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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생존전략

으로서 유연성(flexibilit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차원의 유연성이라

는 것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

발하였다. 특히 정부 조직은 외부환경에 대해 개방체제이면서도 폐쇄적

인 특징을 갖는 것으로 고려되어온바, 정부 인사관리의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인사관리를 유연하게 한

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

가 전개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을 정의

하고 그 하위차원을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한국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한국 정부의 인사관리 유

연성이 어떠한 현황을 보이는지 제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인사관리 유

연성이 정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이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제시

된 유연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정부의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을 정의

하고, 그 하위차원으로 관리적 유연성(보직관리, 근무)과 기술적 유연성

(채용, 교육)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한국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

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사관리 유연성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반적으로 인사관리 유연성이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사관리 유연성의 하위차원들의 수준은 기관에

따라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

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각 기관의 수준(level)이나

업무 특성, 조직 구성, 규모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유연성 수준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인사관리 유연성이 정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지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적 유연성의 보직관리 유연성은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근무 유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 유연성의 교육 유연성은 조직성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채용 유연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각 인사 제도들이 당초에 목적한 방향과

는 다르게 조직에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지만, 이론적 논의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종합

하여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전개하였으며, 현행 인사관리 유연

성의 한계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사관리 유연성이라는 개념의 정의-측정-실증분석이라는

체계로 연구를 구성함으로써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연구의 토대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 정의는 기존에 모호하고

추상적인 선언과도 같이 언급되어오던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정부 인사관

리에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다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이론적 영

역을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인사관리 유연성

개념을 한국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제시한 실태분석에서의

논의들은 향후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사관리 유연성과 정부 조직성과의 관



계에 관한 실증분석은 인사관리 유연성의 영향력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이론적·실제적 논의를 결합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현행 인사

관리 유연성의 한계를 규명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이론적·실천적 기여가 있다.

주요어 : 유연성, 인사관리, 조직성과, 중앙행정기관

학 번 : 2016-3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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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화와 경제위기, 후기산업사회와 같은 전방위적이고 예측하기 어려

운 사회 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조직들이 추구해야할 생존전략으로서 유

연성(flexibility)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Noe et al., 2017;

Llorens, Klingner, & Nalbandian, 2018). 최근의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당면한 세계 각 국가의 대응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 앞으로

의 정부는 과거보다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한 난제들(wicked problems)

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내부 관리방식부터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O’Toole & Meier(1999; 2015)는 공공조직은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관리 역량은 환경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조직의

충격을 완화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임을 제기한 바 있다. 흔히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과 같이

정부의 내부 관리 중에서도 인사관리가 중요할 것인데, 오석홍(2022)은

현대 정부 인사관리 특징을 설명하면서 특히 환경적 연계와 인사행정체

제 내외를 둘러싼 급속한 변동에 대해 융통성과 적응성 있는 인사관리가

중요함을 지적한바 있으며, 김판석 외(2000) 또한 전세계적인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인사관리는 경직되고 집권적인 전통적 방

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분권적이며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

았다. 즉, 현대사회의 전방위적인 변화에 직면한 정부는 내부 인사관리

방식에서부터 전통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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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부 조직은 다양한 개혁과 혁신의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본 연

구는 그러한 변화를 ‘유연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 유연성에 대한 관심은 민간분야에서 먼저 나

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위기와 같은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관리의 신축성 차원에서 주목 받았던 유연성(Reed &

Blunsdon, 1998)은 1990년대 말에 들어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나 자원

기반 관점에서 접근되기 시작하였다(Ketkar & Sett, 2019). 이들은 인적

자원 유연성(human resource flexibility)을 인적자원이 다양한 기술과 행

동 양식을 보유하는 정도 및 인적자원 관행을 통해 조직의 유연성과 대

응력을 구축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로 정의

(Wright & Snell, 1998)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 능력을

보유한 인적자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유연성의 가치를 강조한 선행연구들이 주장하듯, 생존의 핵심

요인으로서 유연성을 고려한다면 먼저 조직과 구성원이 환경변화에 유연

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적·관행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이들

이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유연성의 가

치가 규명 되어야 그 실천적 함의가 확보될 것이다. 인적자원 유연성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Wright & Snell(1998) 역시 제도화된 인적자원

관리 관행들이 조직 구성원의 기술이나 행동 양식을 광범위하게 개발함

으로써 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은 제도나 관행에 대한 식별 없이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구성원들

의 행동 수준을 통해 유연성을 확인(Bhattacharya, Gibson, & Doty

2005; Ngo & Loi, 2008; Do, Yeh, & Madsen, 2016; Ketkar & Sett,

2019; 윤준섭, 2014; 전인·오선희, 2014)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조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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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유연성에 관한 분석의 엄밀성이 부족하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이해한 인적자원 유연성을 인사관리제도와 조직성과 사이를 설명하는 부

가적인 요인 정도로 고려(Beltrán-Martín et al, 2008; 윤준섭, 2014; 전

인·오선희, 2014)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경우는 아직까지 유연성에 관한 관심 자체

가 저조하며 파편적인 수준에서 민간부문에서 논의된 유연성의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논의를 차용(Corby,

1997; Farnham & Horton, 1997; Parrado-Diez, 1997; Tuan, 2019)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드물게 정부와 민간 부문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인사 유연성에 관심

을 가진 연구(Rainey, 1979; Feeney & Rainey, 2010; 조경호, 2000)들도

전통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차별적 특성으로 고려되어온 레드테이프나 절

차, 규정과 같은 요소의 경직성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유연성이라는 표

현으로 통칭하였을 뿐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의 차원에서 유연성을

접근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연성을 고려한 연구들의

논의가 외부환경에 대하여 개방체제인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공직 인사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특징으로서

인사관리 유연성을 고려하되 정부조직(공공부문)의 특성과 한국의 인사

전통을 고려한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과 그 하위차원을 체계적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특히 인사관리 유연성의 구성요소를 제도적 차원으로 접

근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인사관리 유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를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그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이러한 인사관리 유연성이 정부 조직성과에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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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 정

립에서부터 측정, 분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인사관리 이론적 저

변을 확장하는 한편, 실천적 처방에 있어서도 적실성 있는 대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 번째는 이론적 측면에

서 정부의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본 연

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인사관리 유연성을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

으로 측정하여 현황과 실태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인사관리 유연성이

정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그 함의

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정부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

념 정립을 시도하고자 한다. 정부부문에서 유연성에 관한 논의는 일찍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민간부문에서 제시한 유연성의 개념을 정

부부문에 적용하여 탐색적인 수준에서 인사 유연성을 논의(Corby, 1997;

Farnham & Horton, 1997; Parrado-Diez, 1997)하거나 인적자원 유연성

을 레드 테이프와 인사규정의 차원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Feeney &

Rainey, 2010). 이러한 시도들은 민간과 정부 영역의 차별성을 충분히 고

려하지 못했고, 전통적 인사 이론이나 지엽적인 차원에서 유연성을 고려

하고 있으며, 최근의 인사제도의 변화와 앞으로의 지향점을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된 전

략적 유연성이나 인적자원 유연성의 논의와 인접학문들의 이론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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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정부 조직과 인사 전통의 맥락을 반영한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적 차원 모두에서 논의의 범위를 확장함과 동

시에 적실성을 높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과 하위차원을

한국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여 인사관리 유연성 수준을 측정해보고 그

현황과 실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한국 정부의 경우, 전통적으로 경직되

고 폐쇄적인 것으로 평가(Foster, 1990)받던 정부 인사행정의 경향에서

벗어나 점차 유연하고 개방된 공직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인사관리 제도에도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새로운 개념적 틀을 통해 이해하고, 이것이 정

부조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

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사관리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하여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

연성 현황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이러한 실태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사관리 유연성의 각 차원을 한국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인사관리 유연성이 조

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양적·질

적연구방법을 결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사관리 유연성

의 영향력에 대한 입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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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인사관리 유연성은 아직까지 행정학계 내

에서 체계적인 이론적 틀이나 개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경영학이

나 조직심리학과 같은 인접학문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이론을 비롯한

유연성에 관심을 가져온 관련 선행연구의 탐색을 통하여 정부 관료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관리 유연성 개념과 하위차원의 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사관리 유연성을 한국 중앙행정기관

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앞서 한국 중앙

행정기관이 어떠한 역사적·정치사회적·환경적 맥락에서 현재의 조직과

인사관리 시스템을 변화시켜왔는지 이해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조직개편

과 인사관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사례분석의 대상은 김영삼 정부에

서 문재인 정부까지로 하였다. 또한 인사관리 유연성이 정부 조직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인사관리와 조

직성과의 관계는 마치 블랙박스(black box)와도 같은 것으로 보고 그 과

정을 설명하고자 한 선행연구들(Ramsay, Scholarios, & Harley, 2002;

Messersmith et al, 2011)을 참고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정부 인사관리 유연성의 측정 및 인사관리 유연성과 조직성

과에 관한 실증분석의 대상을 한국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정부 영역에서 인사관리 유연성에 대하여 기존에 이론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지

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 현

실적인 접근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인사관리 유연성의 하위차원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관리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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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량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사관리

제도를 통해 측정하고,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분석하고자 하였

는데 수집 자료의 상당 부분을 중앙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수

집하는 특성상1) 시간적 범위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7년간으로 한

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부의 인사관리 유연성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한국 중앙행

정기관에 적용하여 그 현황을 측정하고, 인사관리 유연성이 한국 정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

는바,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

을 혼합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사관리 유연성을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 정부

가 어떠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인사관리 변화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인사관리 변화에 대한 사례 분석

을 실시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한 학술연구자료를 비롯하여 각 정부에

서 매년 발간한 정부조직관리지침, 정부성과보고서 등의 문헌 검토를 시

행하였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측정

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현황과 인사관리 유연성이 정부

1) 당초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시점을 2010년부터로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

였으나 상당수의 기관이 조직개편이나 자료 유실 등의 이유로 2015년 이전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능한 모든 기관의 자료가 공통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시점을 2015년으로 보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를 연구의 대상기간으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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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인터뷰

를 통하여 실제적인 논의와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계에서 인사관

리 유연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

황임을 감안할 때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현황이나 인사

관리 유연성의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력을 해석함에 있어 이론적 관점만

으로는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 해석을 제

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담당 공무원과 전화 질의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심층 인

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의 응답내용을 양적 측정 및 분석결과 해석에

반영하여 다차원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및 조직성과, 조

직관련 변수의 측정을 위해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이

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인사관리 유연성의 각 차원을 한국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각 중앙행정기관 본청의 인사관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수집하였다. 또한 인사관리 유연성이 정부의 조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증분석 하기 위해 조직성과 자

료를 정부업무평가포털의 정부업무평가결과를 수집하여 측정하였다. 그

밖에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된 각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관련 자

료는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의 재정통계 자료를, 조

직인원에 관한 자료는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인사통계 자료를, 조직

목표에 관한 자료는 열린재정의 재정성과목표관리제에 관한 자료를, 중

앙행정기관의 조직 연령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

템(http://org.go.kr)을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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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구성

본 장 이후의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유연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와 이를 토대로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인사관리 유연성 개념의 정의이며, 두 번째는 본 연구

에서 제시하는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을 한국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여

측정하고 그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사관리 유연성과 조

직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 조직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 뒤 양자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와 그에 대한 이론적·실제

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

하였다.

먼저,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연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검토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인사관리 유연성은 기존에

학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으므로 조직 차원에서 유연성의 개념을 적

용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의 검토와 함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인

사관리 유연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하위차원을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명한 정부의 인사관리 유연성 개념을 한

국의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여 측정 하였는데, 그 전에 역대 정부별로

중요한 조직적․인사관리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관련 선행연구와 각 정부

에서 발간한 백서,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인사관

리 유연성을 정부 조직이 직면한 다양한 내·외부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한 바, 역대 한국 정부는 당면한 사회적․

환경적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이나 행정개혁, 정부혁신과 같은 전방위적

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 경향이 있으며 이를 살펴보는 것은

각 정부별로 추구하고자 한 대응방식과 이에 따른 인사관리 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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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 중앙행정기관이 어떠한

역사적·사회적·환경적 맥락에서 인사관리 유연성을 확립해왔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사관리 유연

성의 차원을 한국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여 측정하고, 그 현황을 살펴보

았으며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

황임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담당공무원과의 전화 질의,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측정결과에 대한 실제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인사관리 유연성과 정부 조직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함

에 앞서 정부 조직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다양한 이론들을

토대로 인사관리 유연성과 조직성과의 관계 관한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

한뒤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

어 이론적 논의 외에도 실제적 설명과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으로 보고 질적연구방법을 결합하여 인터뷰를 실시한바, 공무원들의 응

답내용을 종합하여 인사관리 유연성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뒤 이론적․실천적 함

의를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한계와 이를 보

완한 후속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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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논의

제 1 절 조직에서 유연성에 관한 논의

1. 자원기반관점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조직 차원에서 유연성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부터 부상하기 시작하였

는데, 이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적응 능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고려된다(Reed &

Blunsdon, 1998). 즉, 세계화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와 예측불가능성의 증

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역량의 필요성을 높였는데,

이때 생존의 핵심요인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이 유연성(flexibility)인 것

이다(Sanchez, 1995; Noe et al, 2017; Llorens, Klingner, & Nalbandian,

2018). 유연성은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구에

조직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자(Sanchez, 1995), 변화에 대해 기존의 관

행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논의된다(Wright & Snell,

1998).

조직적 차원에서 유연성에 관한 관심은 주로 자원기반이론이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론에서 나타났는데,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이

환경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조직이 보유한 자원과 이러한 자원의 운용 차

원에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논의 하였다면, 전략적 인

적자원관리론은 조직의 내부자원 중에서도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인적자

원 유연성(human resource flexibility)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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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 유연성

자원기반 관점(resource-based view)은 조직의 성패는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자원과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며(Barney,

1991) 이러한 관점에서 유연성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역동적인 환경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보유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재구성할 수 있

는 능력이 있을 때 조직은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Hitt & DeMarrie, 1998; Ketkar & Sett, 2019).

초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논의는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대한 조직

의 ‘적응성‘(adaptivenes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Eppink, 1978),

80년대에 들어서는 외부 환경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 사

이에서의 조직의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s)’(Porter, 1985)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전략적 유연성을 조직

내부적 차원으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비롯되는 관계와 환

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으며(Evans, 1991) 전략적 유연성의 차원을 구분하며 다양한 정

의가 제시되었다. Burns(1992)는 조직 내부의 전략적 유연성을 세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는데 높은 수준에는 조직 방향(organizational

direction)이, 중간 수준에는 조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가, 낮은

수준에는 조직 운영(organizational operations)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 한편, Sanchez(1995)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조직이 유연한 자원(flexible resources)을 획득하고 사용함에 있어 조정

유연성(coordination flexibility)이 결합됨으로 인해 생성되는 전략적 옵

션을 갖는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Roberts와 Stockport(2017)는 전략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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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전략적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과 환

경 변화(기회와 위협을 포함)에 대응하는 능력,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모두에서 조직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

※ Roberts & Stockport(2017) 재구성

한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

였으며(Roberts & Stockport, 2017), 측정에 있어서도 특정한 지표나 방

법을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연구

들은 주로 정량적 방법에 의한 실증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

구의 초점이나 방향에 따라 질적․양적 방법 및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

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특정 조직 내에

서도 다양한 유형의 유연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고려된다

연구자 정의

Sanchez(1995)

- 조직이 유연한 자원(flexible resources)을 획득하고 사

용함에 있어 조정 유연성(coordination flexibility)이 

결합됨으로 인해 생성되는 전략적 옵션을 갖는 조건

Buckley & 

Casson(1998)
- 변화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원을 재할당하는 능력

Shimizu & 

Hitt(2004).

- 외부 환경의 주요 변화를 식별하고,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행동 방침으로 신속하게 자원을 투입하고, 이러

한 자원의 투입 여부를 신속하게 인식하는 조직의 능력 

Roberts & 

Stockport(2017)

- 사전 예방적 방식과 사후적 방식 모두에서 자원을 사용

하여 환경의 기회와 위협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을 통해 전략적 위험을 관리하는 회사의 능력

<표 1>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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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zovic, 2018).

2) 인적자원 유연성

조직 내부의 자원으로서 인적자원 유연성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분야에

서 나타났다(Ketkar & Sett, 2019).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다가오는 변

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인적자원의 모든 활동과 정

책, 실제가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기반한다(Pynes, 2013). 따라서 각각의 인적자원관리제도들 또한 독립적

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합체(bundle)나 시스템을 이루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해 조직이 경쟁우위

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Wright & McMahan, 1992;

Macduffie, 1995). 그러나 인사관리제도가 조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

쳤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데, 인사 관리가 조직

성과에 중요한 변수인 점은 합의가 되었으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직

성과에 이르게 되는지, 인사관리 제도들의 어떠한 조합이 성과로 연결되

는지는 블랙박스(black box)와도 같다는 것이다(Ramsay, Scholarios, &

Harley, 2002; Messersmith et al., 2011). 많은 연구들은 블랙박스로 일

컬어지는 인사관리의 내적 프로세스를 규명하기 위해 조직차원과 개인차

원에서 관심을 기울였는데,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은 블랙박스를 설

명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인적자원 유연성(human resource

flexibility)을 고려하였다(Beltrán-Martín et al., 2008; 윤준섭, 2014; 전

인·오선희, 2014).

인적자원 유연성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자원기반관점을 토대로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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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유연성을 개념화 하였는데, Wright & Snell(1998)은 인적자원 유연

성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Bhattacharya, Gibson, &

Doty, 2005). 이들은 인적자원 유연성을 ①인적 자원이 다양한 기술과

행동 레퍼토리를 보유하는 정도 및 ②인적자원 관행이 조직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정도

를 포함하는 조직 수준의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Sanchez(1995)가 제시

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의 자원 유연성(resource

flexibility)과 조정 유연성(coordination flexibility) 차원을 인적자원 유연

성에 적용하여 하위 구성요소로서 인적자원 관행(HR practices)과 조직

구성원의 기술(employee skills), 조직구성원의 행태(employee behavior)

를 제시 하였다. 이러한 인적자원 유연성의 차원들은 구성원들이 인지하

는 조직 구성원의 유연성 수준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후의 학자들은 Wright & Snell(1998)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유연성을 기술(skill) 유연성, 행동(behaviors) 유연성, 관행적(practices)

유연성으로 구분하거나(Bhattacharya et al., 2005), 자원기반이론을 적용

인적자원 유연성 

하위차원
정의

인적자원 관행 

유연성

- 조직의 인적자원 관행이 다양한 상황 및 단위에 걸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도

조직구성원의 

기술 유연성

- 구성원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체 용도의 수

- 구성원이 다른 기술을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는 정도

조직구성원의 

행동 유연성

- 구성원이 상황별 요구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행동 양

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

<표 2> Wright & Snell(1998)의 인적자원 유연성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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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능적(functional) 유연성, 기술(skill) 유연성, 행동(behavior) 유연

성으로 구분하는 등(Beltán-Martín et a.l., 2008)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인적자원 유연성에 대한 실증연구(Ngo & Loi,

2008; Ketkar & Sett, 2019; Do, Yeh, & Madsen, 2016)가 꾸준히 펼쳐

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윤준섭, 2014; 전인·오선희, 2014)에서도 해

외의 연구경향을 받아들여 자원기반관점이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

점에서 인적자원의 유연성을 국내의 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2. 정부 부문의 유연성에 관한 논의

정부 영역에서 유연성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전

통적으로 관료의 지향점에 관한 논의에 있어 일반행정가(generalist)를

연구자 인적자원 유연성 구성요소

Bhattacharya, 

Gibson, & 

Doty(2005)

기술 유연성, 행동 유연성, 관행적 유연성

Beltran-Martin et 

al.(2008)
기능 유연성, 기술 유연성, 행동 유연성

Ngo & Loi(2008) 기술 유연성, 행동 유연성, 관행적 유연성

Beltran-Martin et 

al.(2008)
기능 유연성, 기술 유연성, 행동 유연성, 관계 유연성

조진환(2009) 기능 유연성, 기술 유연성, 행동 유연성

전인·오선희(2014) 기술 유연성, 행동 유연성, 관계 유연성

<표 3> 인적자원 유연성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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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특화된 전문지식에 의한 행정가(specialist)보

다 통합적인 조정능력과 순환보직을 통한 융통성 있는 직무 간 이동, 대

응성의 추구라는 점에서 유연성의 맥락을 찾을 수 있다. Blau(1963) 또

한 관료들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조직 생산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

끌어낼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 관료제의 역동성을 설명하면

서 급변하는 환경일수록 조직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행정학계 내에서 유연성에 대한 적극

적인 관심으로 확장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최근 들어 민간부문과 유

사한 맥락에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 및 인사의 유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Berman et al., 2019; Pynes, 2013; 김판석 외

2000) 실천적 처방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가치로 천명되거나 탐색적 수

준에서 관심을 가졌을 뿐,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나 실증분석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분야에서 제기된 유연성에 관한 관심을 정부 영역에 적용한 연구

들은(Corby, 1997; Farnham & Horton, 1997; Parrado-Diez, 1997) 앞선

선행연구들의 제시한 인적자원 유연성 차원들의 정부 부문에의 적용가능

성을 살펴보거나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행정개혁을 인적자원

유연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서

Tuan(2019)은 Wright & Snell(1998)의 인적자원 유연성 차원을 활용하

여 인적자원 유연성과 잡크래프팅의 관계에 있어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한편 드물게 정부 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논의하고자한 연

구들은 인사 절차의 측면에서 유연성을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iney(1979)는 공·사 조직 관리자들이 인지하는 보상에 대한 기대와 역

할 인식, 직무 만족도를 비교분석함에 있어 인사 절차가 보상과 보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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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승진에 관한 관리자들의 재량권을 얼마나 허용하는지를 인사절차의

유연성(Perceived Flexibility of Personnel Procedures)으로 보고 측정한

바 있다. 이후 조경호(2000)는 Rainey(1979)의 인사절차 유연성 측정방법

을 활용하여 한국의 공사조직의 관리자들이 인식하는 인사절차 유연성

수준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Feeney & Rainey(2010)는 인사 유연

성에 관한 논의를 레드 테이프와 인사 규정으로 접근하였다. 이들은 레

드 테이프와 인사 규정을 인사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았는데,

보상과 징계가 레드 테이프와 인사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급여와 해고를 성과와 연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사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정부 부문의 특성인 레

드 테이프와 규정의 차원에서 인사 유연성을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인적자원 유연성과는 차별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레드 테이

프와 인사규정이 인사 유연성의 저해요인이라면 반대의 요인은 무엇인

지, 공무원의 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등 인사 유연성 개념을 다양하게 접근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3. 환경변화와 정부의 대응에 관한 논의

유연성은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에 직면한 조직이 기존의 관행을

수정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Sanchez, 1997; Wright &

Snell, 1998)으로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전통적으로 외부환경에 대하여 개

방체제(open system)로 고려(Ring & Perry, 1985) 되어온 정부 조직에

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 바, 정부

조직을 둘러싼 환경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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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조직의 관계에 있어 조직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만 경계

밖의 환경과 끊임없이 교호작용을 하며 특히 현대조직은 개방체제로서

조직과 환경의 관계 규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오석홍, 2020). 조직

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크게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과 같

은 결정론적 관점과 전략적 선택이론(strategic choice theory), 자원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과 같은 임의론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황이론과 같은 결정론은 조직의 적응이나 변동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면,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의 적응이나 변동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조직의 관리적 결정에 따라 자율적·자발적으로 이

루어진다고 본다. 오석홍(2020)은 현대조직학에서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

가 어느 한 관점에 의해 설명되기 보다 양자의 주장이 혼합된 것으로 보

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환경은 조직을 둘러싼 모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조직에 실제적·잠재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환경은 주로 기술적 요소와 법적 요

소, 정치적 요소, 경제적 요소, 인구적 요소, 생태적 요소, 문화적 요소

등을 의미한다(Rainey, 2014). 과거에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가 특정 국가

적 경계 내에서 주로 고려되었으나 세계화가 보편적 현상이 된 이후로는

그 영역이 전세계적 범위로 확장 되었으며, Bennett & Lemoine(2014)는

최근의 글로벌 환경은 높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

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요약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정부가 직면하는 난제(wicked problem)들은 다

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Rittel & Webber, 1973)으로 보인다. 정

부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도 환경적 압력과 제약을 크게 받는 가운데

(Rainey, 2014)에서 이러한 난제들의 해결을 요구받기 때문에 문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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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도의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며(오석홍,

2022), 최근에는 한국의 정부 조직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

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김상묵

(2022)은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 앞으로 정부가 당면하

는 많은 정책문제들은 특정 부처나 조직이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이 구조적으로는 거미줄망

(spiderweb) 형태의 역할중심 구조들이 상호 연결된 형태로 재설계 되어

야하며, 인사관리적 측면에서는 전문직업의식의 제고와 함께 협력 인센

티브의 부여, 상사의 코칭역할, 역량 중심의 관리를 통해 새로운 조직문

화로 변화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문명재(2021)는 난제에 대응력이 높은

미래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제도의 혁신과 정부혁신이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인사제도의 혁신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현

장형 인재 선발 양성과 유연한 인사제도 구현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제도

의 개혁, 부처 간 순환보직제도 개편과 도입, 난제해결을 위한 공무원 역

량강화, 클라우드 공무원단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예견적 정부, 사회역량을 기반으

로 한 회복탄력적 정부, 애자일 정부, 와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

시민중심적 공동생산정부로 변화해야함을 제시하였다. 김윤권·최순영

(2020)은 파괴적인 기술혁신이 심화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

라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난제(wicked issue)가 급증하

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정부조직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

였다. 지능형 정부조직관리는 정부의 기능 및 조직구조의 재설계와 지능

형 의사결정, 지능형 인력운영, 지능형 조직문화, 지능형 조직진단, 지능

형 업무환경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정부 조직의 전범위에 걸친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환경변



- 21 -

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내부 인사관리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4>와 같이 요약된다.

