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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공공관리(NPM)로 칭해지는 1990년대 이후의 정부개혁 기조는 공공부문에
큰 변화를 불러 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이후 우리나라 정부 내에서 지속되어 왔
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는
데, 이러한 시도는 주로 민간의 경영기법과 경쟁구도를 공공조직에 적용하기 위
한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부개혁 기조 하에서 2005년 3월 행정자치부
를 시작으로 상당수의 부처들이 잇따라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2007년에는 총 26
개의 중앙행정기관이 팀제를 도입하는 등 비교적 단기간에 정부조직 내에서 팀
제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1).
그러나 팀제도입 초기부터 시작된 공공조직에서의 팀제 조직의 효과성에 대
한 논란은 중앙정부에 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
었다. 먼저 팀제도입 이후 업무부담 증가, 팀 간 경쟁심화로 인한 부서 간 협력
약화, 능력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업무배분에 따른 업무수행의 질 저
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의견이 팀제를 실시하는 정부조직 내부에서 계속
해서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팀제의 형식적 실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는데, 팀
제도입 이후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 내용은 변한 게 없을 뿐 아니라(공
정거래위원회 직장협의회 보도자료, 2006.5), 팀제도입에 따른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이 유지되거나 비공식적 절차가 생성됨으로써 팀제 조직
의 외형과 실제간 괴리가 발생했다(김귀영, 2007)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조직 내에 팀제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과 팀제의 무용론에 대
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팀제도입을 주도했던 행정자치부조차 2006년 장관
교체 이후 의사결정단계 축소라는 당초 팀제의 취지를 상당부분 훼손하면서 까
지 ‘파트매니저(part manager)’와 ‘관(官)’과 같은 중간관리직위를 신설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2008년 정권교체 이후 단행된 정부조직개편 과정에
서 정부조직의 팀제는 도입된 지 3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되었고, 지난 정부에서
팀제를 도입했던 정부조직은 예전의 국･과제로 회귀하게 되었다. 2005년 정부조
직의 혁신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라는 취지하에 화려하게 등장한 이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행처럼 확산되었던 팀제가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다.
과연 팀제는 상당수의 학자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지적해 왔듯이 정부조직
1) 정부조직내에서의 팀제의 확산은 사회학적 신제도론의 동형화(isomorphism)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동일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아가는 현상
으로서(김병섭 외, 2008), 정부조직에서의 팀제의 급격한 확산은 정부혁신이 강조되는
상황 하에서 팀제도입에 대한 동질화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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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해 왔을까? 비록 이제는 중앙정부
조직에서 팀제가 사라지게 되었지만 지난 3년간 정부조직 전반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크나큰 영향을 주었던 팀제의 효과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단히 잘못된 관행과도 깊
은 관련이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열심이었지만 정
권이 교체되거나 장관이 바뀌게 되면 이전에 도입된 제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
는 것을 마치 잘하는 것처럼, 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인식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새로 도입된 제도가 개별 조직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도입으로 의도했던 효과가 발
생하는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 또한 부족했다. 따라서 과연 정부조직에서 팀제가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팀제
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두 서너 편의 논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 논문은
전실험설계(pre-experimental design) 수준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의도했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 아니라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여 집행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효과의 발
생이 결정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Pressman & Wildavsky, 1984). 따라서 효
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이러한 집행노력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정부조직 내 팀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그 노력의 실질성
여부에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팀제의 효과 및 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1. 팀제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팀제에 관한 연구는 팀제의 효과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팀제의 긍정적 효
과와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와, 팀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 팀제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팀제도입의 성과 또는 효과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는 팀제의 효
과성을 긍정하는 연구와 팀제의 효과성을 부정하는 연구가 서로 대립되어 있다.

136 ∙ 행정논총(제47권1호)

