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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Sayre는 PAR에 실린 논문에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모든 중요하

지 않은 점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Boyne(2002)
은 34편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메타 분석하여 Sayre의 주장이 경험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Boyne의 메타분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연구범위와 분석대상에 기초한 것이라는 문제인식하에 이러한 제한

점을 극복한 새로운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Sayre의 명제를 재검증하는 것이다. 
51편의 국외연구와 12편의 국내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는 Boyne의 결론과는 달리 Sayre의 명제가 충분한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

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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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특징의 이론적 전제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많다는 것이다(Christensen and Laegrid, 2001).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관리상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이러한 시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행

정개혁의 역사는 민간조직으로부터 개발된 관리기법 수입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에는 이론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견해 또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행정학

에서 널리 알려진 Sayre(1953: 102)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모든 중요하지 않

은 면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다(fundamentally alike in all unimportant respects)”는 

명제는 이러한 입장을 대표한다. 만약,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모든 중요한 면에

서 기본적으로 다르다면 민간조직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관리기법을 공공조직에 

적용할 때 보다 신중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공사조직간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이 두 견해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 이 질문에 대하여 행정학과 경영학의 두 분야를 넘나들며 

많은 연구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 영국의 George Boyne(2002)은 최근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영어권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 1999년까지 수행된 34편의 공공-민간조

직 비교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분석한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직 환경, 
조직목표, 조직구조, 관리적 가치(managerial values)등 4가지 조직차원에서 공공-
민간조직 차이에 관한 가설들은 경험적으로 지지받지 못하였다. Boyne은 Sayre
의 명제는 경험적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조직간 차이점보다는 유사점

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Boyne의 결론은 타당한가?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폭넓은 경험적 증

거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Sayre(1953)의 명제를 재검증하는 것이다. Boyne의 

연구는 이 주제에 관한 이전의 규범적이고 철학적인 문헌들과는 달리 경험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

였다. 하지만, 그의 메타분석은 공공･민간조직 차이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명제

들 중 앞서 언급한 4가지 조직차원에만 국한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것도 

단지 34편의 연구결과만을 분석하여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 간에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Sayre의 명제를 포함한 공

공･민간조직 차이에 관한 이론(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theory), 즉 공공조직 

(특성)이론은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이론적 명제들로 구성되며, 메타분석

에 포함되어야 할 경험적 연구의 수도 Boyne이 분석한 것 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만약 보다 확장된 조직차원들을 대상으로 보

다 정 한 메타분석을 실시한다면, 공사조직간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상이한 

결론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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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동기하에 본 연구는 Boyne의 연구와 동일한 메타분석기법을 사용

하되 연구범위와 분석대상을 확장하여 Sayre의 주장을 재검증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Boyne(2002)이 검증하였던 조직 환경 등 4가지 공공-민간조

직 특성이론을 모두 포함하는 동시에 그 범위를 확장하여 조직 환경, 조직목표, 
조직구조, 동기부여, 직무태도, 리더십, 조직변화 등 7가지 조직차원에 관한 공

공･민간조직 특성이론과 가설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1) 이러한 가설들을 검

증하려 시도했던 국외 51편, 국내 12편의 경험적 연구의 결과에 대해 메타분석

을 실시한 후, 끝으로 분석결과가 갖는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겠

다.

Ⅱ. 공공조직 특성이론

(the theory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이론가들이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 간의 차이점에 대해 

지적하여왔으며 이러한 이론적 주장들은 Hal Rainey를 중심으로 한 몇몇 학자에 

의해 공공조직 특성이론의 형태로 정리되었다(Perry and Rainey, 1988; Rainey and 
Bozeman, 2000; Rainey, 2003; Rainey and Chun, 2005). 이하에서는 이 이론을 조

직 환경, 조직목표, 조직구조, 동기부여, 직무태도, 리더십, 조직변화와 혁신 등의 

7가지의 핵심적인 연구주제별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고 이 차이론이 공공･민간

조직 차이점에 관하여 어떠한 가설들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겠다.

1. 조직 환경에 관한 공공조직 특성이론

공공관리 이론가들이 가장 중요한 공공･민간조직간 환경적 차이로 지적하는 

것은 민간조직과는 달리 대부분의 공공조직은 조직의 산출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직산출물에 관한 시장의 부재는 공공･민간

조직 차이론에서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Downs(1967)는 시장의 부재는 시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유인의 결핍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즉,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고 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공급

의 변화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Downs(1967)는 시장정보와 유인체계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조직내부 의사결정이 비용절감, 경영효율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과

1) 직무태도, 리더십, 조직변화의 차원들을 추가한 이유는 대부분의 조직론 교과서에서 

핵심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조직차원들이며 공공-민간조직 차이에 관한 기

존 이론에서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see Rainey, 2003; Daf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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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이뤄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많은 공공조직들은 시장에서 조직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대신 예

산배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자원을 획득한다(Dahl and Lindblom, 1953). 예산배정

에 의한 자원획득은 의회를 포함한 많은 정치적 기관들에 의한 외부적인 통제가 

수반됨을 의미한다. 예산과정은 정치적 과정이므로 공공조직은 비단 입법부와 

같은 공식적인 상부기관만이 아니라 이익집단, 언론, 일반대중 등 비공식적인 정

치적 행동주체들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조직의 외부환경이 정치적인 것은 비단 자원획득의 측면 뿐 만이 아니다. 

공공조직은 흔히 독점적 업무를 수행하고 강제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공적 감시 하에 놓이게 되며 민간조직에 비해 더 공정하고, 더 개방적이

며, 더 정직하고, 더 책임성이 높아야 한다는 공적 기대를 받게 된다(Rainey, 
Backoff, Levine, 1976).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환경으로부터의 요구를 얼마나 공공조직이 잘 충족시

키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나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Chun and 
Rainey, 2005a). 민간조직은 이윤율, 시장점유율, 판매량 등의 객관적 성과기준을 

갖고 있지만 공공조직의 성과평가는 상이한 가치관이 부딪히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양하며 분절되어 있는 정치적 외부환경은 공공조직의 개

방 체제적 특성을 심화시킨다. 나아가 객관적 성과평가기준의 부재와 외부압력

의 강한 “침투성(permeability)”은 다른 조직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최신유행

의 관리방식을 추종하려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경향을 유발할 수 있다

(Powell and DiMaggio, 1991). 이상의 이론적 논의로부터 공공-민간조직 차이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1: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환경적 영향에 더 개방적이다.

가설2: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경향이 더 높다.