연구자 대응방안 인사관리 방안

김상묵(2022)

� 정부 조직구조 재

설계

� 인사관리 변화를 

통한 조직문화 재

설계

� 전문직업의식의 제고

� 협력 인센티브의 부여 

� 상사의 코칭역할 

� 역량 중심의 관리

문명재(2021)
� 인사제도 혁신

� 정부혁신

�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현장형 인재 

선발 양성

� 공개경쟁채용제도의 개혁

� 부처 간 순환보직제도 개편과 도

입

� 공무원 역량 강화

� 클라우드 공무원단의 도입

김윤권·최순영

(2020)

� 정부의 기능 및 조

직구조의 재설계 

� 지능형 의사결정

� 지능형 인력운영

� 지능형 조직문화

� 지능형 조직진단

� 지능형 업무환경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에 필요한 인

재의 유치와 관리

� 지능형 정부 시대에 적합한 중기

인력계획의 수립

� 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

� ICT 기술을 활용한 조직과 정원운

영

� 전문가의 일시적 활용 및 인력의 

재배치와 유연성 확보

� 조직정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자율

성 부여

<표 4>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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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방향

7-80년대 들어서 제기된 초기의 유연성에 대한 관심은 경제위기와

후기산업사회의 환경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조직이 신속하게 대응하

기 위한 고용 유연성,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대변되는 탄력적인 인력 운

용의 관점(Reed & Blunsdon, 1998; 윤준섭, 2014)과 자원기반관점이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조직의 자원과 전략, 인적자원을 경쟁우

위의 핵심으로 보고, 환경 변화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

력의 차원에서 유연성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양자

모두 환경 변화에의 대응 차원에서 유연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

이지만 전자가 인간을 조직의 생존과 성과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

고, 관리적 용이성을 위한 개념으로서 유연성을 이해했다면, 후자는 유무

형의 자원 및 전략, 인간을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으로서 유연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연성을 자원기

반관점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유연성의 개념이 제시된 이후로 유연성은 조직의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

는 핵심요소로 꾸준히 강조(Pynes, 2013; Berman et al., 2019; Ketkar &

Sett, 2019; 김판석 외 2000)되고 있으며 관련한 연구들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몇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이 갖춰야할 특성으로서 유연성을

고려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조직의 자원과 전략, 인적자원, 절차 및 규정

을 중심으로 유연성을 적용하여 설명하였으나 조직의 내부 관리방식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구성요

소에는 조직이 작동하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이나 관리(management)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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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요한 요소이고, 유연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텐

데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는 전개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인사관리는 조

직의 체제를 유지․적응 하도록 하는 관리체제의 일부며, 위계적으로 이

어지는 상․하위체제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오석홍, 2022)을 한다는 점에서 환경변화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조직의 내부관리 중

하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들 또한 결론적으로 정부 전범위에 걸친 변화와 함께 인사

관리적 변화가 중요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처방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며 결국 기존 인사관리 방법들을 수정·보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인사관리 기법들도 환경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편·보완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나 검증을 결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처방의 설득력이 부족할 수밖

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련의 정부 및 행정개혁들을 통해서 변

화를 이루어온 기존의 인사관리 방법들 중에서도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고 유연성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 이러한 관리방법이 실제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작동해왔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검증을 토대

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그러한 시도는 아직까지 이

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 일찍이 제시된 전략적 유연성은 2000년대 들어서 관련 연

구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에 있어 명확한 합의

에 이르지 못하였으며(Roberts & Stockport, 2017), 정량적 방법에 의한

실증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의 초점에 따라 질적․양적 방

법 및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측정하고 있으며 일관된 측정방법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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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Brozovic, 2018).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인적자

원 유연성을 탐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Bhattacharya, Gibson, &

Doty, 2005; Ngo & Loi, 2008; Do, Yeh, & Madsen, 2017; 윤준섭,

2014; 전인·오선희, 2014)들은 Wright & Snell(1998)과 Beltran-Martin

et al.(2008)이 제시한 인적자원 유연성 개념과 차원을 토대로 하고 있는

데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발전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조직에서 유연성이 생존에 핵심요인이라면 조직과 구성원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실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

다. 조직의 어떠한 인사관리 제도나 관행이 인적자원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이들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Bhattacharya, Gibson, & Doty, 2005; Ngo

& Loi, 2008; Do, Yeh, & Madsen, 2017; Ketkar & Sett, 2019; 윤준섭,

2014; 전인·오선희, 2014)들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나 고성과관행의 영향

을 받는 개인들이 인식하는 차원으로서 인적자원 유연성을 설명하고 있

고, 어떠한 인사관리가 인적자원 유연성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하

게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공공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유연성에 관한 관심 자체가 저조

하며 파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드물게 유연성에 관심을 가진

연구(Corby, 1997; Farnham & Horton, 1997; Parrado-Diez, 1997; Tuan,

2019)들은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논의된 유연성의 개념을 공공부문에 그

대로 차용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과 민간부문이라는 영역의 차별성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유연성은 환경변화에 대

한 대응성의 차원으로 이해되는데(Sanchez, 1995), 전통적으로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이 직면하는 외부환경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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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도나 문화 역시 상이한 것으로 이해(Rainey, Traut, & Blunt, 1986;

Coursey & Rainey, 1990)되어온 점을 고려한다면 유연성 또한 영역에

따라 차별적인 개념 및 하위차원의 정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네 번째로, 드물게 민간과 정부 조직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인사 유연

성에 관심을 가진 연구(Rainey, 1979; Feeney & Rainey, 2010; 조경호,

2000)들은 다소 지엽적인 차원에서 유연성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들은 공통적으로 인사 절차 및 규정이 관리자들에게 허락하는 재량 수준

으로 인사 유연성을 정의 및 측정하고 있는데 인사 절차와 규정만으로

조직 수준의 유연성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의 주요 관심은 민간과 대조되는 정부의 인사관리 요인으로서 레드 테이

프나 규정(rules), 절차(procedures)와 같은 요소를 인사 유연성이라는 단

어로 통칭하였을 뿐 유연성 자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대응 능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핵

심으로 유연성을 접근하고자 한 본 연구의 관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점
유연성의 

적용
유연성에 대한 주요 정의 주요 측정 방식

자원기반
전략적 

유연성

Sanchez(1995)-조직이 유연한 자

원(flexible resources)을 획득하

고 사용함에 있어 조정 유연성

(coordination flexibility)이 결합

됨으로 인해 생성되는 전략적 옵

션을 갖는 조건

� 합의된 측정 

방식 없음(다

양한 조직 변

수의 활용)

� 주관적·객관적 

측정 혼재 

<표 5> 조직차원의 유연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주요 정의와 측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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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유연성을 정부조직, 특히

인사관리 차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인사관리는 정부 조직

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인으로 고려되어왔으며(Llorens, Klingner &

Nalbandian. 2017), 예측불가능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

에 있어서도 인사관리가 핵심(김상묵, 2022; 문명재, 2021; 김윤권·최순

영, 2020)인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유연

성에 관한 논의들을 참고하되 민간과 구분되는 정부 영역의 특수성을 고

려한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과 차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

는 정부의 인사 절차와 규정을 중심으로 유연성을 설명하고자한 선행연

구(Rainey, 1979; Feeney & Rainey, 2010)들의 유연성 개념보다 환경변

화에 대한 대응성 차원으로서 유연성을 제시한 Wright & Snell(1998)과

Sanchez(1995)의 개념 정의를 토대로 하고자 한다. 앞서 서술하였듯,

Rainey(1979)나 Feeney & Rainey(2010)는 유연성의 개념을 절차적 재량

권의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인사관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유연성의 다양한 차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민간과 정부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인적자원 

유연성

Wright & Snell(1998)-①인적 자

원이 다양한 기술과 행동 레퍼토

리를 보유하는 정도 및 ②인적자

원 관행이 조직의 유연성과 대응

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정도

를 포함하는 조직 수준의 능력

� Wright & 

Snell(1998)의 

측정 방법

� 주관적 측정

관리주의
인사절차 

유연성

Rainey(1979)-인사 절차 및 규정

이 보상과 보수, 징계, 승진에 관

한 관리자들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정도

� Rainey(1979)

의 측정 방법

� 주관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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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차별성을 확인하는 것에는 유용할지 모르나 앞으로의 정부 인사

관리를 위한 실천적 처방을 제시하기 위한 함의나 이론의 확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인사관리 차원에서 인사관리 유

연성을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개념과 하위요소의 정립을 위한 정부 영

역의 특수성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 조직 및 인사관리의 맥락을

반영하고자 한다.

제 2 절 정부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논의

1. 정부 인사관리 유연성의 정의

급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에 직면한 조직이 기존의 관행을

수정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유연성(Sanchez,

1997; Wright & Snell, 1998)에 대한 강조는 전통적으로 외부환경에 대

하여 개방체제(open system)로서 고려(Ring & Perry, 1985) 되어온 정

부 조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부를 둘러싼 다

양한 외부 환경의 요구와 문제상황에 대한 고도의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

이 점차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오석홍, 2022).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활용에 의해 경쟁우위가

결정될 것으로 고려(Ketkar & Sett, 2019)되며, 이때 인적 자원이 유연성

을 발휘하기 위한 핵심요인이 될 수 있는바(Sanchez, 2014) Wright &

Snell(1998)은 이러한 인적자원이 다양한 기술과 행동양식을 보유하고

인사 관행을 통해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인적자원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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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human resource flexibility)으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정부 인사관리 유연성을 조직의 구성원 개

개인이 다양하고 전문화된 역량과 행동 양식을 보유하고, 조직의 유연성

과 대응성의 제고를 위해 조직 구성원을 유연한 관리방식을 통해 활용하

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인사관리 유연성의 하위차원을 구성함에 있어 Wright & Snell(1998)

은 인적자원 관행 유연성과 조직구성원의 기술 유연성, 조직구성원의 행

동 유연성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 인사관리 유연성

의 하위 차원을 관리적 유연성과 기술적 유연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인사관리 유연성의 차원 구분은 정부 조직의 경계를 중심으로 조직 내부

적 차원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과 조직 외부적 차원에서 유연성을 확

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직의 경계 내·외부를 기준으로한 구분

은 정부조직이 개방체제로서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고려(Ring & Perry,

1985)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내부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것으로 평가

(Foster, 1990; 이수영, 2017)받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였

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민간의 관리기법이나 제도들을 도입하거나 정

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들은 이미 한국 정부조직에서도 오랜기간

전개되어온 바, 인사관리 유연성 또한 정부 조직의 경계를 개방하는 노

력을 통해 확보될 수도, 조직 내부적 노력을 통해 확보될 수도 있을 것

으로 보았으며,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의 관점에서도 이

러한 접근법은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인사관리 유연성 차원 중 관리적 유연성은 조직구성원의 보직

관리와 근무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직되고 폐쇄적인 특징

으로 고려되던 정부 조직의 경계를 허물고 조직간 상호교류와 유연한 보

직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조직 내부적으로는 획일적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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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개인의 삶의 질 모두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유연성은 조직구성원들이 다양하고 전문화된 역량 및 행동양식을

보유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채용 경로의 개방을 통해 전문적

이고 다양한 경력을 쌓은 인적자원이 유입되도록 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는 교육훈련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사관리 유연성의 각 차원을 도식화 하면

<표 6>과 같다.

2. 인사관리 유연성의 하위 차원

1) 관리적 유연성

(1) 보직관리 유연성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을 유연한 관리방식으로 활용함에 있어 개

별 기관의 조직경계를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확보되는 유연성을 보직관리

유연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수단으로 인사교류를 고려하였다.

인사교류는 정부 기관 상호간에 인사의 수평적 이동을 실행하는 것으

로(박천오, 2004), 인사교류를 통해 기관 간 한계 및 영역의 장벽을 뛰어

외부 내부

관리적 유연성 보직관리 유연성 근무 유연성

기술적 유연성 채용 유연성 교육 유연성

<표 6> 인사관리 유연성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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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경

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의 제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관리를 가능하

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판석 외, 2000).

금창호(2013)는 인사교류의 이론적 배경을 크게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의 관점과 협업행정의 관점에서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관점은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데, 이때 조직

내부의 기존 질서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를 수용함으로써 조직이

나 제도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인사관리의 주요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경직된 형식보다 유연한 임용방식을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폐쇄형 임용체계에서 개방형 임용체계로 전환함으

써 과업중심의 인사행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는 실적주의의 강조

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부처간 영역의 경계를 허

물고 유연한 임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인사교류를 도입하게 되

며, 이를 통해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게 된다(김판석 외,

2000). 한편, 협업행정은 정부 기관 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 경계를 넘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 및 재원을 공유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소위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로 이해되는 현상들이 증가하고, 개방

과 소통, 협력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협업행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사교류는 기존의 분절적 할거주의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응전략이자 협업행정의 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금

창호 2013).

인사교류의 유용성은 국가차원과 조직차원, 개인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김판석 외, 2000; 권용수, 2006). 먼저 국가차원에서는 지식창출 못

지않게 지식의 공유와 활용이 중요해진 지식정보사회에서 인사교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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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협업행정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는 복

수 부처에서 동시에 직위를 겸임하거나 기관 간 인사교류를 증대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고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

고자 한 바 있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인적자원의 활용범위가 조직외부까

지 확장됨으로써 조직관리 및 정책 수행의 효과성·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전문인력의 상호교환을 통한 생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무엇

보다 인적자원의 대외적 유연성 확보는 폐쇄적인 조직관리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조직문화로의 변화와 조직학습화로 이

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근무 상황에서 발생

하는 개인적인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한편, 새로운

조직을 경험함으로써 정책역량의 증진과 폭넓은 통찰력, 정책관리 능력,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Howieson et al.(2013)은

미국의 정부간인사법(Intergovernmental Personnel Act)에 의해 이루어

지는 연방인사교류의 유용성을 교류 조직과 교류자의 “삼중 승리(triple

win)”으로 설명하였는데, 인사교류를 통해 조직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아

이디어와 전문성, 지식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은 이

러한 경험을 통해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

고 경력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미국의 행정 풍토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양자간

의 개방이 보편화 되어있어 인사교류 또한 정부와 민간 간 경계에서의

이동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며(최순영, 2005), OECD국가의 인적자

원관리 개혁 또한 공공과 민간 부문간의 인적자원의 차이를 줄이고 인적

자원관리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him, 2001; 최순영,

2005 재인용). 이에 비해 한국은 폐쇄형의 유럽식 인사제도에 가깝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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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인사교류 기조는 부문 간을 이동하는 것보다 중앙행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교류와 같이 정부 기관 간의 교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각 국

가들의 인사제도 전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의 공통된 전제는

다양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유연성 전략의 일환이며

(최순영, 2005), 조직의 경계를 개방함으로써 조직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근무 유연성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관의 조직 경계 내에서 관리적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으로 근무 유연성을 제시하였으며, 근무 유연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유연근무제를 고려하였다.

최근의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하였듯, 급격한 환경변화나 위기에 직면

한 조직은 기존의 일률적인 근무방식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우며 탄

력적이고 개인의 자율성을 반영하는 근무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노동구조의 다변화,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개인의 가치

관의 변화는 개인의 일과 삶의 양립(work-life balance)의 추구를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게 하였으며, 민간기업을 비롯하여 정부조직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s)는 일과 삶의 양립을 실현하

기 위해 근무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일컫는데, 주

로 공간적·시간적으로 정형화된 근무 형태 탈피하여 근무자가 주도적으

로 근무환경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Rau &

Hyland, 2002; Thompson, Payne, & Taylo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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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는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에 기반을 둔 변화가 광범

위하게 발생했으나 이로 인해 공동체, 입헌정치, 민주주의, 공공서비스

등의 가치들이 훼손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며(Perry, 1996; Park &

Joaquin, 2012), 이를 수정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성이나 민주성,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후기 신공공관리론의 변화가 나타났다. 후

기 신공공관리론이 이전의 신공공관리론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

려우나 공공부문 내에 다양한 인사제도와 정책의 도입으로 구체화·제도

화 되어왔는데 가족친화정책이나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가장 대표적인 예

라고 할 수 있다(민경률·박성민, 2013).

자원이론의 관점에서 유연근무제는 개인이 일과 삶(가족)에 대한 책임

을 조율함에 있어 자신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Edwards & Rothbard, 2000).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집중력,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에 해당하는데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개인

은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재량권 갖게 되고, 한정된 자원

을 융통성 있게 배분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Allen et. al., 2013). 근무 방식의 유연성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개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

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와 비업무 간의 충돌을 줄일 수 있으

며(Thompson, Payne, & Taylor, 2015), 이러한 자기 통제권의 증대는

심리적 만족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Liechty & Anderson, 2007). 이

러한 논의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는 개인차원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짐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근무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조직 차원에서는 다양한 조직구성원의

니즈에 맞는 근무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근무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이

를 통해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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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또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2010년에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

고, 이의 실질적인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유연근무제를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

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의2)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는 시간적 측면에서는 시차출퇴근형(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선택), 근무시간선택형(1일 4~12시간

근무시간 선택, 주 5일 근무), 집약근무형(1일 412시간 근무하되 주 3.5~4

일 근무), 재량근무형(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

정)으로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적 측면에서는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과 스마트워크근무형(자택 인근 스마트워

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으로 원격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한 각 기관별 부서의 기능 및 개인별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기관의 특성

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자율성을 보

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통해 기관장의 유연근무의 신청에 대

한 승인 의무와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기술적 유연성

(1) 채용 유연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술적 유연성은 조직 구성원이 다양하고 전문화

된 역량 및 행동양식을 보유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으로 정의한 바, 각 기

관의 조직 경계의 개방을 통해 확보되는 기술적 유연성으로 채용 유연성

을 제시하였다.

2) 자료: 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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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채용 경로는 크게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과 경력경쟁

채용시험(이하, 경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조직의 신규 인력 채용방식을

구분함에 있어 공채와 경채는 각각 상이한 목적으로 이뤄지는데, 민간부

문에서는 경채가 저성장기의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부담에서 시작되었던

것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공직 입문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기 위

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안희정·김태룡, 2013). 한국의 공

무원 인사는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바, 균등한 공직취

임 기회를 보장하고 임용의 공정성, 행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

채를 기본적인 신규채용 방법으로 채택해왔다(박천오·김영우, 2005). 그

러나 공채는 몇 가지의 한계를 갖는 것으로 지적되는데, 선발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소양과 지식의 측정에 치중하기 때문에 전

문화된 인력을 충원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연 1회에 대규모

의 인원을 선발하는 특성상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요구되는 다양한 인력

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한다는 점, 중앙인사기관이 일률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니즈를 반영한 탄력적인 인재선발이 어려운 점을 지적

할 수 있다(이근주, 1999; 이수영, 2017). 무엇보다 계급에 근거한 충원

통로의 구분은 공직사회 전반에 폐쇄적인 공직문화를 만연하게 한 원인

으로 지적되며(이수영, 2017), 공직사회의 폐쇄성은 전문성 및 생산성 저

하와 정부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왔다(박천오·김영우, 2005). 따

라서 정부 분야에서의 경채는 일차적으로는 공채를 통해 충원하기 곤란

한 분야에 대하여 관련 직위의 우수한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선발함으

로써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채를 통

해 입직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조직 내에서 융화됨으로

써 전통적으로 지적되어온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려는 목적을 동시

에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안희정·김태룡,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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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경직성·폐쇄성 문제는 비단 오늘날에 와서야 지적된 것은

아니며, 한국을 비롯하여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

에서는 공통적으로 고민 되어온 문제였다(이재호 외, 2008). 직업공무원

제는 관료제의 발달과 함께 발전해오며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

해 왔으나 급속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신축성·전

문성·능률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에 반해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이에

부응하는 인사의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김

규정, 19973); 박천오, 1999 재인용).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에서는 앞서 논의한 특채를 비롯하여 민간경력자 채용제도, 개방형직위

제 등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결국 채용

경로의 개방 및 다양화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를 유입시

킴으로써 공직사회의 폐쇄성·경직성을 해소(강성철 외, 2007)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now & Snell(1993)은 혁신적인 선발방식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을 식별해냄으로써 조직의 경쟁력 제고

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채용 경로의 개방은 관료체제의

개방을 의미하는 바, 개방형 관료체제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

과 대응성이 높은 것으로 고려된다. 이는 조직 내적으로도 유사하게 작

용하여 조직 내부의 수직적 벽에 해당하는 계층제를 완화하고, 수평적인

벽인 부서간의 협조를 활성화함으로써(김중양, 2004) 조직의 인사관리를

유연하게 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유연성

본 연구에서는 인사관리의 기술적 유연성에서 개별 기관 내부적으로

3)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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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원이 다양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교육 유연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교육훈련을 통해 교육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훈련은 생존과 경쟁을 위해 필수적인 것

으로 고려되고 있다(Noe et al., 2017).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이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으로서 교육과 훈련, 개발 등의 용어가 유

사한 의미로 사용되나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훈련(training)은 현재의 업

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면, 개

발(development)은 미래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들

로, 현재 수행하는 업무와 반드시 관련이 없더라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의미한다(Berman et al.,

2019). 교육훈련은 조직 구성원의 기술과 행동 레퍼토리의 범위를 확장

함으로써 적응성과 효율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고려(Cooke, 1994)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조직에서 교육훈련의 의미에 관한 논의는 주로 자

원기반이론과 고성과작업시스템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다. 먼저, 자원기반

이론은 조직의 경쟁우위의 근거를 조직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고자 하

였으며,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 생산 프로세스와 같은 자원의

가치나 이러한 자원들의 배치·획득을 통해 경쟁우위가 확보되는 것으로

보았다(Mello, 2006). 이들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원

천으로서 인적자원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는데

(Wright, Dunford, & Snell, 2001), 이때 교육훈련은 인적자원의 경쟁력

의 확보 및 유지의 수단으로 고려된다(Snell & Dean, 1992). 전략적 인

적자원관리와 고성과 작업시스템 이론 또한 교육훈련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조직구조와 과업설계, 인재(선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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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발), 보상구조, 정보시스템의 유기적 연결을 주 구성요소로 고려하

는데 이때 인적자원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

도록 보장하는 것이 교육훈련과 개발, 경력관리라고 보았다(Noe et al.,

2017).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조직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식을 획득하

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의 가치를

높게 평가 하는데 이러한 관심은 우리 정부의 공무원 교육훈련에도 반영

되고 있다.