(1) 팀제의 효과성을 긍정하는 연구결과
팀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들은 팀제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성
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조직성과 향상을 팀
제도입의 가장 큰 목표로 보고(Benifield, 2005), 관료제 구조 하에서의 관리보다
팀제 하에서의 관리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 생산성, 고객과 구성원 만족도 등
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주장한다(유민봉, 2001: 159).
팀제가 도입된 이후 팀웍의 향상 및 팀 응집력 형성(안병현, 2005), 팀 자율성
증가(백광일, 2004), 생산성 증가(송유황, 2005; Cohen & Ledford, 1994; Kirkman
& Rosen, 1996; Wellins et al., 1990),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 향상(Cohen &
Ledford, 1994; Wellins et al., 1990), 고객 만족도 향상 및 고객 불만 감소
(Kirkman & Rosen, 1996; Wellins et al., 1990), 안정성 향상(Cohen & Ledford,
1994; Goodman et al., 1988), 제품 생산비용 감소(Cohen &Ledford, 1994 ) 제품
생산시간 감소(Manz & Sims, 1993)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결
과들은 이와 같은 팀제의 효과성을 긍정하고 있다2). 한편 팀제의 효과성과 관련
하여 개인수준의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은 팀제의 실시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이은주, 2000; Cordery, Mueller, & Smith, 1991; Kirkman & Rosen, 1996; Wall et
al., 1986)과 조직몰입(Cordery et al., 1991; Kirkman & Rosen, 1996)을 향상시킨다
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2) 팀제의 효과성을 부정하는 연구결과
팀제의 효과성을 부정하는 연구결과들도 적지 않다. 팀제의 효과성을 부정하
는 연구로는 팀제가 기존의 문화적 가치와 충돌함으로써 오히려 조직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가 대표적이다(Bergmann & DeMeuse, 1996;
Judson, 1991; Kirkman & Shapiro, 2001). 유민봉(2001)은 팀제를 실시하는 정부투
자기관과 팀제를 실시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의 조직효과성을 비교･연구하였는
데 연구결과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업무수행의
자율성과 직무만족도의 경우에는 팀제를 실시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이 더 높
았다는 팀제의 효과성을 부정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천오･이춘해(2005)
의 연구에서도 팀제를 실시하는 중앙부처와 팀제를 실시하지 않는 중앙부처간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운동, 조직성과 등을 비교･연구하였는데 팀제를 실
시하지 않는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태도와 조직성과가 오히려 상대적
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통적 조직이 팀조직에 비해 직무

2) 팀제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Wellins et al.(1994)는 팀제도입의 성과를 비용의 감소, 노동
생산성 증가, 생산품의 질과 서비스 향상, 생산속도의 증가, 인적 자원 활용 등 5가지
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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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조직몰입, 참여의식, 협동적 태도, 성숙도 등이 더 높으며, 팀제에서의 전
형적 관리방식이 오히려 전통적인 조직에서보다 더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신철우･이대응, 2002).
이와 같이 팀제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인으로는 전통적인
계층조직의 서열 파괴로 인한 팀 구성원 간 갈등 발생, 승진기회의 감소와 성과
에 대한 강조 및 경쟁의 심화로 인한 사기 저하, 조직 내 개인주의의의 만연 등
이 제시되고 있다.

2) 팀제의 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팀제의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팀구
성원의 다양성(Varney, 1989), 명확한 목표와 적절한 업무수행 조건 및 물질적
자원(Hackman, 1987), 보상 및 평가의 공정성과 구성원에 대한 권한위임(백광일,
2004; Katzenbach. & Smith, 1993)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팀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또한 팀이 처한 상황과 팀
제 운영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팀제 효과성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Tannenbaum, Beard & Salas, 1992). 따라서 팀제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요
인은 연구대상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하려면 적극적이고 실질
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부인하는 연구는 없다. 많은 연구들이
제도의 성공적 집행에 있어서 기관장의 관심을 주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도
적극적인 집행의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정책결정자의 호의적 행동(Nakamura &
Smallwood, 1980), 집행관리자의 지원과 호의적 태도(Bullock III & Lamb, 1984),
기관 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집행과정상의 지속적인 관여(정정길, 2003; 노화
준, 2007)가 있을 때 집행상 어려움은 극복되고 성공가능성은 높아진다.
더구나 기존 연구에 의하면 팀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과’를 ‘팀’으로 명칭만 바꾸었을 뿐 팀제도입 이후에도 전통적인 조직
운영방식을 고수하거나(송상호, 2005), 팀제도입에도 불구하고 팀에 대한 권한위
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팀 내에서도 팀장에게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팀과
팀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 되지 않거나(안길찬, 2002), 승진, 보상, 예산 등과
같은 팀제 관련 제도 및 기반이 미비된 경우(신철우･이대응, 2002) 팀제의 실패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의 팀제에 있어서도, 팀제도입에 따른 외
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의 유지와 비공식적 절차의 수립 등으로 인
해 외형과 실제간 괴리가 발생하는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실질적인 팀제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귀영, 2007).
이렇게 볼 때 팀제의 실질적 집행노력에 따라서 제도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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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2. 선행연구의 방법론 검토
팀제의 효과성을 측정한 기존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팀제를 도입한 조직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민봉(200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팀제도입 조직과
미도입 조직의 효과성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효과성 측정도
팀제도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ex post facto)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
부분이다3). 이들 연구는 팀제도입 이후의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회고적
(retrospective) 인식4)에 의존하여 팀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팀제도입 이후 특
정 시점에서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팀제 관련 변수들 간 관계 분석을 통해
팀제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팀제의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주요 선행연구들의 방법론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팀제의 효과성 측정을 연구내용으로 하는 주요 선행연구의 방법론 비교
연구자(연도)
배상완(2000)
유민봉(2001)