2. 조직목표에 관한 공공조직 특성이론

공공･민간조직 차이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적 명제는 아마도 공공조직

의 목표는 민간조직에 비해 더 모호하고, 더 다양하며,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하기

가 더 어렵다는 주장일 것이다(Chun and Rainey, 2005a). 앞서 지적한 대로 공공

조직은 시장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민간조직처럼 시장가격에 

의해 그 산출물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곤란하고 따라서 조직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더 어렵다(Ring and Perry, 1985). 또한 시민들은 공공조직이 제공하는 재

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값싸고 질 좋은 재화 혹은 서비스 이상을 기대한다. 즉, 
시민들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효율성 못지않게 책임성, 공정성,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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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 정직성 등도 동시에 충족되는 것을 바란다(Meier, 2000). 이러한 다양한 

가치는 서로 갈등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조직의 목표와 성과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언제나 정치적 타협을 필요로 한다. 다원주의적 정치체제에서 모호성

은 이러한 정치적 타협을 촉진시킨다(Lowi, 1979). 조직목표의 명료성은 관리이

론상으로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비합리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가치간의 차이를 부각시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Chun and Rainey, 2005a).
정치적 타협의 필요성은 공공조직 목표의 수를 늘리는 데도 기여한다. 정치적 

타협은 흔히 모든 당사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모두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나눠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타협의 결과인 공공조직의 목표는 

불가피 다수의 서로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포함하게 된다(Wilson, 
1989). 또한 민간조직의 경우에는 이윤을 남김으로써 생존하고자 하는 목표가 기

타 조직목표를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상위의 목표(bottom line)로서 존재하지만 공

공조직은 이러한 통합적 상위목표가 없으므로 조직목표의 다양성은 더 높아진다

(Lynn, 1981). 이상의 이론적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3: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조직목표가 더 모호하다.

가설4: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조직목표의 수가 더 많고 더 다양하다.

3. 조직구조에 관한 공공조직 특성이론

공공관리 이론가들은 앞서 설명한 공공조직의 환경 및 목표의 특성들이 민간

조직에 비해 공공조직을 공식적인 규칙과 계층제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Rainey and Bozeman, 2000). 즉 시장노출의 결핍과 목표모호성은 공공

조직의 구조가 보다 관료주의적이고, 집권적이며 보다 많은 번거로운 절차적 규

정들, 즉 레드테이프(red tape)를 갖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시장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공공조직은 조직 활동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 민간 기업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결과에 의한 통제대신 공식적인 보고절차를 

강조하는 등 관료주의적 과정에 의한 통제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또 성과평가

가 불분명하므로 확립된 표준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혁신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약하고 유연성보다는 공식적 규정의 준수에 집착하게 된다. Lynn(1981)은 이를 

공공조직의 “불가피한 관료제(inevitable bureaucracy)”라고 지칭한 바 있다.
또한 명확하고 잘 정의된 성과기준의 부재는 레드테이프가 공공조직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 예를 들어 Warwick(1975)에 의하면 국제문제에 

있어서 미국 국익의 실현이라는 애매모호한 조직목표에 직면하여 목표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곤란했던 미국 국무성관리들은 조직내부의 온갖 번거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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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들에 대한 순응을 목표달성의 대리지표로 간주하였다.
조직목표의 모호성은 또한 분권화를 저해하고 집권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공

공 관리자들은 애매모호한 조직목표와 정치적 책임성의 요구에 동시에 직면할 

경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꺼리게 되며 수많은 계층제적 보고와 결재단계를 만

들어 조직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Lynn, 1981). 또한 서로 상충하는 복수의 

조직목표의 존재 역시 조직하부의 재량적 권한 행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하급자의 재량권 행사가 특정 조직목표를 다른 목표에 비해 우선할 경우 해당 

목표를 지지하는 조직외부의 이해관계자는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조직에서 

권한위임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관리방식으로 간주된다(Wilson, 1989). 이상의 이

론적 논의를 연구가설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5: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더 관료주의적이다.

가설6: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더 집권적이다.

가설7: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더 많은 레드테이프(red tape)를 갖고 있다.

4. 동기부여에 관한 공공조직 특성이론

공공관리 이론가들에 의해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는 동기부여에서의 공공･민

간조직 차이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민간조직 구성원에 비해 공공조직의 

구성원들은 재정적 보상과 같은 외재적(extrinsic) 유인에 의해 동기부여가 이루어

지는 경향이 낮다는 주장이다. 외재적 유인보다는 직무자체가 갖는 의미와 같은 

내재적(intrinsic) 유인에 의해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Rainey and Bozeman, 2000).
또 하나의 대표적인 공공･민간조직 차이 명제는 공공조직 구성원들은 민간조

직 구성원들보다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라는 특별한 동기에 대

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공공봉사동기(PSM)는 아직 발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동기개념이지만, Perry & Wise(1990)에 의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차이된다. 첫 번째 유형은 도구적 동기로서 정책과정에 참가하여 사회적으로 의

미 있는 일을 수행하고 싶은 동기이다. 두 번째 유형은 규범적 동기로서 일반적

인 공공선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마지막 유형인 애착적 동기는 본인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다

고 믿는 기능과 정책에 헌신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공공 봉사 동기는 특히 조직

의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공공조직과 민간조직간 동기 부여 면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으로 부각되고 있다(Brewer and Selden, 1998). 이상의 이론

적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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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8: 공공조직 구성원은 민간조직 구성원에 비해 내재적 유인(intrinsic 

incentives)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가설9: 공공조직 구성원은 민간조직 구성원에 비해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가 더 강하다.

5. 직무태도에 관한 공공조직 특성이론  

공공관리 이론가들은 앞서 설명한 공공조직의 환경, 목표, 구조적 특성들이 

민간조직 구성원들에 비해 공공조직 구성원들이 더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을 갖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Rainey and Bozeman, 2000). 상이한 

가치를 추구하는 다수의 정치적 행위자로 구성된 공공조직의 외부환경은 조직내

부 의사결정과정을 복잡하게 만들며 정책집행의 단계에서도 정치적 이해갈등은 

끝없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집행책임을 맡은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이해관계 갈등과 애매모호한 정책 목

표 하에서도 정치적 책임성의 요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직무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적 위임(political mandates)을 성공적으로 달성

하는 것인지 혼란을 겪게 된다(Wilson, 1989).
조직목표와 성과기준의 불명확성은 다시 공공조직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업무

와 조직성과, 그리고 사회 전체적 영향간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지각하기 어렵

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자신들의 직무수행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이상주의적이고 공공선에 헌신하려는 동기가 

강한 공공조직 구성원들은 직무에 만족하기 어렵고 조직에 몰입하기도 힘들게 

된다. 덧붙여 조직, 인사, 예산, 구매 등과 같은 조직 관리에 있어서 번거롭고 중

층적인 절차가 많고 재량적 관리권한이 적은 것 또한 공공조직 관리자들에게 직

무상 좌절감을 지각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Perry and Porter, 1982; Buchanan, 
1974; 1975). 이상의 논의를 연구가설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0: 공공조직 구성원은 민간조직 구성원에 비해 직무만족 수준이 더 낮다.

가설11: 공공조직 구성원은 민간조직 구성원에 비해 조직몰입 수준이 더 낮다.

