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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중앙정부 부처의 통합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통합이 있었다(민진, 2008; 박천오, 2011; 안경섭, 2009a; 2009b; 윤건,
2011). 융합패러다임에 맞추어 공공기관들에도 큰 폭의 통합을 시도한 결과이다(행정안전부,
2009). 하지만 아직도 통합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있고, 통합 후 커진 규모 때문에 조직비대
화와 인사적체라는 후유증도 있다(박치성･오재록･남주현, 2011)1). 본 연구가 다수의 공공기
관 통합사례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분석대상으로 한 이유는 본 사례가 공공
기관 최대 규모의 통합사례일 뿐만 아니라 초기 통합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리더십과 구성원의 자발적 협력으로 일정부분 통합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었기 때
문이다2).
과거 오랫동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은 논의만 무성했지 실제 통합은 되
지 않았다3). 여기에는 양 공사의 통합반대와 정치권의 개입, 제도적 제약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기관통합에 호의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2009년 4월 양 공사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 후 6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10월 통합 LH가 출범하였다. 양 공사 통합은 공공기관 통합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이지만 단기간에 완료되었던 것이다4). 그러나 아직 양 공사 통합의 효과가
1) 민간기업의 통합에 있어서도 그 성공은 쉽지 않다. A.T. 커니가 1998년과 1999년 조사한 115건의 민
간기업 통합사례에서도 약 58%가 목표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Habeck 외, 2000).
2) 특히 통합이 결정된 이후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신임
기관장의 리더십, 조직구성원의 희생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평가도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3) 양 공사 통합에 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통합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지난 1993년부터
이나 본격적으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1998년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서 비롯
되었다. 그 후 2001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이 계류
되면서 16대 국회 임기종료(2004년 5월 29일)로 자동폐기되었다. 그 뒤 다시 17대 국회에서 대지임대
부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발의자: 홍준표 의원)이 제출되었지만, 회기종료로
다시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10월 양 공사 통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09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9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공포되었다. 그 뒤 6개월
동안 통합준비를 거친 후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탄생하였다.
4) 지난 2012년 초 각종 신문보도 자료에 따르면, LH는 경영혁신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제, 2012년 4월 20일자; 헤럴드경제, 2012년 4월 22일자). LH는 통합 후 2년
동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무개선특별위원회에서 재무개선 100대 과제를 만들어 재무건전성 심사
를 강화했고, 원가 10% 절감, 전임직원 임금 10% 반납, 인력 구조조정(1,035명 정리), 과도한 공정
단순화와 업무시스템 단일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통합 후 LH는 비상경
영체제(사업 구조조정과 임직원의 급여 10% 반납)를 가동하여 2012년 1분기에 흑자를 달성했다(토지
ㆍ주택 판매 및 채권 발행 등을 통해 14조4,492억원을 조달, 사업투자나 부채감축에 13조6,889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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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며, 여기에 어떤 요인이 관련되는지 분석한 연구는 적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상
당수 공공기관의 통합이 진행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여전히 기관 통합효과와 관련된 변인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다5).
이에 본 연구는 LH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활용하여 양 공사 통합의 효
과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째, 통
합효과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둘째, 통합효과로 문화갈등, 구성
원간 갈등, 정체성, 정책효과성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으로 ①통합과정에 대한 이해
와 참여, ②통합과정에서의 소속기관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③각종 통합프로그램의 효과,
④공정성, ⑤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 분석모형을 도입하고 있다. 셋째, 통합효
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도입하여 리더십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통합효과와 관련된 요인이
과거 소속기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공공기관 통합효과와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1. 기관통합에 대한 선행연구의 개관
그동안의 인수합병과 같은 조직간 통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재정 상황 및 재무
관리, M&A 전략, 인적 요소나 행태, 운영절차와 조직관리, 문화갈등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Cartwright, 2005; Cartwright & Scheonberg, 2006; Clayton, 2010). 최근 다수의 연
구는 여전히 시장성과나 재무차원에서의 통합효과를 분석한다(Bruner, 2002). 또한 통합에
영향을 받는 구성원의 행태에도 관심을 가진다(Cartwright & Cooper, 1993; Daniel & Metcalf,
2001; Geissner, 2011). 예를 들어, 기관간 통합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상대적 박탈감(Citera
& Rentsch, 1993; David & Singh, 1993; Hogan & Overmyer-Day, 1994), 스트레스나 만족도,
협력이나 갈등, 동기부여나 열정과 같은 변인들이 여전히 주목의 대상이다(Cartwright &
지출해 7,603억원 순유입을 기록, 매일경제, 2012년 4월 22일자).
5) 공공기관간 통합에 대한 분석은 최근 2편의 박사논문이 있다. 류숙원(2011)은 공공기관 통합효과와
조직특성간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윤건(2011)은 4개 공공기관 통합 사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
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를 질적 연구방법론에 근거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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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 1993). 통합전후에 형성된 조직정체성(Bartels 외, 2006; Haslam & Ellemers, 2005;
Langley 외, 2012; Van Dick 외, 2006), 통합에 대한 참여나 만족(Covin 외, 1996; Epstein,
2004; Vaara, 2003; Van Dick 외, 2006), 공정성(Fried 외, 1996; Harrison, 1998; Schuler &
Jackson, 2001; Seo & Hill, 2005), 지속감(Bartel 외, 2006; Ullrich 외, 2005; Van Dick 외,
2006; Van Leeuwen 외, 2003) 등과 같은 변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한편 의사소통
(Habeck 외, 2000; Schweiger & DeNisi, 1991), 조직간 문화차이(Teerikangas & Very, 2006;
Weber & Camerer, 2003; Weber 외, 1996; Zaheer 외, 2003), 통합과정의 분위기나 맥락
(Fairfiel-Sonn 외, 2002; Guerrero, 2008), 리더십 특성(Kavanagh & Ashkanasy, 2006; Waldman
& Javidan, 2009) 등에도 관심을 가진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수합병에 따른 기업간 통합
이 크게 유행하였지만6), 인수합병의 효과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다 (Andrade 외, 2001;
Cartwright, 2005; Cartwright & Schoenberg, 2006; Tynes, 1997). 특히 기관 통합은 기존의 이
질적 문화, 조직, 집단, 구성원간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질적 구성원간
신뢰나 문화충돌(Stahl & Voigt, 2008; Weber 외, 1996), 내집단 편향성(in-group bias)(Terry &
Callan, 2001), 통합 후 정체성 논란(Bartel 외, 2006; Van Dick 외, 2006), 리더십 공백(Habeck
외, 2000; Waldman & Javidan, 2009) 등이 통합성패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인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 요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성패에 대한 엄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의견
이 많다(Cartwright, 2005; King 외, 2004; Stahl & Voigt, 2004). 국내 연구의 경우도 정부 부
처간 통합효과에 대해서만 제한적 연구가 존재할 뿐이며(안경섭, 2009a; 2009b; 안경섭 외,
2009; 오재록, 2009; 장지원, 2006; 조태준･황혜신･최성락, 2011; 최성욱, 2001), 그마저도 통
합 후 직무만족과 같은 행태에 초점을 두어, 공공기관 통합 전후의 소속감, 정체성, 업무의
시너지 창출 등과 같은 통합효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7). 나아가 이러한 통합효과
가 리더십, 공정성, 통합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심층분석 역시도 부족한 실
정이다.