실제적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지식기반·평생학습에 대한 사

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에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화를

촉진함으로써 정부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통

해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

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상시학습제도는 교육훈련 이수시간

을 승진임용(4급 이하)에 반영하고,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집합교육 외에도

이-러닝(e-learning)이나 직무관련 개인 연구·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학

습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며, 교육훈련

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각 부처의 직무특성과 인력구성 등의 특성

을 감안할 수 있도록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한다.4)상시학습제도의 도입은 교육훈련을 하나의 의례적인 과정으

로 보고 일방적·수동적으로 진행하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인 상시학습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시학습체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

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하

미승, 2011).

외부환경 변화와 조직의 교육훈련의 관계에 있어, 이미 민간부문에서

4) 자료: 인재개발정보센터(https://www.train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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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 수준의 학습이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한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Santos-Vijande,

López-Sánchez, & Trespalacios(2012)는 조직 학습이 변화하는 시장 환

경에서 유연한 적응과 효율적인 전략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직 성

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고객들의 요구가 세분화 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오늘날의 시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때 중요한 조직 역량으로서 전략적 유연성이 고려되

며 조직 학습은 기업의 정보처리 활동을 개선함으로써 경쟁 전략을 획득

하게 하고, 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정부 조직에서 교육훈련의 가치 또한 민간부문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행정환경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

화하고 있으며 행정수요 또한 복잡화·다양화 되고 있는바, 이에 직면하

는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갖춰야만 하는데, 조직 수준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

적인 방법은 교육훈련에 의해서일 것이다. 즉, 교육훈련은 전통적으로 고

려되어온 조직 구성원의 기술적 능력 신장을 위한 목적을 넘어 급속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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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에 대한 검토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을 한국 중앙행정기

관에 적용하여 그 수준을 측정해보고 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인사관리 유연성을 측정하기에 앞서 대상이 되는 한국 정부가 어떠

한 역사적·사회적·환경적 맥락에서 조직과 인사관리의 변화를 거쳐왔는

지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및 인사관리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각 부처의 내부 인사관리 방식에 대폭적인 변

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조직개편은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지

향하든 정부 안팎에 큰 변화를 초래(박천오, 2011)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거나 국정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정부개혁이나 행정개혁, 정부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해왔으며, 특히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행정 개혁’, ‘정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넘어서

는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 조직개편이나 혁신의 방향

에는 각 정부가 표방하는 국정철학과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담게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특정한 행정가치나 목적을 내포(문명재, 2009)하

게 된다는 점에서 각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부처의 내부 인

사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

는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조직개편과 인사

관리 변화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문헌검토를 통하여 각 정부 사례를 분

석하고 한국 정부의 인사관리가 어떠한 맥락에서 변화해왔는지 정리 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하위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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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함에 있어 한국 정부의 인사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

는바,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적·사회적·정치적·환경적 맥

락 속에서 인사관리 유연성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 인

사관리 유연성을 한국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전체 중앙행

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과 중앙행정기관별 인사관리 유연성의 측정 결

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측정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인사

관리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질의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

사관리 유연성 실태 분석을 제시하였다.

제 1 절 연구설계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장에서는 역대 한국 정부의 조직개편 및 인사관리 변화 사례를 살

펴보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사관리 유연성을 한국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김영

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로 하며 인사관리 유연성의 측정은 중앙행

정기관으로 하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하는 한계상 시간적

범위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으로 하고, 2020년에 중앙행정기관

으로 편입된 질병관리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상의 문제로 자료공

개를 거부한 검찰청은 측정에서 제외하여 43개 기관이 분석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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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은 하위 기관으로 지방청이나 산하 기관을

두게 되는데 기관마다 이러한 하위 기관의 편차가 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의 특성상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하위 기관 집계까지

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청 소속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사관리 유연성을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여 그 현

황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 중 하나로 하는바, 본 장에서는 한국

정부조직 및 인사관리의 맥락을 먼저 살펴보고, 한국 중앙행정기관을 대

상으로 인사관리 유연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질

적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는데,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정부 조직 및 인사관리를 해왔는지 사례분석을 하기 위

해서 관련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역대 정부가 발간한 정부조직관리지침,

행정개혁백서, 정부혁신 성과보고서 등의 문헌검토를 하였다. 한국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유연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중앙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인사관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

체 중앙행정기관과 각 기관별 인사관리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의 측정 결과를 해석하고 실태를 분석

함에 있어 인사관리의 대상이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공무원의

경험을 토대로 실제적인 논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질의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화 질의 및 인터

뷰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현황과 본 연구에서의 인사관리 유연

성 측정 결과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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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 정부의 조직개편 및 인사관리

한국에서는 전두환 정부 때부터 능률성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신공

공관리적 정부개혁의 영향을 받은 정부조직개편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

며 김영삼 정부부터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각 부처의 분리와 통합을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주로 부처의 통폐합과 규모의 변화를 중심으로 각

정부의 조직개편을 살펴보았는데(문명재, 2009; 박영원, 2017; 허남식,

2020),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이나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변화상을 살펴본

선행연구와 역대 정부에서 발간한 조직개편 백서, 정부조직관리지침 등

을 참고하여 각 정부의 조직개편과 인사관리의 주요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영삼 정부

1992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기관인 행

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조직개편을 비롯한 행정부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통합의 원리에 근거한 부처 통폐합5)과 함께 인력 감축,

문민화,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것으

로 보인다(문명재, 2009; 정정길, 2002).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총량 차원

에서 인력과 조직의 규모는 감축효과가 있었으나 예산과 법령은 증가하

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부 기능감축을 이루지 못했으며(김근세․권순

5) 체육청소년부와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동력자원부와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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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1997) 집권 초기에는 작은정부를 표방하지만 집권 말기로 갈수록 큰

정부가 되는 경로의존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허남식, 2020).

한편, 김영삼 정부는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사회 내부에 대

해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복수직급제를 도입하여 승진기회를 확대함으

로써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를 일으키고자 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를 유치

하기 위해 민간전문경력 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근무성

적평정 결과를 보상에 연계하여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를 강화하

고, 성과상여수당제도를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도입(하미승, 2013)하였

다. 이러한 변화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보면,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정부

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 규모의 감축을 통한 효율성의 추구와 함께 공

직사회에 대한 성과관리의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김대중 정부

IMF라는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두드러지게 신공공관리적 성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김경한, 2005; 박수경, 2003). 김대중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정부개혁의 목표로 하였는데 여기에는 구조조정

(작은 정부)과 운영시스템의 혁신(효율적인 정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봉사하는 정부)을 담고 있다(기획예산처, 2002).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

후 3차례에 걸져 중앙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1998년 1차 개편에

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원을 재정경

제부로 개편하면서 그 산하에 예산청을 신설하였으며, 외무부의 통상교

섭 기능을 강화하여 외교통상부로 개편,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하여 행

정자치부 등을 신설하였다. 2차에는 정부의 인사기능을 조정한 것이 눈



- 45 -

에 띄는데, 인사기능을 대통령에게 집중하고,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한

것이 그것이다. 3차 개편에서는 정책간 연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종

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및 교육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

상한 것이 특징적이다(박영원, 2017).

한편, 김대중 정부는 인사관리 차원에서도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을 받

은 제도들을 도입하였는데, 개방형 임용제도 외에도 목표관리제, 연봉제

를 도입한 점은 성과중심의 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박수경, 2003). 한편, 여성채용목표제를 강화하고 장애인고용촉진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2% 이상을 장

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점은 균형인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하미승,

2013).

3. 노무현 정부

이전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출범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에

대한 통폐합 및 신설과 같은 구조적 조정을 통해 변화를 추진한 것에 비

해 노무현 정부는 두드러지는 조직개편 없이 출범하였으며, 대규모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고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고자 하였다(박영

원, 2017). 노무현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보육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기획

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양하는 것과 같이 정부 조직

의 물리적 통폐합보다 기능조정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기능 조정은 정

부 부처별 기능조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 내부의 차원을 포함

한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 조직의 기능과 과정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관행(조직문화, 업무 프로세스, 관리기법 등)을 도입하고 이를 정착

시킴으로써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구현(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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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softwear) 중심의 개혁을 추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하드웨어(hardwear) 중심의 정부 조직구

조 개혁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와 대비되는 지점이다(정광호, 2005). 다만,

노무현 정부의 혁신은 집권 초기에 기능통합과 조직구조 분화의 원리에

입각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소방방재청과 방위

사업청의 신설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김대중 정부의 신공공관리

적 개혁을 일부 계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문명재, 2009), 감축 위주

의 작은정부 지향은 폐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운영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정책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높임으로써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

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박수경, 2007; 은재호, 2006).

한편,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조직의 내부관리와 인사정책에서도 다양

한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먼저 행정자치부의 인사기능을 모두 중앙인사

위원회로 이관하여 중앙인사기관을 확대하면서도 부처별 인사 권한의 위

임과 규제 완화를 시행함으로써 부처의 인사 자율권을 강화하였다6). 특

히 2005년부터는 자율과 책임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의 관리방식 자체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천명 하였으며, 부처 내부의 하부조

직을 기존의 실․국․과 체제 외에도 본부제․팀제 등 다양한 형태로 설

치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

부 조직 및 정원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았다(행정안전부, 2005). 또한 개방형 직위제도를 기존의 국장급 이상에

서 과장급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직 개방을 강화하였으며, 여성과 장애인

의 공직 임용 확대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균형인사에 대한 관심이 나타

6)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는 “각 부처의 자율과 책임, 성과 중심의 조

직 및 인력 관리”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처에 대한 자율성

을 부여하면서도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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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미승, 2013). 이밖에도 고위공무원단제

도와 총액인건비제도,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공

무원 노동조합제도, 직무성과계약제, 역량평가제와 같이 다양한 제도들을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이는 역대 정부 중에서도 관료사회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 가장 두드러지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정광호, 2005).

한편, 정부 조직과 인사의 다방면에 걸친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관료

제와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주체로 접근하였다는 점도 특징

적이다(염재호 외, 2008; 정광호, 2005). 과거 정부들은 이른바 ‘관료 때

리기’와 같이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앞서 서술한 ‘새로운 행정관행’을 정착시키는 혁신의 주체를 공무

원이라 보고 이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상시학습제도의 도입 외

에도 워크샵과 포럼, 혁신대회와 같은 많은 활동들을 추진하였다는 점에

서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에서 조직문화나 교육을 가장 강조하던 정부로

평가된다. 또한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연한 조직을 위하여

팀제를 도입하기도 하고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혁신추진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황혜신, 2013).

4.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작고 유능한 정부’를 기치로 하여 출범하였으며, 구조

적으로는 대부처주의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 규모를 축소한 것이 특징적

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총리제가 헌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폐지하는 한편,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로 개편

하고 각 부처의 기능을 이전하여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재정경제부와 기

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외교통일부로,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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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하는 한편, 각 부처의 기능

일부를 이전하여 통합7)함으로써 출범과 동시에 11개 기관이 감축되었다

(박영원, 2017).

정부 조직관리 내부 및 인사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하

여 인사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를 5등급제에서

2등급제로 변경하였으며 개방형임용 및 공모직의 비율을 축소하는 등 전

임 정부의 인사개혁을 수정․축소하는 변화들이 추진되었다(하미승,

2013). 정부 조직관리의 목표에 있어 초기의 구조적 축소지향은 집권 중

반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성과와 대응성에 대한 강조로 변화하였는데 2011

년과 2012년에는 국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강조한 점이 두드러진다. 해당 시기에는 다수부처간의 융합행정체제를

제도화하고 유동정원제를 활성화하며, 한시 조직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부인력의 운영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행정안전부, 2011; 2012). 이와 같은 전략들은 정

부의 대응성을 위해 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고려하였다는 점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임시 조직 및 인력의 활용과 같

은 양적 유연성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성과평가와 보상의 연계가 강화되기 시작한 것으

로 볼 수 있는데, 이전의 노무현 정부 때에는 성과평가의 확산과 성과책

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이 추진되었다면 이명박 정부부터는

성과평가가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강화되었다(유호선,

2020). 한편, 2008년에 「균형인사지침」이 제정되면서 이전보다 실질적

7)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과학기술부의 일부를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교육인

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 국

정홍보처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일부 기능을 통합하

여 국토해양부로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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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원에서 균형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조태준․김상우,

2021), 육아휴직제와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정책이 강조

되기 시작한 점 또한 특징적이다(하미승, 2013).

5.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조직변화는 크게 정부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조직개편

과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 출범 당시의 조직개편에서는 이명박 정부때 폐지되었던 부총리제도

를 부활시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고, 미래창

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으며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

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전환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의 정부조직개편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구축을 핵심

으로 하는데,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 그것

이다. 또한 기존의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기능을 축소함에 따라 인

사기능을 분리하여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박영원, 2017).

한편 박근혜 정부 시기의 정부 조직 및 인사관리의 가장 주요한 화두

는 ‘협업’을 꼽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 조직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예산․성과평가 제

도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도 확인이 되는데, 2013년부터 협업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인 조직·인력

의 운영 외에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

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안전행정부, 2013; 2014). 특히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다수 부처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조직관리는 더

욱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해 공무원 한 명이 복수 부처에서 동시에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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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겸임하거나 인사평가에 협업실적을 반영하고, 기관 간 인사교류를 증

대시키는 방법 등을 포함하였다(박영원, 2017). 집권 말기인 2016년부터

는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시조직의 활용 확대

외에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활성화나 육아휴직을 대체하기 위한 별도정

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사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들이 나타

났다(행정자치부, 2016). 또한 인사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계급과

통제 중심의 인사행정이나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 행정은 행정 환경이 급

변하는 상황에서는 유연성과 대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화에 보다 빠

르고 쉽게 대응하기 위한 역량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를 공직 인사혁신에

도 반영하고자 하였는데, 김형성․조경호(2016)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혁

신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

해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공직 유입

을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공무

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

습을 통한 역량강화를 강조하였으며, 과장후보자와 고위공무원과 같은

관리직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역량평가를 의무화 함으로써 성과책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인사의 전문화와 성과화로, 전문직

위군을 설정하여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각 부처의

직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보직관리를 하는 등의 보직관리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제도가 실시되었다.

6.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세월호 사고 이

후 폐지되었던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개편을 단행하였고, 코로나19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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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래없는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

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였다.

본 연구가 수행된 시기상 문재인 정부의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한 논

의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만, 매년 발간

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조직 목표와 인사관리 주요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다부처 관련 현안 및 협업의 활성화나 정부조

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행정안전부, 2017) 등은 전임 정부의 방향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며, 조직운영에 있어 자율과 성과에 대한 강조도

꾸준히 제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중반기인 2019년에는 조직운영의 유연

성․책임성 제고가 주요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고(행정안전부, 2019),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은 이후로는 조직운영의 신속성․대응

성의 제고8)와 함께 적극행정이 강조(행정안전부, 2021)되었다는 점에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점에서 조직과 인사관리가 중요하게 고려되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조태준․김상우(2021)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관리에서 ‘균형인사’

를 주요한 쟁점으로 보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재적소, 공정한 인

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사혁신의 방향 중 ‘균형인사’를 강조하면서 ‘제1차 균형인사 기

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공직 내에서 다양성과 대표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7. 소결

8) 2021년에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민한 조직운영을 위해 임시정원을 활용한 긴급대응반 

운영 확대, 임시조직이나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벤처형조직 운영 활성화, 임시조직의 활

성화 등이 제시되었다(행정안전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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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조직개편과 인사관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김영삼 정

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신공공관리

개혁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으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보

인다.

먼저, 김영삼 정부는 정부 규모의 축소와 성과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적 관점에서의 정부 조직 및 인사관

리의 변화들이 시작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

기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공공관리적 관점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조직변화 및 인사관리 기조들은 단순히 신공공관

리적 개혁의 일환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모습들이 보이는데, 노무현 정

부는 감축 위주의 작은정부에 대한 지향은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하드웨

어 차원의 개혁을 하더라도 팀제나 상설기구의 설치 및 각 부처의 조직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유연한 조직관리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하는 방식의 변화, 즉 소프트웨어 차원의 혁신을 통해 정책과 서비스

의 질적 제고를 추구하였으며 어느 정부보다도 다양한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한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제도나 역량평가제도, 상시학

습제도의 도입과 개방형 직위제도의 확대 등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게 나타

나기도 했으나 공무원을 관리의 대상보다 주체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조직구성원을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적극적 주체로 이해하고 이들을 ‘인적

자원’으로 접근하는 제도들이 대거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인적자

원관리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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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성과 제고와 균형인사의 확대가 나타나긴 했지만 공무

원의 인사관리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관심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우

며, 융합 행정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박근혜 정부의 협업 행정 추진에 밑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인사개혁이 적극적으

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협업과 융합관리의 제시는 전통적으로 고려되어

오던 정부조직과 관료제의 경직된 구조와 관리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자 한 시도로 판단된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행정의 강조

가 특징적인데 집권 초기부터 협업행정을 활성화 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정원의 탄

력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점은 관리적 유연성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이후부터 인사관리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

가하여 공직의 개방 및 전문성, 윤리성의 강조가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협업행정의 강조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는 공무원을 정부의 핵심적인

인적자원으로 보고 이들의 역량 제고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유연성

과 대응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 인사관리 유연성 차원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점으로 판

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정부 인사 개혁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지는 않으

나 자율과 책임, 성과에 기반한 조직운영에 대한 강조가 중반기 이후인

2019년부터는 유연성․책임성의 제고로 이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

며, 코로나19 이후 조직운영의 신속성․대응성의 제고와 함께 근무 유연

성이 확대․강화되는 기조가 나타난 점은 인사관리 유연성의 관리적·기

술적 유연성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각 정부의 조직개편 및 개혁 조치를 핵심 쟁점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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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정부
정부 조직 

목표 

조직개편 및 

인사관리 쟁점
주요 인사제도 변화

김영삼 작은정부 � 조직 축소

� 도입: 복수직급제, 민간전

문경력 인정제도, 성과상여

수당제도 

김대중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 조직 및 인력 

감축

� 도입: 개방형 임용제도, 목

표관리제, 연봉제 도입 

� 강화: 장애인고용의무화

노무현
일 잘하는 

정부

� 기능조정과 업

무과정의 혁신

� 도입: 고위공무원단제도, 

총액인건비제도, 가족친화

적 근무제도, 지역인재 추

천채용제도, 공무원 노동조

합제도, 직무성과계약제, 

역량평가제, 상시학습제도

� 강화: 개방형 직위제도 및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임

용 확대

이명박 
작고 유능한 

정부

� 조직과 인력의 

축소

� 축소: 고위공무원단제도 및 

개방형임용, 공모직 

� 강화: 성과평가의 보수 연

계. 가족친화정책 

박근혜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유능한 정부

� 협업기반 조직 

구축

� 강화: 복수직위제, 개방형

임용제, 통합정원제, 역량

강화

문재인
보다 나은 

정부

� 조직운영의 자

율성․책임성→

유연성·신속성·

대응성

� 균형인사

� 도입: 전문직공무원제(시

범)

� 강화: 다부처 협업 공동직

제/정원

<표 7> 역대 정부의 조직 변화와 인사관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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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1.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측정

본 연구는 인사관리 유연성의 차원을 관리적 유연성과 기술적 유연성

으로 구분하고 관리적 유연성 차원에는 보직관리의 유연성과 근무 유연

성을, 기술적 유연성 차원에는 채용 유연성과 교육 유연성을 포함하며

각 차원은 인사교류 제도와 유연근무제 활용인원, 신규임용 인원 중 경

채 인원, 국내외 교육훈련 참여인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측정하였다.

관리적 유연성에서 보직관리 유연성은 본청 현원 대비 인사교류 인원

으로, 근무 유연성은 본청 현원 대비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원격근무

제) 활용 인원으로 측정하였다. 인사교류는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

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간에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료 수집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교류는 신분 자체에 변동이 발생하는 등

의 이유로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에서는 제

외하였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는 크게 탄

력근무제와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로 구분되는데, 탄력근무제는 근무 시

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

근 시각과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시차출퇴근

형과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으로 구분되며 원격근무제는 근무 장소

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이 있다. 재량

근무제의 경우 양자를 혼합한 근무방식이나 이는 별도 인원을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공무원들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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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무제를 활용함에 있어 탄력근무제와 원격근무제의 하위 근무 유형

중 복수의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대한 중복을 허

용하여 집계하였다.

기술적 유연성 차원에서 채용 유연성은 채용 경로의 개방을 통해 전문

성과 경력이 높은 인적자원을 유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규임용 인원

의 입직경로를 공채와 경채로 구분하여 신규임용 인원 대비 경채 인원으

로 측정하였다. 교육 유연성은 본청 현원 대비 교육훈련 인원을 통해 측

정하였다. 이때 교육훈련 인원은 국내와 국외 모두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훈련을 받은 인원으로 집계하였다. 정부에서는 지식기반 및 평생학

습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여 정부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에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였는데, 2007년부터는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9)하였다. 따라서 사

실상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최소 80시간은 교육훈련에 참여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관 간의 교육 유연성의 차별성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80시간 이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 인원 집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각 부처마다 다양한 교육훈련 제도들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기관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인원을

집계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하기 위해서

는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훈련 인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9) 중앙행정기관은 업무 특성 및 학습 여건을 고려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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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각 중앙행정기관별 인사관리 유연성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 중

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의 하위차원별 현황10)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적 유연성

(1) 보직관리 유연성

관리적 유연성 차원에서 인사교류를 통한 보직관리의 유연성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인사교류 현원대비 비율을 연도별로 평균을 내어

측정하였는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는

인사교류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기관 간의

10) 각 차원별 유연성 수준은 측정대상이 된 42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연도별 평균으로 

제시하였다.

