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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근래에 조직환경의 변화는 구조, 관리, 행태의 모든 측면에서 조직변화를 야

기하고 있으며, Argyris(1964), McGregor(1960), Bennis(1966), Likert(1961) 등의 연

구 이후로 조직행태를 중심으로 한 조직변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초기의 인간관계론에서 비롯된 행태과학적 연구들은 단순히 사실을 객관적으로 

관찰․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직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Bennis, 1963). 그런데 최근 유기적 조직체제로의 변화가 강조되고는 있지

만 공공기관의 조직행태 연구에 있어 부서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1) 하지만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에 있어서도 내부고객에 대한 

책임성 확보는 중요한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고(Martin, 2002; Osborne and 
McLaughlin, 2002), 특히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서간 협조의 필요성

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서간 만족도 연구는 공공기관의 조직행태 

연구에 있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부서간 만족도(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가 중요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내부적 책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조직성과에 연계되

기 때문이다. 첫째, 부서간 만족도 제고를 통해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부서(팀) 간 업무지원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부서간 이기주의 타파,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 유도 등이 가능하다. 둘째, 외부고객지향적 조직문화 구

축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외부고객 지향성으로 연계하

여 부서별로 소비자 만족도 인식 및 참여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
째, 부서간 만족도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전 

부서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고객만족 혁신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응성 제고를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부서간 만족도 측정도구

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부서간 만족도를 평가･분석하여 

내부적 책임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는 먼저 

예비분석(pilot test)으로 2009년 초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되어 구조

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복잡성이 커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부서간 만족도를 

조사하였고,2) 2009년 11월에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수정된 

1) 가령 Eichorn(2005), Rodríguez et al.(2007), Meadows & Pike(2010), 이학래․김현석(1999), 
정유경 외(2004) 등은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부서간 관계나 만족도를 연구하였는데 공

공조직에 있어 부서간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 본 연구에서 기획재정부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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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적용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선정한 이유는 동 

기관은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조나 기능이 매우 복잡하여 높은 수

준의 부서간 협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기관 통합 등에 따라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기관은 부서간 만족도 분석에 있어 유의

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에 기획재정부 전 부서(과 혹은 팀 단위)를 대상으로 

예비조사 차원에서 부서간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예비조사지와 조사방법 등을 

수정하여 2009년 12월에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본사 및 모든 지역본

부와 지사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간 만족도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부
서간 업무협조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총 95개 과

(팀)를 대상으로 184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본사와 

지사 등 총 78개 부서를 대상으로 424명의 2,060개 평가결과(응답자당 평균 4.9
개의 부서를 평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서간 

만족도는 공공기관의 내부적 책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측면

에서 향후 부서간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부서간 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부서간 만족도 평가의 의의3)

부서간 만족도는 일종의 내부고객만족도(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로서 조

직구성원들이 타 부서의 업무협조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의미한다. 통상 고객 

만족도는 여러 차원을 포괄하는 복합개념일 수도 있고, 단일 차원의 개념일 수

도 있는데(김동남･조재립, 2004: 114; 박명호･조형지, 2000), 선행연구들에 의하

면 이는 대체로 인지적 상태(cognitive states), 평가(evaluation), 정서적 반응

(emotional response),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의 결합 등 4가지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4) 또한 고객만족은 그 기준이 일회성 거래에 있는가 아니면 여러 

을 통해 2008년 초에 종전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였다.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관련 기능들이 단일 부처로 통합되었지만 실제 업무과정을 보

면 실질적인 조직통합이 부족하여,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조직 내･외부로부터 제기되었다.

3) 이 부분은 권해수･박석희･김용훈(2006)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가필한 것이다.

4) 고객만족을 ‘인지적 상태’로 보는 것은 결과지향적 접근을 강조한 Howard & Sh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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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에 걸친 거래경험에 있는가에 따라 거래특정적(transaction specific) 관점의 

고객만족과 소비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형성되는 누적적(cumulative) 관점의 품질

로 구분되며(Fornell et al., 1996), 결과나 과정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5)

최근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중요해짐에 따

라 고객만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객만족평가는 행정서비스 전달체

계에서 외부고객인 시민이나 내부고객인 구성원들이 접하게 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서비스의 효과 이외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입수, 
서비스 생산과정, 서비스 사후관리, 고객과 접촉하는 직원, 관련 절차 등이 모두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김판석･박중훈, 1996; 이동기, 2005: 106). 물론 공공부문

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고객 중심의 행정

개혁이 가속화됨에 따라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도조사는 과

거의 일회성 점검의 성격을 벗어나 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제

도화되면서 최근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광희･홍운기, 
2005: 105).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를 보면 첫째,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제고를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의 구현에 있다. 즉,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이나 

내부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둘째,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

객만족평가는 고객들의 기대와 요구를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행정서비

스의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책임행정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고객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평가한다는 것은 서비스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

서 획득된 정보를 통해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조직학습이 증가하게 된다. 또
한 서비스개선을 위한 내부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수 있다.
최근 부처 전반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서비스의 만족도 측정

(1969)의 논의가 대표적이고, ‘평가’로 보는 것은 기대-불일치 개념이 이에 속한다. 한
편 이를 ‘정서적 반응’으로 보는 것은 Babin & Griffin(1998)의 논의가 대표적이고, 인
지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의 결합으로 보는 관점은 Oliver(1980)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유재(2000)에 의하면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고객만족을 소비자가 지불한 대가

에 대해 적절히 혹은 부적절하게 조성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인지적 상태, 또는 

감정적 반응 등으로 이해한다. 반면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고객만족을 소비경

험이 최소한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다거나 선택했던 대안이 그 대안에 대한 사전적 신

념과 일치되었다는 평가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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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모형의 고객만족지수(Customer Satisfaction Index)가 개

발･활용되고 있고, 특히 통합고객만족도 평가의 관점에서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도 종종 활용되고 있다(김동남･조재립, 2004: 
114; 이광희･홍운기, 2005: 107). 이 중 부서간 만족지수(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ICSI)는 업무협조의 신속성, 업무협조의 정확성, 정보제공 등 

의사소통의 원활성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데, 각 요소들은 상대적인 가중치를 달

리하며, 부서간 만족지수는 해당 부서들간 업무관계의 긴밀도를 고려하여 평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서간 만족도 평가모델 개발에 있어서 지표 구성요소들 중 

어떠한 요소를 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서간 만족도 평가모형(ICSM)은 구성요소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

도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어떠한 고객만족도 구성요소의 개선이 전체 만족도 향

상에 더 기여할 것인지를 도출하는데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부

서간 만족도 조사는 기존의 행정서비스헌장과 이행표준을 중심으로 한 고객만

족도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체계적인 조직성과관리 도구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평가항목을 적절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부서간 만족도에 대한 조직구성

