of community policing:

Moving through innovation, diffusion, and institutionalization.

Police quarterly, 3(4): 367-388.

Olsen, J. P., & March, J. G. (1989).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Othman, R., & Othman, R. (2014).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social performance: Evidence from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 Society, 15(1): 1-18.

Owen-Smith, J., & Powell, W. W. (2008). Networks and institutions.

The Sage handbook of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Palmer, D. A., Jennings, P. D., & Zhou, X. (1993). Late adoption of

the multidivisional form by large US corporations: Institu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accoun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00-131.

Paradeise, C., Bleiklie, I., Enders, J., Goastellec, G., Michelsen, S.,

Reale, E., et al. (2009). Reform policies and change processes in

Europe. In J. Huisman (Ed.),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governance of higher education. Alternative frameworks for

coordination. New York: Routledge.

Paulsen, Michael B. 1990. Curriculum Change at Liberal Arts

Colleges. The Influence of Financial Conditions. Liberal Education,

76: 2-5.

Perrow, C. (1961). Organizational prestige: Some functions and



- 344 -

dysfunc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6(4): 335-341.

Perry, J. L., & Rainey, H. G. (1988).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organization theory: A critique and research strateg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2): 182-201.

Pesch, U. (2008). The public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 Society, 40(2): 170-193.

Peters, B. G. (1992). Government reorganization: A theoretical

analysi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13(2): 199-217.

Pfeffer, J. (1982).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 theory (pp.

237-251). Boston: Pitman.

Pfeffer, J., & Baron, J. N. (1988). Taking the workers back out:

Recent trends in the structuring of employment.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0(1988): 257-303.

Pfeffer, J., & Salancik, G. R. (2003).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Phillips, D. J., & Zuckerman, E. W. (2001). Middle-status conformity:

Theoretical restatement and empirical demonstration in two

marke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2): 379-429.

Podolny, J. M., & Baron, J. N. (1997). Resources and relationships:

Social networks and mobility in the workpla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3-693.

Porac, J. F., Thomas, H., & Baden‐Fuller, C. (1989). Competitive

groups as cognitive communities: The case of Scottish knitwear

manufacturer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6(4): 397-416.

Porter, M. E. (1985). Technology an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business strategy: 60-78.

___________. (1980). Industry structure and competitive strategy: Keys

to profitability. Financial analysts journal, 36(4): 30-41.

Premkumar, G., & Roberts, M. (1999). Adoption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in rural small businesses. Omega, 27(4): 467-484.



- 345 -

Rainey, H. G., & Bozeman, B. (2000).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Empirical research and the power of the a priori.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2):

447-470.

Rainey. H. G. (2014).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nization: fifth edition, Jossey-Bass.

Reger, R. K., & Huff, A. S. (1993). Strategic groups: A cognitive

perspectiv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2): 103-123.

Rhee, M., & Haunschild, P. R. (2006). The liability of good reputation:

A study of product recalls in the US automobile industry.

Organization science, 17(1): 101-117.

Roberts, P. W., & Greenwood, R. (1997). Integrating transaction cost

and institutional theories: Toward a constrained-efficiency

framework for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design adop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2(2): 346-373.

Robinson, Scott E. (2004). The President as Reformer: When Do

Presidents Initiate Administrative Reform through Legislati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4(4): 793-803.

Rogers, E. M. (1995). Diffusion of Innovations: modifications of a

model for telecommunications. In Die diffusion von innovationen

in der telekommunikation (pp. 25-38). Springer, Berlin, Heidelberg.

Rosner, M. M. (1968). Economic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14-625.

Rowan, B. (1982).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case of public school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59-279.

Scott, R. W., Scott, W. R., & Meyer, J. W. (1994).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organizations: Structural complexity and

individualism. Sage.

_________. (2006). The New Institutionalism and the Study of

Educational Organizations: Changing Ideas and Changing Times.



- 346 -

In Rowan, B., Meyer, H., & Rowan, B. (eds). The new

institutionalism in education, 15-32: SUNY Press.

Ruef, M., & Scott, W. R. (1998). A multidimensional model of

organizational legitimacy: Hospital survival in changing

institutional environmen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877-904.

Scott, P. G., & Falcone, S. (1998).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ree framework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8(2): 126-145.

Scott, W. Richard. (1987). The Adolescence of Institutional Theor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2: 493-511.

__________. (1991). Unpacking Institutional Arguments. In Powell, W.

B., & DiMaggio, P. J. (Hrsg.):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__________. (1994).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SAGE Publications.

__________. (2001).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2nd [thoroughly

rev. and expanded] (eds.). Thousand Oaks, CA.[etc.]: Sage.

Scott, W. R., & Davis, G. F. (2015). Organizations and Organizing: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Perspectives. New York:

Routledge.

Scott, W. R., & Meyer, J. (1991). The organization of societal sectors.