차원 구분 측정방법

관리적 

유연성

보직관리

본청 현원 대비 인사교류(중앙행정기관-중앙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인원의  

비율

근무
본청 현원 대비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

근무제) 활용 인원의 비율

기술적 

유연성

채용 본청의 신규임용 중 경력채용 인원 비율

교육훈련
본청 현원 대비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국내·

외)을 받은 인원의 비율

<표 8> 인사관리 유연성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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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짐작된다.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적응기에 접

어든 2021년에는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에도 증가추세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무 유연성

근무 유연성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원격근무

제) 현원대비 활용인원 비율의 연도별 평균으로 측정하였는데 전반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되고 특히 2017년과 2020년에 급격한 증가가 나

타났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접촉한 인사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한 결

과 2017년부터는 각 부처별로 집단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도 했고, 인사

관리 시스템에서 유연근무 활용 신청을 시간단위로 할 수 있도록 단순화

하면서 활용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코로나19가 발생

한 이후인 2020년에는 유연근무제의 활용도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어느정

[그림 1]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보직관리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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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정화가 이루어진 202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

났다.

2) 기술적 유연성

(1) 채용 유연성

기술적 유연성 차원 중 채용 유연성은 신규 임용인원 중 경력채용 인원

의 비율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으로는 공채보다

경채를 통한 신규 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

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공채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일괄적으

로 채용된 인원을 각 부처에 신규 발령을 내게 되고 경채는 각 부처별로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 보유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기관 마다 차이는 있으

나 공채를 통해 선발된 인원이 바로 각 부처의 본청에 신규로 임용되기

[그림 2]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근무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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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지방청이나 산하기관에서 먼저 임용된 후에 본청으로 발령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본청은 업무강도와 복

잡성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

규 임용자를 바로 본청으로 발령하기보다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근무

하도록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직무수행능력을 쌓도록 하고 이후에 본청

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비해 경채는 각 부처별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채를 통한 신규임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2) 교육 유연성

교육 유연성은 다른 유연성 차원들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 변동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2020년까지는 계속해서 감

[그림 3]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채용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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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2021년에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교육훈련 담당 공무원의 전화 질의

응답에 따르면 교육훈련 인원은 각 부처의 정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변동

이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았다. 조직 규모에 따라서 교육훈

련 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인원 TO는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

부와 협의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폭의 변화는 나타나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2021년도에 약간

의 증가가 나타난 것은 코로나19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전에 실시하지

못했던 교육훈련을 각 부처별로 추진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였

다.

[그림 4]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교육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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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 중앙행정기관은 2019년을 기점으로 근무 유연성은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나머지 유연성 차원들은 모두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것으로 고

려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직면한 코로나19라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대해 근무 유연성을 통해 관리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에는 적극적이었

으나 보직관리나 교육, 채용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 하는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별 인사관리 유연성

이하에서는 인사관리 유연성의 하위 차원을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살펴

보았다.

1) 관리적 유연성

(1) 보직관리 유연성

보직관리 유연성은 각 기관의 본청 현원 대비 인사교류를 활용한 인원

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인사교류는 중앙행정기관간 교류와 중앙행정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중앙행정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의 교류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교

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部) 수준의 중앙행정기관과 처․청․

위원회 수준의 기관으로 구분하여 보면 부(部) 수준의 기관들의 보직관

리 유연성 평균은 1.8%이나 처․청․위원회 수준의 기관의 보직관리 유

연성 평균은 1.4%로 나타나 부(部) 수준 기관들의 보직관리 유연성이 상

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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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기간 전체에 대한 기관별 평균을 순위화하여 살펴보면, 부

(部) 수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의 인사교류 비율

이 높게 나타난 편인데 대상기간인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 대

해 평균적으로 여성가족부는 5.77%가, 통일부는 3.3%가, 중소벤처기업부

는 3.23%가 인사교류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0.17%

로 부(部) 수준의 기관 중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도 각각 0.47%와 0.68%, 0.82%,

0.90%로 나타나 현원 중 1% 이하의 인원이 인사교류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처․청․위원회 수준의 기관11)들 중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과 문화재청, 법제처, 국가보훈처가 각각 4.33%와 3.29%, 2.99%,

2.66% 순으로 보직관리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처․청․위원회 수준의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해 평균 5명 미만

의 인사교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보직관리의 유연성이 낮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집행기관의 특성상 정책영역과 업무 전문성

이 명확한 것에서 기인하였을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으며 보직관리의 유

연성이 업무 영역을 넘어서 발휘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11) 소방청의 경우 개청 시기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교류 평균 비율

이 26.2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한 결

과, 소방청의 인사관리 특성상 지방청과 본청과의 교류를 통해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발

생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는 응답을 받았다. 이는 극단치(outlier)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기관과 함께 결과를 제시할 경우 왜곡된 경향성을 제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

단하여 측정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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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부(部) 기관의 보직관리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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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처·청·위원회 기관의 보직관리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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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중앙행정기관의 보직관리 유연성 순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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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 유연성

근무 유연성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본청 현원 대비 연도별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와 원격근무제) 활용인원12)의 비율로 살펴보았다. 먼저 부

(部) 수준의 기관들의 전체 평균은 77.95%인 것에 비해 처·청·위원회 수

준의 기관들의 근무 유연성의 전체 평균은 99.82%로 나타나 처·청·위원

회 수준의 기관들의 근무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시기별로 살펴보면 부(部) 수준의 기관들은 대부분의 경우 집단

유연근무제가 실시된 2017년에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도 이후

에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처·청·위원회 수준의 기관들은

2017년부터 증가한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기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부 수준의 기관들에 비해 근무 유연성의 강화 추세가 지

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대상 기간 전체에 대한 기관별 평균을 순위화 하여 살펴보면 부

(部) 수준의 기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130.55%, 108.7%, 105.81%, 101.19% 순으로 상대

적으로 나타나 근무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외교부와 환

경부, 법무부는 각각 27.68%와 34.41%, 44.95%로 나타나 현원 중 절반

이하의 인원들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의 자료

공개를 담당한 공무원과의 전화 질의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조직 분위기나 제도 운영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 외교업무의 특수성

이 존재하고 본청 인원이 전체 공관에 비해서도 적은 비율로 구성되어

12) 공무원들이 탄력근무제와 원격근무제의 하위 근무제도들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집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무 유연성은 각 하위 근무

제도들을 1일 이상 사용한 인원들을 중복 합산하여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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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유연근무를 활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경우 금요일에 집단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

으나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보니 공무원 개인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여성가

족부의 경우 부처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조직문화가 확산되

어 있으며 유연근무제의 활용에 대해서도 보편화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

았다.

처·청·위원회 수준에서는 통계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새만금개발청, 공

정거래위원회, 소방청이 각각 137.53%, 133.75%, 127.75%, 127.06% 순으

로 근무 유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방위사업청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이 각각 54.96%, 66.73%, 67.56%, 67.85% 순

으로 낮게 나타나 근무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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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부(部) 기관의 근무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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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처·청·위원회 기관의 근무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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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앙행정기관의 근무 유연성 순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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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유연성

(1) 채용 유연성

채용 유연성은 각 중앙행정기관 본청의 신규임용 인원을 입직경로 별

로 공채와 경채로 구분하고, 전체 신규임용 인원 대비 경채의 비율로 측

정하였는데, 전체 중앙행정기관은 신규임용 인원 중 절반 이상을 경채를

통해 충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部) 수준 기관의 채용 유연성 평균은

50.6%로 나타난 것에 비해 처·청·위원회 수준의 기관의 평균은 65.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채용 유연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대상 기간 전체에 대한 기관별 평균을 순위화 하여 살펴보면 부

(部) 수준의 기관에서는 환경부와 법무부, 통일부, 행정안전부가 각각

100%, 93.32%, 74.27%, 67.1% 순으로 채용 유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22.09%,

29.42%, 30.73%, 33.28% 순으로 채용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청·위원회 수준의 기관에서는 산림청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이 각각 96.83%, 92.28%, 91.67%, 89.11% 순으로 채용 유연성이 높게 나

타났으며, 인사혁신처와 문화재청, 통계청이 각각 37.29%, 40.72%,

40.86% 순으로 채용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전반적으로 채용 유연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채용 담당 공무원과 질의를 나눈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본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연구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공통적인 응답결과에 따르면 본청은 소속기관에 비하여 업무 강도가

높고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편이기 때문에 신규

임용자를 바로 본청으로 발령하는 경우는 드물고 신규 임용자가 본청으

로 바로 발령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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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경향은 산림청과 같이 신규임용에 관한 명시적인 지침13)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관행적으

로 관리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공채의 경우 인사혁신처나 행

정안전부 등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인원이 제한적인 편이고 결

원이 발생하더라도 신규로 임용하기보단 인사교류 등을 통해 충원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그에 비해 각 부처에서 요구되는 기술

적․전문적 수요는 기관 간의 차이는 있으나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는 편

이며 결원 발생에 대하여 교류를 통해 충원하기 보다 기관에 적합한 전

문성을 가진 인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충원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응

답 되었다.

13) 신규임용에 관한 지침에서 공채로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이나 관리소 등의 하

위 기관에 근무하도록 하여 직무능력 습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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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부(部) 기관의 채용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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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처·청·위원회 기관의 채용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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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중앙행정기관의 채용 유연성 순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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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유연성

교육 유연성은 중앙행정기관의 본청 현원 대비 국내외 교육훈련 인원

의 비율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부(部) 수준의 기관의 전체 평균은 2.46%

이고 처·청·위원회 수준 기관의 전체 평균은 2.1%로 나타나 부 수준 기

관의 교육 유연성이 처·청·위원회 수준 기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분석대상 기간 전체에 대한 기관별 평균을 순위화 하여 살펴보면 부

(部) 수준의 기관에서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

자원부가 각각 5.3%, 3.75%, 3.54%, 3.12% 순으로 교육 유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고용노동부가 각각 0.65%, 1.57%,

1.6% 순으로 교육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청·위원회 수준의 기관에서는 해양경찰청14)과 법제처, 금융위원회,

문화재청이 각각 6.16%, 4.29%, 3.7%, 3.27% 순으로 교육 유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세청과 조달청, 농촌진흥청, 통계청은 각각 0.58%, 0.73%,

0.75%, 0.76% 순으로 현원 대비 1% 미만의 인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나 교육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유연성의 측정결과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질의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육훈련은 기관의 정원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부처별로 할당되는 TO

에 의해 개별 기관의 교육훈련 인원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

에 기관별 차별성이 크게 나타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14) 기관 중 해양경찰청이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교육 유연성이 높게 나왔는데 해당 

기관의 교육훈련 담당 공무원과 전화로 질의한 결과 해양경찰청에서는 인사처에서 주관

하는 교육과정 외에도 경찰대 치안정책과정이 추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외 훈련

에 대해서도 매년 정해진 티오 외에 TO를 더 배정 받아서 추가선발 되는 해가 있는데 

자료 집계 시기의 교육훈련 TO가 많았던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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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부(部) 기관의 교육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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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처·청·위원회 기관의 교육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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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중앙행정기관의 교육 유연성 순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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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요약

분석 대상이 된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림 17]과 같이 요약된다. [그림 17]에서 ‘유연성 전체’는 인사관리 유연성

의 하위차원인 관리적 유연성의 보직관리와 근무, 기술적 유연성의 채용

과 교육을 측정한 결과를 기관별로 평균을 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부(部)

수준의 기관이 처․청․위원회 수준 기관보다 인사관리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적 특성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들이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비해 인사관리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전반적으로 관리적 유연성에서는 근무의 유연성이,

기술적 유연성에서는 채용의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직관리

의 경우, 여성가족부나 통일부와 같이 특별히 이동이 선호되는 기관이

아닌 이상 중앙행정기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인사교류는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호 교류에 있어 업무 특

성이 통용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 전반에서 활발하게 이

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 유연성은 인사관리 유연성 중에

서도 부(部) 수준의 기관과 처․청․위원회 수준의 기관 간에 차이가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근무 유연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적 유연성에서 교육훈련은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전

반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에 비해 채용은 각

기관별로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기술적․전문적 수요에 따라 충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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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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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사관리 유연성의 관리적 유연성과 기술적 유연

성의 하위 요인들을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

았는데,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면 교육을 제외한 보

직관리와 근무, 채용 유연성은 2015년부터 우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

사관리 유연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유연성의 경우, 앞서 설명하였듯 각 중앙행정기관의 필요나 수요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 기관의 규모나 정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되는 것으

로 보여 향후에는 기관별 업무 및 전문적 특성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

영한 교육훈련을 시행함으로써 기술적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코로나19 펜데믹 위기를 겪은 2020년에는 근무 유

연성을 제외한 유연성의 하위차원들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

하면서 높은 근무 유연성을 통해 순발력 있는 대응이 가능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보직관리나 채용, 교육 유연성은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는 추

세로 나타나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각 중앙행정기관별 인사관리 유연성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관리적

유연성 차원과 기술적 유연성 차원 모두에서 처·청·위원회 기관보다 부

(部) 수준의 중앙행정기관의 유연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가 크거나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일수록 인사관리 유연성을 발

휘하기 어려운 것임을 시사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각 유연성의 하위 요인별로

부처마다 유연성 수준이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결과는 일단 중앙행정기관별로 인사관리 유연성에 차별성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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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에 대하여 자료 수집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의 질의, 부처별 정책영역별·기능별 특성 등에 의

한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현

황이 어떠한 맥락에 의해 나타난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이후 절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실태에 관한 실제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4 절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의 실태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을 측정한 결과를 해석하고 그

실태를 설명함에 있어 이론적 관점에서의 논의 외에도 실제적 관점을 적

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인사관리의 대상이자 직접적 이해관계

자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이들이 체감하는 한국 중앙행정기

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실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선정

은 비확률표본추출에 해당하는 유의표본추출과 눈덩이 표본추출로 진행

하였다. 유의표본추출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모집단을 잘 대표

하리라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이며, 눈덩이 표

본추출은 제한된 표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방식이다(유기웅 외, 2018). 본 연구의 인터뷰 목적을 고려할 때 무작위

추출을 통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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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제도와 인사관리 유연성이라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선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당 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인터뷰는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인

사관리 유연성의 측정 결과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

터뷰 참여자의 소속기관과 입직 기간이 중요한 선정요건으로 고려되었

다. 따라서 인터뷰는 현재 중앙행정기관 본청에 소속15) 되어있고, 본 연

구의 분석 대상기간인 2015년 이전에 입직한 공무원 5명을 선정하여 진

행하였다.

인터뷰의 진행방식은 참고자료와 서면 질문지를 인터뷰 참여자에게 사

전에 제공하여 참여자가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연구

자에게 회신하면, 비대면 인터뷰(Zoom)를 통해 서면 질문지의 응답 내용

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사전에 제공된 참

고자료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현황을

요약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면질문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15) 인터뷰에 참여한 공무원의 전체 입직 기간 중 타부처나 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더라

도 본 연구의 측정기간인 2015년~2021년 동안 본청에 소속한 공무원을 선정함

ID 소속기관 유형 입직 기간
타부처·기관 재직 

경험

1-001 장관급 9년차 有

1-002 장관급 9년차 有

1-003 장관급 9년차 無

1-004 장관급 12년차 有

2-001 차관급 16년차 有

<표 9> 인터뷰 참여자 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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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관한 참여자의 경험 및 의견을 묻는 질문과 본 연구에서의 측정

한 인사관리 유연성 에 대한 의견 및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실태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비대면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

를 사전에 구하고 녹음 및 녹화되었으며, 인터뷰 종료 후 녹음 및 녹화

된 내용을 토대로 응답내용을 정리하고, 인터뷰 논의를 종합, 발췌·요약

하여 실태분석에 활용하였다.

2.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변화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실태에 관한 질의에 앞서 중앙행정기

관의 인사관리가 어떠한 사회환경적 맥락에서 변화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참여자들에게 공직에 입직한 이후 중앙행정기

관의 인사관리 전반의 변화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을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질의한 결과, 5명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강

화와 성과관리의 확대를 꼽았다. 개방형 직위와 민간경력직 채용의 확대

등과 같은 채용 경로의 개방 및 다양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 하려는 변

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과관리와 인사관리의 연계가 강화되

는 점들이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이러한 방향성은 정

부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논의되었다.

“전반적인 방향성으로는 (인사의) 다양성이나 개방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직위에 대해서 개방형 임용을 늘린다든가 전문임기제, 전문직위를 

활용하는 것 같은.. 특히 경채가 증가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더욱 

활발해진 것 같구요. 사실 개방형 같은 제도 자체가 도입된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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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됐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

고 사회적으로도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하다보니까 자연스

럽게 강화되는 추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전부처에 대해서 정부업무평가나 성과계획서, 보고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내부(성과)평가 같은 것들이 강조가 되는게 가장 큰 것 

같고, 이런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를 인사(관리)와도 연계를 시켜서 

강화되고 있는게 많이 체감이 되죠. 사실 외부(성과)평가는 압박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성과급은 당장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것이다보니까요. 고공단(고위공무원단) 평가에도 성과평가가 강조

되는 추세라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압력이 꽤 있습니다.”

“소위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에 따라서 정책 기조나 부처 

규모를 조절하는 차이는 있지만 내부적인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에는 세월호 사고 이

후로 공직 개방이나 전문성, 윤리성을 강조하는게 두드러지긴 했지

만 사실 전문성 강화는 꼭 세월호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있

었던 추세이다보니 계속 강화됐을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구요, 

아무래도 정부가 바뀌면 전(前) 정부에 비해서 혁신이나 개혁을 강

조하게 되지만 인사나 조직 내부적으로 특정 정부에 의해서 패러

다임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는건 아닌 것 같구요.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방식의 다양성과 이와 관련한 조직 문화 및 분위기의 유연

화도 특징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문제,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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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양립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사회 현

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들을 선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었고,

유연근무제도나 육아·출산 휴가와 같은 제도들을 활성화 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장려하는 분위기로 변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육아휴직이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은 이명

박 정부 때부터 좀 강조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는 녹색성장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정책 기조가 경제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

었고, 여성직원의 경력단절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됐었어요.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육아 휴직이 보장되어

야 되는데, 이걸 정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확대가 된거죠.”

“부처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입직했을 무렵이랑 비

교만 해봐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때야 육아휴직을 남자직원

이 쓸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요즘은 제법 쓰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구요. ‘워라밸’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기도 하고.. 사실 민간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면 그런거죠. 

경제적인 보상은 적을지 몰라도 그런 복지만큼은 보장받고 쓸 수 

있다는거.. 특히 요즘에 들어오는 MZ 세대 공무원들은 워라밸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더 보편화 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일단은 근무 방식이 다양해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직

문화가 많이 유연해지긴 한 것 같아요. 유연근무제가 코로나 때문

에 대폭 확대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어느정도 (유연근무제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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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위기가 많이 보편화되는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눈치

를 전혀 안보고 마음껏 쓸수 있다 이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단유

연근무제 실시하고 하면서 전반적인 인식이 바뀐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3. 인사관리 유연성 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인사관리 유연성의 각 차원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의 실제 운영방식과 본 연구에서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적 유연성

(1) 보직관리 유연성

중앙행정기관의 보직관리 유연성을 측정한 결과 특정 기관에서 보직관

인사관리 주요 

변화
내용 주요 키워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채용 경로의 개방 및 

다양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개방형직위, 

민간경력자채용, 

전문직위

성과관리의 강화
성과평가와 인사관리의 연계 

확대

성과연봉제, 

성과평가, 

고위공무원단

일·가정 양립의 

보편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조직 

문화의 보편화

육아휴직, 일과 

삶의 균형 

<표 10>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변화 응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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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유연성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은 특정 기관에

대한 공무원들의 근무 선호도가 높은 점이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보았다. 특정 기관에 대한 높은 근무 선호도에는 기관의 소재 지

역에 대한 선호와 업무강도, 조직 분위기 등이 고려된 것으로 설명되었

다. 특히 이러한 특정 기관에 대한 선호도는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욕구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부나 통일부는 (세종시로) 이전을 하지 않았다보니까 아무래

도 서울에 남고 싶거나 서울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인사교류

를 통해서 이동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반영됐을 것 같습니다.”

“(세종으로 내려가서) 어느정도 적응이 되긴 했지만 공무원들 사이

에는 여전히 세종으로 완전히 이동하지 않고 본인만 내려와 있다

든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보니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서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여전히 많고, 인사교류가 그런 (서울

에서 근무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보니 서울에 남은 부처(의 인

사교류)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거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기관이 웰빙부처로 인식되기도 하죠.. 

승진이나 커리어에 크게 욕심이 없으면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부

처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도 큰 편인데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굳이 빡세고 힘든 부처에 있기보다는 차라리 적

당히 워라밸 추구할 수 있는 부처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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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각 부처의 기능적·업무적 특성에 의해서도 보직관리 유연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부처에서 다루는 정책이나 사업, 교류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타 부처와의 협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 중앙

행정기관에 지방청이 많은 경우 등에서는 인사교류가 활발히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처의 경우에는 인사교류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인사교류의 전체 빈도 중 기관 차원에서의 기관간 협업의

목적에 의한 인사교류보다는 공무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인사교류 비

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교류가 기본적으로 일대일로 이루어지려면 서로 이동하는 공무원

들의 업무가 맞아야 되는건데, 그런 경우는 지방청이랑 본청으로 

교류하는게 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자연스레 지방청이 많은 

기관에서 인사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기관 간 협업이나 이런 목적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교류 공무원은) 어차피 원(소속)기관으로 돌아갈 사람

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라도 굳이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구요. 개인 차원에서는 그래도 다녀오면 가점이 

있기도 하고 고공단 하려면 경력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메리트가 

있죠.”

보직관리 유연성이 기관에 따라 차별적인 수준으로 나타난 요인에 대

한 인터뷰 응답내용을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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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 유연성

인터뷰 참여자들은 근무 유연성의 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전반적으로 근무 유연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직의 분위기나 문화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았다.

즉, 유연 근무제의 활용을 시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직 분위기나 문

화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일․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

산 되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유연 근무제도의 활용이 보편화된 것으

로 응답하였다. 다만 근무 유연성 수준이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

에 대해서는 정책 기관이 집행 기관보다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집행 기관은 대체로 정형화된 업무를 기

반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지만 정책 기관은 다양한 현안들이 실시간

으로 전달되고 이에 대응해야만 하고, 공무원 개인별 업무 강도도 높아

상대적으로 유연 근무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였다.