원들의 인식은 여러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직의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해 지표별 가중치를 차별

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부고객에 대한 부서간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는 선

행연구들이 제시하는 항목을 검토하여 이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부서간 만족도와 행정책임성의 관계

1) 공공기관 책임성의 의의6)

행정책임은 공공기관이 지녀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로서 이는 1940년대 Finer
와 Friedrich의 고전적 논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Finer(1941)는 공무원에 대한 외

재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책임에 주목하였으며, 국회나 

사법부 등 제도적 방법에 의하여 확보되는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행정의 

전문성이나 재량행위로 인하여 외재적 책임이 내재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Friedrich(1940)은 관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기

준에 의한 내재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책임의 판단기

준이 되며, 관료의 양심이나 직업윤리 등 내적 충동이 중요하며, 국민의 여망이

나 요구, 국민정서나 민중감정에 부응해야 할 정치적, 민주적, 윤리적 책임을 강

6) 이 부분은 권오성･황혜신･박석희･김철회(2009)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가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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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
행정책임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비슷하면서도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으

며, 용어에 있어서도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Responsiveness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첫째, 책무성(Responsibility)은 일반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하는 용어

로 공복인 관료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

미한다. 둘째, 책임성(Accountability)은 변명적, 법률적, 제도적 책임으로 한정적

으로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가장 협의의 행정책임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대응

성(Responsiveness)은 반응성 또는 부응성 등으로도 불리며 민의에 대한 반응, 대
응의 뜻으로 사용되어 가장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책임성 개념의 구

성요소 내지 유형 분류와 관련해서 학자들은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Kopell(2005)은 책임을 투명성(transparency), 기관책임(liability), 통제가능성

(controllability), 공공가치(responsibility), 부응성(responsiveness) 등으로 구분하였

다. Ospina 외(2004)는 이를 정치적 책임과 관리적 책임으로 구분하였고, Posner 
(2006)는 대리인의 다양한 주인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 내용으로 재정

적･법률적인 효율성과 효과성을 들고 있다. Roberts(2002)는 행정책임을 공식적 

책임과 비공식적 책임으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법률적･집행적 책임을, 후자에는 

철학적･문화적･규범적 책임을 포함시켰다. Romzek & Dubnick (1987), Romzek 
& Ingraham(2000) 등은 통제의 근원과 통제의 정도를 기준으로 행정책임을 관료

적 책임, 법적 책임, 전문적 책임, 정치적 책임으로 구분하였고, Hoek et 
al.(2005)은 행정책임을 수직적, 내부적, 고객적 및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이달곤(2004)은 객관적 책임(objective responsibility)과 주관적 책임

(subjective responsibility)으로 구분하였는데, 객관적 책임은 행동자의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기대에 관련된 것으로 공익을 위해 봉사할 의무와 법규준수에 대한 

책임을 내포하며, 또한 어떤 실행이나 성과의 범주 또는 특정한 기준에 관해서 

외부에 대해 지게 되는 의무로 보았고, 주관적 책임은 행동자가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도덕적 의무에 대한 내적ㆍ개인적 인식으로 보았다. 최승

범(2001)과 이종수 외(2001)는 사회가 관료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

야 함을 의미하는 도덕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 법이나 권위를 가진 상위의 

기관이 관료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응답하는 것을 말하며, 이
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되는 법적 책임(legal accountability), 관료나 

시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따라야 한다는 대응성(responsiveness) 등 세 가지로 구

분하였다.
공공기관의 책임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객관

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공직자

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치적･행정적 상위자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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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공직자가 누군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느끼고 스스로 책임 있게 

행동하는 책임을 말한다. 둘째, 책임의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도의적 책임은 공

직자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책임으로, 주로 국민의 여망이나 여론이 그 기

준으로 작용하는 반면 법적 책임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자의 직위와 

권한에 비례하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에 해당한다. 셋째, 책임의 내용을 기

준으로 보면 정치적 책임은 행정조직이 국민의 의사에 잘 부응하고 있는가 하

는 가치적 차원의 책임이며 대응성에 가깝다. 반면 직업적 책임은 공무원이 전

문가로서 주어진 직책과 기능을 직업윤리를 따라서 잘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기술적 차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표 1> 행정책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정리

저자(연도) 주요 내용

Finer(1941) 외재적 책임과 외부통제 강조

Friedrich(1940) 내재적 책임과 직업윤리 강조

Kopell(2005) 상급기관 및 최종 주인인 국민에 대한 효과성 및 형평성으로 정의

Ospina 외(2004)
정치적 책임(political accountability), 관리적 책임(managerial

accountability)

Posner(2006) 대리인과 다양한 주인들(행정부, 입법부 등)에 대한 책임을 강조

Roberts(2002) 공식적(formal) 책임과 비공식적(informal) 책임으로 구분

Romzek &

Dubnick(1987)
통제의 근원과 통제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책임을 구분

Hoek et al.(2005) 광의의 행정책임을 수직적, 내부적, 고객적, 사회적 책임성으로 구분함

이달곤(2004) 객관적 책임(responsibility)과 주관적 책임(responsibility)으로 구분

최승범(2001)
도덕적 책임(responsibility), 법적 책임(accounta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

이종수 외(2001)
법적 책임(accountability),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

2) 부서간 만족도와 책임성

공공기관 책임성의 유형을 책임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수직적 책임, 내부

적 책임, 고객 책임,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Hoek et al., 2005). 첫째, 
수직적 책임은 공공기관이 상위부처 및 감독기관에 대해 갖는 책임으로 합법성, 
정책반영도, 성과 및 보상, 자율성 등을 포함한다. 둘째, 내부적 책임성은 공공

기관이 기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관리･통제･성과시스템 등을 통해 내부고객

의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관리투명성, 관리효율성, 관리형평성 및 목표지향성 등

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다. 셋째, 고객 책임성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외부고객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한다. 이는 서비스의 질, 서
비스 만족도, 고객의견 반영 정도, 고객헌장의 구비 여부, 서비스 전문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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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성된다. 넷째, 사회적 책임성은 공공기관이 사회 전체 또는 국민에 대

해 갖는 포괄적인 책임성으로 다소 모호하지만 공익 및 사회통합 기여도, 사회

적 신뢰, 지속가능한 경영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책임성 유형을 위와 같이 구분하면 부서간 만족도는 내부적 책임성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내부적 책임성은 조직 내부의 효과적인 관리, 통제시

스템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서간 만족도는 내부적 책임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동안 책임성은 주로 고객 책임성, 사회적 책임