연구내용
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연구의 시간적 범위5)
횡단적

팀제도입의 실효성 분석

횡단적

팀제 실패요인 분석

횡단적

이준호(2003)

문화적 가치관이 팀제에 대한 저항과
조직성과 미친 영향 분석

횡단적

박기석･이갑두(2004)

팀수준의 관점별 성과와 만족도 분석

횡단적

박천오･이춘해(2006)

팀제도입의 효과에 대한 분석

횡단적

김태룡･안희정(2006)

팀제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횡단적

신철우･이대응(2002)

Cordery, Mueller & Smith(1991)

자율팀의 태도적 행태적 영향 분석

종단적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팀제의 효과성 분석

횡단적

Marks, Sabella, Burke & Zaccaro(2002) 교차훈련이 팀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횡단적

Kirkman, Rosen, Tesluk & Gibson(2004) 권한위임이 팀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횡단적

Cohen & Ledford(1994)

Boyle & Kumar(2005)

팀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수준의
영향요인 분석

횡단적

3) 사후적 연구는 결과가 이미 발생했거나 독립변수의 조작이 불가능할 경우 주로 사용
되는데, 인과관계 규명 및 외생변수의 통제 곤란, 원인의 역추정으로 인한 원인과 결
과를 뒤집어 해석할 가능성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남궁근, 2000).
4) 예를 들면 “팀제도입 이전에 비해 팀제도입 이후 ‘일을 통한 성취감’이 증진되었는
가?”라는 설문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5)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일정시점에서의 분석단위의 특징을 파악하는 횡단면적 연구
(cross-sectional study)와 두 번 이상의 시점에서 분석단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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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
이상과 같은 팀제의 효과성과 관련한 적지 않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
에 팀제가 도입된 지 불과 3년여 만에 폐지되어 정부조직의 팀제를 대상으로 하
는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민간조직
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부조직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조직에서의 팀제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
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으나(박천오･이춘해, 2006; 김태룡･안희정, 2006), 이들
연구는 팀제의 실질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대상 부처를 분류하여 팀
제의 효과성을 살펴보지 않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도 팀제도입 이전
과 이후의 측정치를 비교하는 종단적 연구가 아닌 특정시점에서의 횡단적 연구라
는 점에서 팀제의 진정한 효과를 밝혀내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팀제를 도입한 일부 부처의 경우 형식적으로 팀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공정거래위원회 직장협의회 보도자료, 2006.5; 중앙일
보, 2006.5.10), 팀제의 진정한 효과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팀제를 실질적으로 운
영한 부처와 그렇지 않은 부처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형식
적으로 팀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팀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또한 팀제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팀제를 도입한 조
직뿐만 아니라 도입하지 않은 조직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하는 사전사후측정실험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와 같은 종단
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1) 연구의 분석틀
팀제의 도입은 해당 조직의 구조 및 운영방식과 같은 외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행태 및 조직문화, 조직효과성과 같은 내적인 측면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팀제의 도입으로 인한 조직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
석은 단순히 변화된 모습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변화와 성과를

단면적 연구(longitudinal study)로 구분된다(남궁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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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Pettigrew et al., 1999).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조직에서의 팀제도입의 효과를 다음
과 같은 2단계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 팀제운영의 실질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팀제의 도입으로 인한 조직의
구조와 제도와 같은 외형적인 변화가 조직 내 업무수행 양태 및 조직구성원의
행태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정부조직
안팎으로 형식적인 팀제시행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팀제도입에 따
른 실질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팀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정부조직의 팀제도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팀제도입의 효과는 조직문화의 경우 집단주의 문화,
민주주의 문화, 경쟁주의 문화 등 3가지 차원을 통해 측정하였고 조직효과성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가설설정
진정한 팀제도입의 효과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가 실질적으로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과’에서 ‘팀’으
로 명칭만 바꾼 채 실제 조직운영은 이전의 국･과제에서와 거의 동일하다면 엄밀
히 말해서 팀제를 실시한다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팀제도입 이후에도 전통적인
조직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송상호, 2005) 기존 관행의 유지로 외형과 실제 간 괴
리가 발생하거나(김귀영, 2007), 팀과 팀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 되지 않아(안
길찬, 2002) 실질적인 팀제가 시행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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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제도입의 효과는 실질적 팀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팀제를 실
시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팀제의 실질적 집행노력
에 따라서 제도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팀제 하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단위로 하는 성과평가와 보상이 이루
어진다. 즉 팀의 성과에 크게 기여한 팀원이나 적게 기여한 팀원 모두 거의 균
등한 보상이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팀제의 집단주의적 특성은 조직구
성원들 간 관계를 변화시키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팀워크의 향상(안병현, 2005; Katzenbach & Smith,
2003), 팀의 응집력 형성(김영용, 2002) 팀원의 공유가치 형성(한경지, 2004) 등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팀제의 도입에 따른 권한위임과 책임이양은 조직구
성원의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상관의 지시 및 명령에 대한 복종 보다는
자율적인 업무처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에 팀제가 도
입되면서 위임전결규정의 개정으로 업무 담당자의 권한이 증대되었으며, 장･차
관이나 본부장의 결재 업무는 감소한 반면 팀장이나 팀원의 전결권은 확대되었
다. 이에 따른 팀 내의 자유로운 의견개진(Wellins et al., 1994)과 팀의 자율성 증
진(백광일, 2004)은 팀제의 주요 성과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팀제는 팀원 간 협
력을 강조하면서도 팀과 팀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팀 간 경쟁을 유도하고
때로는 팀원 간의 경쟁도 유발한다. 그러나 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팀
간 정보교류와 업무협조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임창희･가재산, 1999).
이와 같은 팀제의 집단성, 자율성, 경쟁성 등의 특성 및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이 가능하다.
<가설 1>
1-1.
실질적인 팀제시행은 부처의 집단주의적 조직문화를 강화시킬 것이다.
1-2.
실질적인 팀제시행은 부처의 민주주의적 조직문화를 강화시킬 것이다.
1-3.
실질적인 팀제시행은 부처의 경쟁주의적 조직문화를 강화시킬 것이다.