“유연근무제도라는게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보편화 되기도 했지만 

각 부처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청 같은 기관은 특허심사처럼 개인한테 

정해진 업무를 중심으로 하면 되니까 유연근무를 쓰는게 가능하지

인사관리 유연성 

차원
인사관리 유연성 영향요인

보직관리 유연성

� 인사교류 기관과 지역에 대한 선호도

� 기관의 업무 강도 및 일가정양립 가능성

� 부처의 기능적·업무적 특성

� 부처간의 협업 가능성

<표 11> 보직관리 유연성 영향요인에 관한 응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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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재부나 행안부 같은 기관은 현안 대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아무래도 유연근무제도를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부처마다 필수인력을 다르게 지정하긴 할텐데 대부분 사무관-주

무관을 필수인력으로 지정해서 서로 서포트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

런데 이런 서포트가 되는 기관에서는 한 명이 재택근무를 해도 한 

명은 사무실에 있으면 업무가 되는데 그런게 안되면 사무실에서 

지원해줄 사람이 없어서 사실상 업무가 안돌아가요. 기재부나 외교

부 같은 곳은 그래서 이런 (근무 유연성이 낮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가부 같은 기관은 부처 자체가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을 주

로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조직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화에 대한 공

감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적

인 문화가 당연한 분위기로 되어있어서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나 자녀 양육을 위해서 유연근무제 쓰는게 이례적이지 않다고 들

었거든요. 이런 (유연근무제도 활용에 대한) 분위기가 옛날에 비해

서는 전부처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모든 부처가 그렇

다고 하긴 힘들죠.”

근무 유연성이 기관에 따라 차별적인 수준으로 나타난 요인에 대한 인

터뷰 응답내용을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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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유연성

(1) 채용 유연성

채용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은 중앙행정기관 전반적으

로 경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인사관리의 분위기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의 유연성

을 측정한 결과 공채를 통한 신규임용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에 대

해서는 중앙부처의 특성상 업무 수행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요구되

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공채 출신자들은 지방청이나 소속기관 근무 경험

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반해 경

채를 통해 입직한 인력은 이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력이 검

증된 이들로 충원된다는 점에서 경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았

다. 채용 유연성이 기관에 따라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의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았는데,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와 같

이 요구되는 기술력과 관련 보직이 명확한 기관들의 경채 임용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처들은 경채 수요가 높지 않은 것

으로 보았다.

“저도 첫 발령은 소속기관으로 있다가 올라온 케이스구요. 아마 공

인사관리 유연성 

차원
인사관리 유연성 영향 요인

근무 유연성

� 일가정 양립에 관한 조직 문화 및 분위기

� 기관의 기능적 특성 및 업무 분담 방식

� 개인의 업무강도

<표 12> 근무 유연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응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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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은 그럴거예요.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수습기간을 거친다고 해도 사실 업무 역량이라는 건 업무를 많이 

다뤄봐야 느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본청으로 발령이 나는 건 드물

죠.”

“그 분들(경채 입직자)은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전공 업무를 하시

다가 들어오신 분들이시니까 숙련도가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업무보고 방식이나 이런 점은 민간과는 다른 스타

일이 있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하긴 하지만 업무에 관한 전문성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는 분들이고, 조직에서도 필요한 분야에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본청으로 배치가 되죠.”

“부처에 따라서 특정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처가 있고 일반행

정이나 정책 전문성이나 역량이 높은 사람이 필요한 부처가 있어

서 채용 유연성에 차이가 나타난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

경부는 화학물질이나 폐기물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일반 공

무원은 잘 모르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충원을 해와야하지만 기재부

나 인사처 이런 곳은 일반행정 역량이 높은 분들의 전문성이 필요

한거라서 내부충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채용 유연성이 기관에 따라 차별적인 수준으로 나타난 요인에 대한 인

터뷰 응답내용을 요약하면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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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유연성

인터뷰 참여자들은 교육 유연성이 다른 유연성에 비해 시간에 따라 변

동성이 매우 작게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현행 교육훈련의 운영 방식은

각 기관의 필요도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주무 기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 정원에 따라 경직되게 운영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즉, 교육 유연성은 사실상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

부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각 부처는 정원에 맞춰 인원을 내부적으로 선발

하는 것 외에는 권한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본 연

구의 측정대상이 된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훈련의 경우 대부분 국내외

학위 이수과정을 포함하게 되는데, 장기 교육훈련 수요는 높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기도 했

다.

“상시학습제도는 취지야 좋지만 사실상 정해진 시간 채우기 밖에 

안되는 것 같고.. 국내외 훈련은 가려는 사람은 많은데 인사처에서 

내려오는 티오(TO)는 고정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적죠. 티오도 전년도에 정해진 인원이 계속해

서 반영되다 보니까 크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부처 공동경

쟁은 서로 경쟁해서 정해지니까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외 티오는 

인사관리 유연성 

차원
인사관리 유연성 영향 요인

채용 유연성

� 기관의 업무 강도

� 기관의 업무 특성

   (기술력 및 전문성에 대한 수요 및 요구도)

<표 13> 채용 유연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응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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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해서 내려오는 걸 부처에서 뽑는 것 뿐입니다.”

“국외훈련은 외부(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다보니 적극적으로 하

기가 힘든 경향이 있죠.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교육 가는 걸 놀

러가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보니 그런 눈치를 안볼 수 없어요. 

각 기관들이야 인사처에서 티오를 얼마나 정하냐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는 것인데 국회 지적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보니 교육 인원

이 기관 수요를 반영해서 대폭 변화한다든가 이런 건 사실상 불가

능할 것 같아요.”

한편, 기본적으로 교육훈련 인원은 기관의 정원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어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와

같은 기관에 의해 교육훈련 정원이 할당 되는데, 이때 각 기관의 인원

선정에는 부처의 힘이 작용하게 되어 기관간 교육훈련 인원의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장기교육은 거의 대부분 전년도에 준하게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정원문제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보니까 인사처에서 부처별로 

할당을 하는데 이때 기관 파워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나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 유연성이 기관에 따라 차별적인 수준으로 나타난 요인에 대한 인

터뷰 응답내용을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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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유연성 

차원
인사관리 유연성 영향 요인

교육 유연성

� 주무기관 주도의 교육훈련 운영 방식

� 각 기관의 교육정원의 경직성과 대체인력

� 부처의 힘(power)

<표 14> 교육 유연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응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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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사관리 유연성과 정부 조직성과

제 1 절 정부 조직성과에 관한 논의

1. 정부 조직성과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논의

정부의 성과는 크게 정책성과와 조직성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책성

과가 개별 정책이 목표한 바를 얼마나 달성하고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

났는가에 관한 것이라면, 조직성과는 조직 목표의 달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Chun & Rainey, 2005a; Meier & O'Toole, 2002).

결국 정부 조직의 목표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정부 조직성과를 다르

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Rainey, 2014)하기 때문에 정부 조직의

목표 또한 다양하고 모호하다는 특징(Chun & Rainey, 2005)을 갖는다.

따라서 정부 조직성과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고려(Boyne, 2002)되어 왔으나 여전히 그 개념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Boyne & Dahya, 2002; Boyne et al,

2005).

정부 조직이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정부 조직성과

의 측정의 문제로도 이어지게 된다. 정부 조직성과에 대한 관심은 신공

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로 요약되는 행정 개혁에 대한 강조와

함께 높아졌는데 초기에 공공부문의 조직성과는 비용과 효율성, 효과성

을 중심으로 정의되었다(Boyne, 2002; Brignall & Modell, 2000). 그러나

공공 조직의 성과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공공부문 조직성과는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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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복잡하며 측정하기 어려운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상(socially

constructed phenomenon)이기 때문에(Au 1996; Anspach 1991; Brewer

& Selden, 2000 재인용)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성과의 일부

만을 측정하거나 편향된 성과지표를 만들어내는 등의 잘못된 결론에 이

르게 되므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조직성과를 측정해야함을 주장하였

다(Brewer & Selden, 2000; Chun & Rainey, 2005; Rainey, 2014). 따라

서 최근에는 정부 조직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 효과성의

차원으로 보는 것 외에도 형평성이나 반응성, 책임성, 민주성과 같은 가

치가 반영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Boyne, 2002), 이와

같은 전통적으로 고려되어온 가치 외에도 협력적 거버넌스나 글로벌 거

버넌스와 같은 영역까지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Moynihan et al., 2011)하

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부 조직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들에 관한 논의는 절차적

가치(procedural values)와 결과적 가치(outcome values) 차원으로 구분

하여 살펴볼 수 있다. Bevir(2010)는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한 방식(과정)

과 달성한 결과 모두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받음을 지적한 바 있

으며, 이는 정부 조직이 절차와 과정 모두에 대해서 바람직 해야하는 책

임성의 딜레마(accountability dilemma)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Behn,

2001). 오재록(2019) 또한 정부가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관료적

부패(bureaucratic corruption)가 증가하여 이를 상쇄한다면 성과의 의미

가 퇴색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바 있다. 정부 조직성과의 다차원성과

가치와 관련된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부 조직성과는 결과적 가치와 절차

적 가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de Graaf & Paanakker(2015)는 절차적 가치(procedural values)에

는 투명성, 평등, 합법성 및 청렴성과 같은 가치가, 결과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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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values)에는 효과성, 효율성과 같은 가치가 포함될 수 있음

을 제시하였다.

조직성과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고려해볼 때, 인사관리

유연성은 다양한 인사관리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과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 하고자 하는데, 이는 단순히 결과적인 효과성

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과정적 측면에서도

전문성과 대응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들이 담겨있는 바, 본 연구에서

조직성과는 결과적 가치와 과정적 가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

하고자 한다.

2. 정부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

고전 조직이론은 폐쇄체제적 관점에서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대되고, 조직 규모의 팽창 및

구조적 복잡성이 강화됨에 따라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상호작용적인 것

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관점이 증가하였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대는 산업화가 고도로 이루어지고 급속한 정보화를 경험

하는 격변의 시기였으며, 이러한 사회적․환경적 변화와 함께 조직의 관

계를 설명하고자 한 다양한 조직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오석홍, 2020).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크게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

과 같은 결정론적 관점과 전략적 선택이론(strategic choice theory), 자

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과 같은 임의론적 관점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상황이론이 외부 환경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개인이나 조

직은 환경의 구조적 제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면, 후자는 개인이나

조직이 단순히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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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극적인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구성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즉, 상황

이론에서의 상황은 불변이 아니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해

석하는 주요 행위자에 따라 조직의 구조나 관리행태가 달라질 수 있는

바, Child(1972)는 이러한 핵심 권력자의 역할에 주목을 하고 전략적 선

택이론(strategic choice theory)을 제시하였다.

Child(1972)에 따르면, 전략적 선택이론은 특정한 상황적 맥락과 조직

구조의 관계에 있어 핵심 권력자(power-holder)의 역할에 주목하였으며,

조직의 핵심 권력자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며 이는

조직 효과성과도 연관된다. 즉, 조직은 특정한 환경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상황을 평가하고 어떠한 목표를 수립할 것인지 선택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조직적 전략(organizational

strategy)은 운용 규모(scale of operations), 기술(technology), 구조

(structure), 인적 자원(human resource)에 대한 것들이며 이는 조직 효

과성(operating effectiveness/efficiency)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운용 규

모는 조직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모가 클수록 조직은 환경 변화

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의 활용 능력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

술은 조직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능력과 연관되며, 구조는

권한의 집중 또는 분산과 연괸되며, 인적자원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인적자원을 구하고 그에게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살펴볼 때, Child(1972)가 제시한 조직적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결국 조직 내부의 인사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로 볼

수 있으며 외부적 환경변화의 압력을 많이 받고 개방체제로 고려되는 정

부조직(Rainey, 2014; Ring & Perry, 1985)의 성과는 인사관리 유연성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공조직에서 관리의 중요성은 O’Toole & Meier(1999)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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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조된 바 있다. 이들은 조직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구조를 구축

하고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조직을 완충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기회를 활

용하는 관리를 통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

한 조직의 성과와 관리는 조직을 둘러싼 여러 맥락(contexts)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 공공조직은 개방형 시스템으로서 환경적 맥락에 의해

성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관리 역량은 이러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았다(O’Toole & Meier, 2015).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개방체제로서 정부 조직의 성과는 환경적 맥락에 의해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환경적 영향과 충격을 관리적 역량을 통

해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바, 인사관리가 환경적 영향에 얼마

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조직성과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 인사관리 유연성과 정부 조직성과

1) 관리적 유연성

(1) 보직관리 유연성

본 연구에서 보직관리 유연성으로 측정한 인사교류는 앞선 이론적 논

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성격이

강하며, 전반적으로 정부 인사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적·실천적 기대가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

되고, 정부 조직 및 인사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하게

검증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인사교류제도에 관심을 가

진 선행연구들은(김판석 외, 2000; 권용수, 2006; 김동원, 2010; 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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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해당 제도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분석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본 제

도가 정부 조직이나 인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까

지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권용수(2006)의 경우 국․과장급 인사교

류 대상자와 인사교류 파견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

해 국․과장급 인사교류의 운영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인사교류가 조직에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지에 관한 논의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김동원(2010) 또

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간

의 인사교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인사담당자들은 조직차원에서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의 배타성을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사교류에 관심을 가진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인사교류제도가 얼마

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을 뿐 인사교류가 조직의

효과성이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교류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분석연구

의 미진함의 원인으로, 해당 제도가 참여정부 시기에 도입되어 역사가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현상과 학문적 접근 간에 시차가 발생할 수밖

에 없는 행정학의 특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보다 현실적으로는 앞선

선행연구(김동원, 2010; 금창호, 2013)들이 지적한 바 있듯 실제 인사교

류가 워낙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조직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주목받지 못했을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진재구(2009)는 인

사교류제도가 실무적 필요에 의해 도입 되다보니 이론적으로나 법령에서

도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념의 혼란과 모호성이 발생하

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정책적 처방 또한 다양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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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함을 제기한 바 있다.

Howieson et al.(2013)의 경우 미국의 연방정부 공무원과 민간 부문

간의 인사교류가 교류 대상 조직과 교류자, 원소속기관 모두에게 윈윈

(win-win)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부문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의 격차를 메우고, 외부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에서도 조직에 긍정적일 수 있으며 교류자 또한 다른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 및 구조를 경험해봄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고 이는 원

소속기관에 복귀한 이후 업무 성과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

였다. 다만 이러한 인사교류에는 다양한 장벽 또한 존재하는데 실제 인

사교류의 구현과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자원 제약, 문화적 충돌, 교류

이후의 배치전환의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다. Howieson et al.(2013)의

연구는 정부와 민간 간의 인사교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 간이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에 집중되

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소 상이한 맥락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인사교류

가 조직과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사교류에 장애로 작

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에 대한 인사교류의 영향력은 이론적 관점에서 추정해볼 수

있으나 관련 이론들 또한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앞서 살펴본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나 협업행정의 관점에서는 제도를

통한 조직·부문간 경계의 개방이 인사관리의 유연성 제고, 새로운 사고

및 전문성의 강화, 협업의 확대로 이어져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금창호, 2013)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유사성·유인이론은 사람

은 가치와 태도 등이 유사한 타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지만 이

질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갈등과 소통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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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으며(Graves & Powell, 1995), 사회범주화이론 또한 내집단과 외집

단에 대한 구분이 동질감을 갖는 대상에게는 호의적이나 외집단에 대해

서는 편견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Williams & O′

Reilly, 199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사교류를 통해 조직 외부로부터

유입된 구성원에 대해 기존 구성원은 외집단으로 범주화하게 되고 배타

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조직 내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조직의

생산성이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조직에 대한 인사교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실증연구의 부족함을 고려할

때 조직성과와 인사교류의 관계는 탐색적인 수준에서부터 접근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인사교류가 조직에 긍정적 영향과 부

정적 영향 모두 가능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인사교류 관련 이해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전반적으로 인사

교류를 통해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인사관리 유연성은 각 하위차원의 유연성 확대

를 통해 조직의 대응능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접근한바, 인사교류

를 통한 보직관리 유연성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가정하고자 한다.

가설 1-1: 보직관리 유연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 근무 유연성

유연근무와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많은 연구들은 일-가정의

양립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직장과 가정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전제하는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이나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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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Conflict Theory)의 관점에서 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행동이

다른 영역으로 전이될 수 있으며, 직장과 가정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상호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 성과와도 연관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배귀희·양건모, 2011). 이때 유연근무제도는 조직구

성원에게 양자를 조율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

고, 개인의 스트레스 및 이직의도의 감소, 직무만족도나 조직 몰입,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Allen, 2001; Hill et

al, 2008).

직무특성이론(Job Characteristics Model)에서는 조직 구성원은 각자

다양한 개인차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차이를 인사관리에 반영

할 때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Hackman &

Oldham, 1975). 특히 5가지의 핵심직무 특성(기능의 다양성, 직무 정체

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은 구성원의 심리상태와 관련될 수 있

으며 유연 근무제는 자율성과 관련되어 구성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Liechty & Anderson(2007) 또한 유연근무제를 통해 개인

의 상황에 적합한 근무 장소․시간․방식의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기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만족감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조직 차원에서 유연근무제의 긍정적 효과는 사회적 교환이론의 관점에

서도 지지 되고 있다. 사회적 교환이론은 일-가정양립제도와 같은 제도

적 차원의 지원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이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보답해야한다는 호혜성의 규범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Settoon, Bennett, & Liden, 1996), Lee & Hong(2011)은 이러한 관점에

서 가족친화제도가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를 저하 시키고 조직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Ko, H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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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Walter(2013) 역시 사회적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일-가정양립지원

제도가 직무만족이나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때 관리자의 지원이 양자 사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가족친화제도나 일-가정양립지원제도와 같은 일련의 제도들은

조직이 구성원으로 하여금 근무방식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

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성원의 상호호혜

의 의무를 갖게 되면 업무 몰입도를 높여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연 근무제가 근무 유연성의 양과 질 모두를 보장하는 것은 아

닐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태희․오민지(2018)는 근무지 유

연성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근무지

유연성의 질적․양적 차원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들은 양적 근무지 유연성은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확보되는 유연성 자체

를 의미한다면, 질적 근무지유연성은 업무가 수행되는 방식에 대한 자율

성을 갖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양적 유연성이 일련의

유연근무제의 활용을 통해 확보되는 시간적․공간적 근무의 유연성과 관

련된다면, 질적 유연성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통제권한을 실제로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질적 유연성에 관심을 가진 연구(Eaton, 2003;

Baltes et al., 1999)들에 따르면 단순히 제도의 활용 여부만으로 부여되

는 유연성 만으로는 조직구성원들이 실제로 누리는 유연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질적 유연성의 확보를 통해 업무자율성이 보장되어야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한바 있다.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근무 유연성은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

모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유연성이 확보될 때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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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조직 양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근무 유연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가정하고자 한다.

가설 1-2: 근무 유연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기술적 유연성

(1) 채용 유연성

채용에 관한 이론적 검토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 경로의 개방 및 다양

화는 공채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인적자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

함으로써 인사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기존에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온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조직 문화를 형성함으

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자원기반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기반이론은 조직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차별화 되는 특성을 갖는

자원 획득으로 보는바(Galbreath, 2005), 인적자원의 획득이 채용을 통해

서 이루어질 때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은 보다 차별적 전문성을 갖

춘 인재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안희정·김태룡, 2013)는 점에서 조

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채용 경로의 개방은 공직사회 내에 보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 전

문성을 가진 인사를 유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력구성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성의 조직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혼재된

결과를 보이는데(Williams & O′Reilly, 1998), 인사 다양성이 조직의 학

습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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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Oldham & Cummings, 1998)과 유사성·유인이론의 관점에서 이질

감은 갈등의 증가, 의사소통의 감소를 불러일으켜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관점(Graves & Powell, 1995)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채용제도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박천

오, 1999; 박천오, 2003; 배귀희, 2006; 최순영·조임곤, 2014; 이수영,

2017)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나, 채용 방식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검

증하고자 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박윤․심형인(2020)은 공무원의 입직

경로를 공채와 경채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공직봉사동기와 조직공정성,

조직몰입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공직봉사동기와 승진

공정성에서는 공채 집단이 경채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공직봉사동기가 조직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서는 경채 집단이 높지만 공직봉사동기와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은 공채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희정·김태

룡(2013)은 드물게 경력채용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경력

채용제도를 개방성 요인과 전문성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조직몰입

과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채의 개방성의 경우 조직의 개방성보다 개인의 성

향이, 전문성은 그 수준보다 유용성이 조직 효과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의 수준이 근속몰입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독립변수들이 효과성 변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선행연구와 이론적 관점에서 가정

한 채용의 개방을 통한 조직에의 긍정적 기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자 간의 관계를 일반화하기엔 충분한 실증분석 사례가 부족하고, 다

양성 이론의 관점에서도 조직 내에서 인사 다양성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

가 혼재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채용의 개방을 통한 긍정적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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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 연구를 참고하

여 중앙행정기관의 경채를 통한 채용의 유연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가정하고자 한다.

가설 2-1: 채용 유연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교육 유연성

교육훈련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실증연구는 꾸준히 증가해왔

으며, 특히 2010년 이후 크게 성장해오고 있다(Garavan et al., 2019). 조

직 차원에서 교육훈련이 갖는 가치에 대한 관심은 자원기반이론이나 전

략적 인적자원관리,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관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원기

반이론의 관점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접근할 때, 인적자원이야말로

대체불가능한 경쟁우위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되며(Barney,

1991),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교육훈련이 될 수 있다

고 본다(Snell & Dean, 1992). 따라서 교육훈련은 인적자원의 역량과 경

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고

려되는 바(Cooke, 1994), 다수의 선행연구 또한 교육훈련을 비롯한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관리들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제시하고 있다(Becker & Gerhart, 1996; García, 2005; Collins &

Smith, 2006; 배귀희, 2013). 특히 조직차원에서도 학습은 환경 변화에서

유연한 적응과 효율적인 전략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직성과에 긍정

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Santos-Vijande, López-Sánchez,

& Trespalacios, 2012)되는 바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적 유연성이 증대될

때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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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Wright & Geroy, 2001; Guerrero & Barraoud-Didier,

2004)에서는 조직의 생산성이나 성과에 대한 교육훈련의 긍정적인 효과

가 명백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

서 교육훈련이 인적자원의 역량 개발에 중요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조직의 목표와 인적자원 관리 간의 적합성이 전제되어야하고, 특히 교육

훈련은 다른 인사관리와 수평적 적합성이 유지되어야만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배귀희․임승후, 2008).

교육훈련에 관한 일부 연구에서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조직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점, 최근

에는 이를 전제로 양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검증까지

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는 점(채주석·김찬중, 2019)을 고려할 때 조직성과

에 대한 교육훈련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어느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훈련을 통한 교육 유연성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임을 가정하고자 한다.