성 등 외부 고객과의 관계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에 있어

서도 내부고객에 대한 책임성 확보는 중요한 개혁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Martin, 2002; Osborne and McLaughlin, 2002). 특히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 내 여러 관련 부서들 간 상호작용의 효과성, 즉 원활한 부서간 협조

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서간 관계 내지 부서간 만족도 연

구를 통한 내부적 책임성 분석은 공공기관 관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부서간 만족도는 조직성과에의 중요한 영향요인인데, Eichorn(2005)은 

경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기업 내 부서 간 긴장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고객관계 

관리와 마찬가지로 내부고객관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내부고

객관계 관리는 복잡한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되며, 따라서 효과적인 내부고객관계 관리를 위해 효과적 리더십

의 발휘, 수평적 협력과 의사소통의 증진, 부서간 문화적 장벽 제거, 불일치한 

인센티브와 유인체계 개선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 기술 개발 등 5가지 관리

원칙을 제시하였다. 한편 Meadows & Pike(2010)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
을 대상으로 변형된 균형성과표(BSC)를 토대로 부서간 만족도를 측정･분석하였

는데,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부서간 협조도가 조직성과의 중요한 영향요인

임을 논의하였다.
부서간 만족도 혹은 협조도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로 민간기업이

나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Rodríguez et al.(2007)은 스

페인의 178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성과의 결정요인으로 마케팅부서, 연
구개발부서 등 부서간 신뢰를 만족도, 협조도, 의사소통, 갈등의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Meunier-FitzHugh, & Piercy(2007)는 사례연구를 통해 판매부서와 마

케팅 부서간 협력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부서간 협력에 대한 영

향요인을 통합요인, 촉진요인, 협력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 등 3가지를 제시하였

다. 한편 한국능률협회컨설팅(2009)은 공공기관의 부서간 만족도를 신속성, 정확

성, 공유성, 원활성, 공감성 등 11개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다. 정유경 외(200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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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조리부서와 구매부서 간 협조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부서간 협조도를 식자재 구매 협조성, 공급업체 선정의 협조

성, 단가결정의 협조성, 신규 식자재 평가의 협조성, 추가주문 협조성 등 5개 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Van De Ven과 Ferry(1980)의 조직평가지표(Organization 
Assessment Instrument; OAI)와 조성한(1996)의 조직진단도구에서도 부서간 협조

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공공기관의 내부적 책임성 관점에서 부서간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크게 신속성, 정확성, 원활성, 적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신속성은 해당 업무나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

하게 처리해 주는지 여부를 의미하고, 정확성은 업무 처리 및 의사결정을 일관

성 있고 정확하게 해주거나 업무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공해 주

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원활성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충분하게 공유하거나, 업
무협조 및 업무협의를 원활히 해 주거나, 업무협조와 업무협의에 대한 응대태도

가 친절한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적극성은 타부서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

고, 회사를 위해 자율적ㆍ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정책 수립 시 관련

부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타 부서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려

고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그림 1> 내부적 책임성 관점에서의 부서간 만족도 구성요소

1. 신속성

-업무처리 신속성

-자료제공 신속성 등

2. 정확성

-업무처리 정확성

-자료제공 정확성 등

3. 원활성

-관련자료 공유성

-의사소통 원활성

-업무협조 친절성

4. 적극성

-업무협조 공감성

-업무태도 적극성

-업무현실 고려성

-업무개선 노력도

전반적

만족도

자료: Rodríguez et al.(2007), Van De Ven & Ferry(1980), 조성한(1996), KMAC(2009)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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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지표의 설정과 분석

1. 기획재정부의 부서간 만족도: 예비조사

1) 분석방법

본 조사 실시 전에 예비조사로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부서 간 업무협조도

를 분석하였다. 95개 과(팀)에 대해 자신이 속한 과(팀)를 제외한 모든 과(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 과(팀)별로 부서대표의견 1부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질문항목은 피평가부서와 업무상 연관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긴밀도’, 신속한 

업무협조를 나타내는 ‘신속성’, 의도대로 정확한 처리여부를 나타내는 ‘정확성’, 
‘의사소통의 원활성’ 및 피평가부서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로 구성하였으며, 모
든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서간 만족도 분석에 앞서 기능적 특성을 

토대로 부서군을 분류하기 위해 SPSS를 사용하여 군집분석과 동질성분석

(homogeneit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사회네트워크 분석프로그램인 UCINET6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분석을 한 후 NetDraw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소시오그램으

로 제시하였다.

2) 피평가부서군 분류결과

(1) 군집분석결과

총 95개의 응답지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 업무내용과 특성, 주로 접촉하는 대

외기관 및 내부부서 등 각 과(팀)별 기능적 특성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

다. 1차 수준에서는 과(팀) 단위에서 유사한 속성을 지닌 팀들을 분류하였고, 2
차 수준에서는 25개 국･관 단위로 평가군을 통합하였으며, 최종 분류에서 3개 

군집으로 재조정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지원부서그룹으로 기획조정실, 비서실, 
대변인실, 비상계획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운영지원과로 구분될 수 있다. 두 번

째 그룹은 총괄조정그룹으로 예산실(예산총괄국, 사회예산국, 경제예산국, 행정

예산국), 세제실(조세정책국, 재산소비세국, 조세기획국, 관세정책국)로 구성되었

다. 세 번째는 정책담당그룹으로 복권위원회, 공공정책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디지털기획단, FTA대책본부, 대외경제국,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제금융국으

로 구성되었다.

(2) 동질성분석결과

각 과(팀)별 기능(6개 항목)과 주요업무(7개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토대로 

유사군을 2개 차원으로 범주화하였다. 2개의 질문 문항에 대한 95개 과의 응답

결과 1차 분석에서는 과(팀)의 동질성을 분석하였고, 2차 분석에서는 국･관 단



책임성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부서간 만족도 평가와 분석 ∙ 259

위로 재구성하여 대상점수7)를 산정하여 동질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4개 

군으로 분류되어 1군은 감사담당관,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비상계획관, 공공정

책국, 운영지원과, 2군은 재산소비세정책관, 관세정책관, 조세기획관, 조세정책

관, 3군은 정책조정국, 경제정책국,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

의관, 4군은 기획조정실, FTA국내대책본부, 대외경제국, 복권위, 재정정책국, 경
제예산심의관, 국고국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3군을 더 세분화할 경우 정책조정

국, 경제정책국 및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으로 양분할 

수 있다.