In P. J. DiMaggio & W. W. Powell (Eds.),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pp.108-14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hin, D., & Chung, D. (2020). Multi-level and multi-faceted

institutional dynamics: neoliberal reforms in Korean universities,

2008–2013.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26(4): 478-502.

Shipan, C. R., & Volden, C. (2012). Policy diffusion: Seven lessons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2(6):

788-796.



- 347 -

Shleifer, A., & Vishny, R. W. (1994). Politicians and firm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4): 995-1025.

Siegel, P. H., Agrawal, S., & Rigsby, J. T. (1997). Organizational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stitutional isomorphism in an

accounting context. The Mid-Atlantic Journal of Business, 33(1):

49.

Simon, H. A. (1965).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1-37.

Spell, C. S., & Blum, T. C. (2005). Adoption of workplace substance

abuse prevention programs: Strategic choice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8(6): 1125-1142.

Stazyk, E. C., & Goerdel, H. T. (2011). The benefits of bureaucracy:

Public managers’ perceptions of political support, goal ambiguit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1(4): 645-672.

Stinchcombe, A. L. (1965). Social structure and organizations, In

March, J. (Ed.), Handbook of Organizations, Rand McNally,

Chicago, IL, pp. 142-93

Strang, D. (1996). Inducing a Network Influence Structure from

Multiple Diffusion Processes. Annu. Eet. Of Am. Sociol. Assoc.,

New York.

Strang, D., & Meyer, J. W. (1993).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diffusion. Theory and society, 22(4): 487-511.

Strang, D., & Soule, S. A. (1998). Diffusion in organizations and

social movements: From hybrid corn to poison pill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265-290.

Subramony, M. (2006). Why Organizations Adopt some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and Reject Others: An

Exploration of Rationales. Human Resource Management, 45(2):

195-210

Suchman, M. C. (1995). Managing legitimacy: Strategic and



- 348 -

institutional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571-610.

Thiel, S. Van. (2001). Quangos: Trends, Causes and Consequences.

Burlington, VT: Ashgate.

Thompson, J. D., Zald, M. N., & Scott, W. R. (2017). Organizations

in action: Social science bases of administrative theory. NY:

Routledge.

Tina Dacin, M., Goodstein, J., & Richard Scott, W. (2002).

Institutional theory and institutional change: Introduction to the

special research forum.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1):

45-56.

Tolbert, P. S. (1985).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resource

dependence: Sources of administrative structure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13.

Tolbert, P. S., & Zucker, L. G. (1983). Institutional sources of change

in the formal structure of organizations: The diffusion of civil

service reform, 1880-1935.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2-39.

Tushman, M. L., & Romanelli, E. (1985). Organizational evolution: A

metamorphosis model of convergence and reorientatio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7: 171–222.

Venkatraman, N., & Prescott, J. E. (1990). Environment‐strategy

coalignment: An empirical test of its performance implicat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1): 1-23.

Villadsen, A. R. (2011). Structural embeddedness of political top

executives as explanation of policy isomorphism.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1(4): 573-599.

_______________. (2013). Similarity or difference? The relation

between structure and strategy isomorphism in public

organizations.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24: S62-S75.

Volden, C. (2002). The politics of competitive federalism: A race to



- 349 -

the bottom in welfare benefi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2-363.

Walker, J. L. (1969).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among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3):

880-899.

Wamsley, G. L., & Zald, M. N. (1973).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organiza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73.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lch, S., & Thompson, K. (1980). The impact of federal incentives

on state policy innov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15-729.

Westphal, J. D., Gulati, R., & Shortell, S. M. (1997). Customization or

conformity? An institutional and network perspective on the

content and consequences of TQM adop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66-394.

Weyland, K. (2005). Theories of policy diffusion lessons from Latin

American pension reform. World politics, 57(2): 262-295.

Whittington, K. B., Owen-Smith, J., & Powell, W. W. (2009).

Networks, propinquity, and innovation in knowledge-intensive

industr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4(1): 90-122.

Yin, J. (2017). Institutional driver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emerging economy: A mixed-method study of Chinese

business executives. Business & society, 56(5): 672-704.

Young, G. J., Charns, M. P., & Shortell, S. M. (2001). Top manager

and network effects on the adoption of innovative management

practices: A study of TQM in a public hospital syste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10): 935-951.

Zajac, E. J., & Kraatz, M. S. (1993). A diametric forces model of

strategic change: Assessing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restructuring in the higher education industry. Strategic



- 350 -

Management Journal, 14(S1): 83-102.

Zald, M. N. (1978). On the social control of industries. Social Forces,

57(1): 79-102.

Zucker, L. G. (1983). Organizations as institutions.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Organizations, 2(1): 1-47.