조직효과성에 대한 팀제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는 연구들은 팀제의 실시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Cordery, Mueller, & Smith, 1991)과 조직몰입(Kirkman &
Rosen, 1996)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팀제에
따른 자율성의 확대가 팀원들의 내적 동기화를 유발시키고 이는 다시 높은 직
무만족과 수행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팀제가 해당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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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합치하지 않거나 구성원의 저항을 초래하게 되면 오히려 조직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신철우･이대응, 2002). 따라서 정부조직에
서의 팀제도입이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예
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팀제의 실시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조직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
냐에 따라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도와 같은 조직효과성이 영향을 받게 될 가능
성은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2-1.
실질적 팀제의 시행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2-2.
실질적 팀제의 시행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정부조직에 있어 팀제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현재 팀제를 실시하고 있는 17개 중앙부처 중에서 부처의 업무 특성, 조직의 규
모, 팀제도입 시기, 연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건설
교통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조달청 등 6개 부처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팀제를 도입한 6개 연구 대상 부처와의 비교를 위하여 팀제를 도입
하지 않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림청
등 6개 부처도 비교 대상 부처로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6). 연구 대상 부처로
선정된 6개 부처와 비교 대상 부처로 선정된 6개 부처는 각각 팀제 실시 부처
집단과 팀제 미실시 부처 집단에 포함되어 상호 비교 대상이 되었다.

2)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정부조직에서의 팀제도입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질
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팀제도입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팀제시행의 실질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팀제도입 이후 조직변화에
6) 본 연구의 대상 부처로 선정된 12개 부처는 2004년과 2005년의 정부조직진단 대상부
처 중에서 선정되었다. 이는 종단적 연구에 필요한 팀제도입 이전에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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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해당 부처에 소속된 공
무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둘째, ‘팀제도입의 효과’에 대한 측정은 팀제 실시 부처와 팀제 미실시 부처
에 소속된 공무원들에 대한 폐쇄형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종단적 분석을 위
한 팀제실시 이전 측정 자료는 2004년과 2005년의 제1,2차 정부조직진단 과정에
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팀제실시 이후의 자료 수집은 2006년 5월 17일부
터 5월 3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모든 연구대상 및 비교대상 부처에 대하여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부처에 대한 표본추출은 할당표본추출
(quota sampling)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1개 부처에 70부씩, 12개 부처를 대
상으로 총 840부를 배포하여 747부를 회수하였는데, 이중 응답이 불량한 53부는
제외되고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총 694부로서 전체 유효회수율은 82.6%이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팀제도입 부처와 미도입 부처 간 횡단적
비교와 팀제 실시 전후 간 종단적 비교를 통해 팀제도입의 효과를 살펴보았는
데 종단적 비교 연구는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7).
<표 2> 종단적 비교 연구설계

A(실질적 팀제실시 부처)
B(형식적 팀제실시 부처)
C(팀제미실시 부처)

제1차 측정
(2003,4년)

팀제도입
(2005년)

제2차 측정
(2006년)

O0
O2
O4

X
X

O1
O3
O5

3) 척도구성
‘팀제시행의 실질성 여부’는 팀제도입 이후 조직의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팀제도입의 효과’는 조직문화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도 등에 대한 측정
을 통해 분석하였다8). 당초 팀제도입의 취지가 정부조직 내에 민주주의와 경쟁
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은 조직효과성
의 대용변수로 가장 널리 활용되기 때문에 팀제도입의 효과 측정 변수로 이들
을 선택하게 되었다.
물론 ‘팀제도입의 효과’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측정될 수 있는데, 팀제도입