6. 리더십에 관한 공공조직 특성이론

리더십과 관리자의 역할에 있어 중요한 공공･민간조직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Rumsfeld(1983)나 Blumenthal(1983)과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공히 

일해 본 경험이 있는 관리자들의 증언 혹은 회고록에서 흔히 발견된다. 이들에 

의하면 민간조직의 관리자들에 비해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의 역할은 정치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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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어 내기위한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더 많은 비중이 두어진다. 공공관

리자들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보다 자주 만나야하고 심지어 조직내부의 관리

문제관리에 있어서도 외부 이해관계자의 보다 많은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게 된

다. 이런 역할상의 차이는 민간관리자에 비해 공공관리자의 리더십이 효과적으

로 발휘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공공관리자는 조직외부와의 관계

를 향상시켜 정치적 지지를 유도해야할 필요와 조직내부의 관리기능을 효과적으

로 감독해야하는 의무라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상충되기 쉬운 이 두 

요구간의 균형을 유지해야만 한다(Rainey, 2003).
앞서 언급된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은 관리자들이 조직내부의 관리보다는 조

직외부와의 우호적인 정치적 관계유지에 더욱 비중을 두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

이다(Chun and Rainey, 2005b). 객관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이 

공공조직의 경우 민간조직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얼마

나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는가?”보다는 평판이나 대언론관계 등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여 지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게 된

다.
공공조직에 있어 효과적인 리더십의 행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이것만이 아

니다. 외부 정치 환경으로부터의 강한 통제와 이로 인한 파생되는 번거로운 내

부관리에 관한 절차적 규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재임기간 등은 공공관리자

의 리더십을 제약하는 추가적인 요인들이다. 이 요인들은 공공조직의 관리자들

은 부하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보상적 권한 혹은 강제적 권한의 효과적 행사를 

어렵게 하며 관리상의 재량권도 제약한다(Rainey and Chun, 2005). 이상의 논의를 

가설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2: 공공조직 관리자는 민간조직 관리자에 비해 역할수행에 있어 외부 정치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비중이 더 높다.

가설13: 공공조직의 관리자는 민간조직 관리자에 비해 관리상의 권한이 더 

제약되어 있다. 

7. 조직변화에 관한 공공조직 특성이론

공공조직에 관한 문헌에서 흔히 발견되는 주장의 하나는 앞서 언급한 시장노

출의 결핍, 조직목표의 모호성, 리더십에 대한 제약 등의 특성들 때문에 민간조

직에 비하여 공공조직은 환경변화에 대해 더 경직적인 대응을 하며 덜 혁신적이

며 조직변화에 대한 저항이 더 심하다는 것이다. 시장의 부재와 목표모호성은 

조직성과에 대한 객관적 정보의 획득과 유인체계의 작동을 저해하여 변화가 필

요하다는 위기인식과 혁신적 태도가 확산되는 것을 가로막는다(Chun and Rai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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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b). Tullock(1965)이 지적하듯이 공공조직에서는 조직하부로부터 올라오는 정

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에 따라 환경변화의 시기적절한 인식과 변화

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 즉, 민간관리자들은 이윤율과 같은 지표

를 통해 조직의 성과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공공관리자들은 이러한 객관

적 성과지표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하급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누

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자의 잦은 교체와 짧은 임기는 정책과 조

직관리 방식의 끊임없는 변경을 초래하는데 이는 조직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리더십의 빈번한 교체는 성공적인 조직혁신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일정기간 이상의 꾸준한 집행을 어렵게 하여 어떠한 혁신이니셔티브도 지속

적으로 집행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Rainey, 2003).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연구가설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4: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조직변화에 대한 저항이 더 심하며 덜 

혁신적이다.

Ⅲ. 연구 설계와 방법론

1. 자료수집과 표본

이 연구에서 수행한 영어권문헌 메타분석의 표본이 되는 기존의 공공･민간조직 

비교 실증연구들은 3단계에 걸쳐 수집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1960년부터 

2006년까지 발간된 행정학과 경영학의 8개 주요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전수 검

색하여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검색에 포함된 학술지들은 다음과 같다: 
Administration and Socie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술자료 전자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논문제목이나 초록에 관한 핵심단어 검색을 수행하여 추

가적인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단계에서 사용된 학술자료 전자 데이터베이스

는 ABI/INFORM과 Ebsco 두 종류였으며 논문제목 및 초록의 핵심단어 검색에 활

용된 단어들은 “public,” “private,” “distinction,” “difference,” “comparison” 등이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서 두 단계를 통하여 수집된 논문들을 읽고 이 논문들에 인

용된 다른 논문들을 확인함으로써 앞의 두 단계에서 누락되었을지 모르는 자료를 

찾아내었다. 이러한 단계를 모두 거쳐 총 51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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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수집방법은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Boyne(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세부사항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영국학자인 Boyne이 

1단계에서 포함시켰던 2-3개의 영국계 학술지를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등 보다 광범위한 독자층을 가졌고 인용횟수도 많은 학술지들

로 바꾸었다. 또한, Boyne이 1999년까지 발간된 연구로 분석대상을 한정했던 데 

비해 이 연구에서는 2006년까지 그 기간을 확장하여 최신의 연구결과까지 포함

하고 있다. 끝으로 Boyne이 2단계에서 사용한 학술자료 전자데이터베이스는 

Bath Information Data Services(BIDS) 하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

로 ABI/INFORM과 Ebsco라는 두 개의 보다 최신이고 보다 많은 학술자료를 보

유하고 있는 전자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료수집방법의 

변경은 Boyne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그대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그의 연구결과를 

재검증하는 데 별다른 타당성의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보다 광

범위하고 자료누락이 적은 표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장점은 Boyne이 수집한 자료 모두가 이 연구에서도 자료로 수집

되었으며 나아가 이 연구는 상당수의 추가적인 공공-민간 비교 실증연구를 찾아

내어 표본의 크기 자체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한편, 국내문헌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실증연구논문을 3단

계에 걸쳐 수집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발간된 행정

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전수 검색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실증 비

교한 논문들을 찾아보았다. 여기서 수집된 학술지는 ‘행정논총, 한국정책학회보, 
한국 행정연구, 한국 행정학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로 총 5개의 학술지이다.

또한 이외에도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도 공공민간 조직의 차이를 실

증 분석한 논문들이 있는 바, 학술자료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관련 논

문들을 수집하였다. 여기에서는 논문제목이나 관련 키워드를 통해 검색함으로써 

폭넓은 실증자료들을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수집에 사용된 전자 데이터베

이스는 ‘KERIS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DBPIA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이며, 검색

한 키워드는 ‘공사조직’ ‘공공민간조직’ ‘공공 민간 비교’ ‘공기업 사기업’ ‘정부, 
기업’등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수집한 논문들을 근거로 각 논문들이 

참고문헌으로 활용한 논문들을 다시 찾아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앞서 데이터베

이스를 통해서 찾지 못한 논문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 중 실증분

석을 시도한 논문들을 포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한 실

증연구 중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 있는 논문은 12편이었다.