6) 전 세계적으로 2004년 한 해 동안에만 약 3만개의 인수합병사례가 있었다(18분마다 인수합병이 이루
어짐). 이는 약 1조9천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그 규모는 주요 선진국의 GDP 규모를 합한 것과 유사
하다(Cartwright & Schoenberg, 2006:S1).
7) 그 밖에도 최근에 공공기관간 비교사례를 분석한 윤건(2011)의 경우, 문화(과거와 현재의 문화차이,
새로운 문화형성 정도), 정체성(통합기관에 대한 동일시, 이전 소속기관 구성원에 대한 동료인식 정
도), 관계(이전 소속기관 구성원과의 협력 및 불편함 정도) 등 세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통합효과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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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통합효과에 관한 문헌
여기서는 국내외 문헌을 통해 통합효과를 무엇으로 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해외
문헌을 살펴보면, Shrivastava(1986)의 경우 통합효과를 물리적(physical), 절차적(procedural),
관리적(managerial),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측면에서 융합상태로 살펴보았다. Pablo(1994)의
경우 융합을 조직활동의 효과적 활용, 새로운 가치생성, 내적 정합성(coherence) 확보 차원에
서 분석하였다. 또한 기관통합을 Birkinshaw 외(2000)는 업무융합과 인적 융합으로 나누었고,
Waldman & Javidan(2009)은 조직융합(자산, 조직구조, 운영절차, 인사관리의 통합)과 문화융
합으로 나누었다. 둘째, 통합효과를 다룬 국내 문헌에 따르면, 류주한(2008)의 경우 두 기업
간 시스템, 구조, 문화를 융합하는 과정으로 보고, 최영근･한기호(2008)의 경우 절차적, 물리
적, 사회문화적, 관리적 차원에서 통합효과를 바라본다. 안경섭(2009a)은 구조적, 재무적, 문
화적, 심리적 차원에서 통합효과를 바라본다. 또한 임영제･이창원(2008)의 경우 조직융합에
따른 문화융합, 관리과정 개선, 구조기능 개편을 통합효과의 목표로 보고 있다. 한편 행정안
전부(2009)의 경우 조직융합에 따른 효과로 미션비전, 문화, 인사, 기능, 성과를 제시하면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여부를 중시한다.