7) 본 연구의 설계는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중 하나인 사전사후측정실험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형식을 취한다. 사전사후측정실험설계는 사전
측정치와 사후측정치의 비교를 통해 변수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나 사전 표본의 편
중과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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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변화를 비용, 생산성, 상품의 질, 생산속도, 등과 같은 지표를 통해 연구
자가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팀제도입 이후의 조직문화, 조직효과성 등의
변화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
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공공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비용이나 생산
성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한 간접적 측정 방식을 활용하여
조직문화, 조직효과성 등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팀제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팀제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항목은 제1,2차 정부조직진단에서 사용된 ‘조직
진단 설문지 KIT’에서 활용되었던 문항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
여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변수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리커트(Likert)식 5점 척
도로 이루어졌다.
(1) 조직문화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관, 행동규범 등 심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황창연, 2003; 김병섭외, 2008). 조직문화는 학습되고, 공유
되며, 전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조직
특유의 성격을 지칭하는 것이다. 조직문화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
시되어 왔는데 그동안 한국행정조직문화 연구에서 주로 논의된 조직문화의 범
주는 집단주의, 권위주의, 연고주의 등이다(황창연, 2002).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
직문화의 분석차원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권위주의･민주주의, 경쟁주의･평등
주의를 채택하고 이에 따른 팀제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2) 조직효과성
조직효과성의 정의에 관한 보편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Robbins,
1990), 조직효과성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은 조직의 매출액, 성장률, 수익성, 생산
성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거나,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성
과지각, 조직시민행동 등과 같은 심리적･주관적 평가를 조직효과성으로 간주하
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주효진, 2003), 다른 조직관련 변수와의 관계
를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민진, 2003). 그런데 공공조직의 조직효과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과 같은 주관적 평가
를 통해 조직 효과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조직행태론에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몰입 등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거나 때로는 조직효과성과
등가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박순애･오현주, 2006). 이것은 공공조직의 특성
상 객관적인 지표들을 활용한 성과나 효과성 측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주관적 지표의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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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조직효과성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Ⅳ. 팀제운영의 실질성 여부에 대한 분석
팀제의 도입으로 조직의 구조가 변하고 상당 폭의 권한위임이 이루어지는 등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조직에 팀제가 도입된 지
2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과연 팀제가 당초 계획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
해서 정부조직내외의 평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팀제가 도입된 지 적지 않은 시
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 내용은 변한 게 없다
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공정거래위원회 직장협의회 보도자료, 2006.5). 또한 팀
제도입에 따른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이 유지되거나 비공식적
절차가 생성됨으로써 팀제조직의 외형과 실제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김귀
영, 2007), ‘파트매니저(part manager)’와 ‘관(官)’과 같은 중간관리직위의 신설로
당초 팀제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단순히 조직구조나 조직운영방식과 같은 가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팀제 조직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팀제도입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조직에서의 팀제시행의 실질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팀제가 단지 ‘과’에서 ‘팀’으로 명칭
만 바꾼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팀제도입 이전과 별다른 차이 없이 운
영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팀제도입 부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1. 설문조사를 통한 팀제시행의 실질성 분석
<표 1>을 보면 팀제도입에 따른 부처의 변화에 대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체
감하는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조달청의 공무
원들은 팀제도입으로 인한 조직 내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노동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의 공무원들은 팀제도입으로 인한 조직 내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조직에의 팀제도입이 조직의
구조와 운영방식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
처의 경우, 팀제도입 이후 조직 내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
실은 팀제도입에 따른 외형적 변화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조직구성원이
체감할 수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중
립적인 응답 비율이 높아 팀제도입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판단을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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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보한다.
<표 3> 팀제도입 이후 부처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관한 부처별 비교
설문 항목

팀제도입 이후
부처 내 전반적 변화

팀제도입 이후
결재단계 축소

팀제도입 이후
업무수행의
자율성 신장

부처

평균

표준편차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기획예산처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기획예산처

2.72
2.99
3.60
2.85
3.15
2.91
2.62
2.98
3.58
2.66
3.58
2.89

.82
.86
.64
.70
.83
.75
.94
.89
.81
.87
.85
.67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기획예산처