공공･민간조직 비교연구 메타분석: Sayre명제의 재검증 ∙ 71

2. 메타분석방법

많은 기존의 연구결과로부터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메타분석(meta-analysis)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see Hunter and Schmidt, 2004). 그런데, 이 연구

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대로 Sayre의 명제는 경험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Boyne(2002)의 연구결과가 제한적인 분석범위와 분석대상에 근거하여 이끌어내어

진 성급한 결론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

는 Boyne의 연구에서 보인 분석범위와 분석대상의 한계점은 보완하되 메타분석방

법 자체에 관한 한 Boyne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분석방법을 채택하여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갖는 타당성과 설득력을 보다 높이고자 한다.
Sayre가 주장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명제가 성공

적으로 검증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려면 앞에 제시한 공공･민간조직 차이 가

설들이 통계적으로 지지받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뚜렷하게 높아야 한

다. 공공･민간조직 차이에 관한 어떤 가설이 통계적으로 지지받는다 함은 첫째, 
공공･민간조직 차이가 예측한 방향대로 제시되어야 하고(예컨대 공공조직의 목

표모호성이 더 높다), 둘째, 그 차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계적 유의성, 즉 

0.05수준의 유의도 이상,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나의 개별적 연구

는 보통 하나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연구에서 검증이 시

도된 모든 공공･민간조직 차이 가설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지된 가설

의 비율을 보면 해당 연구가 갖는 공공･민간조직 차이에 관한 “지지점수(support 
score)”가 계산될 수 있다. 각 연구별 지지점수가 계산된 후에는 이들 개별적 지

지점수에 기초하여 조직 환경에서의 공공･민간조직 차이 혹은 조직구조에서의 

공공･민간조직 차이와 같은 특정한 조직변수에 관한 모든 경험적 연구결과에 관

한 집계점수(aggregate score)를 계산한다. 이러한 각 조직변수별 집계점수는 해당 

조직변수에 관한 모든 분석대상 연구들의 지지점수의 평균(mean)으로 계산되었

다(Boyne, 2002).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직 환경에 관한 공공･민간조직 차이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조직 환경에 관한 공공･민간조직 차이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다른 공사 비교 논문에 비해 그 수가 적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 수는 모두 합쳐서 6편에 불과하며 국내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의 부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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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조직 환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을 분석단위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증적인 통계분석에 필요

한 사례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메타분석의 대상으

로 채택된 대부분의 공사 비교 연구가 그 내용을 보면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

한 서베이 연구임을 보아도 조직을 분석단위로 설정한 경험적 연구의 자료수집

상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조직 환경에 있어서 공사조직간 차이에 관한 이론적 주장들

이 흔히 자명한 명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Rainey and Chun, 2005).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영향에 있어서의 근본적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조직의 재무보고서만 슬쩍 보아도 어디로부터 조직의 수익이 발

생하고 누구의 통제를 받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을 보

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조직의 개방 체제적 특성이나 제도화경향에 관

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표 1> 공공-민간조직 조직 환경 차이

연구자 
지지 수

(총가설수) 
표본  주요 결과 

Lachman(1985) 0(5) 141명의 기업CEO
외부환경이 미치는 향에서 

공공-민간조직간 차이 없음

Kenny et al(1987) 17(12)
13개의 공공조직  

17개의 민간조직

공공조직에서 외부환경이 

미치는 향이 더 큼

Baldwin(1990) 100(1)

50개 공공기   12개 

민간기 의 234명의 

간/상 리자

공공조직에서 외부환경이 

미치는 향이 더 큼

Coursey and 

Bozeman

(1990)

40(5)

39개의 

공공/민간조직의 

210명의 상 리자

공공조직의 결정에 외부  

참여가 더 큰 향을 미침

Casile and  

Davis-Blake 

(2002)

100(2) 347개의 학교 
공립 학에서 제도화경향이 더 

강함 

Frumkin and 

Galaskiwicz 

(2004)

100(2) 688개의 조직
공공조직에서 제도화경향이 더 

강함 

통계적인 분석결과는 조직 환경에 있어서 공공･민간조직 차이에 관한 두 가

지의 가설 - 즉 공공조직은 환경적 영향에 더 개방적이다 및 제도화 경향이 더 

높다 -에 대하여 59.5%의 평균 지지점수를 보였다(<표 8>참조). 즉, 10개의 가설

검증 시도 중 평균적으로 약 6개 정도가 지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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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높은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서, 서로 다른 표본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연구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점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직 환경

에 관한 공사차이를 충분히 지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Boyne(2002)의 연구에서는 

이 지지점수가 31%로 나왔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추가로 2편의 2000년 이후 

발표된 실증연구를 분석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 두 편의 연구

(Casile & Davis-Blake, 2002; Frumkin & Galaskiwicz, 2004)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

된 연구들 중 방법론적으로 가장 세련된 연구들이며 두 편의 연구결과가 모두 

공공조직의 제도화경향이 민간조직보다 더 높다는 가설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

다. Boyne은 31%의 지지점수로는 조직 환경에 있어서 공사차이가 경험적 증거

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으나 분석대상 연구를 확장한 

본 연구의 결과는 Boyne의 결론과는 반대로 Sayre의 명제에 대한 충분한 경험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조직목표에 관한 공공･민간조직 차이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조직목표를 실증적으로 비교

한 논문은 모두 9편으로 국외 7편, 국내 2편이었다. Boyne(2002)의 연구에서는 

조직목표의 내용에서의 차이를 연구한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내용상의 차

이는 확립된 공공･민간조직 차이 이론에 기반을 둔 가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연구결과의 일반화도 어렵기 때문에(Rainey, 2003) 이 논문들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분석결과는 국외연구의 경우 조직목표에서의 공공･민간조직 차이가설들에 대

해 35.7%의 평균적인 지지점수를 보이고 있고, 국내연구는 100%의 지지점수를 

보이고 있다(<표 8> 및 <표 9>참조). 국외연구의 이러한 지지점수는 Boyne (2002)
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지지점수(50%)보다도 오히려 낮은 것이며 본 연구의 결

과를 통틀어서도 가장 낮은 지지점수이다. 사실 조직목표에 있어서 공사조직간 

차이가 경험적 연구의 지지를 못 받아 온 것은 공공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Rainey & Bozeman (2000)은 이를 일컬어 “대단한 이변(Big 
Anomaly)”라고 부르며 공공관리문헌에서 이론적 주장과 경험적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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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지 수

(총가설수) 
표본  주요 결과 

Rainey

(1983)
0(3)

5개 공공조직  4개 

민간조직의 253명의 

간 리자 

목표명료성에 한 리자들의 

지각에서 공공-민간조직간 차이 

없음 

Solomon

(1986)
0(1)

생산/서비스조직의 

240명의 최고 리자
민간조직의 직무명료성이 높음

Baldwin

(1987)
100(1)

50개의 공공조직과 12개의 

민간조직의 234명의 

리자

공공부문의 목표가 더 모호함

Chubb and 

Moe (1988)
0(2)

289개의 공립학교  

53개의 사립학교
사립학교의 목표가 더 명료함

Lan and 

Rainey 

(1992)

50(2)

120개의 조직에서 92명의 

공공 리자와 62명의 

민간 리자

공공조직이 더 높은 목표명료성을 

가지고 있으나 목표 측정도는 더 

낮음

Rainey et al

(1995)
0(1)