가설2-2: 교육 유연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2 절 연구설계

본 장에서는 인사관리 유연성과 정부 조직성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입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 바,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 방법을 결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 113 -

1. 양적연구 설계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인사관리 유연성과 조직성과에 관한 실증분석은 3장과 동일하게 42개

한국 중앙행정기관을 대상16)으로 하였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은 하위

기관으로 지방청이나 산하 기관을 두게 되는데 기관마다 이러한 하위 기

관의 편차가 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의 특성상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하위 기관까지 자료 수집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

으므로 본청 소속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는 2015

년부터 2021년까지의 7년간17)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인사관리 유연성이 정부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42개 한국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7년 간의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나 패널데이터로서는 충

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

에 대해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잔차의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살

펴보고자 최종적으로 분석결과를 도출한 네 모델18)에 대하여

Wooldridge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등분산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VIF 분석 결과 각 모델의 설명변수들

의 VIF값은 10보다 낮고19) 모델의 평균 VIF값20)도 10 이하로 나타나

16) 중앙행정기관 중 2020년에 중앙행정기관으로 편입된 질병관리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

회와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한 검찰청은 측정과 실증분석

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앞선 3장에서 인사관리 유연성 측정 결과 기관의 특수성에 의해 

유연성 수준이 극단적으로 높게 나타난 소방청은 극단치(outlier)로 판단하여 실증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17)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인사관리가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에 동시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변수간의 시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간의 시간차(1년)를 고려한 분석결과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18) 분석에서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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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의 문제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계패키지는

STATA16 S.E. 버전을 이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앞선 정부 조직성과의 측정에 관한 논의에서 정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조직성과 또한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정부 조

직성과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성과목표달성제,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가를 고려하였다.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성과목표

달성제는 중앙행정기관이 설정한 성과와 사업목표 달성 수준을 측정하는

제도들로 정부 성과의 결과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청렴도 평

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과정의 청렴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가

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각 평가지표를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정부업무평가를 종속

변수로 한 모델 외에 재정성과목표달성도와 청렴도 평가점수를 종속변수

로 한 연구모델은 모형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평가만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정부업무평가 점수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

가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여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특정평가

와 개별평가, 자체평가가 있다. 이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

19) 모델1: 1.08~3.48, 모델2: 1.08~3.49, 모델3: 1.05~3.99, 모델4: 1.08~3.49

20) 모델1: 1.96, 모델2: 1.96, 모델3: 2.09, 모델4: 1.96



- 115 -

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과 현안시책 등을 평가한다. 특히 정부업무평가

는 국정과제 등의 핵심정책 평가 외에도 정책소통이나 국민만족도 등을

포함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한다

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부 조직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과 같은

가치만을 고려한다면 정부 조직성과의 다양한 차원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민주성이나 형평성, 투명성, 청렴성과 같은 가치들까지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 선행연구(de Graaf & Paanakker, 2014; Bevir(2010; Boyne,

2002; 오재록, 2019)의 논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부업무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

행정과 같은 부문으로 구분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합산(부문

별 가중치 부여)하여 기관종합 평가 등급을 측정해오고 있다. 분석대상

기간인 2015년~2021년의 평가부문은 <표 15>와 같이 정리된다. 평가부

문 중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의 경우, 2017년도에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자 별도 평가항목으로 변경되었으나 2018년

도부터는 국정과제부문과 함께 평가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2015

년과 2016년도에는 국정과제 평가부문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을 하나의 지표로 판단하였다. 그

리고 규제혁신 평가부문의 경우, 2015년~2017년 동안에는 ‘규제 개혁’으

로, 정책 소통 평가부문은 2015년과 2016년에는 ‘정책 홍보’로 평가되었

는데, 각 평가부문에서 다루고 있는 평가내용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평가지표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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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성과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대한 인사관리 유연성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

고, 기관종합 평가 등급과 각 부문별 평가 등급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

다. 다만 <표 15>에서 확인하였듯 연구자료의 분석 대상기간인 2015년

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평가된 부문21)은 일자리․국

정과제22), 규제혁신, 정책소통이며 각 부문의 평가내용은 <표 16>과 같

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기관 종합점수와 대상기간 동안 공통

21) 분석 대상 기간 동안의 평가부문은 [부록 1]에 정리하였다.

22) 일자리창출·국정과제 항목의 경우 2016년에는 국정과제 항목이었으나 2017년에는 일

자리창출 항목이 별도로 추가되었으며 이후에는 일자리창출·국정과제 항목으로 통일되

었다. 해당 기간 동안의 정부업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창출·국정과제 항목의 주

요 평가내용은 국정과제와 주요정책과제의 추진성과가 주요 평가대상이고 여기에 일자

리창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2017년은 국정과제 평가결과와 일자리창

출 평가결과의 평균을 계산하여 단일지표로 활용하였다.

평가부문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정과제 O O O
O O O O

일자리 창출 - - O

규제혁신 O O O O O O O

정책소통 O O O O O O O

정상화과제 O O - - - - -

기관공통사항: 정부 

3.0, 협업, 성과관리, 

특정시책(가감)

O O - - - - -

국민만족도 - - O - - - -

정부혁신 - - O O O O O

소통만족도 - - - O - - -

지시이행(가감) - - O O O - -

적극행정(가점) - - - - - - O

<표 15> 정부업무평가 연도별 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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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평가된 3개 지표의 평균 점수, 3개 부문의 개별 점수로 다섯가지

로 측정하였다.

한편, 분석에 포함된 평가부문의 점수는 2019년을 제외하고는 3등급

(우수, 보통, 미흡)으로 측정 되었으며, 2019년에는 5등급(S~D)으로 측정

되었다. 이와 같이 평가 연도에 따라 상이한 지표로 측정된 산정방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Cohen et al.(1999)이 제시한

POMP(Percent of the Maximum Possible) 방식을 활용하여 등급값을

비율로 변경23)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연도별로 정부업

무평가의 등급 체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체계로 일원화된 값을 도출하

여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인사관리 유연성은 관리적 유연성과 기술적 유연성의 차원

으로 구분하고, 관리적 유연성은 보직관리와 근무로, 기술적 유연성은 임

용과 교육으로 구분된다.

관리적 유연성 중 보직관리는 이론적 논의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

23) POMP=[(관측값-최소값)/(최대값-최소값)]*100

- 관측값: 단일 케이스에서 관찰된 점수

- 최소값: 척도에서 가능한 최소 점수

- 최대값: 척도에서 가능한 최대 점수

평가부문 평가내용

일자리·국정과제 국정과제 및 기관별 주요정책과제 추진성과, 일자리 
정책 포함

규제혁신 규제혁신 성과·체감도

정책소통 국민소통 활동, 소통 만족도

<표 16> 정부업무평가 평가부문별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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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수평적 인사 이동인 인사교류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실제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인사교

류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측정에서는 제외하였으며 각 연도별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 인원(유입 인원)을 본청 현원 대비 비율로

측정하였다. 근무 유연성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본청 현원 대비 유연근무

제 활용인원을 통해 측정하였다. 유연근무제도의 유형은 탄력근무제, 원

격근무제, 양자를 혼합한 재량근무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재량근무제의

경우 이는 별도 인원을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

하였다. 따라서 근무 시간의 유연성인 탄력근무제와 근무 장소의 유연성

인 원격근무제의 이용자를 통해 근무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기술적 유연성 중 채용 유연성은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공직 임용의

경로를 개방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이는 보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의 유입을 통해 유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한

바, 중앙행정기관의 신규임용 인원 대비 경력채용 인원을 통해 측정하고

자 한다. 교육 유연성은 교육훈련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과 행동

양식이 다양해짐으로써 외부의 다양한 요구 및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대

응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조직 차원에서 교육훈련의 효과

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은 조직의 교육훈련 투자비용을 통해 측정(Fey

et al., 2000; Ahmad, & Schroeder, 2003; Jiang et al., 2012) 하기도 하

는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비용을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무척 드물며, 교육훈련에 소모되는 비용이 출

장비 등의 타항목 예산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24) 되었다.

이런 경우, 각 기관의 예산 항목에서 교육훈련에 투자되는 예산을 정확

24) 이상의 내용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의 담당 공무원 질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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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추출 해내기가 어려우므로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 참

가자 수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다만, 2007년부터 상시학습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간 100시간 이상

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된 점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의 장기 국내외 교육

에 참여한 인원의 본청 현원 대비 비율로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정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

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연령과 조직 목표(프로그램 목표), 총 현원,

예산(결산)을 고려하였으며 연도 더미를 포함하였다. 조직 규모를 통제

하기 위해 총 현원과 조직 예산을 포함하였는데, 총 현원은 인사통계에

공개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총 현원25)을 통해 측정하고 조직 예산

은 각 기관의 회계연도별 결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측정26)하였다. 조직

연령은 조사년도에서 조직설립년도를 감함으로써 측정하였다. 한편 각

기관별로 조직 목표는 다양하게 설정되는데, 조직 목표가 다양할수록 목

표 모호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조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고려(Chun & Rainey, 2005)된다는 점에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성과목표 중 프로그램

목표의 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정부 조직성과는 전년도 성과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고려(O'toole & Meier, 1999)되므로 시간 변화를 통제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도 더미를 추가하였다.

25) 매 해 연말(12.31)기준

26) 2021년도의 경우, 자료 수집 시기에 2021년도 결산이 공개되지 않아서 2021회계연도 

예산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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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 측정 자료

종

속

변

수

조직성과

일자리창출·

국정과제
평가 점수(일원화)

정부업무평가

결과

규제혁신 평가 점수(일원화)

정책소통 평가 점수(일원화)

공통지표 

평균

일자리창출·국정과제, 규제

혁신, 정책소통 점수(일원

화)의 평균

기관 

종합점수
기관 종합점수(일원화)

독

립

변

수

관리적 

유연성

보직

관리

중앙행정기관 본청 현원 대비 

인사교류(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인원

정보공개청구

근무

중앙행정기관 본청 현원 대비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활용 인원

정보공개청구

기술적 

유연성

채용
중앙행정기관 본청 신규임용 인원 대비 

경채 인원
정보공개청구

교육
중앙행정기관 본청 현원 대비 

교육훈련(6개월 이상, 국·내외) 인원
정보공개청구

통

제

변

수

조직 연령 조사년도-조직설립년도
정부조직관리

시스템

조직 목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상 프로그램목표 

수

열린재정-재

정성과목표관

리제도

조직 인원 중앙행정기관의 총 현원
인사혁신통계

연보

조직 예산 중앙행정기관의 ln(연도별 결산)
열린재정-재

정통계

연도 연도 더미

<표 17>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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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연구 설계

인사관리 유연성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론적 관점과 실제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인사

관리 유연성의 영향력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고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사관리 유연성의 각 하위 차원들이 실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어떻

게 활용되고 있으며 조직과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응

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참여자 선정은 유의표본추출과 눈덩이표본추출로 진행되었는

데, 앞선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터뷰의 목적은 중

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통해 인사관리 유연성의 영향력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인사관리 유연성이 어떻게 나

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지 여부가 참여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인을 선정하였다. 다만 앞선 3장에서의 인터뷰가 본 연구의 인

사관리 유연성 측정 결과의 해석을 위해 측정대상 기간 이전에 입직한

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과는 달리 본 장에서는 중앙행정기

관의 인사관리 유연성의 영향에 관한 공무원들의 경험과 생각을 수집하

는 것에 주요한 목적이 있으므로 입직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입직한지 5년 이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선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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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진행방식은 앞선 3장에서의 진행방식과 유사하게 서면 질문지

를 인터뷰 참여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참여자가 응답을 작성하여 연구

자에게 회신하면, 비대면 인터뷰(Zoom)를 통해 서면 질문지의 응답 내용

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서면질문지와 심층

인터뷰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의 집행과 그것의 조직과 개인

에 대한 영향, 인사관리 유연성의 한계와 방향성 등에 관한 참여자의 경

험 및 의견을 묻는 질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비대면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녹음 및 녹화되었으며, 인터뷰에서 녹음

및 녹화된 내용을 토대로 응답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종합

하여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ID 소속기관 유형 입직 기간 타부처·기관 경험

1-005 장관급 9년 無

1-006 장관급 9년 無

1-007 장관급 14년 有

1-008 장관급 5년 無

2-002 차관급 18년 有

<표 18> 인터뷰 참여자 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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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결과

1.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분석 결과

기초통계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를 측정한 정부업무평가부

문27) 중 일자리창출·국정과제의 평균은 53.99, 규제혁신의 평균은 55.15,

정책소통의 평균은 55.4, 세 평가항목의 평균으로 측정한 지표는 평균이

53.4, 각 기관의 종합점수는 53.97로 나타났으며 모두 정규분포를 어느정

도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 중 본청의 현원 대비 유연근무

제 활용 인원의 비율로 측정된 근무 유연성은 90.05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규임용 인원 대비 경채 인원의 비율로 측정한 채용 유연성은 59.16으

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이 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조직연령은 23.14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목표수로 측정한 조직 목표의 평균은 11개로 나타

났다. 총 현원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현원으로 측정하였는데 평균은

15492.99명으로 나타났다.

27) 조직성과 측정에 활용된 정부업무평가부문에 따라 관측치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일

자리창출·국정아젠다, 정책소통의 경우 연도에 따라 평가 주관부처는 평가에서 제외되

는 경우가 있었으며, 규제혁신 평가부문은 평가년도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과제수 등

을 고려하여 일부 부처가 제외됨에 따라 관측치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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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결과

인사관리 유연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업

무평가 결과의 5개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모델을 설정하였으나 정부업무

평가 항목 중 일자리창출·국정과제를 종속변수로 한 모델은 모형의 적합

도가 유의미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네 측정지표를 활용

한 모델의 분석결과는 <표 20>과 같다.

변수명 관측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정부업무평가
(일자리창출·국

정아젠다)
288 53.99306 0 100 32.68784

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194 55.15464 0 100 32.8756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287 55.4007 0 100 33.40412

정부업무평가
(공통지표 

평균)
288 53.39896 0 100 25.08296

정부업무평가
(기관 

종합점수)
290 53.96552 0 100 32.04072

보직관리 290 1.609652 0 8.859358 1.347572

근무 288 90.05029 1.586156 252.25 54.23997

채용 290 59.16465 0 100 24.83506

교육 290 2.278958 0.115075 8.390023 1.309262

조직연령 290 23.14483 0 73 20.92894

조직목표
(프로그램목표) 290 11.0069 1 42 9.076375

총 현원 290 15492.99 104 377921 59492.63

ln(결산) 290 14.87849 10.26315 19.8178 2.373374

연도 294 2018 2015 2021 2.00341

<표 19> 기초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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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기관 
종합점수

공통지표 
평균 규제혁신 정책소통

β β β β

(S.E) (S.E) (S.E) (S.E)

독
립
변
수

관리적 
유연성

보직
관리

-4.957*** -3.962*** -4.808** -3.886**

(1.392) (1.02) (1.614) (1.413)

근무
.056 .044 -.024 .073

(.055) (.042) (.074) (.059)

기술적 
유연성

채용
-.027 .039 .291** .058

(.077) (.058) (.095) (.079)

교육
-.457 .094 -5.225** -1.551

(1.562) (1.328) (1.888) (1.645)

통
제
변
수

조직 연령 
.184* .028 -.414** .04

(.108) (.087) (.134) (.112)

조직 목표
.832** .563** .216 .949**

(.26) (.206) (.298) (.29)

총 현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예산(결산)
1.983* 1.801** 2.427* 1.401

(1.034) (.813) (1.329) (1.16)

연도

2016
-.072 .659 1.355 0.383

(7.3) (5.635) (8.373) (7.051)

2017
-1.836 .672 3.045 -2.786

(7.564) (5.593) (9.572) (7.755)

2018
-2.131 .45 4.818 -.538

(7.695) (5.475) (8.754) (7.486)

2019
-3.625 -.366 2.029 -1.119

(6.683) (5.572) (8.642) (7.602)

2020
-7.353 -4.012 4.275 -8.204

(9.536) (7.557) (13.268) (10.658)

2021
-7.151 -3.02 7.592 -6.664

(9.426) (7.433) (11.757) (9.628)

_cons
20.847 21.431* 28.169 25.923

(16.609) (12.723) (24.088) (17.617)

F 4.302*** 4.006*** 6.092*** 3.268***

R² .152 .149 .255 .122

N 288 286 192 285

*p<0.1 ** p<0.05 *** p<0.01

<표 20>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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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업무평가의 기관 종합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모델1에서는 관리

적 유연성 중 보직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대상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평가된 3개 평가항목의 평균으로 종속변수를 측정

한 모델2에서도 관리적 유연성의 보직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업무평가의 규제혁신 점수

로 종속변수를 측정한 모델3에서는 관리적 유연성의 보직관리와 기술적

유연성의 교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술적

유연성의 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 중 정책소통 점수로 종속변수를 측정한 모델4에

서는 관리적 유연성의 보직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관리적 유연성의 보직관리는 기관 종합점수로 조직성

과를 측정한 모델1과 공통지표의 평균으로 조직성과를 측정한 모델 2,

평가지표 중 규제혁신 점수로 조직성과를 측정한 모델3, 정책소통 점수

로 조직성과를 측정한 모델4 모두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이론적 논의 및 가설설정

에서 인사교류는 정부 조직과 부문간 경계를 개방하고 보다 유연한 보직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현실적 목적에서 도입되었으나 그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부족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사성·유인이론에서

는 집단 내에서 이질적 대상과의 갈등과 불통이 야기될 수 있는 것

(Graves & Powell, 1995)으로 논의되고, 사회범주화이론에서도 조직내

집단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외집단에 대해서는 편견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설명(Williams & O′Reilly, 1998)하

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교류를 통해 유입된 구성원에 대해 기존 구성원

은 외집단으로 범주화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상호 간의 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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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고 조직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의 규제개혁 점수를 조직성과로 측정한 모델2에서는 기술

적 유연성의 두 변수가 조직성과에 각각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채용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 채용 경로를 개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경

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유입하도록 하여 기술적 유연성을 증대시키

고 이는 조직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 이론적 논

의와 일치하는 방향이다. 또한 앞선 3장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유연성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신규임용

자 중 높은 비율로 경채를 통해 충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러한 결과

는 중앙행정기관이 조직의 업무와 수요에 적합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분야별·기관별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효과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교육 유연성은 규제혁신으로 측정한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직 차원에서 교육 및 학

습을 통해 다양한 기술 및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도록 하여 환경변화

속에서 유연한 적응과 효율적인 전략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조직에 긍

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한 선행연구의 논의나 본 연구의

가설 방향과는 반대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다소 의외인 결과이다. 그러나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 관점에서는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 조직전략과의 일관성과 조

직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 조직 내부구성 요인과의 적합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배귀희, 2013). 즉, 교육훈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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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것이 직무성과 및 조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의 목표와 인적자원 개발정책이 적합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교육훈련은 다른 인적자원 관리들과의 적합성도 유지되어

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배귀희․임승후, 2008).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본다면 현재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

련은 조직의 목표와 인적자원 개발이 적합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규제혁신이라는 조직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기술적․전문적 역량이 교육훈련을 통해 강화

되어야 할텐데 현행 교육훈련은 그러한 조직 목표를 반영하거나 달성하

는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직목표와는 괴리가 있는 장기

간의 교육훈련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의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을 추론함

에 있어 본 연구의 측정방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측정대상이

된 6개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장기 교육훈련 인원

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조직 내에서는 공석에 해당하거나 교육 정원을 채

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관리적 유연성 중 근무 유연성은 어떤 조직성과 지표에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선 가설 설정에서 근무 유연성에 있어 양적 유연성만이 아니라

질적 유연성이 보장이 중요함을 설명한 선행연구들((Eaton, 2003; Baltes

et al., 1999; 김태희·오민지, 2018)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

다. 양적 유연성의 확대가 질적 유연성의 확대를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

는바, 중앙행정기관의 근무 유연성은 2015년부터 꾸준히 양적 증가를 보

여왔지만 질적 유연성이 동반되지는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직성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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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2. 질적분석 결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 인사관리 유연성의 하위차

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과 조직에 대해 어떠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

리되었다.

1) 관리적 유연성의 영향

(1) 보직관리 유연성

본 연구에서 보직관리 유연성으로 측정한 인사교류의 실제 운영에 대

하여 질의한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인사교류의 운영

및 관리적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인사교류는 중앙행정기관간 교류

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를 원하는 공무원의 자발적 신청

에 의해 선발되고, 이들에 대한 평가를 비롯한 관리 책임은 원소속기관

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관리방식으로 인해 조직 내부적으로

인사교류는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지금 인사교류가 대부분 첫째는 지역연고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승진 이후에 나갈 자리를 찾는 사람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그쪽 (교류)기관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의 평판이나 어떤 성

적고과나 이런 것들을 전혀 영향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 저희 기관에서도 인사배치를 받아보면 각 과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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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대하는 경우도.. 이게 (조직에는) 디스어드밴티지(disadvantage)

로 작용됩니다.”

“인사교류는 개인적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사용하는 경우 외에 조

직 차원에서 협업이나 다양성, 전문성 이런 거랑은 사실상 상관없

이 이루어지죠. 물론 교류로 조직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

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야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긍

정적인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사실 긍정적

이라고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거나 적극적인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

지만 그건 정말 드문 경우인 것 같고, 사실 인사교류 하면 (근무성

적 평정) 가점도 받고 (개인에게는) 좋지만 평가자체를 원기관(소속

기관)에서 하는데 조직에서는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굳이 교류 기관에 가서 열심히 일

하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이유가 사실 없죠.”

“인사교류로 오는 분들이야 잠깐 있다 복귀하는 것이다 보니 당연

히 조직(교류 기관)에 대한 로열티(royalty)가 없구요.. 조직(교류 기

관)에서도 이 분들한테 딱히 기대를 안하게 되죠. 그러면 그 분들 

업무는 결국 다른 부서나 직원한테 몰리는 상황이 되고 그러는 경

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참여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현행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선발되고 있다보니 기관 차원에서의 협업 및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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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교류를 통해

개인의 보직관리에 유연성이 부여되어 구성원이 원하는 지역이나 기관으

로 이동하여 근무함으로써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고, 경력 관리의 자율성

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조직의 필요도는 반영되지

않은채 선발되고 이들에 대한 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교류로 이동한 이들

의 적극적인 행태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보니 오히려 조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응답자들은 인사교류가 조직 차원에

서도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특성과 필요도를 반영한 운

영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즉, 부처에 따

라서 타 기관과의 협업의 필요성이 높은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

는데 협업의 필요성이 높은 현안을 다루는 부처들을 우선적으로 현안 대

응을 위한 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안 되었으며, 4차산업

혁명과 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기관 간의 교류가 필요한 정

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간의 장기적 교류를 통해 인사교류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할 것으로 논의되

었다.

“부처간 협업이라는게 모든 부처에서 필요성이 높은 것은 아니거

든요. 그러다보니 중앙행정기관 간에는 사실 기관 차원에서 교류할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방청이 많은 기

관은 지방청이랑 본청 간 교류를 한다든가 하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금처럼 2년 한도로 정해놓으면 결국은 원(소속)기관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교류를 받는 기관에서는 딱히 효율적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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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요. 그냥 소속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시켜서 해결하게 하는게 

훨씬 낫죠. 그런데 부동산이나 요즘 4차산업혁명 이런 주제들처럼 

장기적으로 여러 부처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티

오를 따로 정해서 기간도 필요한 만큼 교류를 하게 한다든가 해야 

효과가 있겠죠.”