____________. (1987). Institutional theories of organiz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1): 443-464.

<언론보도>

강원지방신문. (2021.09.07.). "시간강사 고용 안정.처우 개선... 각 대학

앞장서야".

http://www.gwu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2

경향신문. (2019.01.23.). “‘강사법’ 논란 일자 유은혜 장관, 대학 총장들에

“시간강사 처우 개선 함께 노력해달라””.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123181600

1#c2b

경향신문/ (2021.01.31.). “강사 대신 ‘초빙교수’ 꼼수 채용한 사립대”.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1312110015#c2b

국제신문. (2018.11.22.). “국립대 교원 증원 때 사립대는 감원…‘강사법’

시행 앞두고 시간강사 줄이기 ‘꼼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

y=20181123.22003009975

뉴시스. (2019.06.07.). “대학들, 강사법 핑계로 예체능 계열 폐과 가속화

하나”. https://news.v.daum.net/v/20190607140622338

대학신문. (2022.03.28.). “[대학혁신 위한 새정부 과제] ② 더 미룰 수

없는 대학 재정 위기…“과감한 대학 자율성 강화 정책 전환

이뤄져야””.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5850

머니투데이. (2019.06.04.). “대학강사 대량해고

막는다…대학평가·재정지원사업에 반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60411048243256



- 351 -

뉴시스. (2021.01.16.) “코로나 첫 해,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6년 만에

'최고'”.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114_000172534

5#_enliple

서울신문. (2007.06.23.). “대학들 “교육부 돈도 간섭도 싫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623008010

서울신문. (2021.06.03.). “[금요칼럼] 강사법 시행 2년, 신분보다

급여/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04029012

에듀프레스. (2021.09.03.). “인하대·성신여대·군산대 최종 탈락 ..

대학기본역량진단 “이변 없었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876

연합뉴스. (20220.05.17.) “정부 재정지원 탈락했던 인하대·성신여대

'기사회생'”.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7125800530

이투데이. (2017.11.30.).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역량진단으로 개편…

대학평가 6→3등급 단순화”.

https://www.etoday.co.kr/news/view/1568889

한겨레. (2019.01.18.). ““막대한 재정부담” 핑계로 ‘시간강사 대량해고’

합리화하는 대학들”. https://www.hani.co.kr/arti/PRINT/878881.html

한겨레. (2019.07.04.). “BK21 선정에 ‘강사 고용’ 연계하자…대학들 ‘지표

관리’ 기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03142.html

한국경제. (2021.10.19.). “지방대 위기 생각보다 심각…경북대 합격생

86% '입학 포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01988977

<웹자료>

국회 회의록 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record

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제도’. (2022년 3월 20일 검색

기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9420&cid=42140&categoryI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04029012


- 352 -

d=42140

표준국어대사전. ‘제도’. (2022년 3월 20일 검색 기준)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76f8adb5460430f97ead64eba38c75

e

한국사학진흥재단. (2017.07.02.) 2021년도 강사 처우개선 지원사업 온라

인 사업설명회 자료. 교육부. (2019.6.).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2010. 10.) 대학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76f8adb5460430f97ead64eba38c75e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76f8adb5460430f97ead64eba38c75e


- 353 -

<부록1>

최근 5개년 사립대학 운영수입 및 자금수입총계 대비 등록금의존율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2020), 뉴시스(2021.01.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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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1. 분석연도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시간강사제도 활용 분포

1) 총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주: 2019년은 강사법 시행 전 1학기 기준

2) 비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주: 2019년은 강사법 시행 전 1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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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강사 담당강의 비율

주: 2019년은 강사법 시행 전 1학기 기준

2.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전체강의 대비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추이(2014~2019년 1학기)



- 356 -

3.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시작

연도
사업명 교원 교사

교육

비

환원

율

1인

당

교육

비

장학

금

등록

금
충원

2004 수도권대학 특성화 O 　 O 　 O 　 　

2004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O O 　 　 　 　 O

2006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O 　 　 　 　 　 　

2008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O 　 　 　 　 　 　

2009 산학협력중심대학 O 　 　 　 　 　 O

2009 대학교육역량강화 O 　 　 O O 　 O

2010 학부교육선도대학(ACE) O 　 　 O O 　 O

2012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O 　 O 　 　 　 O

2013 BK21 플러스 　 　 　 　 　 　 　

2016 CK사업 O 　 O 　 O O O

2016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O 　 O 　 O 　 O

2016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O 　 O 　 O 　 O

시작

연도
사업명 취업

교육

과정
연구 산학

국제

화
정원

총장

선출

2004 수도권대학 특성화 O 　 O 　 O O 　

2004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O 　 　 O 　 　 　

2006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O 　 O O O (O) 　