109개의 공공조직과

83개의 민간조직에서의 

최고 리자

목표 모호성에 있어서 

공공-민간조직간 차이 없음

Chun and 

Rainey 

(2005)

100(2) 115개의 미연방기

재무  공공성이 높은 연방기 의 

목표모호성이 더 높고 목표의 수도 

더 많음 

함요상외 

(2006)
100(1)

공조직 148명, 민간조직 

64명

공공조직이 민간조직보다 

목표명확성이 낮다

김병섭

(1996) 
100(1)

시청직원 658명, 

민간조직(기업, 은행, 병원) 

1054명

공공조직이 민간조직보다 목표 

모호성이 높다

<표 2> 공공-민간조직간 조직목표 차이

하지만, 가장 최근의 연구인 Chun and Rainey(2005a)는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

이 선행연구들의 목표모호성 개념 미정립과 서베이 일변도의 조사방법론에 문제

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목표모호성 개념과 객관적으로 목표모호성과 다

양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여 졌던 개념적, 방법론적 

난제들에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 이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목표모

호성과 목표다양성에 있어서 뚜렷한 공사조직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

은 비록 지난 40여 년간의 누적적인 연구결과가 Sayre의 명제에 대해 충분한 지

지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이러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국내연구 2편의 경우는 수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2편 모두 외국의 연구와는 

달리 서베이 방법론을 사용했음에도 공공-민간 차이를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나

왔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간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확

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설문대상자의 특성 차이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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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지 수

(총가설수) 
표본 주요 결과

Pugh et 

al.(1968)
33(3) 46개 조직 

공공조직의 인사 련 차들이 더 

료 임

Buchanan

(1975)
0(1)

76개의 공공조직  4개 민간

기업의 69명의 간 리자
민간조직이 더 료 임

Holdaway et al. 

(1975)
100(3) 23개 학 공공조직이 더 료 임

Rainey

(1982)
100(1)

5개 공공조직의 150명  4개 

민간기업의 125명의 간 리

자

공공부문의 인사 련 차들이 덜 

유연함

Bellante and

Link (1981)
100(1) 3643명의 공공/민간조직원 공공조직 리자들이 더 료

Rainey

(1983)
75(4)

5개 공공기 의 235명  4개 

민간기업의 간 리자
공공조직이 더 료 임

Chubb and

Moe (1988)
42(33)

289개의 공립학교와

53개의 사립학교

사립학교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학교

이사회로부터 더 자율성을 가짐 

Emmert &  

Crow (1988)
100(1) 250개의 연구 개발조직 공공조직이 더 료 임 

Baldwin

(1990)
100(2)

50개 공공조직/ 2개 민간조직

의 234명의 리자

공공기 에서 인사 련 차가 더 

료 임

즉, 외국연구의 경우 대부분 초급관리자(supervisors) 이상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국내 연구의 경우 일선 업무수행자(operators)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

문지를 사용한 목표모호성 측정에서 빈번히 지적되어 온 사회적 소망성 편향이 

적게 나타났을 수 있다( 목표모호성 측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Chun and Rainey, 
2005 참조).

3. 조직구조에 관한 공공･민간조직 차이

조직구조에 있어 공사 조직 간에 관료주의적 복잡성, 집권화, 레드테이프 수

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명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자에 의해 실증적으로 연

구되어왔다. 지나 40여 년간 수행된 모두 21편(국외 19편, 국내 2편)의 연구가 

본 메타분석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국외연구의 평균 지지점수는 76.69%이며, 
국내연구는 2편에 지나지 않지만 아주 높은 지지점수를 보이고 있다(<표 8> 및 

<표 9> 참조). 조직구조에 있어 공공조직이 민간조직보다 더 관료주의적이며 더 

집권적이고 레드테이프가 더 많다는 이론적 주장은 상당히 강한 경험적 증거에 

의해 지지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Boyne(2002)의 분석에서 나타난 

60%의 지지점수보다 약간 높은 것이다.

<표 3> 공공-민간조직간 조직구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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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tschneider

(1990)
100(7)

622개의 공공조직과

383개의 민간조직

공공기 이 더 많은 드테이 를 

가짐

Coursey and

Rainey (1990)
100(9)

156개의 공공  185개의 민

간조직의 간  상 리자

공공 리자가 인사와 련한 문제에

서 덜 자율 임 

Bozeman et al.

(1992)
60(15) 616-703개의 연구 개발조직

공공조직이 더 많은 드테이 를 

가짐

Lan and Rainey 

(1992)
75(4)

120개 조직의 92명의 공공 리

자  62명의 민간 리자
공공조직이 더 료 임

Zeffane (1994) 100(1)
474명의 공공부문직원과 944

명의 민간부문직원

공공부문에서 규칙과 규제가 더 강

조됨

Bozeman & 

Bretschneider

(1994)

17(54) 680개의 연구 개발조직
공공조직이 더 많은 드테이 를 

가짐

Rainey er al.

(1995)
31(45)

109개의 공공조직과

83개의 민간조직의 최고 리자

공공조직이 더 많은 드테이 를 

가짐

Scott and

Falcone (1998)
85(12) 400개의 연구 개발조직

인사와 조달과 련한 드테이 가 

공공조직에서 더 많음 

Kurland and

Egan (1999)
0(3)

102명의 공공부문 직원과 72명

의 민간부문 직원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공식화수

에 차이 없음

Lanbein(2000) 50(2) 2750명의 기 련기술자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 있어서 재량

권의 차이 없으나 공공조직에 더 많

은 내부규칙이 있음

Light (2002) 100(1) 
607명의 미연방직원과 505명

의 민간 기업 직원

공무원은 더 많은 수의 조직계층과 

보고 차가 있다고 지각 

함요상외 

(2006)
100(1) 공조직 148명, 민간조직 64명

공공조직이 민간 조직보다 더 료

주의 이다 

김병섭

(1996) 
83(6)

시청직원658명, 민간조직(기업, 

은행, 병원)1054명

공공 조직이 민간조직보다 드테이

 수 이 더 높다

조직구조의 공사차이에 관한 가설들 중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공공조직의 

계층제 및 보고절차 등의 관료주의적 복잡성에 관한 가설이었고 가장 적게 연구

된 것은 공공조직이 더 집권적이고 하급자의 재량권이 더 제한되어 있다는 가설

이었다. 앞의 가설은 꾸준한 경험적 증거의 지지를 받았지만 집권화 가설은 

Chubb and Moe(1988), Coursey and Rainey(1990) 등의 연구에 의해 지지를 받았

지만 보다 최근의 연구인 Lanbein(2000)의 결과는 이 가설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고하게 검증된 가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번거로운 형식적 규정을 의미하는 레드테이프에 관한 공사조직 차이 가설은 

대체로 경험적으로 지지받고 있지만 Rainey et al.(1995) 혹은 Bozeman and 
Bretschneider(1994)의 연구에서처럼 지지점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