인터뷰의 응답을 토대로 보직관리 유연성의 개인과 조직에 대한 영향

과 현행 보직관리 유연성의 한계를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보직관리 유연성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검토해보면 현행 인사교류는 다른 기관의 경험이나 우

수사례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협업기반을 조성하는 등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려는 제도 도입의 목적보다 공무원 개인적 차원

에서 선호되는 부처로 이동하거나 출신지와 근무지가 다를 경우 목적지

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유인의 부재로 인해 인사교류는 조직 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선호나 필요성

에 의해 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차원에서는 보직관리가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조직적․정책적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고 조직 구성원의 목적만이 반영된 인사교류로 인해 중앙행정기관 내

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무엇보다 인사교

보직관리 유연성 개인 조직

영향
� 경력관리 및 보직관리의 

유연한 활용 수단 

� 기관 간 협업 및 다양한 

인적자원의 이동

<표 21> 보직관리 유연성의 개인과 조직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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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로 이동한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원소속기관에 의해 이루어지

다보니 교류 공무원이 이동한 기관에서 긍정적인 행태를 보일 유인이 부

족한 점은 교류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론

적 논의에서 유인이론이나 사회범주화이론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효과

가 조직 내에서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조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침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2) 근무 유연성

참여자들에게 근무 유연성이 개인과 조직 차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유연 근무제도를 통해 근무 유연성이 높아

짐으로써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업무와 생활을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

나 조직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참여자에 따라 상

이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유연근무제도라는게 개인의 근무 방식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점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조직의 

성과를 급격하게 보강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적

어도 업무효율을 해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개인에 따라서 

유연 근무제를 어떻게 쓰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

한 관리를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긍정적

인 유인을 높이는 것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조직에 대해서도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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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차원에도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

면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근무방식이 다양해질 필요

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 같구요. 개인의 스트레스랑도 관련이 되

어있는데, 일·가정 양립이 생각보다 개인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거

든요. 예를 들어서 애기를 데리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가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근무하면서 그거에 계속 쫓기거나 전

전긍긍하면 아무래도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심하게

는 조직 이탈 의도와도 관련이 될 수 있구요. 실제로 그런 걸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조직 이탈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

든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근무 유연성이 확보될수록 결과적으로 

조직에도 긍정적일 수 있죠.” 

근무 유연성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긍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한

참여자들은 유연 근무제도의 활용을 통해 개인의 워라밸과 일·가정의 양

립,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개인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조직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응답한 참여자들은 유연 근무제도

의 활용에 있어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대한 고려와 근무 시스템의 변화

가 동반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과거에 비해서 유연 근무제에 대한 인식이나 분위기가 많이 개선

된 것은 맞지만 유연 근무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여전히) 한정적

인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업무량의 차이가 있는데 업무강도가 높

으면 당연히 유연 근무제를 쓰기가 쉽지가 않죠. 결국 쓰는 사람은 

쓰고 못 쓰는 사람은 못 쓰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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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이런 박탈감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연 근무제도를 쓰기 어

려운 업무면 차라리 다른 혜택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쓰는 사람만 계속 쓴다면 조직 차원에도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유연근무제가 많이 보편화되기도 했고, 그 이전

부터 일가정양립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나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처에 따라서도 유연근무제를 쓸 수 있

는 분위기인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가부처럼 일가정 

양립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부처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

연성이 엄청 높겠지만 기재부나 이런 부처는 여전히 경직성이 높

다고 알고 있어요. 결국 부처에 따라서 근무 유연성에 차이가 나타

난다는 것은 유연근무제가 완전히 보편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것 같아요.”

“유연 근무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근무 시간이나 장소만 유연

하다고 되는게 아니라 보안 문제, 결재나 이런게 같이 바뀌어야 되

는데 공무원 업무 특성상 내부 보고나 현안 회의, 보안문제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보니까 민간처럼 사무실을 벗어나서 업

무를 본다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재 받고 이사람(e-사람 시스템) 

접속하려고 회사 다시 출근 해야되고 이러면 유연근무의 의미가 

없죠. 현재는 그냥 집에서 약간 편하게 일하면서 개인한테 약간의 

여력이 더 생기는 정도인 것 같고, 이게 조직 전체나 성과적인 측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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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아직까지 일하는 시스

템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타 부처와 

협업하는 업무도 많고 결재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들을 위에 분

들이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나인 투 식스(9 to 6)

인데 나만 탄력근무제 쓴다고 되는게 아니니까요. 그런거 무시하고 

그냥 쓰면 빵꾸가 나는거고.. 그런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조직에 긍

정적일 수 없죠.”

인터뷰의 응답내용을 토대로 근무 유연성의 개인과 조직에 대한 영향

과 현행 근무 유연성의 한계를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근무 유연성이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 참여자

들은 유연 근무제의 활용이 개인에게는 다소간의 근무 유연성을 부여하

여 긍정적일 수 있으나 보안 및 결재와 같은 근무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

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근무 유연성이 완전히 확보된다고 보기

는 어려우며 이로 인해 조직 차원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앞서 근무 유연성과 조직성과의 관계

에 대한 가설 설정에 있어 양적 유연성과 질적 유연성이 함께 확보되어

야만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한 선행연구(Eaton, 2003;

근무 유연성 개인 조직

영향 � 일-가정의 양립 확보

� 환경변화 및 위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방

식을 조절하여 업무의 지

속성 유지

<표 22> 근무 유연성의 개인과 조직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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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tes et al., 1999; 김태희․오민지(2018)의 논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실

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앙행

정기관의 근무 유연성은 제도적 강화를 비롯하여 조직 문화의 개선 등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보여왔고, 조직 내부적으로도 어느정도 보편화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근무 유연성의 질적 개선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무 유연성의 확대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양적 유연성을

확보하였지만 질적 유연성까지 동반하지는 못한 상황이며 양적 유연성만

으로는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술적 유연성의 영향

(1) 채용 유연성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채용 유연성과 관련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

체로 경채를 통해 입직한 이들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조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용 유

연성의 확대를 통해 입직한 이들이 조직 내에서 적응하고, 이들의 전문

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인사관리

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분들(경채 입직자)의 역량은 이미 검증된 분들이 오시는 것이

라서 전문성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직급을 무시할 수는 없는게 관리자급은 조직 전

반을 파악해야만 하는데 그런건 경험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밖에서 업무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민간이랑 부처 문화

가 다르고, 하다못해 보고서 스타일도 달라서 그런 거에 금방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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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게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민경채로 들어오신 분이 밖에(민간

의) 보고서 스타일을 못 바꾸셔서 어려움 겪는 경우도 봤구요. 실

무자야 외부에서 들어와서 업무 경험 쌓으면서 일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관리자급은 개인 역량이 엄청 뛰어나고 적응력이 좋지 않

는 이상 외부에서 들어와서 바로 적응해서 조직을 장악하거나 관

리 하는게 쉽지 않죠.”

“애초에 기관에서 원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발한 거라서 경

채로 들어오신 분들이 전문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통해서 조직 문화 자체가 혁신적으로 

변하고 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

이 많아지는게 장기적으로는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한다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 인력에서 이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은 

소수거든요. 고위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실상 짧게 있다 가시

기 때문에 엄청나게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한다든가 하시진 않구요.”

“과장급 이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길어봐야 5년 정도 계시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공직을 경험해봤다는 것 자체

가 이력상 강점이 될 수 있으니까 본인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들

어오는 경우가 많구요. 그러면 이 분들은 사실 공직에 오셨다고 해

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든가 하실 필요가 딱히 없죠. 그

래도 5급 경채로 들어오는 분들은 계속 기관에 남으려고 오시는 

분들이라서 적절하게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관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개인도 열심히 하

려고 들어오는 분들이라면 서로(개인과 조직) 윈윈(win-win)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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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거죠.”

“경채로 들어오신 분들은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신 분들이

다 보니 이런 분들이 유입될수록 조직의 다양성도 높아지고 다양

성은 조직의 경직성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경채를 통해 다양한 인

사를 유입시킴으로써 경직성을 낮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전문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활용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경채

로 들어오신 분의 전공이랑 전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껏 전문성 기준으로 뽑아도 (결과

적으로는) 개인한테도 안 좋고 조직에도 안 좋죠.”

채용 유연성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개인과 조직에 대한 채용

유연성의 영향과 현행 채용 유연성의 한계를 요약하면 <표 23>과 같다.

인터뷰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해보면, 중앙행정기

관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채용제도

의 개방과 다양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로로 입직한 이들은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앞선 실증분석결과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데, 경채를 통해 입직한 이들의 전문성이 조직성과에 긍

채용 유연성 개인 조직

영향
� 전문성 발휘

� 경력(career) 관리
� 전문성 강화

<표 23> 채용 유연성의 개인과 조직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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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규제혁신과 같은 현

안은 요구되는 관련 전문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채용 유연

성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가 해당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

던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일부 참여자들에 따르면 경채를 통해 입직한 이들에 대한 보직

및 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전문성과 경력이 조직 내에

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특정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 대

한 구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경력 관

리가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육 유연성

교육 유연성과 관련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현행 교육훈련

은 조직구성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상시학습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내 단기 교육훈련의 경

우 일정 시간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

나 상당 부분은 주무기관인 인사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훈련의

커리큘럼이나 전반적인 운영이 공무원의 실질적인 전문성 제고에 큰 도

움이 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장기

교육훈련의 경우 대부분 학위이수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

해서도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전문성 강화 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관

점을 제시하였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공

무원들 입장에서는 교육훈련이라는게 사실 하라고 하니까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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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죠. 80시간 이상 의무화를 해놓으니까 관심이 있는 내용이 아니

더라도 일단 (동영상 강의) 틀어놓고 시간은 채우는? 물론 공직윤

리나 적극행정, 법령 개정사항 같은 내용들을 듣는게 도움은 다 되

긴 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인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교육훈련은 아무래도 전문성보다는 보상으로 방점이 찍혀있

기는 합니다. 특히 기재부처럼 인사적체가 심하거나 한 부처는 공

무원 입장에서는 몇 안되는 보상이긴 하죠. 국외훈련만 보고 버틴

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교육훈련을 가면 갈수록 조

직 입장에서는 결원이 발생하는 거라서 마냥 늘릴 수 없거든요. 애

초에 정원이야 인사처에서 정하는 거기도 하지만, 훈련 받으러 가

면 결국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하거나 대체 인력으로 채우거나 

해야되니까.. 쉽지 않죠 .”

“교육 다녀오면 그래도 근로의욕은 다 높아지는 것 같아요. 다녀오

신 분들도 시야도 넓어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

고 (훈련을) 가게 되면 학위를 받아야 하니까 전문성 차원에서도 

도움은 될 거구요. 그런데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이 

실제로 조직에 기여를 하는지 눈에 나타나는게 아니다보니까.. 물

론 장기적으로야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요.” 

“조직 입장에서는 훈련 나간 자리(공석) 채우는 문제가 더 큰 문제

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원을 채워야 되는데 대체인력으로 

채우는게 사실 조직 입장에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효율성이나 



- 142 -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육 받으시는 분이야 기회이겠

지만 공석 채워야 되는 조직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요.”

“교육훈련의 효과라는게 사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게 아니라서 명

확하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

고 국내 교육훈련이야 상시학습제 때문에 전부 다 의무적으로 참

여해야하니까 교육 효과가 공무원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 국외 훈련은 정말 각 부처 내에서도 엄청 소수에 해

당하는 인원들인데 이분들이 조직에 큰 기여를 할 정도로 영향력

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부처마다 관심도나 경쟁률 차이가 있긴 할텐데, 공무원들 입장에

서는 국외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죠. 연금도 그렇고 보상이 줄어든

다고 생각하는데 국외훈련은 큰 기회니까..그런데 아무래도 교육훈

련 본연의 역량 강화나 뭐 이런 쪽에 목적이 있기보단 리프레시나 

보상 차원이 더 크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다면 지금처럼 국외에 치중하기 보단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근무 유연성의 개인과 조직에 대한 영향과 현행

근무 유연성의 한계를 요약하면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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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행 교육훈련은 단기와 장기 교육훈련 모두

구성원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제고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단기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

로 교육이 운영되는데 이때 각 부처나 업무 차원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면밀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각 기관의 자율성

또한 낮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전문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

인다. 주로 학위 이수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전

문성 제고를 위한 목적보다는 보상 및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

이 강하며 이는 구성원 개인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도 조직

차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

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교육훈련의 경우, 정원 문

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육훈련 정원은 대체인력으로 채워지거나

사실상 조직에서 공석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논의는 실증 분석결과에 대해

서도 유의미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을텐데, 본 연구에서 측정한 교육 유

연성은 장기 교육훈련인원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장기 교육훈련

인원이 조직 차원에서는 한시적인 대체인력이나 사실상의 공석으로 작용

하게 됨으로써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유연성 개인 조직

영향

� 업무 역량 및 전문성 강

화

� 보상 및 동기부여

� 전문성 강화

<표 24> 교육 유연성의 영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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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관리 유연성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인사관리 유연성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개인과 조직 차원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중앙부처의 특성상 환경이나 기술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데, 폐쇄적이거나 경직된 인사관리로는 순발력 있는 대응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사관리 유연성의 강화는 필수

적일 것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

식이 점차 보편화 되었고, 보다 다양한 보상과 동기부여 방안을 요구하

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사관리 유연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근의 코인 사태처럼 예측하기 어렵고 새로운 기술은 계속해서 

등장할텐데 여기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이 유입 되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리고 세종 이전이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유연성이라는 접근 

자체가 공직사회에서도 필수적이라고 어느정도 합의가 되지 않았

나 싶구요.”

“공무원의 공직봉사동기나 근무 유인, 근로 의욕 측면에서 중요하

게 작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조직에도 중요할거라고 봅니다. 

특히 세종 이전 이후에 이런 접근의 필요성이 엄청 높아졌는데 실

질적인 대책은 다양하게 나오지 못한 측면이 있죠.”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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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최근에 들어오는 MZ세대들은 특히 자신의 워라밸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연금도 예전 같지 않고 

점점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줄어든다고 생각되는데 옛날처럼 공무

원은 ‘공복’이라는 관점에서 높은 충성도를 요구하는게 이제는 안

먹히는거죠. 결국 경력개발이나 보직관리, 유연근무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

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조직 모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선택권이나 자율성이 보

장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구요. 조직 차원

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조직이든 폐쇄적이거나 경직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관리 유연성이 확보될수록 인력의 다

양성이나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 조직의 경직성이 낮아지고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인사관리 유연성을 외부환경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나 조직 내부환경에 해당하는

조직구성원 또한 다양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적극

적인 행태를 유인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보상의 측면에서도 인사관리 유

연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는 향후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인사관리 유연성을 접근함에 있어 실질적인 유연성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앞선 3장에서 중앙

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측정 결과와 실태분석에서도 확인되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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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유연성의 각 차원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관에 따라서 인사관리 유연

성의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각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는 결국 인사관리 유연성이 각 중앙행정기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

여 기능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유연성이 확보될텐데, 실제로는 기관평가

에 반영하거나 할당제로 운영하는 등 사실상 모든 부처에 동일한 수준의

관리를 요구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즉, 평가를 위한 지표

로써 인사관리 유연성을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기관의 자율성을 떨어

뜨리게 되고 실질적인 인사관리 유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명확

한 부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행정 역량만 높으면 되는 

부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걸 고려하지 않고 모든 부처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은 경채로 채용하라든가 지표를 정해놓으면 

기관에서는 또 그걸 따라가야 되는거죠.”

”인사관리 유연성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연근무 

등은 조직문화가 점차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지만, 인사

교류나 개방형 등의 유연성을 성과 위주로 접근해서 확대한다면 

결국에는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경직되어있는데 

수치로만 유연한 것으로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입

니다.”

인터뷰에서 나타난 논의를 종합해보면, 인사관리 유연성이 개인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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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개인 양자의 니즈를 복

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관리적

유연성과 기술적 유연성의 하위차원 전반적으로 각 기관의 특성이나 수

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각 제도들이 당초 목적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

었다. 구체적으로 관리적 유연성에서 보직관리 유연성의 경우, 현재까지

는 인사교류의 선발에 있어 개인의 필요만이 반영되었다면 향후에는 조

직적․정책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

류 공무원의 관리에 있어서도 그들의 적극적인 행태를 유인하기 위한 평

가 및 보상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무 유연성

또한 중앙행정기관 전반적인 인식 및 문화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소속기관이

나 업무 특성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유연근무제 활용의 최소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원격근무제의 경우 보안 및 결재 시스템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의

문제도 지적되어 실제 근무방식의 유연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보안 및

결재, 근무 관리 시스템과 같은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만 가능할 것

으로 논의되었다. 기술적 유연성에서 채용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전반적

으로 입직경로의 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유입

하는 분위기는 어느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전문직위제의 확대나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것

같은 세심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교육훈련의 경우 전

담 기관의 하향식 운영이 아닌 각 부처와 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운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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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 조직

보직관리 

유연성

한계

� 교류 공무원의 적극적 행

태를 유인할 수 있는 관

리 시스템의 부재

� 자발적 인사교류에만 의

존함으로 인해 조직의 수

요 반영 어려움

개선

방안

� 교류 공무원에 대한 평가·

관리 책임을 원소속기관

에 두되 교류기관에서의 

평가를 일정 부분 반영 

� 기관 간 협업 필요성 정

도에 따라 조직차원에서

의 인사교류를 추진

�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교류 기

간의 탄력적 운영 

근무 

유연성

한계

� 소속 기관이나 업무 특성

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 

제약

� 보안 및 결재 등의 업무

시스템과의 괴리로 인해 

질적 유연성 확보 어려움

� 원격근무제 활용 공무원

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개선

방안

� 유연근무제 활용 최소 기

간 보장

� 보안 및 결재, 근무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 연계

채용 

유연성

한계

� 개인의 전공 및 전문 분

야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 

발령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력관리 및 개발의 한계

� 관리직 이상 경채 입직자

에 대한 적극적 행태 유

도

개선

방안

� 전문직위제의 확대와 이

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성과평가의 강화

교육 

유연성

한계
� 실질적인 업무역량 및 전

문성 강화에 한계

� 주관부처 주도의 운영에 

따른 낮은 기관 자율성

� 장기 교육훈련 인원에 대

한 대체인력의 투입 및 

업무 연속성의 한계

개선

방안

� 구성원의 교육훈련 수요

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커

리큘럼 운영

� 각 기관의 교육훈련 자율

성 확대

� 국내 교육훈련의 다양화

를 통해 실질적인 전문성

을 강화

<표 25> 인사관리 유연성의 한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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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앞선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사관리 유연성의 각 차원은 채용 유연

성을 제외하고는 제도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조직성과에 대하여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앞선 절에서는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제시하였으나, 인사관리 유연성의 확보를 통해

유도하고자 한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측정과 집행 사이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인사관리의 대

상이자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먼저, 관리적 유연성에서 보직관리 유연성으로 측정된 인사교류는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한 모든 모델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인사교류는 기

관 간의 교류와 협업을 위한 목적보다는 구성원 개인의 경력 관리나 선

호 기관으로의 이동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며, 교류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태를 유인하기 위한 관리 방안의 부재로 인해 오히

려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바 있으며 이러한 논

의를 통해 실증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인사교류가 조직과 개인 모두에

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직관리 유연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

발적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정책적 차원에서

의 필요를 반영한 교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부처에 따라서

타 기관과의 협업 필요성이 높은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구별하여

협업의 필요성이 높은 현안을 다루는 부처들을 우선적으로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거나, 4차산업혁명과 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부처의 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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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가 필요한 정책적 주제나 대상 기관들의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추

진함으로써 인사교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류

로 이동한 구성원의 관리에 있어서도 원소속기관에 책임권한을 두되, 이

동기관의 레퍼런스 체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개인의 적극적인 행태를 유도함으로써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보직관리 유연성이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할 것이다.

근무 유연성의 경우, 실증 분석결과에서는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근무 유연성이 양적 유연성과 질적 유연성 모두의

확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인터뷰 참

여자들의 응답내용을 통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근무 유연성은 지속적인 제도적·문화적 개선을

통해 양적 확대를 이루어왔으나 근무 유연성의 질적 측면까지 확보되었

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무 유연성이 조

직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질적 유연성의 확보가 필요한

바, 기관과 개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유연근무제 활용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통해 개인의 근무 유연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보안 및

결재, 근무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질적 유연성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술적 유연성에서 채용 유연성은 조직성과 지표 중 규제혁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조직의 업무와 수요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유

치함으로써 규제혁신 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인터뷰에서도 다수의 참여자들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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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경로의 개방과 다양화를 통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조직이 필요로 하

는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며 이는 조직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

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일부 인터뷰 참여자들이 지적하였듯

경채를 통해 입직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력 관리에 한계가 있는 점

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제의 확대와 성과평가의 강화 등을 통해 이들이 지

속적으로 조직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증 분석결과, 교육 유연성은 규제혁신으로 측정한 모델에서 조직성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교육훈련과 조직목표 및 다른 인적자원 관리들과의 적합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설명되었다. 한편, 인터뷰를 통해

현행 교육훈련은 단기와 장기 훈련을 막론하고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강

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역량 강화의 목

적보다는 보상과 동기부여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역량이나 전문성은 다

양할 수 있는데 현행 교육훈련은 주관기관의 주도에 의해 운영되는 경향

이 강하고 각 기관의 수요는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별

조직의 목표나 다른 인사관리와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육 유연성을 측정한 장기 교육

훈련의 경우 조직 차원에서는 공석으로 작용하거나 대체 인력의 투입으

로 인해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

해 현행 교육훈련의 한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방향성의

재설정과 각 기관과 구성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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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내 교육훈련의 다양화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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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정리

본 연구는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 정의, 한국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측

정, 인사관리 유연성의 영향력에 관한 실증분석의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인사관리 유연성을 정의함에 있어 조직차원에서 유연성에 관하여

논의한 자원기반관점과 전략적 인적자원관점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인사

관리 유연성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그 하위차원으로 관리적 유연성에

는 보직관리와 근무 유연성을, 기술적 유연성에는 채용과 교육 유연성으

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사관리 유연성 개념을 한국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전체적으로는 교육 유연성을 제외한 보직

관리와 근무, 채용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관리적 유연성과 기술적 유연성 차원 전반적으로 부(部) 수준

의 중앙행정기관보다 처·청·위원회 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수준이 높으

며, 기관에 따라 차별적인 현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정

결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담당자와의 전화 질의, 중앙행

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해 한국 중앙행정기관

의 인사관리 유연성은 중앙행정기관의 수준(level)이나 업무 특성, 조직

구성, 규모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인사관리 유연성이 정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직관리 유연성은 정부업무평가 점수를 네가지로 구분하

여 조직성과를 측정한 모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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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혁신으로 조직성과를 측정한 모

델에서 채용 유연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교육 유연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무 유연성은 앞선 3장에서 중앙

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을 측정한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유연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직성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유연성을 제외한

하위차원들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는 인사관리의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 것과는 달리 조직에

내부에서는 인사관리 유연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

는 측정과 집행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해석

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실증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론적 관점에서

만 설명하기보다 인사관리의 대상이자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논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인사관리 유연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기대한 방

향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실제적인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이러

한 논의를 종합하여 현행 인사관리 유연성의 한계와 앞으로의 개선방안

을 정리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이미 오래 제

기되어왔으며 이를 위한 정부 조직과 인사의 유연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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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도 최근 들어 높아져 왔다. 많은 연구들이 정부의 전범위에 걸친

혁신이나 인사관리제도의 변화를 통해 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

해야함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으나 이를 새로운 이론적 개념을 통

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던바, 본 연구는 자원기반이론과 전략적 인

적자원관리에서 제시하는 유연성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전략

적 유연성과 인적자원 유연성이 조직의 자원 및 전략과 인적자원 차원에

서 유연성을 설명하였다면 본 연구는 조직이 환경의 영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내부핵심은 인사관리라 보고 인사관리 유연성

개념과 그 하위차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전략적 유연성

과 인적자원 유연성에 관한 연구들이 정작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

도록 하는 실제적 관리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는 한

편, 정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

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행정학계 내부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 조직

및 인사관리 차원에서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지는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다

양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부의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사관리 유연성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