2.48
2.92
3.28
2.59
3.19
2.85

.87
.74
.83
.81
.79
.61

P-value

0.000**

0.001**

0.000**

** p<0.01 * p<0.05

2. 면접을 통한 팀제시행의 실질성 분석
이와 같이 정부조직에의 팀제도입이 조직의 구조와 운영방식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처의 경우, 팀제도입 이후 조직 내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팀제도입에 따른 외형적 변화
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조직구성원이 체감할 수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게 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해당 부
처의 팀제관련 담당자 및 공무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팀제도입 이후 결재단계
팀제를 도입하고 있는 부처들이 팀제도입의 중요한 효과중 하나로 내세우는
것이 결재단계의 축소이다9). 그러나 해당 부처 공무원에 대한 면접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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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예산처의 경우, <그림 2>를 보면 국･과제에 비해 본부･팀제에서의
결재 단계가 한 단계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거 5급 사무관이 담당하던
계장(담당) 직책이 사라지고 사무관이나 6급 이하 직원 모두 팀원으로서 팀장과
직접 접촉하고 결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경우에는 과거
국･과제 하에서도 6급이하 과원들이 계장(담당)에게 결재를 받기 보다는 과장에
게 직접 결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비록 과원이 계층상 계장(담
당) 아래에 위치해 있었지만 결재는 과장과 직접 접촉하여 받았기 때문에 국･
과제와 본부･팀제 하에서의 결재단계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림 2> 국･과제와 본부･팀제의 결재 단계

둘째, 건설교통부,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팀제 이전에 과장 밑에 사
무관이 계장(담당)으로서 과장과 하위 공무원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수행해왔는
데, 팀제가 도입되면서 이와 같은 중간계층이 공식적으로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5급 사무관들이 과거 계장(담당)과 같은 파트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트리더는 팀장이 비공식적으로 지정하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팀제도입 이후
에도 실질적인 결재단계의 축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다만 일
9) 실제로 팀제 조직 개편 시 기존의 5단계 계층구조(직원-계장-과장-국장-부서장)에서 3
단계 계층구조(팀원-팀장-본부장)로 계층단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수평적 조직으로의
재편에 팀제 개혁의 주안점이 두어졌다(변성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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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테스크포스 형태의 팀은 당초의 취지대로 3단계의 결재단계를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팀제도입 이후 업무수행의 자율성
팀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는 위임전결규정 개정을 통해 대폭적인 권
한위임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하부 계층의 업무상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었다
고 보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팀장에게 65%, 팀원에게 20%이상의 결재
권한을 위임하였고, 조달청은 팀제 이후 의사결정의 98.5%가 팀 내에서 결정되
어, 청･차장 0.07%, 본부장 1.44%, 팀장이하 98.49%의 결재권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10). 노동부도 팀장의 전결권을 40.0%에서 49.9%로, 팀원의 전결권을 4.3%에
서 26.5%으로 획기적으로 늘렸으며, 기획예산처 역시 위임전결규정 개정으로
장관 결재비율을 종전 8.0%에서 현행 2.9%로 감소시키고 팀장의 결재비율은 종
전 45.4%에서 현행 54.0%로 증가하였다. 건설교통부의 경우에는 장차관 결재권
이 14.0%에서 5.9%로 낮아지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주로 일방적 지시만
받아오던 중하위층 공무원들에게 고유업무가 생기고 자신의 고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팀원 스스로 하게 됨에 따라 자율성이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거 과장에 비해 팀장의 업무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팀원에 대한
팀장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업무 담당자의 재량이 더 늘어나게 된 것
도 자율성 증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팀제도입으로 조직의 상층부에
서 하층부로 권한위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향상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상당수의 공무원들
은 팀제도입 이후 업무수행의 자율성 신장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획예산처의 경우에는 팀제 실시 이후 팀장 이하 결재권 행사 비율의 증
가폭이 8.6%로서 타 부처에 비해 그 폭이 비교적 작아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자
율성 증대의 폭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비교적 큰 폭의 증가율
을 보였던 여타 부처들의 자율성 신장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인
가? 해당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면담 결과, 비록 공식적으로는 결재
권이 하위계층에 위임되었지만 팀제 이전의 결재 행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권한위임으로 과거 국장이 결재하던 업무가 팀장이 결
재하게 된 업무의 경우, 팀제 이후에도 비공식적으로 본부장(과거의 국장)의 승
인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10) 조달청은 부처사무의 대부분이 구매･계약 사무이기 때문에 자기완결적인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부장 이상의 결재가 필요한 대규모의 구매･계약의 경우 실제로
건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결재권의 98.5%가 팀장 이하 계층으로 위임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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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팀제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조달청은 다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것
으로 파악되었는데, 행정자치부는 팀제 주관부처로서 기관장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추진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팀제도입을 준비하였으며 조달청은
팀제도입 이전에도 상당 폭의 권한 위임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고 정보시스템
과 같은 팀제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구비되
어 있었다는 점에서 여타 부처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행정자치부와 조달
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즉 정부기관 최초로 팀제를
도입한 행정자치부의 경우 타 부처에 비해 팀제도입 기간이 길어 팀제도입에
따른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졌으며, 조
달청은 부처사무의 대부분이 자기완결적인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고 팀제 실시
이전에도 과장 이하 전결권의 비율이 98%에 육박하는 등 상당 폭 권한위임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팀제 실시로 인한 변화와 이에 따른 혼란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한편 ‘팀제도입 이후의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은 팀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
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평가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해당
부처의 팀제가 ‘실질적 팀제’인가 아니면 ‘형식적 팀제’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와 같이 ‘팀제도입 이후의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이 팀
제의 실질적인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
다면,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와 조달청은 ‘실질적 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기획예산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은 ‘형식
적 팀제’를 실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Ⅴ. 정부조직 팀제의 효과성 분석
팀제의 도입이 정부조직에 미친 효과를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 측면에서 살
펴보았다. 그런데 앞선 분석을 통해 부처 간에 팀제도입 이후의 변화에 대한 인
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부 부처의 경우 실질적 팀
제가 아닌 형식적 팀제를 실시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팀제도입이 정부조직에 미친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는 팀제실시 부처들을 ‘실질적 팀제 실시 부처 집단’과 ‘형식적 팀제 실시 부
처 집단’으로 나누고 ‘팀제 미실시 부처 집단’을 포함시켜 이들 3집단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앞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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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와 조달청은 ‘실질적 팀제실시 부처 집단’에, 기획예
산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는 ‘형식적 팀제실시 부처 집단’에 포함시
켜 분석해 보았다. 팀제도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2006년 5월 현재 3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는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와 팀제도입 이전인 2004,5년
의 측정치와 팀제도입 이후인 2006년의 측정치 간 차이를 비교하는 종단적 연
구(longitudinal study)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표 4> 팀제도입 효과 측정변수에 대한 3집단 간 횡단적 비교
팀제 미실시