2008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O 　 　 　 　

2009 산학협력중심대학 O 　 　 O 　 　 　

2009 대학교육역량강화 O 　 　 　 O 　 　

2010 학부교육선도대학(ACE) O O 　 　 O 　 　

2012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O 　 O O 　 　 　

2013 BK21 플러스 O 　 O O O 　 　

2016 CK사업 O O 　 　 　 (O) 　

2016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O 　 　 (O) (O)

2016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O 　 　 O 　 O (O)

출처: 박경미 국회의원(2017.10.25.) 국정감사 보도자료: 성과위주 대학재정지원 평가지표, 대

학발전 저해 우려.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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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우리나라 대학협의회 목록

연도 협의회명

2014년

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의회,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학특성화사업(CK) 총괄협의회,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지역중심대학교총장협의회,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강원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충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역총장협의회, 대구·경북지역

대학총장협의회,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협의회, 한국가톨릭대학총장협의회,

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의회,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협의회

2016년

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의회,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학특성화사업(CK) 총괄협의회,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지역중심대학교총장협의회,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강원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충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역총장협의회, 대구·경북지역

대학총장협의회,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한국가톨릭대학총장협의회,

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의회,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협의회,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

미래대학포럼, 서울총장포럼

2018년

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의회,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학특성화사업(CK) 총괄협의회,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지역중심대학교총장협의회,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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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강원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충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역총장협의회, 대구·경북지역

대학총장협의회,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한국가톨릭대학총장협의회,

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의회,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협의회,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

미래대학포럼, 서울총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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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비례성 가정 검정 결과

Test of proportional-hazards assumption

Time: Time

변수 rho chi2 df Prob>chi2

조직역량 -0.05826 0.36 1 0.5503

조직성과 0.01676 0.03 1 0.8734

강제적 압력 0.04586 0.21 1 0.6499

사회적 담론 0.5199 1.5 1 0.2207

상위집단 모방 0.11875 0.02 1 0.8826

지리적 인접조직 모방 0.04702 0.22 1 0.6392

유사조직 모방 0.29332 7.48 1 0.0062

조직연령 -0.03248 0.12 1 0.7263

소재지 -0.01813 0.03 1 0.8536

본분교 0.10816 1.18 1 0.2765

국공립대 여부 -0.07681 0.62 1 0.4319

global test 11.27 11 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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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titutional Analysis of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o Kyung Kw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organizational internal structure and practices, moreover test

differential effect of public-private distinction. Scholars have paid

attention to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hat organizations change and

decide inter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obtain social legitimacy

besides improv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rational perspective.

However, there has been few empirical research as well as limited

discussion of the differential factors can be derived from public and

private distinction.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essays, which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part-time

instructor practice, restructuring, and adoption of admission officer

system, further, differential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The data set used are ‘Korean Public Service Organizations Survey’

and data in official government website(Daehakalimi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Universities are one of the



- 361 -

organizations that have strong influence from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enable to control organizational function.

The findings are first, especially institutional environment with

institutional norms among universities and organizational salience in

addition to the level of demand change and fixed cost ratio of wage

in technical environment had positive impact on the level of part-time

instructor usage in Korean universities. Also coercive pressure from

government has exerted more effect on public universities, meanwhile

public universities considered fixed cost ratio of wage in technical

environment more than private universities. On the other hand,

institutional norms had more impact on that of private universities.

Second, based on the theoretical approaches on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Korean universities utilized structural reorganization as

a strategy to be competitive in market competition and adapt to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tendency has been

relatively reinforced in public universities.

Third, organizational capacity as internal factor and coercive

pressure, social discourse, mimetic pressure on similar universities

and upper status universities had positive impact on the adoption of

admission officer system. Moreover, the rate of adoption by regionally

adjacent universities were more effective on public universities,

wheresas the rate of adoption by similar type universities were more

effective on private universities. This result confers that when an

institution diffuses in an organizational field, the institution itself

gains legitimacy and operates as diffusion pressure, therefore

promotes different aspect of diffus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In this study, new institutionalism especially is applied as

theoretical background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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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environment and internal practices. The results show that

internal structure and practices may be considered as a strategy of

increasing the fitness between environment and the organization, but

also emphasizing the decision in order to gain legitimacy.

Furthermore, the result supported that public sector organizations are

more susceptible to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hat public

universities has characteristics of public organization. However, unlike

hypotheses, there has been new findings, for example, public

universities were somewhat more susceptible to technical

environment, and in some cases private universities oriented more

conformity to institutional norms generated in organizational field.

This study suggests social norms and cultures, the role of public and

media besides governmental control can be considered as another

policy instrument for effective higher educ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Also this result can offer strategies for university

managers and administrators to survive in dynamic environment. In

terms of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new

institutionalism that institutional environmental factors are measured

in various methods to test hypotheses empirically, furthermore,

expanded theoretical range by exploring the linkage between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organizational publicness theory.

Keywords :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environment,

public-private distinction, organizational response, university,

internal practice

Student Number : 2015-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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