<그림 2> 국･관별 동질성 분석(대상점수 도표) 결과

(3) 네트워크분석결과

과(팀)별 업무연계정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행렬을 작성하고, 이를 국 단위

로 변환하여 국간 네트워크 군집분석과 구조적 등위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처리방법을 보면 과별로 응답한 업무연계 상위 3순위 과(팀)를 25개 국･관 단위

로 재코딩하여 국별 연계정도를 n×n형태의 행렬로 작성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분석에서는 기초 네트워크행렬 자료를 이용하여 연계망 소시오

그램분석,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였고, 2차 분석에서는 업무 연계

7) 대상점수는 수량화의 합계를 표준화한 것이다. 즉, 회답패턴이 비슷한 집단들은 가까

운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크론바하 α값을 보면 1차원(기능)은 0.822, 2차원(주요업무)
은 0.751, 고유값은 각각 4.772, 3.605로 나타났고, 설명된 분산비율은 각각 18.353, 
13.86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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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의한 구조적 등위성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분석에서 95개 과(팀)의 응

답을 토대로 네트워크 소시오그램을 분석한 결과 기획조정실, 정책조정국, 재정

정책국, 대외경제국, 경제정책국, 공공정책국, 예산심의관 등이 연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zation)8)은 특정 행위자와 연결된 

행위자들의 수의 총합으로 산출되며 지역적 중심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높은 

값을 보인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기
획조정실, 재정정책국, 정책조정국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zation)9)은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을 연결해 주는 가장 

짧은 거리에 위치하여 다른 행위자를 잠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나타

내며 네트워크에서 중심조직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기획조정실, 예산총괄

심의관, 재정정책국 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기획재정부 업무협조연계 소시오그램

8) 연결중심성은 관계를 맺은 인접한 행위자의 수에 기초하여 산출되므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 관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행위자의 위치와 중요도를 파악하는 기본

개념이다.

9)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두 행위자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선 중 행위자를 포함하

는 선의 수로 계산된다. 이는 개별행위자가 중개자로서 또는 문지기로서 활동함으로

써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매개중심성은 중요한 참여자

가 다른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의 중간 통로가 되어주는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행위자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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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별 업무연계협조 행렬을 통한 구조적 등위성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구조적 등위성은 두 행위자 사이에 관계가 있든 없든, 각 행위자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유형으로 정의된다. 구조적 등위성 모형에서 동일한 유형

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들은 구조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간주된다. 이 모형에서 행위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는 관계유형의 유사성

과 차이에 의해 규명되기 때문에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고려된다. 따라서 이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체계 내에서 특정한 지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그것들의 층화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 구조적 등위성 군집분석 결과

3) 부서간 만족도 분석결과

(1) 산정방식

위의 분류결과에 따라 25개 국･관을 3개 평가군으로 구분한 뒤 규모가 큰 부

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국･관과의 긴밀도(중요도) 및 협조도를 다

음과 같은 산식, 즉 ‘A(중요도 평균)=∑(중요도 합계)/8’, ‘B(협조도 평균)=∑(각 

협조도 합계)/4’을 통해 산출하였다. 이후 통합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정주

의적 평가나 감정적 평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극단적 평가에 따른 편이를 제

거하기 위해 피평가단위별로 협조도(B)가 가장 높은 2개 및 가장 낮은 2개 부

서의 평가결과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평가부서별로 상･하위 2개씩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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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20개 평가부서의 긴밀도에 따라 4분위로 구분하여 1분위(5개), 2분위(5개), 3
분위(5개), 4분위(5개) 등 분위별로 협조도에 35%, 30%, 20%, 15%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는 긴밀도가 높은 부서의 평가결과가 종합평가에 높은 영향을 주

도록 하여, 긴밀도가 낮은 부서가 체계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25개 피평가부서별로 부서간 협조도 점수는 ‘∑(1분위 

협조도 총점×35%) + ∑(2분위 협조도 총점×30%) + ∑(3분위 협조도 총점×20%) 
+ ∑(4분위 협조도 총점×15%)’의 산식을 통해 산정하였다.

(2) 분석결과10)

총 25개 부서단위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협조도 평균은 9.41, 표준편차는 

1.75이며, 총괄조정그룹 내 한 부서가 13.08로 가장 높고, 정책부서그룹 내 한 

부서가 5.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부서들 간 업무특성이나 긴밀도 등

의 차이를 고려하여 앞서 분석한 대로 최종적으로 3개 평가군별로 구분하여 부

서간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표 2>와 같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네

트워크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면 업무 협조빈도가 비교적 낮은 부서(가령 운영

지원과, 비서실)들이 반드시 낮은 수준의 부서간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

며, 반대로 업무 협조빈도가 높은 부서(가령 조세기획관, FTA대책본부)라고 해

서 반드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

서간 만족도는 업무협조빈도보다 각 부서들의 협조노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 기획재정부 부서간 협조도 평가결과

구분 부서명 점수 구분 부서명 점수 구분 부서명 점수

총괄

조정

그룹

A과 13.0773

정책

부서

그룹

갑과 11.8163

지원

부서

그룹

가과 11.3449

B과 10.4486 을과 10.4962 나과 11.3169

C과 10.4039 병과 9.9959 다과 11.2419

D과 9.7451 정과 9.3782 라과 10.8387

E과 9.7440 무과 8.5527 마과 8.8327

F과 9.6604 기과 7.9555 바과 7.8295

G과 9.6186 경과 7.8065 사과 7.1267

H과 8.4522 신과 7.5070

임과 6.4744

계과 5.6777

10) 예비조사인 관계로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부서명과 분석결과는 제시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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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부서간 만족도: 본조사

1) 분석방법

이상의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지표체계, 측정방법 등을 수정하여 2009
년 12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부서간 만족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만족도 조사항목을 4개에서 12개로 보다 세분화하였고, 항목별 가중

치를 긴밀도 항목을 통해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11개의 각 항목별 만족도와 전

반적 만족도 간의 다중상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관계수들을 백분율로 환산하

여 활용하였다. 또한 항목별 만족도 평가를 5점 척도가 아닌 7점 척도로 세분화

함으로써 응답자들의 중심화 경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예비조사에서는 

각 부서별 대표응답 1개만 회신받았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본 조사에서

는 전 직원들이 78개 대상부서 중 자기부서를 제외한 최대 5개 부서를 선택하

여 만족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느끼는 업무협조도를 보다 객관

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3>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서간 만족도 조사 설문항목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해당부서는.....)

신속성
업무처리 신속성 업무처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준다

자료제공 신속성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하게 제공해준다

정확성
업무처리 정확성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해준다

자료제공 정확성 업무자료와 정보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공해준다

원활성

관련자료 공유성 관련정보 및 자료를 우리 부서와 충분하게 공유한다

의사소통 원활성 업무협조 및 업무협의 등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준다

업무협조 친절성 업무협조와 업무협의에 대해 친절하게 대응해준다.