P-value

개인주의

실질적 팀제 실시 형식적 팀제 실시
2.53

2.55

2.62

.142

권위주의

2.99

3.12

3.08

.137

경쟁주의

3.11

2.95

3.09

.026*

직무만족

3.18

3.00

3.07

.016*

조직몰입
** p<0.01 * p<0.05

3.33

3.27

3.33

.149

조직문화
조직
효과성

1. 팀제도입이 조직문화에 미친 영향 분석
<표 4>를 보면 조직문화의 차원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적 팀제 실시 집단이 경쟁주의 문화 차원에
서는 여타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반면 개인주의와 권위주의 문화 차원에서
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실질적 팀제 실시 집단이 여타 집단
에 비해 개인주의 문화의 수준이 낮은 것은 팀원 간 협력을 강조하고 팀별로
평가하는 팀제의 집단주의적 특성으로 설명가능하다. 또한 권한위임을 통한 자
율성 증대를 추구하는 팀제의 특성상 실질적 팀제 실시 부처가 다른 부처에 비
해 권위주의 문화가 낮은 수준인 것도 예측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정하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 경쟁주
의 문화 차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5>를 보면 3집단 모두 1차 측정에 비해 2차 측정에서 개인주의 문
화와 경쟁주의 문화는 증가하고 권위주의 문화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중에서 경쟁주의 문화의 증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집단 모두 유의미하게 경쟁주의 문화가 증가한 것은 공공조직 내에서 연공주
의가 점차 약화되고 BSC 방식의 성과관리 도입 등 성과와 평가를 강조하는 흐
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집단 모두 유의미한 증가가 있
었으므로 종단적 비교 결과를 근거로 실질적 팀제의 실시가 경쟁주의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또한 종단적 연구의 특성상, 사전측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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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측정 간 성숙요인(maturation)이나 역사요인(history)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
기 어렵다는 점도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측정
이 이루어진 2005년과 2006년은 팀제 이외에도 정부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
이 도입되었던 시기이므로 다양한 역사요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3집단 중에서 실질적 팀제 실시 집단의 경쟁주의 문화의 증가 폭이 다른 집단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팀제의 도입에 따라 팀과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가
강화되는 측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에 팀제의 실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팀제도입 효과 측정변수에 대한 3집단 간 종단적 비교
측정 시기
개인
주의