한 점은 정부의 인사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사관리 유연성의 각

차원과 측정지표는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연구의 토대가 되어 향후 인

사관리 유연성 개념을 더욱 정교화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지

표들을 발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인사관리 유연성 개념을 한국 중앙행정기관

에 적용하여 그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담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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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과의 질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심층면접을 통해 중앙행정기

관의 조직 수준(level)이나 업무적·기능적 특성, 규모에 따라 인사관리 유

연성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수준을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어떠한 요인에

의해 유연성의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인사

관리 유연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인터뷰를 통해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향

후에는 인사관리 유연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 확장해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사관리 유연성이 정부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사관리 유연

성은 조직과 개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나 정부

인사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 조직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인

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 또한 조직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므로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인사관리 유연성의 조

직에 대한 영향력을 일차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사관리 유연성의

영향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향후에 인사관리 유연성의 다양한 차

원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실증 분석결과, 인사관리 유연성의 의도한 방향과는 다소

상반되게 나온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론적 관점에서만 설명하기보다

인사관리의 대상이자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적인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인사관리 유연성이 어떠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이론적·실제적 관점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입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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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인사관리 유연성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정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요인이 무엇인지 제

시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사관리 유연성의 영향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가 있다. 특히 실증분석 결과

에서는 인사관리 유연성의 각 차원들이 인사 제도의 목적이나 인사관리

유연성의 관점에서 설정한 가설의 방향과는 다소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관점에서의 논의와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해석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인터뷰에서 제시된 응답들은 인

사관리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통하지 않고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는 점에서 이론적 관점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각 부처의 인사관리 유연성

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은 인터뷰 참여자들의 논의를 통해 인사관리 유연성의 측정과

집행 사이에 이론적 관점에서 고려하지 못한 간극이 존재함을 설득력 있

게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인사관리 유연성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실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인사관리 유연성이 정부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입체적으로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측정과 집행 사이에 존재하

는 간극을 확인하고, 현행 인사 제도 운영에 있어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

을 규명하여 향후 정부 인사관리와 조직성과의 개선을 위한 실제적 대안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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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일련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못한 인사관리 유연

성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고, 인사관리 유연성이 정부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다양한 연구방법과 이론을 활용하였

으나 몇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서 제시한 유

연성 개념을 정부의 인사관리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정

부 인사관리의 방대한 기능과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인사

관리의 주요기능은 임용과 교육훈련, 평가와 보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적자원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조직 내의 직위와 공무

원을 분류하여 직업구조를 형성하며 신규 채용 및 내부 임용,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보수와 편익, 사기 및 윤리 관리와 퇴직에 이르기까지 방

대(오석홍, 2022)하게 이루어지지만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인사관리의

유연성은 인사관리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사관리 유연성은 내·외부 환경의 대응성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채용과 교육훈련, 근무 및 보직관리를 중심으로 구성한바, 후속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 인사관리의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관리 유

연성에 관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실증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몇가지 한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인사관리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객

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현황을 설명하고

실증분석에 활용 하였으나, 자료수집의 현실적 한계상 중앙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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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청이나

다양한 산하기관들을 두는 경우가 많고, 기관의 하부 조직구성 또한 인

사관리와 정부 조직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관의 하부 조직구성을 연

구설계에 반영하거나 자료수집 범위를 지방청과 산하기관까지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포괄적인 연

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인사관리 유연성이 정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정부 조직성과는 다차원적 특

성을 갖는 것으로 고려(Boyne, 2002)되는 바 조직성과의 측정과 실증분

석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당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 조직성과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정부업무평가제도 외에도

재정성과목표달성도나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등 다양한 지표들

을 고려하였으나, 실증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

으로 실증분석에는 정부업무평가 평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정부업무평

가의 개별 평가부문 점수와 기관종합평가점수 등을 구분하여 인사관리

유연성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지만 단일한 평가제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한

계가 있다. 추후에는 정부 조직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지표

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앞선 4장에서 인사관리 유연성이 조직과

개인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또한 고려하여 인사관리 유

연성이 정부 조직성과의 다양한 차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다면 인사관리 유연성의 영향력을 보다 입체적으로 제시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증분석에 있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된 연구자료가 패널

데이터로서 시간적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일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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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한 바, 이러한 분석방법으로는 각 중앙행정기관 고유의 개체

특성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 연구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여 충분한 시간적 범위를 확보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유 특성이 통제된 분석을 통해 인사관리 유연성의

영향력에 관한 정치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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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도 주요목표 내용

2004

정부혁신 

추진체계 정비

� 혁신전담부서 설치․운영으로 자체 혁신노

력을 가속화

� 각 부처별 자체 혁신과제 발굴․추진 활성

화

정부 조직운영의 

효율화․자율화

� 각 부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 “분권과 책임”에 기반한 각 부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 부처별 소관정책 추진의 전문성 향상

� 과학기술직위 확대를 통한 정부인력의 전

문성 제고

합리적 

조직관리를 통한 

정부역량 강화

�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한 부처 자체혁신시

스템 구축 강화

� 중장기 정부인력 운영계획의 수립

� 책임운영기관 확대, 민간위탁 활성화 등 정부기

능의 합리적 조정

2005

자율․책임․성과 

중심으로 

조직관리방식 

전환

� 본부제․팀제 도입 등 각 부처 조직자율권 

확대

�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전략적․거시적 

정원 운영체제 

구축 

� 정부 인력운영계획 수립․시행

�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및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효율적 

조직운영를 통한 

혁신의 가시화

�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한 부처 자체혁신시

스템 구축

� 과학․기술․연구 직위 확대를 통한 정부인력 

전문성 강화

� 책임운영기관 확대, 민간위탁 활성화 등 정부기

능의 합리적 조정

노무현 정부의 조직관리지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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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자율․책임․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

� 각 부처 조직자율권의 지속적 확대

� 성과지향의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활성화

�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관리 성과 평가

전략적․거시적인 

정부인력 

운영체제 구축 

� 중기 정부인력운영계획 수립․시행

�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및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 인력운영의 고도화 및 전문화

� 정부기관 인력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부기능 

수행체계의 

합리적 조정

� 상시적․전문적인 정부조직진단 실시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추진

� 행정권한의 지방위임 및 민간위탁 

추진

2007

거시적․전략적 

정부 조직 운영

� 총액인건비제하의 인력운영 효율화

� 중장기적․전략적 정부인력 관리

� 정부부문 비정규직 인력 관리의 체계

화

� 부처 특성에 부합하는 하부기구 설치

기준 제시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제도 

구축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내실화

� 전문적․상시적 조직진단 실시

� 조직․인력 운영현황 점검 및 성과평가 

내실화 

� 행정권한 위임․위탁의 활성화

정부위원회 

관리 개선 및 

정비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공정성․투명성 

제고

� 위원회 정비 지속 추진

� 위원회 유형별 관리체계 제도화

조직관리 

지원시스템 

운영 활성화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및 인력운영예측

시스템 활성화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활용 강화



- 181 -

[부록 2] 

연도 전략 과제 내용

2008

§ 정부 기능․

조직․인력의 

효율적 운

영

§ 실용적 조

직관리제도 

구축 및 조

직진단지원

§ 정부위원회 

정비 및 관

리운영체계 

개선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 새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중장기 인력 관리

� ’09년 소요정원 및 ’08년 수시직

제의 엄격한 심사

정부조직의 

체계적 관리

� 하부조직 설치기준 제시

� 지방행정기관의 기구․인력․직급

의 합리적 운영

정부기능 

수행체계 

적정화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적

극 추진

� 시험연구기관 등 부속기관 민간

이양 추진

실용적인 

조직관리제

도 구축

� 책임운영기관제도 활성화

� 조직관리성과평가 내실화

조직진단 

실시

� 전문적․상시적인 조직진단 실시

� 감축분야 및 전환․재배치 분야 

발굴

정부위원회 

정비 및 

관리 

운영체계 

개선

� 위원회 정비 지속 추진

� 위원회 운영관리 강화

2009

§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

행을 지원

하는 조직

관리

국정과제 

추진 적극 

지원

� 국정개혁에 매진하는 정부조직

체계로의 전환

�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긴축 인

력운영

정부조직․인 �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활용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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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을 

선 도 하 는 

하 부 조 직 

개편, 기능 

효율화

§ 대국민서비

스 제고를 

위한 정부

운영 패러

다임의 전

환

력의 효율적 

운영

� ’10년 소요정원 및 ’09년 수시직

제의 엄격한 심사

�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하부조직 

설계 기준 준수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배정 등

정부기능의 

민간․지방 

이관

� 부속기관 등의 법인화 적극 추

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재조

정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확대 및 

제도개선

정부조직의 

경쟁력 강화

� 책임운영기관제도 활성화

� 상시적인 조직진단 및 제도진단 

실시

� 통합부처 조직융합관리 지원

� 현장행정을 지원하는 정원감사

� 조직관리성과평가 내실화

정부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개선

� 정부위원회 관리 책임강화 및 

지속정비 추진

총액인건비

제 내실화

� 감축관리 기조 유지

� 제도운영상 효율성 제고

2010

§ 주요 국정

현안을 적

극 적 으 로 

뒷받침하는 

조 직 · 인 력 

관리

§ 『작은 정

부』를 위한 

조 직 · 인 력 

운영의 효

국정현안 

적극 지원

� 친서민 정책 등 핵심과제에 역

량 집중

� 다수 부처 관련 융합행정의 강

화

� 『유동정원제』 실시

� 조직관리의 자율성 확대

저비용 

고효율 

정부구현

� 소요정원, 수시직제의 엄격한 심

사

�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실효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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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 부처 역량 

강화를 위

한 조직관

리 제도의 

선진화

고

� 하부조직 설계 기준 준수

정부 기능의 

민간·지방이

양

� 정부기관의 법인화 촉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 행정서비스의 민간위임․위탁 확

대 및 개선

조직관리제

도 선진화

�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활성화

� 총액인건비제 내실화

� 위원회 관리운영 선진화

� 고위공무원단 등의 직무분석 내

실화

� 상시적·전략적인 조직진단

2011

§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 응 하 는 

조 직 ․ 인 력 

관리

§ 성과 중심

형 정부 조

직․인력 운

영

§ 정 부 기 능 

수 행 체 계 

효율화 및 

조직관리제

도 선진화

국정현안 

선제적 대응

� 국정핵심분야 추진체계 중점 보

강

� 다수부처간 융합행정체제 강화

� 유동정원제 확대 시행

� 임시조직의 탄력적 활용

성과중심형 

정부조직 

운영

� ’12년 소요정원 및 ’11년 수시직

제의 엄정한 심사

�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실효성 제

고

� 하부조직 설계 기준의 준수

�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관

리의 책임성 강화

정부기능 

수행체계 

효율화

� 책임운영기관의 경쟁력 강화

� 정부기관의 법인화 지속 추진 

및 성공적 정착 지원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및 

개선

조직관리제 � 총액인건비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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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진화

�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고위공무원단 등의 직무분석 내

실화

� 정원 운영의 실태점검 실시

2012

§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

무리에 정

부 조직 역

량을 결집

§ 유 연 하 고 

탄 력 적 인 

인력운영으

로 증원 최

소화

§ 진단․점검을 

통한 정부

기능 수행

체계 합리

화 지속 추

진

국정과제 

성공적 

마무리에 

역량 결집

� 국정핵심분야 추진체계 중점 보

강

� ’13년 소요정원 및 ’12년 수시직

제의 엄정한 심사

�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하부조직 설계 기준의 준수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부인력 

운영

� 유동정원제 운영 활성화

� 복수직급공무원의 효율적 활용

� 총액인건비제 운영 내실화

� 한시 조직․인력의 효율적 활용

� 다수부처 관련 융합행정 확산 

및 제도화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의 

내실화

� 정부위원회 설치 등 관리 강화

� 정부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정부기능 

수행체계 

합리화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및 경쟁

력 강화

� 정부기관의 법인화 지속 추진 

및 성공적 정착 지원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및 

개선

상시적 

진단·점검

� 상시적 조직진단 실시

� 정원운영 실태점검 및 환류 강

화

� 고위공무원단 등의 직무분석 내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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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도 전략 과제 내용

2013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

진을 지원

하는 인력 

운영

§ 소통 협업

을 촉진하

는 조직체

계 구축

§ 창 조 경 제 

구현을 위

한 정부기

능 재편

§ 책임행정을 

뒷받침하는 

자율적 조

직관리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인력 운영

�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 인력 효

율화 적극 추진

� 부처 자체 인력 재배치 활성화

�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 운영

� 실효성 있는 중기인력운영계획 

수

� 조직진단에 기초한 소요정원․수

시직제 심사

소통·협업을 

촉진하는 

조직체계 

구축

�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능수

행체계 개선

� 협업 수행을 위한 탄력적 조직 

인력 운영

� 정부위원회의 현장 중심 운영 및 

관리 강화

� 개편 부처에 대한 조직융합관리

(PMI) 지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재편

� 플랫폼형 정부로서의 역할 기능 

재정립

� 성과 중심의 책임운영기관 확대

� 정부기관의 법인화 지속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합리적 정비

�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개

선

책임행정을 

뒷받침하는 

자율적 

조직관리

� 각 부처의 자율적인 조직설계 지

원

� 총액인건비제 운영 자율성 확대

� 복수직급 공무원의 효율적 활용

� 정원운영 실태점검을 통한 책임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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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

� 고위공무원단 등의 직무분석 내

실화

2014

§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효율적 인

력 관리

§ 협업 기반

의 문제해

결형 조직

체계 구축

§ 정 부 기 능 

수행체계의 

효율화

§ 조직관리상 

자 율 성 과 

책 임 성 의 

조화 구현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효율적 인력 

관리

� 종합적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효

율화 적극 추진

�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 운영 

� 엄정한 소요정원․수시직제 심사

� 실효성 있는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협업 기반의 

문제해결형 

조직체계 

구축

� 현장중심의 문제해결형 협업체계 

구축

� 국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탄력

적 조직‧정원 운영

� 정부위원회의 책임성·공정성 강

화 및 지속 정비

�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채널 

확대

정부기능 

수행체계의 

효율화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 중심 운영

� 정부기관의 법인화 지속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합리적 정비

�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개

선

조직관리상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구현

� 각 부처의 자율적인 조직·정원 

관리 지원

� 총액인건비제 운영 자율성 확대

� 복수직급 공무원의 효율적 활용

� 정원감사를 통한 책임성 확보

� 고위공무원단 등의 직무분석 내

실화

2015 정부 기능·구조의 혁신
� 각 부처 기구·인력 최적화

� 일선 집행기관의 합리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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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기반의 조직운영

�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적용

� 책임운영기관 확대 및 책임성 강

화

� 정원감사를 통한 책임성 확보

협업·소통을 촉진하는 

조직체계 설계

� 협업기반 조직의 확산 및 제도화

�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의견수렴 및 소통채널 확대

조직·정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 엄정한 기구·정원 심사

� 합리적인 하부조직 설계·운영

� 통합정원제 지속 추진

�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

2016

개혁과제 및 정부혁신 선제적 

지원

� 4대개혁 등 국정 핵심과제 집중 

지원

� 정부3.0 및 국정과제 장애요인 

해소

� 각종 현안 진단 및 해결

조직운영의 자율성 · 탄력성 

제고

� 책임운영기관 지속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임시조직 활용 확대

� 시간선택제 공무원 활성화

�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활용 확

대

� 소수직렬 공무원 정원 통합관리 

추진

� 부처 자가진단을 통한 자율 조직

관리 역량강화

조직관리의 책임성 · 효율성 

확보

� 엄정한 기구·정원 심사 및 사후

관리

� 합리적인 하부조직 설계·운영

� 통합정원제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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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

현장중심 소통기반 조직·인력 

관리

� 협업기반 조직의 확산

�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의견수렴 및 소통채널 확대



- 189 -

[부록 4]

연도 주요목표 내용

2017

국정과제 성공적 

추진기반 구축

� 국정과제 추진에 정부역량 집중

� 정부인력 효율화 및 재배치

� 다부처 관련 현안 조직관리

일자리 중심 

전략적 조직관리

� 일자리 전담 지원체계 구축 지원

� 국민접점 현장 서비스 기능 강화

� 인력운영 상시진단 및 성과관리

� 일자리 창출 연계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지원

자율･책임･성과 

기반 조직운영

� 기구･정원 효율화

� 합리적인 하부조직 설계･운영

�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운영 내실화

� 정원감사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임시조직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경쟁력 강화

현장 중심 기능 

효율화 및 소통 

활성화

� 국가사무 민간위탁의 체계적 운영

�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정부기관의 법인화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의견수렴 및 소통채널 확대

2018

국정핵심분야 

성과창출 지원

� 국정과제 추진에 정부역량 집중

� 정부혁신 실천 뒷받침

� 국정현안 진단 및 장애요인 해소

성과기반 � 합리적인 하부조직 설계･운영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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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 강화 

� 일자리 창출 연계 지원

� 민생현장 중심의 인력운영 및 근무혁신 

지원

� 인력운영 상시진단 및 성과관리

� 정원감사를 통한 책임성 확보

기능수행체계 

효율성 제고

� 기구·정원 효율적 관리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경쟁력 강화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방분권 

지원

� 민간위탁의 체계적 운영 및 정부기관의 법인화

소통･협력을 

촉진하는 조직 

설계 

� 칸막이 해소를 통한 협업 활성화

� 행정기관위원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임시조직 효율적 운영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현장 의견수렴 및 소통채널 확대

2019

국정핵심분야 

성과창출 지원

� 국정과제 추진 및 공공서비스 혁신 집중 

지원

� 정부혁신 실천 뒷받침

� 국정현안 진단 및 장애요인 해소

성과 지향적 

조직운영

� 국민접점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

� 조직운영 성과관리 강화

� 협업기반 조직 활성화

� 책임운영기관 자율성･경쟁력 강화

조직운영의 

유연성･책임성 

제고

� 합리적인 하부조직 설계･운영

� 기구･정원 효율적･체계적 관리

�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 정원감사를 통한 책임성 확보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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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지원

� 민간위탁의 체계적 운영 및 정부기관의 

법인화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운영 기반 

구축

� 행정기관위원회의 투명성·공정성 제

고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 활성

화

� 현장 의견수렴 및 소통채널 확대

2020

국정가치 실현 

지원

� 국정과제 성과창출 뒷받침

� 정부혁신 실천 지원

� 각 부처 현안진단 및 조직관리

정부조직의 

효율성･생산성 

강화

� 국민접점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

� 기구·정원 체계적 관리

� 조직운영 성과관리 강화

� 협업기반 조직 활성화

조직운영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 합리적인 하부조직 설계･운영

�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 책임운영기관 자율성･경쟁력 강화

� 정원감사를 통한 책임성 확보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방분권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운영 체계 

구축

� 행정기관위원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민간위탁의 체계적 운영 및 정부기관

의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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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 활성화

� 현장 의견수렴 및 소통채널 확대

2021

선제적·전략적 

국정운영 지원

� 국정과제 성과창출 뒷받침

� 정부혁신 실천 지원

� 데이터 정책 역량 강화

� 국민접점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

정부조직의 

효율성·생산성 

강화

� 기구‧정원 효율적 관리

� 조직운영 성과관리 강화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방분권 지원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 활성화

조직운영의 

신속성·대응성 

제고

�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민한 조직 운영

� 합리적인 하부조직 설계·운영

� 협업기반 조직 활성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조직 

운영

� 책임운영기관 자율성‧책임성 강화

� 행정기관위원회 제도 운영 활성화

� 정원감사를 통한 책임성 확보

� 민간위탁의 체계적 운영

� 현장 의견수렴 및 소통채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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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변

수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기관 
종합점수

공통지표 
평균 규제개혁 정책소통

β β β β

(S.E) (S.E) (S.E) (S.E)

독
립
변
수

관리적 
유연성

보직
관리

-4.829** -3.221** -4.230** -2.774

1.507 1.183 1.935 1.734

근무
-.015 -.031 -.086 -.043

.065 .049 .094 .069

기술적 
유연성

채용
.007 .066 .327** .096

.08 .063 .098 .09

교육
.066 -.256 -4.136** -1.72

1.511 1.33 2.06 1.621

통
제
변
수

조직 연령 
.298** .089 -.389** .05

.112 .093 .155 .124

조직 목표
1.240*** .774*** .38 1.148***

.29 .229 .317 .326

총 현원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예산(결산)
.512 .832 .731 .212

1.077 .897 1.599 1.216

연도

2016
5.381 5.116 3.015 3.511

7.001 5.297 9.215 7.382

2017
2.218 4.158 7.426 5.068

7.992 5.722 9.826 7.916

2018
1.237 3.384 2.708 4.786

6.822 5.929 9.29 8.067

2019
3.048 3.771 6.812 3.705

7.677 6.188 10.453 8.269

2020
3.252 6.133 13.696 6.892

10.688 8.259 15.065 10.792

_cons
34.457** 32.829** 45.916 42.611**

16.954 14.038 28.854 19.095

F 4.64*** 3.529*** 3.444*** 2.684***

R² .158 .128 .174 .105

N 246 246 167 245

*p<0.1 ** p<0.05 *** p<0.01

※ 종속변수 시간차=독립변수 측정+1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시간차를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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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and Govern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finition of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and its

Application to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Won Hyeye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rimarily addressed the type of flexibility present

at the organizational level, enabling effective responses from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toward a changing environment. This

is not systematically discussed yet,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in flexibility as an organizational survival strategy responding

to rapid societal chang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seem to have a closed characteristic while being

open to the external environment, with a steady demand for

strengthening flexible government personnel management. There

is an absence of systematic discussion to explain flexible

human resource management, along with the means to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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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ccordingl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flexible personnel management and present its sub-dimensions.

In addition, based on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status of Korean government’s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was also presented. This formulated the study’s aim to lay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n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effect of flexibility in personnel

management on govern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rst,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flexibility in

government personnel management,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This was followed by

the presentation of sub-dimensions of managerial flexibility

(position management, work) and technical flexibility

(recruitment, education). Detailed observations of the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elped examine their current

statu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easuring flexibility in

personnel management, the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teadily strengthened overall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yet the level of the sub-dimensions differed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Interviews with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fficials explained the varying levels of

flexibility,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the level, type of

work,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cale of eac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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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analysis of how flexibility in personnel

management can affect govern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sition

management flexibility of managerial flexibility had a negative

effect, and the work flexibilit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Educational and technical flexibility had a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ile recruitment

flexi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unexpected result indicates that each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ffects the organization differently,

compared to its intended direction. A practical and persuasive

interpretation was developed by combining theoretical discussion

and interviews with official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esent the limitations and scope of improvement of the

current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This study attempted to lay the foundation of research for

the definition-measurement-empirical analysis of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Previously, the concept of flexibility had

an ambiguous and abstract declaration, which was

systematically defined here by applying it to government

personnel management. This study’s novelty lies in its

expansion of the theoretical field that remains untested by

previous studies. The discussion of analyzing the a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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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presented by measuring the defined concept of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in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ill be the basis for various future

empirical studies on flexible personnel management. Finally,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lexibility in

personnel management and govern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identified the limitations of current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presenting the steps for improvement

through a three-dimensional analysis combin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Hence, this study make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

Kyewords: Flexibility, Persinnel Manage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tudent Number: 2016-3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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