적극성

업무협조 공감성 타 부서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준다

업무태도 적극성 회사를 위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현실 고려성 업무정책 수립 시 관련부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준다

업무개선 노력도 상대방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전반적(체감) 만족도 나는 전반적으로 해당부서의 업무처리 및 업무대응에 만족한다

2009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재직 중인 전 직원(계약직 포함) 총 

478명 중 424명이 응답하여 88.7%의 응답율을 보였다. 응답자들이 총 78개 평

가단위부서 중 최대 5개 부서를 평가11)하도록 하였는데, 424명이 총 2,060건의 

11) 응답자 본인이 평소에 자주 연락ㆍ협조하는 부서(팀) 5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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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서간 만족도 응답자 및 분석사례수(단위: 명, 개)

본사(18) 본직(5) 서울(7) 경인(7) 서부(8) 중부(8) 동남(13) 서남(12) 계(78)

응답자수 98 22 38 34 44 47 70 71 424

응답사례 487 109 185 168 218 235 321 337 2,060

분석사례 1,250 30 95 85 142 121 186 151 2,060

구분 피평가부서 사례수 비율

본사

(18)

기획예산팀 165 8.0

경영전략팀 43 2.1

운영지원팀 268 13

인재개발팀 72 3.5

비상안전계획팀 27 1.3

개발기획팀 24 1.2

에코사업팀 23 1.1

개발사업팀 52 2.5

김해건설관리팀 4 0.2

클러스터추진팀 126 6.1

기업지원협력팀 127 6.2

개성영업소 2 0.1

기업도우미센터 90 4.4

공장설립지원팀 56 2.7

산업조사팀 56 2.7

정책연구팀 12 0.6

감사실 65 3.2

비서홍보팀 38 1.8

본직

(5)

반월시화에코사업단 5 0.2

울산미포온산에코사업단 8 0.4

여수에코사업단 5 0.2

청주에코사업단 4 0.2

김해사업단 8 0.4

서울

(7)

서울클러스터운영팀 17 0.8

서울고객지원팀 28 1.4

서울공설센터 8 0.4

서울행정지원팀 27 1.3

원주지사 4 0.2

동해지사 5 0.2

원주공설센터 6 0.3

경인

(7)

경인클러스터운영팀 12 0.6

경인고객지원팀 32 1.6

인천공설센터 2 0.1

경인행정지원팀 21 1.0

주안지사 8 0.4

부평지사 6 0.3

파주지사 4 0.2

구분 피평가부서 사례수 비율

서부

(8)

서부클러스터운영팀 21 1.0
서부고객지원팀 55 2.7
서부공설센터 6 0.3

서부행정지원팀 38 1.8
시화지사 8 0.4

평택당진지사 2 0.1
천안지사 5 0.2

천안공설센터 7 0.3

중부

(8)

중부클러스터운영팀 41 2.0
중부고객지원팀 30 1.5
구미공설센터 4 0.2

대구지사 21 1.0
대구공설센터 2 0.1
달성출장소 5 0.2
충청지사 11 0.5

청주공설센터 7 0.3

동남

(13)　

동남클러스터운영팀 28 1.4
동남고객지원팀 29 1.4
창원공설센터 4 0.2

동남행정지원팀 56 2.7
사천지사 2 0.1

울산클러스터운영팀 12 0.6
울산고객지원팀 12 0.6
울산공설센터 4 0.2

부산클러스터운영팀 18 0.9
부산고객지원팀 13 0.6
부산공설센터 4 0.2
사하출장소 2 0.1
기장출장소 2 0.1

서남

(12)

서남클러스터운영팀 45 2.2
서남고객지원팀 33 1.6
광주공설센터 4 0.2

대불클러스터운영팀 9 0.4
대불고객지원팀 8 0.4

여수지사 11 0.5
여수공설센터 3 0.1

광양지사 1 0.0
군산클러스터운영팀 15 0.7

군산고객지원팀 11 0.5
전북공설센터 6 0.3

익산지사 5 0.2

주: ( )는 피평가부서의 개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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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 대해 평가해 응답자당 평균 4.9개의 부서를 평가하였다. 78개 평가부서 

중 제일 많은 응답을 받은 부서는 본사 운영지원팀(268명)인 반면 본사직할 개

성영업소, 경인본부 인천공설센터, 서부본부 평택당진지사, 중부본부 대구공설센

터, 동남본부 사천지사, 사하출장소, 기장출장소, 서남본부 광양지사 등 8개 부

서는 제일 적은 응답(2명)을 받았다. 각 문항별 만족도는 7점 척도로 평가하였

고, 측정된 결과는 ‘100/6(≒16.67)×(a-1)’의 산식을 통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

였다. 조사는 우편설문방식을 활용하였으며, 2009년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

행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산정방식을 통해 부서간 만족지수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ICSI)를 산출하였다. 부서간 만족지수는 가

중치(중요도)를 부여하여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계산된 상대적인 지수로서, 
11개 측정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산출하

였다. 중요도는 항목별 만족도 결과와 체감만족도 결과 간 상관분석을 통해 얻

어진 상관계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출함으로써 예비조사와 달리 가중치

를 주관적 판단에 의한 긴밀도 항목으로 측정하지 않고,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

하고자 하였다. 즉, 11개 상관계수의 합을 100으로 환산하고, 각 상관계수를 백

분율로 환산한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항목별 중요도 지수를 11개의 각 항목별 

만족도와 곱하여 가중만족도를 구하고, 가중만족도들의 합을 산출하여 아래 산

식과 같이 점수를 도출하였다.

  
  



×(단, Wn=항목별 중요도, Cn=항목별 만족도)12)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서간 만족도 산출결과를 토대로 조직 전체 및 각 부서

별 개선요소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별로 만족도와 중요도 평균을 토대로 ①중요

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으므로 현재의 만족수준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유지관리 항목, ②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항목은 현재의 고만족 

수준을 유지･강화해야 할 항목으로 상대적 강점 항목, ③중요도와 만족도가 모

두 낮아 투자여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점진적 개

선 항목, ④중요도는 높은 반면 만족도가 낮아 가장 중점을 두고 즉각적인 개선

이 필요한 항목은 최우선 개선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상기관이 부

서간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2) 가령 2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우 A부서의 항목만족도가 신속성 60.5점, 친절도 50.1점
이고, 중요도가 신속성 61.8%, 친절도 38.2%이면 부서간 만족도는 (60.5점×61.8%)+ 
(50.1점×38.2%)=56.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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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부서간 만족도 종합점수는 70.1점이고, 8개 지역별 평균