다. Rainey and Bozeman(2000)은 이러한 연구결과의 패턴에 대하여 전체적인 레

드테이프 혹은 공식화의 수준에 있어서 공공･민간조직 차이보다는 인사, 구매, 
예산 등 특정한 관리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번거로운 절차 및 규정들이 공공조직



공공･민간조직 비교연구 메타분석: Sayre명제의 재검증 ∙ 77

연구자 
지지 수

(총가설수) 
표본 주요 결과

Rawls et 

al.(1975)
100(2)

30명의 민간  22명의 공

공부문의 리자

공공 리자가  보상에 부여하는 

가치가 더 낮고 타인에 한 사에 부

여하는 가치가 더 높음 

Rainey(1982) 66(2)
150명의 공공  125명의 

민간부문 간 리자

공공 리자가  보상에 부여하는 

가치가 더 낮고 공익 사에 부여하는 

가치는 더 높음 

Posner and

Schmidt(1982)
0(6)

80명의 공공  80명의 민

간부문 리자
공공/민간조직간 동기부여 차이 없음

Rainey(1983) 0(3)
5개의 공공조직과 4개 민간

기업의 255명의 간 리자
공공/민간조직간 동기부여 차이 없음

Metcalfe

(1989)
100(6)

1492명의 민간기업 리자

와 738명의 공공 리자

공공 리자가  보상에 덜 가치를 

부여하고 사회에 한 기여에 더 가치

를 부여함

Wittmer(1991) 100(3)
62명의 민간과 92명의 공공 

조직 리자

공공조직 리자들은  보상에 

해 덜 가치를 부여하고 공동체 사에 

더 가치를 부여함

Khojastech

(1993)
100(1)

7개의 공공조직  18개 민

간조직에서 362명의 리자

민간조직 리자들은  보상에 의

한 동기부여 경향이 더 큼 

Posner and

Schmidt (1996)
100(2)

505명의 민간조직과

619명의 공공조직 리자

공공조직 리자들은 공동체 사에 더 

가치를 부여 

Gabris and

Simo (1995)
50(4)

2개 정부기   2개 민간기

업의 각 42명, 32명의 리

자 

 보상에 한 가치부여에서 공사

조직간 차이 없으나 공공조직 리자는 

공동체 사에 더 높은 가치 부여 

Houston (2000) 60(5) 
101명의 공공조직원  

1356명의 민간조직원 

공공조직원은 의미 있는 일에 더 큰 가

치부여하고  보상에 더 작은 가

치 부여 

Jurkiewicz, 25(3) 296명의 공공조직원  333 공공조직원은  보상  체사회

에 특히 만연해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고 있다.

4. 동기부여에 관한 공공･민간조직 차이

공공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민간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금전적 보상 

등 외재적 유인보다 직무자체의 중요성 등 내재적 유인에 의해 더 동기부여 되

며 특히 공직봉사동기가 더 강하다는 등 동기부여에 관한 가설들은 국외연구에

서 높은 지지점수(73.5%)를 받았으며 국내연구의 결과도 유사하였다(<표 8> 및 

<표 9> 참조). 이러한 결과는 Boyne(2002)의 분석결과(63%)보다 약간 높은 것으

로서 새롭게 분석대상으로 추가된 최근의 실증연구의 결과들이 대체로 이 가설

들을 지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공공-민간조직간 동기부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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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ey and

Brown (1998)
명의 민간조직원 사 모두에 더 작은 가치 부여 

Karl and

Sutton (1998)
75(3) 

47명의 공공조직원  170

명의 민간조직원 

공공조직원은 흥미로운 업무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지만  보상에는 

더 작은 가치 부여 

이근주

(2005)
100(1)

앙부처 공무원과 기업 종

사자 422명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민간부문 종사자

들에 비하여 공직 사동기(PSM)가 더 

높다 

김상욱

(2002)
100(2) 공무원 510명, 민간  475명

공공부문종사자는 민간부문종사자에 비

해 내재 보상의 요성이 더 크다.

이종수

(1997) 
100(1)

공공조직 175명, 민간조직 

175명 

공공-민간 조직 간에 승진, 직무자체, 

책임감, 상 조직 정책 리, 지  등에

서 욕구 체계의 차이가

있다.

김 종, 김상묵

(2004) 
0(1)

공무원, 민간기업 종사자 

500명

민간조직의 경우 정부조직에 비하여 내

재  동기부여 가능성이 보다 높다.

상당수의 분석대상 연구가 공동체봉사(service to the community), 이타적 행위

(helping others), 사회기여(being useful to the society) 등 공공봉사동기에 있어 공

공조직 구성원이 더 강한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검증하고 있고, 나머지 연구들은 

외재적 유인과 내재적 유인에 대한 가치부여에 있어 공공조직 구성원과 민간조

직 구성원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를 막론하고 공공봉

사동기에 관한 연구들은 비록 지지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일관되게 공사

차이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외재적 유인과 내재적 유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각 유인에 부여하는 가치를 동시에 서베이를 통해 묻고 있는데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공조직 구성원들이 민간조직 구성원들에 비해 외재적 유인에는 더 

낮은 가치를 내재적 유인에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직무태도에 관한 공공･민간조직 차이

<표 5>에서 보듯이 모두 19편(국외 12편, 국내 7편)편의 논문이 분석되었는데, 
국외논문에 있어서 전체 지지점수는 62.6%(<표 8> 참조)이었으며 국내논문의 경

우는50%정도의 지지점수를 보였다(<표 9>참조). 특히, 직무만족에 관한 가설이 

조직몰입에 관한 가설보다 더 지지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Davis and 
Ward(1995)의 연구는 오히려 공공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이 민간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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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지 수

(총가설수) 
표본 주요 결과

Buchanan(1974) 100(1)
3개 민간조직/ 5개 공공조직의 

279명 리자

공공 리자의 직무만족/직무몰입수 이 

더 낮음 

Buchanan(1975) 100(1)
76개 정부조직/ 4개 민간기업의 

69명 리자

공공 리자의 직무만족/직무몰입수 이 

더 낮음 

Balfour and

Wechsler(1990)
33(3)

2개 공공조직/ 1개 민간기업의 

각 252명  90명의 리자 
조직몰입 차원별로 결과가 달라짐 

Zeffane(1994) 100(3)
474명의 공공조직  944명의 

민간조직 직원
공공조직의 조직몰입수 이 더 낮음  

Bogg and

Cooper(1995)
83(6) 

1051명의 고 직 공무원과 

1056명의 민간기업 고 직 역

공공조직 리자의 직무만족수 이 더 

낮음 

Bordia and

Blau(1998)
100(1) 

47명의 정부소유 산회사 직원 

 71명의 민간기업 직원

공공조직 직원의 보상 련 직무만족수

이 더 낮음

Davis and

Ward(1995)
0(2) 

124명의 공공부문 직원과 373

명의 융서비스 제공 민간기업 

직원

공공조직원의 후생복지 련 직무만족 

 조직몰입수 이 더 높음 

Gabris and

Simo(1995)
0(1)

42명의 공공부문 직원과 32명의 

민간부문 직원

공공/민간조직간 직무만족수  차이 없

음

Kurland and

Egan(1999)
100(1)

102명의 공공부문 직원과 72명

의 민간부문 직원

공공조직원의 상 자에 한 만족수

이 더 낮음 

Light(2002) 50(6) 
673명의 미연방직원과 505명의 

민간 기업직원
직무만족의 차원별로 결과가 다름 

Moon(2000) 100(1)
173명의 공공부문 리자와 

152명의 민간부문 리자
공공 리자의 조직몰입수 이 더 낮음

Steinhouse and

Perry(1996)
0(1) 1517명의 공공/민간 조직원

공공/민간 조직간 조직몰입수  차이 

없음

정 호 김태일

(2003)
0(5)

민간부문 939명, 정부기  153

명

정부기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민

간기업 종사자들보다 높다 

함요상외

(2006)
0(1) 공조직 148명, 민간조직 64명

공공, 민간 조직의 업무 만족도에는 차

이가 없다

김호정

(1999)
100(1) 공무원390명 , 기업 직원 450명

행정조직보다 기업조직에서 조직 내 신

뢰와 조직몰입도가 강하다.