3. 기관통합 효과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한 문헌
그동안 인수합병에 관한 연구문헌은 상당히 많았다. 여기서 나타난 연구경향을 보면, ①
기존 문헌에서 나온 인수합병 요인을 메타(meta)분석한 경우, ②실제 각 인수합병사례를 분
석하여 유관요인을 추출한 경우로 구분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수합병에 관한 기존문헌의 메타분석
인수합병에 관한 선행문헌을 정리한 후, 통합효과와 관련된 요인을 추출한 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성공적 합병의 요인으로 Kroger(1999)는 비전, 리더십, 비용절
감이 아닌 성장전략, 초기의 가시적 성과(early win), 이질적 문화 통합, 커뮤니케이션, 리스
크 관리를 꼽는다. 둘째, Birkinshaw & Bresman(2000)는 통합과정을 ①신속한 先 업무통합
완만한 後 인적통합, ②인적통합에 근거한 再업무통합이라는 2단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연
관 요인으로 ①초기 상황(starting conditions)의 경우 합병의 목적과 동기, 통합정도, ②업무
통합(task integration)의 경우 통합기제(integration mechanism), 예기치 못한 상황, 책임소재 및
업무분담의 명확화, 부서간 지속적인 의사소통, ③인적 통합(human integration)의 경우 가시
적이고 지속적인 리더십, 의사소통, 핵심인재의 유출 및 유지, 문화융합 등을 꼽는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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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ein(2004)의 경우 합병성공 변인으로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 전략 적합도(strategic
fit), 거래구조(deal structure), 합병관련 실사(due diligence), 합병前 계획(pre-merger planning),
합병後 통합(post-merger integration), 외부환경 등을 든다. 넷째, 최근에는 Cartwright &
Schoenberg(2006)가 지난 30년간 인수합병 사례를 분석하여 전략 적합도(strategic fit), 조직
적합도(organizational fit), 합병과정(acquisition process) 등 세 측면에서 합병성패 요인을 제시
하고 있다.
2) 인수합병의 사례분석을 통한 요인 탐색
인수합병의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여러 요인 중에서 대체로 통합의 방향과 비전, 리더십,
초기의 가시적 성과도출, 문화갈등이나 통합 여부, 의사소통 등을 공공기관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는다. 특히 민간기관과 달리 공공기관 통합의 경우, 조직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유관 정치집단의 통합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한다. 이상의 요인들은 소통을 활성화
하는 각종 통합프로그램, 공정성과 참여를 강조하는 통합과정, 리더십 등으로 구분된다. 이
상의 변인들은 본 논문의 설명변인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들 요인이 어
떻게 통합효과와 관련이 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통합프로그램이 통합효과를 높이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다양한 커뮤니케이
션 이벤트, 워크숍, 체육대회 등 각종 프로그램이다. Birkinshaw과 그 동료들의 연구(2000)가
제시한 통합프로그램에 따르면, 공동모임(joint meeting), 문화의식세미나(cultural awareness
seminar), 혼성프로젝트팀(mixed project team), 순환인사(personnel rotation), 공동훈련프로그램
(joint training programs)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조직의 통합사례를 분석한
Gerpott(1995)의 경우도 순환배치와 공동팀 구성 등을 통합프로그램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아직 각종 통합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문헌은 많지 않다8).
둘째, 통합과정에 있어 참여와 의사소통이다9). 무엇보다 통합의 큰 장애요인으로 참여부
8) LH의 경우 통합 후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융합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하였다.
<P 홍보팀장>
“한마음 새가족 체육대회를 2회에 걸쳐 2000여명의 직원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초청해서 행사를 하
고 지역 및 사업본부 모두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통합 공사로서 화합하고 뭉치게끔 다양한
행사를 계속적으로 시행했으며 한마음 교육이라도 현재도 직급별로 교육을 시행하였다. 1급직원은 2
번 정도 하였고 2급도 3~4회 등, 나머지 직원은 2010년 3~4월쯤 속초 및 대전 연수원 양쪽에서 교육
을 받았다. 외부 강사초청과 사장님이 직접 참여한 강의를 통해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다.”
9) Blake & Mouton(1984)에 따르면, Sero와 Intertrans의 성공적 통합은 공감 리더십, 개방적 소통(open
communication), 참여적 문제해결(participative problem-solving), 그리고 협업에 바탕을 둔 재조직화
(collaborative reorganization)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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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든다10).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메시지나 프레임 설정 또한 중요하다. 나아가 커뮤니케
이션에서 나온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여기서 발견된 통합 저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11).
셋째, 공정성은 통합조직의 적극적 동기유발과 성과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Lind &
Van den Bos, 2002)12). 특히 조직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이러한 공정성의 효과는 더욱 크다
(Van den Bos & Lind, 2002).
마지막으로 리더십 변인이다. 그동안 통합과정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
구하고 심층연구는 많지 않다(Sitkin & Pablo, 2005)13). 실제 리더십의 중요성을 직접 실증분
석한 연구도 드물다. 최근 통합과정에 대한 Waldman & Javidan(2009)의 연구도 통합과정에
서 리더십에 있어 사회화된 카리스마적 속성(socialized charismatic components)을 강조하지
만14) 실증분석이 아닌 이론적 탐색연구에 머물고 있다.