은 73.6점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5>와 같이 지역별 순서를 보면 본직(82.9), 서
남(77.0), 중부(76.1), 동남(75.4), 서울(73.3), 경인(69.6), 본사(67.7), 서부(67.6) 순
으로 나타나 본사 부서들의 부서간 협력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

다. 항목별로 보면 ‘업무협조 친절성’, ‘업무처리 신속성’, ‘의사소통 원활성’ 항
목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업무처리 정확성’, ‘업무협조 공감성’, 
‘업무정책 개선도’, ‘업무현실 고려성'은 70점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엄격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분석결과 90점이 넘는 부서가 있는 반면 50점 이

하인 부서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각 부서들은 부서간 만족

도 제고를 통한 내부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개선 활동을 수행해

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78개 부서별로 만족도 점수를 분석한 결과 78개 부서의 평균은 76.1점이

고, 이 중 사하출장소, 기장출장소, 군산고객지원팀 등 6개 부서는 90점대이고, 
원주지사, 청주에코사업단, 서부공설센터 등 22개 부서는 80점대로서, 총 78개 

부서 중 35.9%인 28개 부서가 80점 이상을 기록한13) 반면, 시화지사, 본사 비상

안전계획팀, 본사 정책연구팀, 본사 감사실 등 4개 부서는 60점 미만으로서 전

체의 5.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업무협조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서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서간 만족도 수준도 높은 것은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부서들의 항목별 분석결과를 보면 대체로 업무

협조 친절성, 의사소통 원활성, 자료제공 정확성 항목 등은 상대적 강점을 보이

고 있는 반면, 업무협조 공감성, 업무현실 고려성, 업무정책 개선도 항목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항목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개

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3) 사하출장소(97.0), 기장출장소(95.5), 군산고객지원팀(95.0), 천안공설센터(94.8), 울산공

설센터(90.5), 청주공설센터(90.0), 원주지사(89.7), 청주에코사업단(89.4), 서부공설센터

(89.4), 울산미포온산에코사업단(88.1), 김해사업단(88.1), 원주공설센터(87.9), 구미공설

센터(87.5), 평택당진지사(87.1), 광주공설센터(87.1), 달성출장소(87.0), 서울공설센터

(86.5), 대구공설센터(86.3), 부산공설센터(85.6), 동해지사(84.8), 울산고객지원팀(84.2), 
인천공설센터(83.3), 여수공설센터(83.3), 부산고객지원팀(83.0), 충청지사(81.5), 대구지

사(81.2), 서남클러스터운영팀(81.1), 주안지사(80.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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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서간 만족도 분석결과

지역
사례

수

ICSI

종합

점수

업무

처리

신속성

자료

제공

신속성

업무

처리

정확성

자료

제공

정확성

관련

자료

공유성

의사

소통

원활성

업무

협조

친절성

업무

협조

공감성

업무

태도

적극성

업무

현실

고려성

업무

정책

개선도

체감

만족도

중요도(%) - 8.9 8.9 9.0 9.1 9.0 9.3 9.1 9.2 9.1 9.2 9.3 -

Total 2,060 70.1 71.4 71.1 69.4 70.6 70.0 71.3 72.9 68.9 70.0 67.4 68.3 70.4

본사 1,250 67.7 69.1 69.2 67.2 68.1 67.8 69.0 70.4 66.1 68.2 64.3 65.5 68.0

본직 30 82.9 77.2 76.1 78.9 83.3 86.7 85.0 89.4 85.6 80.6 84.4 84.4 89.4

서울 95 73.3 74.7 74.7 73.5 73.9 71.9 73.2 77.9 72.6 72.6 70.0 71.6 73.9

경인 85 69.6 71.0 71.4 68.8 71.1 68.6 69.2 72.9 68.4 67.7 68.4 67.7 68.1

서부 142 67.6 68.9 66.8 66.0 68.8 67.1 69.0 70.9 67.3 66.6 66.2 66.1 69.3

중부 121 76.1 77.3 76.7 74.9 74.9 74.8 76.3 78.4 76.3 76.0 75.9 75.3 75.5

동남 186 75.4 77.7 75.9 75.3 76.1 74.6 76.5 77.2 74.1 74.1 73.4 74.1 75.0

서남 151 77.0 77.7 77.5 75.4 77.7 78.0 78.9 79.1 75.8 75.5 75.2 75.7 77.2

평균 73.7 74.2 73.5 72.5 74.2 73.7 74.6 77.0 73.3 72.7 72.2 72.6 74.6

<그림 5>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서간 만족도 팀별 분석결과

4
1

20

14

11
9

13

3 3
5.1 

1.3 

25.6 

17.9 

14.1 
11.5 

16.7 

3.8 3.8 

0.0 

5.0 

10.0 

15.0 

20.0 

25.0 

30.0 

0

5

10

15

20

25

60점미만60점이상~65점 미만65점이상~70점 미만70점이상~75점 미만75점이상~80점 미만80점이상~85점 미만85점이상~90점 미만90점이상~95점 미만95점이상

점수대 빈도 %

60점 미만 4 5.1

60점 이상～65점 미만 1 1.3

65점 이상～70점 미만 20 25.6

70점 이상～75점 미만 14 17.9

75점 이상～80점 미만 11 14.1

80점 이상～85점 미만 9 11.5

85점 이상～90점 미만 13 16.7

90점 이상～95점 미만 3 3.8

95점 이상 3 3.8

합계 78 100

한편 항목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토대로 부서간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소

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직 전체적으로 볼 때, ‘타 부서의 상황에 대한 이해

(업무협조 공감성)’, ‘업무정책 수립 시 관련 부서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업무현실 고려성)’, ‘상대방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 개선 노력(업무

정책 개선도)’ 등의 항목은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나타났고, ‘관련자료 공유성’, 
‘업무태도 적극성’, ‘업무처리 정확성’ 항목은 중점 개선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업무협조 친절성’과 ‘의사소통 원활성’, ‘자료제공 정확성’은 상대적 강점 

영역으로 분석되었고, ‘업무처리 신속성’과 ‘자료제공 신속성’은 만족도는 높지

만 중요도가 다소 낮은 항목으로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되었

다. 그런데 <표 6>과 같이 부서별로 개선요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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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강점 유지 관리 중점 개선 최우선 개선