김상욱

(2002)
50(2) 공무원 510명, 민간 기  475명

공공부문종사자는 민간부문종사자에 비

해 조직몰입이 더 약하다

윤종인

(2004)
0(1)

공공기  3개, 민간조직 2개 총 

508명

공무원이 민간근로자보다 조직몰입이 

더 강하다.

정철

(1997) 
100(1)

사회복지 종사자 400명
민간 복지 조직 종사자들이 공공복지행

정조직의 공무원보다 조직물입도가 높

다

조경호 

주재복

(2001)

100(2)
공무원 1000명, 민간기업 500

명 

민간기업 종사자들의 직업만족도가 정

부조직 종사자들보다 높다

<표 5> 공공-민간조직간 직무태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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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과 같은 직무태도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각 직무태도의 세부적인 차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Balfore and Wechsler(1990)와 Light(2002)의 연구결과가 대표적

이다. 예컨대 Light(2002)는 미국 연방공무원들이 직업안정성과 후생복지에서는 

민간기업 직원들에 비해 더 만족하지만 직무에 대한 일반대중의 존경에서는 덜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Rainey and Chun(2005)은 직무만족에 있

어서 공공･민간조직간 차이는 전체적인 만족도보다는 직무의 특정한 측면과 관

련하여 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즉, 많은 연구들이 공공

조직 구성원들은 직무상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 상급자에 대한 만족도, 조직전체

의 성과에 대한 자신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영향에 대한 만족도 등 보다 구체적

인 만족도에서 특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Bogg and Cooper, 1995; Bordia 
and Blau, 1998; Buchanan, 1974; 1975; Kurland and Egan, 1999).

6. 리더십에 관한 공공･민간조직 차이 

리더십과 관리자 역할에 있어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비교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연구자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왔으므로 Boyne(2002)은 이 

연구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었다. 그러나 공공관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독

특한 리더십에 대한 제약요소와 관리적 역할상의 특성은 이론적으로 공공관리이

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Rainey and Chun, 2005). <표 6>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는 모두 4편의 국외논문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고 리더십에 

관한 공공-민간 비교연구를 수행한 국내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앞서 제시된 두 

개의 공공･민간조직 차이 가설 - 즉 공공관리자가 관리역할 수행에 있어 외부 

정치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및 관리상의 권한이 더 제

약되어 있다 -에 대한 평균 지지점수는 80.2%로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직 변

수 중 가장 높은 지지점수를 받았다(<표 8> 참조).



공공･민간조직 비교연구 메타분석: Sayre명제의 재검증 ∙ 81

<표 6> 공공-민간조직간 리더십 차이 

연구자 
지지 수

(총가설수) 
표본 주요 결과

Atwater and

Wright(1996)
100(2)

10개 공공조직 43명의 리자 

 35개 민간기업 157명의 

리자

공공 리자는 더 약한 보상 , 

강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지

각

Bogg and

Cooper(1995)
100(1)

1051명의 고 직 공무원과 

1056명의 민간기업 역

공공 리자는 외부환경에 해 

더 약한 통제력을 가진 것으로 

지각 

Hooijberg and

Choi(2001)
86(7) 

175명의 공공 리자 

819명의 민간 리자

공공 리자는 생산자, 감독자

의 역할보다 상자, 진자, 

기 리자의 역할에 비 을 

더 부여 

Palmer(1998) 25(4) 

145개 공공조직 

57개 비 리조직, 36개 리

조직의 CEO

공공 리자는 외부환경과의 

계에서 더 많은 정치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각했으나 

다른 리기술에서는 공공/민

간 차이 없음  

이러한 실증적 연구로부터의 결과는 사례연구 혹은 다른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시된 연구결과들과 대체로 일치한다(Dargie, 1998; 2000; Kurke and Aldrich, 
1983; Porter and Van Maanen, 1983). 물론, 관리자의 역할은 공공부문인가 민간

부문인가 외에도 다른 많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외부환경과의 

정치적 상호작용은 관리자가 자신의 조직 내에서 얼마나 높은 계층수준에서 일

하는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공사를 막론하고 최상위의 임원급

은 중간관리자들에 비해 외부환경과의 정치적 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또 공공조직 내부에서도 많은 중간관리자들은 이익집단이나 의회의원, 
언론 등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고립되어 일한다(Rainey and Chun,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메타분석결과는 공공관리자들이 민간관리자들과는 다르게 

공공조직의 독특한 정치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이러한 환경적 차이에 기인한 권한의 제약을 보다 강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 조직변화 및 혁신에 관한 공공･민간조직 차이

리더십 및 관리역할에 관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조직변화 및 혁신에 관한 

공공･민간조직 차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으며 Boyne(2002)
도 이 주제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직변화 및 혁신에 관한 연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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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사례연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증적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연

구보다는 처방적인 함의에 일차적 초점을 두는 연구가 많았다는 것이 이러한 실

증연구 부족을 초래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조직변화 및 혁신은 조직성과와 

함께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직변수로 간주되므로 공사 비교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제라 할 것이다.