4. 선행연구의 한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관간 통합효과와 그 유관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해외 에서
이루어져 왔다. 아직 국내의 경우 정부 산하기관간 통합에 대한 심층연구가 적은 것이 현실
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들의 통합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통합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민간 기업
간 합병연구에 국한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부처 조직간 통합에 국한되었다. 민간
기업의 합병과정에 대한 구성원의 평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지만(고광명, 2005; 고재학,
2009; 권정숙･최규상, 2009; 김종순･임성준, 2010; 신창근, 2002), 공공기관의 합병에 대한 실
10) Habeck 외(2000)에 따르면, 기업 통합의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통합기관 구성원의 참여감
부족(37%), 중간관리의 태만(23%), 문화장벽(21%), 리더십 문제(11%)를 꼽고 있다. 적극적 참여의식
의 부족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결핍 때문이라는 것이다.
11) Habeck 외(2000)에 따르면, Pharmacia와 Upjohn의 합병사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 이를 신사업계획에 반영하였다.
12) 예를 들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고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반면 부정적 정서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회사 정책과 권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갈등해결과 조직시민행동을 촉진한다. 공
평성이 사라지면 근무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과 조직 절도와 같은 행동이 증가한다(Lind & Van des
Bos, 2002:183).
13) Sitkin & Pablo(2005)는 성공적 기관통합을 위해 개인리더십, 관계․맥락리더십, 영감리더십, 후원리더
십, 청지기정신 (stewardship)등과 같은 리더십 특성을 강조하였다.
14) Waldman & Javidan(2009)는 카리스마를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로 구분한 후 전자보다 후자인
사회적 카리스마가 기관통합 후에 협력적인 비전과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가설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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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석은 드물다.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통합되면서 이에 관한 실증연
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중앙부처간 통합사례를 다룬 몇몇 논문만 있을 뿐(민진, 2008; 박
천오, 2011; 박치성･오재록･남주현, 2011; 안경섭 외, 2009a; 2009b; 조태준 외, 2011; 최성욱,
2001; 황혜신 외, 2010),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공공부문의 기
관통합에 대한 소수의 연구마저도 통합전략이나 과정에 대한 서술적 논의에 그치고, 설문자
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더라도 통합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제대로 탐색하지 않
았다15). 최근 윤건(2011)과 류숙원의 박사논문(2011)이 있으나, LH 통합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둘째, 기관간 통합효과의 연구에 있어서 과거 소속기관 변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부족이
다. 집단소속감(group membership)은 합병 후 구성원의 행태나 통합효과에 대한 평가에 영향
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16). 특히 조직통합과정에 있어, 통합 후 이전 소속기관 출신
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통합 후 어떤 집단이 더 주
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또는 상대적으로 어떤 집단이 더 많은 혜택(손해)을 받는가에 따
라 통합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아직 통합 이전 소속기관 출
신에 따라 통합효과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분석한 실증연구는 적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통합 후 초대 기관장의 리
더십이 통합효과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고자 한다. 통합 후 성과는 리더십
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실제 이를 실증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실제 본 연
구에서 진행했던 인터뷰에서도 신임 기관장 리더십의 중요성은 매우 크게 부각되었다17). 특
15) 다만 조태준 외(2011)의 경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통합된 정부부처의 융합관리 전략과 만
족도, 비용절감, 정책기능 원활화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16) 이러한 통합과정에 관한 것은 흔히 사회통합이론(social identity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Dackert 외(2003), Giessner 외(2006), Terry(2001), van Knippenberg & van Leeuwen(2001), van
Knippenberg 외(2002), van Knippenberg 외(2006)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통합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집단 또는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본 집단의 경우 통합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이 높
다. 반대로 통합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었거나 손해를 본 집단일수록 통합 후 만족감이나 일체감은
낮다.
17) LH는 통합 초기 엄청난 부채와 거대한 조직의 출현으로 통합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하지만 신임 기관장이 위기상황에서 더욱 구성원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리더십
을 발휘하여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K 팀장의 의견>
“신임 사장님은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의 문제 해결을 주지시켜주었다. 그래서 온 직원이 현
조직의 취약점 해결에 매진할 수 있게끔 풍토를 조성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 공사의
발전은 없다는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갈등이 스며들 여지가 없어졌다. 또한 사장의 방향이 조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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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러한 리더십은 통합효과에 직접 영향도 주지만, 한편으로 통합프로그램이나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한 간접 영향을 통해 통합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리더십의 통합효
과에 대한 경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를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론
1. 분석모형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관간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①기관통합의 효과에 대한 변인과 ②이러한 통합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인으로 나누어, 그
연관성을 LH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추가로 리더십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도
입하고 있다.