본사

자료제공 정확성

의사소통 원활성

업무협조 친절성

업무처리 신속성

자료제공 신속성

관련자료 공유성

업무태도 적극성

업무처리 정확성

업무협조 공감성

업무현실 고려성

업무정책 개선도

본직

자료제공 정확성

의사소통 원활성

업무협조 친절성

업무협조 공감성

업무현실 고려성

업무정책 개선도

관련자료 공유성

업무처리 신속성

자료제공 신속성

업무처리 정확성

업무태도 적극성

서울
자료제공 정확성

업무협조 친절성

업무처리 신속성

자료제공 신속성

업무처리 정확성

관련자료 공유성

업무태도 적극성

의사소통 원활성

업무협조 공감성

업무현실 고려성

업무정책 개선도

경인
자료제공 정확성

업무협조 친절성

업무처리 신속성

자료제공 신속성

업무처리 정확성

관련자료 공유성

업무태도 적극성

의사소통 원활성

업무협조 공감성

업무현실 고려성

업무정책 개선도

서부
자료제공 정확성

의사소통 원활성
업무처리 신속성

자료제공 신속성

업무처리 정확성

업무협조 공감성

업무현실 고려성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각 부서별로 부서간 만족도 제고를 위한 

차별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원의 부서간 만족도 개선요소 분석결과

<표 6>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소속별 부서간 만족도 개선요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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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 친절성
관련자료 공유성

업무태도 적극성
업무정책 개선도

중부

의사소통 원활성

업무협조 친절성

업무협조 공감성

업무처리 신속성

자료제공 신속성

업무처리 정확성

관련자료 공유성

업무태도 적극성

자료제공 정확성

업무현실 고려성

업무정책 개선도

동남

자료제공 정확성

의사소통 원활성

업무협조 친절성

업무처리 신속성

자료제공 신속성

업무처리 정확성

관련자료 공유성

업무태도 적극성

업무협조 공감성

업무현실 고려성

업무정책 개선도

서남

자료제공 정확성

의사소통 원활성

업무협조 친절성

업무처리 신속성

자료제공 신속성

관련자료 공유성

업무처리 정확성

업무태도 적극성

업무협조 공감성

업무현실 고려성

업무정책 개선도

Ⅳ. 분석결과 논의 및 시사점

1. 요약 및 논의

기획재정부의 부서간 업무협조도에 대한 예비조사에서는 95개 과(팀)를 네트

워크분석, 동질성분석, 군집분석을 토대로 25개 평가단위로 재분류한 후 이를 

최종적으로 3개 평가군으로 구분하였다. 25개 평가단위부서의 부서간 만족도 평

균은 9.41, 표준편차는 1.75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네트워크 분석결과

와 비교해 보면 업무 협조빈도가 비교적 낮은 부서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낮은 

수준의 부서간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업무 협조빈도가 높은 

부서라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준의 부서간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서간 만족도는 업무협조빈도나 강도 그 자

체보다 각 부서들의 협조노력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 측정방법 등을 수정하여 타 공공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복잡성이 높은 한국산업단

지공단을 대상으로 부서간 만족도에 대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4
개에서 12개로 보다 세분화하였고, 가중치를 별도 문항을 통해 조사하지 않고, 
11개의 항목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간의 다중상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관

계수들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항목별 만족도의 가중치로 활용하여 가중치 산정

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항목별 만족도 평가를 5점 척도가 아닌 7
점 척도로 세분화함으로써 응답자들의 중심화 경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
한 예비조사에서는 각 부서별 대표응답 1개만 회신받았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에 대한 본 조사에서는 전 직원들이 78개 대상부서 중 자기부서를 제외한 최대 

5개 부서를 선택하여 만족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느끼는 업무협

조도를 보다 타당성 있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 478명 중 424명이 총 2,060건의 부서에 대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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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응답자 1인당 평균 4.9개의 부서를 평가하였다. 78개 부서 중 제일 많은 응

답을 받은 부서는 본사 운영지원팀(268명)인 반면 본사직할 개성영업소 등 8개 

부서는 제일 적은 응답(2명)을 받았다. 우편설문방식을 통해 2009년 11월 2일부

터 15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는데, 부
서간 만족지수(ICSI) 종합점수는 70.1점으로 나타났고 본사직할부서군 82.9, 서
남지역본부 77.0, 중부지역본부 76.1, 동남지역본부 75.4, 서울지역본부 73.3, 경
인지역본부 69.6, 본사 67.7, 서부지역본부 67.6 순으로 나타나 본사 부서들의 부

서간 만족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항목별로 보면 ‘업무협조 친

절성’, ‘업무처리 신속성’, ‘의사소통 원활성’ 항목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업무처리 정확성’, ‘업무협조 공감성’, ‘업무정책 개선도’, ‘업무현실 고려

성'은 70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8개 부서별로 ICSI점수를 보면 80점 이상인 부서는 28개(35.9%)인 반

면 60점 미만인 부서는 4개 부서(5.1%)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서간 만족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요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체적으

로 볼 때, ‘타 부서의 상황에 대한 이해(업무협조 공감성)’, ‘업무정책 수립 시 

관련 부서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업무현실 고려성)’, ‘상대방을 위해 불합

리한 제도나 불편사항 개선 노력(업무정책 개선도)’ 등이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관련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충분한 공유(관련자료 공유성)’도 중점 개

선영역으로 나타나 부서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인정된 반면, ‘업무협조 친절

성’, ‘의사소통 원활성’, ‘자료제공 정확성’은 상대적 강점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부서간 만족도 평가결과를 보

면 매우 흥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총괄조정 내지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산업단지공

단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본사부서들이 여타 지역본부나 본사직할부서들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부서간 만족도가 다른 부서들과의 

연계 빈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즉, 총괄

조정기능이나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들의 경우 사업부서들과 업무연계빈도

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 총괄부서들의 부서간 만족도가 반드시 높게 평

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서간 만족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보

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2. 시사점

오늘날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기능 및 역할은 정부부처 또는 민간부문과 비교

할 때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정부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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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규칙, 규정 등의 준수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반면,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성의 제고를 통한 시장에서의 생존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

한다. 반면 공공기관은 법률, 규칙, 규정 등의 준수뿐만 아니라 민간조직과 같이 

수익성 제고를 염려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책임성 문제는 정부기관 및 

민간조직의 문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동안 공공

기관의 책임성은 고객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 등 대외적 책임성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부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내부적 책임성 제고가 

궁극적으로 조직성과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내부적 책임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이 제고해야 할 내부적 책임성의 내용과 유형도 일률적으로 규정하

기 어렵지만 그 중에서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 부서들 간의 업무협조도

는 내부적 책임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유관 부서

들 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관이 추구하는 조직의 목

표와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조직운

영과 관련된 각종 유･무형적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조직성과 달성이 제약될 수 

있다. 그 동안 공공기관이 지녀야 할 대외적 책임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적･실
무적 관심이 주어졌는데, 향후 내부적 책임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이론적 연

구와 실천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공

공기관의 부서간 만족도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기

관들이 부서간 만족도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분석결과를 비교해 볼 때 다른 부서