<표 7> 공공-민간조직간 조직변화 및 혁신 차이

연구자 
지지 수

(총가설수) 
표본 주요 결과

Bozeman and

Kingsley(1998)
50(2)

197명의 공공조직 리자

와 171명의 민간조직의 

리자

험기피성향에 있어 공공/민간

조직간 차이 없었으나 보다 높

은 정치  통제를 받는 공공조

직에서 더 높은 수 의 험기

피성향이 나타남  

Corder(2001) 100(1)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21개의 정부조직  

76개의 비 리민간조직

공공조직은 새로운 정보통신기

술의 활용에 있어 더 낮은 재량

권을 리자에게 부여 

Doyle, Claydon 

and

Buchanan(2000)

100(10) 

14개 공공조직의 51명의 

리자와 14개 민간조직의 

41명의 리자

공공 리자들은 조직변화를 더 

으로 지각

Rosenblatt and

Mannheim(1996)
50(4) 

자 기산업의 14개 공기

업과 22개 민간기업

조직변화에 한 유연성/경직성

에 있어 공사조직간 차이 없으

나 공공조직은 조직변화에 따른 

더 많은 갈등을 경험 

 

<표 7>에서 보듯이 모두 4편의 국외논문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국내논문

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논문들이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조직변화에 대한 

저항이 더 심하며 덜 혁신적이다는 가설을 지지한 평균 지지점수는 75%(<표 8> 
참조)로서 이 가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험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구성원의 위험감수 성향을 분석한 Bozeman and Kingsley 
(1998)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간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공공조직 중에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통제를 받는 조직의 관리자들은 위험감수

성향이 더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혼재된 연구결과는 이스라엘의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서의 조직변화에 대한 대응태도를 비교한 Rosenblatt & Mannheim 
(1996)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즉, 산업성숙에 따른 조직성장 위기에 직면하여 

조직변화 및 혁신을 추진하였던 공기업들은 같은 산업 내 민간 기업들에 비해 조

직변화에 대해 특별히 경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조직 변화에 따른 내부

갈등이 더 심하였다.
다른 두 연구, 즉 Corder(2001)와 Doyle et al.(2000)의 연구결과는 보다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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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조직변화에 관한 공사차이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보다 

이론적이고 질적인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Boyne et al., 1999; Lozeau et al., 2002; 
Denis et al. 1996)의 결론과 일치한다. 즉, 일반적으로 공공조직과 공공관리자들

은 조직변화나 “개혁”에 대해 더 비관적인 전망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Rainey(2003)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특성에 대해 조금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그
에 의하면 공공관리자들이 조직변화나 혁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는 그 변화가 입법부나 대통령 등 조직외부로부터 강요될 때에 나타나는 경

향이 강하고 해당 공공조직 내부로부터 조직변화가 시도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

자들이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변화나 혁신은 거시

적인 정치적 환경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실제로 

공공조직의 변화에 있어 대다수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조직의 

혁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또한 매우 크다 하겠다.

Ⅴ. 요약 및 결론

서두에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하여 대립되는 두 가

지 시각이 있으며 행정학자에게 친숙한 Sayre(1953)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는 명제가 두 시각 중 차이점

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음을 환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Sayre의 명제가 경험

적 증거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메타분석을 통해 주장한 Boyne(2002)
의 최근 연구가 분석범위와 대상의 한계로 인해 지나치게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

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즉, Sayre의 명제가 충분한 경험적 증거에 

의해 지지받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 연구의 동기이었다.

<표 8> 공공･민간조직 차이 가설들에 관한 국외연구 메타분석결과 요약

공공･민간조직 차이 

변수

연구들의 지지 수 분포 평균 

지지 수 

(%)0% ≤50% >50%

조직 환경 1 2 3 59.5

조직목표 4 1 2 35.7

조직구조 1 5 13 76.6

동기부여 2 1 9 73.5

직무태도 3 2 7 62.6

리더십 0 1 3 80.2

조직변화  신 0 2 2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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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공공･민간조직 차이 가설들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결과 요약

공공･민간조직 차이 

변수

연구들의 지지 수 분포 평균 

지지 수 

(%)0% ≤50% >50%

조직 환경 0 0 0 -

조직목표 0 0 2 100.0

조직구조 0 0 2 91.5

동기부여 1 0 3 75.0

직무태도 3 1 3 50.0

리더십 0 0 0 -

조직변화  신 0 0 0 -

위의 <표 8>과 <표 9>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8에서 보듯이, 
지난 40년간 보고된 공공･민간조직 차이를 주장하는 가설들에 대한 평균 지지점

수는 조직목표의 경우처럼 낮게는 35.7%에서 리더십의 경우처럼 높게는 80.2%
에 이르고 있다. 총 8개의 변수에서 조직목표를 제외한 7개의 변수에서 50%가 

넘는 평균 지지점수를 보였고 그중 과반수에서 평균 지지점수가 70%를 상회하

였다. <표 9>의 국내연구 분석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개별 연구가 상이한 국가적 맥락, 상이한 표본 집단, 그

리고 상이한 시기에 수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Sayre의 

명제를 지지한다고 결론내리기에 충분한 경험적 증거의 집적을 보여준다. 요컨

대, 지난 40여 년간 축적된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시사하는 결론은 공공조직과 

공공조직 구성원들이 더 강한 제도화 경향을 보이며, 더 관료주의적이고 집권적

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고, 더 많은 레드테이프를 가지며, 외재적 유인보다 내재

적 유인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더 강한 공공봉사동기를 갖고 있지만,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수준이 더 낮고 리더십과 관리역할 수행에 있어 환경적 제약이 

심하며, 조직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 덜 유연하다는 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조직구조와 직무태도 등 내부 관리적 차원들 보다 조직 

환경과 조직목표 등의 조직차원에서 공공-민간조직의 차이를 지지하는 증거가 

약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공공조직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공공조

직특유의 조직 환경과 조직목표에 관한 주장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 결과는 이변(anomaly)에 가깝다. 이에 대해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방법론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다 방법론적으로 엄격하고 보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일

수록 조직 환경과 조직목표에 관한 공공-민간조직 차이 가설들을 지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4장 참조). 예컨대 조직 환경과 조직목표에 있어서 공공-민간조

직 차이 가설을 지지한 연구들은 대부분 조직을 분석단위로 수행된 연구들이었

으며(i.e., Casile and Davis-Blake, 2002; Chun and Rainey, 2005), 그렇지 않았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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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입수 가능한 자료의 한계 때문에 조직 환경과 조직목표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대리측정치(proxy measures)로 삼았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i.e., Coursey 
and Bozeman, 1990; Rainey et al., 1995). 물론, 이러한 해석을 부정하는 연구결과

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정교한 메타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

다.
Sayre의 명제를 지지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관리에 대해 한 가지 일

반적이지만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민간 기업에서 적용되는 관리기법을 

공공조직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공공조직의 독특한 환경적, 구조적, 행위적 차원

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에 기반을 둔 세심한 수정 혹은 

완전히 새로운 관리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신공공관리(NPM)의 옹호

자들은 이러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 
Lozeau et al. (2002)은 조직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관리기법의 도입은 관리기

법의 타락(corruption of managerial techniques)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이 점에서 정책결정자와 공공관리자들은 민

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도입되는 민간조직의 

이른바 “선진 경영 기법”은 공공조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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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ta-Analysis of Public-Private Distinction 

Research: Sayre's Proposition Revisited 

Young Han Chun

In 1953, Sayre argued that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fundamentally 
alike in all unimportant respects." In 2002, based on the results from a meta-analysis 
of 34 empirical studies, Boyne concluded that Sayre's proposition did not get clear 
support from the available evidence.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is that Boyne's 
conclusion was based on a limited research sample, which calls for a meta-analysis 
with a more comprehensive scope. This study retests Sayre's proposition with an 
expanded set of empirical studies on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The results of this 
meta-analysis show that the evidence provides clear support for the proposition. 

【Key words: Public-Private Distinction, Meta-Analysis, Sayre's Pro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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