조직
문화

권위
주의

경쟁
주의

직무
만족
조직
효과성
조직
몰입

팀제도입 이전

실질적 팀제 실시 형식적 팀제 실시
2.47

2.58

팀제 미실시
2.65

팀제도입 이후

2.53

2.55

2.62

P-value

.420

.511

.262

팀제도입 이전

3.31

3.23

3.12

팀제도입 이후

2.99

3.12

3.08

P-value

.000**

.006**

.208

팀제도입 이전

3.02

2.91

3.02

팀제도입 이후

3.11

2.95

3.09

P-value

.000**

.002**

.001**

팀제도입 이전

3.03

2.97

3.06

팀제도입 이후

3.18

3.00

3.07

P-value

.000**

.012*

.783

팀제도입 이전

3.16

2.96

3.24

팀제도입 이후

3.33

3.27

3.33

P-value

.003**

.000**

.008**

** p<0.01 * p<0.05

2. 팀제도입이 조직효과성에 미친 영향 분석
<표 4>의 횡단적 분석 결과를 보면 직무만족도에 있어 3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 팀제를 실시하는 부처에 소
속된 공무원의 직무만족도가 팀제를 실시하지 않는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
무만족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으며, 형식적 팀제를 실시하는 부처 공무원의 직
무만족도는 팀제를 실시하지 않는 부처 공무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음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팀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그로 인해 조직 내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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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발생할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
론 이와 같은 직무만족도의 차이 발생이 모두 팀제도입의 효과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팀제도입 이외에도 부처가 처한 상황이나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소
속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팀제도입이 조직이나 조직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직무만족도의 차이에 팀제의 실시 및 실시형태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표 5>의 종단적 분석 결과를 보면 팀제 실시 부처와 팀제 미실시
부처 모두 조직효과성에 대한 1차 측정치에 비해 2차 측정치가 다소 높아졌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효과성의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팀제의 도입 여부와 팀제시행의 실질성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효과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조직효과성의 증가는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고 직업의 안정성이 높은 공직에 대해
최근 들어 사회의 선호도가 향상된 사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3집단 모두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으므로 종단적 비교 결과를 근거로 실질적 팀
제의 실시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3집단
중에서 실질적 팀제 실시 집단의 직무만족도의 증가 폭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
대적으로 큰 것은, 팀제의 도입에 따른 조직 내 긍정적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Ⅵ. 결 론
지금까지 팀제운영의 실질성 여부에 따라 팀제도입 부처를 실질적 팀제시행
부처와 형식적 팀제시행 부처로 나누고, 팀제 미시행 부처들과의 비교를 통해 조
직문화와 조직효과성 측면에서 팀제가 정부조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6개 연구대상 팀
제도입 부처 중 행정자치부와 조달청은 실질적 팀제시행을 했으나 나머지 4개
부처는 형식적으로 팀제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상당수 부처들이 형식적으로 팀제를 시행한 것은 이들 부처가 팀제가 의
도했던 진정한 효과를 얻기보다는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팀제를 도입하되
형식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외적인 혁신 이미지 제고, 직제와 관련한 부처 자율
성 획득, 기관장의 부처장악력 강화 등 팀제도입으로 인한 혜택은 누리면서 조
직의 혼란과 불안정, 공무원의 저항과 같은 팀제도입의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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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팀제도입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극대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은 최소
화하려는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팀제도입에 다른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이 유지되거나 비공식적 절차가 생성됨
으로써 팀제조직의 외형과 실제간 괴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다.
한편 팀제운영의 실질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팀제실시 부처들을 ‘실질
적 팀제실시 부처집단’과 ‘형식적 팀제실시 부처집단’으로 나누고 ‘팀제 미실시
부처집단’을 포함시켜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를 통해 팀제도입의 효과를
측정해본 결과, 실질적인 팀제를 실시한 부처들과 여타 부처들간에 경쟁주의적
조직문화, 직무만족도 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거나 그 팀제도입 이후 증
가폭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관장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팀제도입을 위한 제도
적 기반이 잘 구비되고 형식적인 ‘무늬만 팀제’가 아닌 실질적인 팀제가 시행된
다면 정부조직 내에 경쟁주의적 조직문화 강화되고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조직의 문화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팀제시행 이외에도 매
우 다양하며 그 영향력은 부처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정부조
직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종단적 연구의 경우, 팀제도입 이
전의 사전측정과 팀제도입 이후의 사후측정 사이에서 성숙요인(maturation)이나
역사요인(history)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갖게 된
다. 그러나 팀제와 같이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이 해당 조직과 구성
원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본다면, 경쟁주의적 조직문화와 직무만족
도의 차이 발생에 있어 팀제도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발휘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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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Substance of the Team System
Oper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Team
System in Korean Government
Si Young Oh･Byong Seob Kim
This study classifies government organizations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substance of team system and investigate the effect of team system on government
organizations through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re
are two major findings of the analysis. First, there exist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wareness of organizational change after team system introduction' among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members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have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team system. Second, after dividing the objects of the
study into three groups - 'actual team system operating organizations', 'formal team
system operating organizations', 'non-adopting team system organizations', this study
evaluate the effects by a longitudinal study and a cross-sectional study. The levels
of competi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ree groups.
【Key words: Team System, Substance, Effectiv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