들과 업무연계빈도가 높은 총괄부서 혹은 지원부서라고 해서 부서간 만족도가 

반드시 높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즉, 기획재정부에 대한 네트워크분석 등에 

의하면 총괄부서 혹은 지원부서들이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 타 부서와 업무연계

빈도가 높으면서도 부서간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한국산업단

지공단은 반대로 본사 부서들의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본부조직만 있는 반면 공단은 본사와 지사조직이 모두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는 부서간 만족도는 업무연계

빈도나 강도와 같은 부서의 업무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

시해 준다. 따라서 사업부서든 총괄부서든 부서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다 적극적

인 내부고객 만족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부서간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들의 상대적 영향

정도를 분석하기는 어려웠지만14), 앞의 <표 5>에서 ‘중요도’ 행에 제시된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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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원활성, 업무정책 개선도 항목이 전

반적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그 다음 업무협조 공감성, 업무현실 

고려성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업무처리 신속성과 자료제공 신속성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서간 만족도 평가에 있어 신속한 

업무협조나 자료제공보다 타 부서의 입장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이

에 따른 제도개선 노력을 보여주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의 각 부서들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내부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셋째, <표 6>을 보면 대다수 부서들이 자료제공 정확성, 의사소통 원활성, 업

무협조 친절성 등은 상대적으로 강점인 영역인 것으로 분석된 반면, 업무정책 

개선도, 업무현실 고려성, 업무협조 공감성은 중요성이 높은 항목임에도 만족도

가 낮은 최우선 개선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처리 정확성, 업무태도 적극성, 
관련자료 공유성 항목도 비록 중요도는 다소 낮지만 만족도 역시 낮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1개 공단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공공기관들은 부서간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업무정책 개선도, 업무현실 고려성, 업무협조 공감성 제고

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앞의 두 번째 시사점과도 일치하

는 부분으로 타 부서의 여건 등을 적극 이해하려는 자세와 이를 고려한 제도개

선 노력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넷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평균 만족도 수준이 70점대

를 기록하였고, 특히 90점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부서간 만족도를 보인 부서

도 있지만 다른 부서들은 50점 이하의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물론 측정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그럼

에도 기획재정부에 의해 조사되는 2008년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산업

단지공단이 84.7615)으로 평가되었던 것과 비교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공공기관들의 고객책임성 제고 활동이 주로 외부고객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 온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기관 개혁의 비전으로서 향후 

14) 본 연구에서 11개의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개 요인만이 추출되어 11
개 변수들을 1개의 종속변수에 대해 전부 다중회귀분석할 경우 독립변수들 간의 높

은 상관관계(다중공선성)로 인해 진정한 회귀계수 추정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15) 이 밖에 농수산물유통공사 93.0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2.97, 에너지관리공단 87.76, 
한국예탁결재원 84.42, 한국농어촌공사 96.84, 한국전력거래소 87.91, 한국철도시설공

단 88.22, 한국환경자원공사 89.35, 환경관리공단 83.89 등으로 평가되어 고객만족도가 

대부분 80점 이상을 보여주었다.



책임성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부서간 만족도 평가와 분석 ∙ 273

외부고객뿐 아니라 부서간 협조도 제고와 같은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리개선 노력을 통해 내부적 책임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강조할 수 있다.

Ⅴ. 결 론

최근의 공공부문 혁신의 기조는 성과지향적ㆍ고객지향적 경영혁신을 통해 고

객에게 보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

을 제고하는데 있다. 공공기관이 지향해야 할 책임성의 유형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책임의 대상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수직적 책임성, 내부적 책임성, 
고객책임성, 사회적 책임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내부적 책임성은 조

직 내부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수직

적 책임성은 수직적 지휘감독체계 하에서 상급기관에 대해 지니는 책임성을 말

하고, 고객책임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외부적 책임성과 관련된다. 공공기관에게

는 이러한 4가지 책임성이 모두 요구되지만 그 동안 상대적으로 외부적 책임성

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내부

고객에 대한 책임성 확보는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혁비

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내부적 책임성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

인 부서간 만족도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1월에 기획재정부 95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를 군집분석, 동질성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3개 평가군, 25개 평가단위로 

분류한 후 부서간 업무협조도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

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을 수정하여 2009년 11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본

사와 지사의 78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간 업무협조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예비조사와 달리 본 조사에서는 평가지표를 4개에서 12개로 보다 세분화하였고, 
가중치를 별도 지표로 조사하지 않고 항목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의 상관계

수 합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항목별 만족도의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또한 예비조

사에서는 평가군을 별도 조사를 통해 분류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8개 부서단

위를 사용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부서간 만족도 분석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공공기관

의 내부고객들에 의한 부서간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 못함을 알 수 있

다. 즉, 부서간 협력만족도 종합점수가 70.1점에 불과하였고, 80점 미만인 부서

가 전체 78개 중 50개(64.0%)를 차지하였고, 85점 이상은 19개 부서(24.3%)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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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였다. 이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조사되는 2008년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84.76으로 평가되었던 것과 비교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평가가 조사방법 등의 차이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

지만 그럼에도 공공기관 내부의 부서간 만족도가 외부고객만족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들이 조직구성원

들에 대한 내부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보다 배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고객지향성은 고객의 욕구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지식의 전

사적 산출, 지식의 조직 내 부서 간 확산과 이해 공유, 고객 대응성 등과 관련

되어 있다. 공공부문이 고객의 입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최

선의 가치를 창출할 때 책임성이 제고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조직성과로 연결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책임성은 그 대상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고객 지향성은 비단 외부고

객뿐 아니라 조직 내부고객에 대한 책임성도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특히 

내부적 책임성 중 수직적 관계에 의한 책임성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관계에 있

는 부서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정보 공유, 업무협조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

는 책임성이 조직성과 향상과 대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부서들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

워크 기반의 조성이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통한 조직성과 향상의 매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부서 간 효과적인 업무 협조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카니

즘의 정비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부서간 만족도 평가방식

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동안 내

부고객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내부고객만족도 평

가･분석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공공기관

의 내부적 책임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공공기관 성과관리의 핵심은 조직 내･외부 고객들의 만족도 향

상을 통한 책임성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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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n 

Public Corpor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ccountability 

 
  Saukhee Park

 
This study measures and analyzes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ICSI) 

for public organiz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As a 
pilot test,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for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fter that, it measures and assesses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for th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according to a revised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is a critical 
instrument for increasing the internal accountability of public corporations even 
though it is composed of only one factor. According to the results, a more desirable 
ICSI model must be constructed for effecti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Otherwise, it is necessary to design measurement indicators 
systematically to ensure their stability. 

【Key words: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nternal Accountability, Internal 
Customer, Public Corpor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