<분석모형 1: 회귀분석 모형>

Yik = α + β1X1i + β2X2i +β3X3i +β4X4i +β5X5i +ℇi
Y=문화갈등, 구성원갈등, 정체성/사명감, 정체성/소속감, 정책효과성.

종속변수(Y)

여기서 정책효과성은 양 공사 통합으로 각종 정책이 효과적으로 기획 및 조정되고,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의미.
X1=통합과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통합 참여)
X2=과거 소속기관이 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상대적 박탈감)

설명변인(X)

X3=통합과정에서 사용된 통합 프로그램(통합 조치)
X4=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에 대한 공정성(조직관리의 공정성)
X5=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신뢰(리더십)
k: 5개의 통합효과, i=1,2,3... 350명 응답자; α=절편, β=회귀계수
주: 각 변수의 설문문항은 부록 1 참고.

방향과 맞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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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회귀분석(분석모형 1)을 위해 통합효과(종속변인)로 ①문화갈등, ②정체
성, ③구성원간 갈등, ④정책효과성을 사용하였다. 통합효과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인으로 ①
통합과정에 대한 이해 및 참여(참여), ②통합과정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③통합 프로그램,
④조직인사 관리의 공정성(공정성), ⑤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신뢰(리더십)를 사용하였다. [분
석모형1]의 회귀식을 활용하여 다른 설명변인을 통제한 후 각 설명변인의 통합효과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회귀분석에 나타난 리더십의 영향을 바탕으로, 리더십의 직간접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구조방정식(분석모형 2)을 활용하고 있다18). 위에서 살펴본 것처
럼 조직통합(PMI)에 관한 각종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LH 직원의 면접19)에서도 리더십의 중
요성이 잘 드러났다20). 특히 리더십은 통합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사명감 같은 정체성을 높
이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21). 그러나 한편으로 통합에 따른 잠재
적 갈등과 문화적 이질감을 단기간에 리더십만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22). 왜냐하면 조
직이 통합된 이후에도 과거 각 조직에 내재된 잠재적 문화차이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지기 때문이다. 리더십은 단기간에 조직의 정체성과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
여할 수 있으나, 잠재된 과거 조직간 갈등이나 문화적 장벽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18)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가로 사용하는 이유는 본 연구 분석의 핵심을 차지하는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리더십의 직간접 효과를 상세히 분석하는 데 있다. 회귀분석의 경우 리더십의
간접효과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이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공정한 조직관
리와 통합프로그램과 같은 중간변인으로 활용하여 리더십의 간접효과를 추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19) 심층면접결과를 보면, 비전과 가야할 곳을 정해주는 리더십, 직원과의 친밀한 접촉, 각종 융합프로
그램을 통해 화합을 적극 도모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리더십이 통합에 따른 갈등을 완화하여
통합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내부 직원들은 평가한다.
<C 팀장>: “조직구성원이 통합될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해 줬다고 생각한다.”
<F 과장>: “통합 후 처음 3개월은 강력하게 스킨십과 현장 방문을 많이 하여 긍정적 영향이 많았
다. 사장님과 3,4급 직원, 그 이하 하위직원들과의 대화를 좋아 하셨다.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많이 들었다.”
<G 직원>: “한마음 어울림 마당을 통해 전 소속 직원들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논리적 설득
도 물론 있으나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설득한 그 정성과 열의가 큰 역할을 했다.”
20) 통합LH 탄생과정과 초기 가시적 성과 도출에 기여한 리더십에 대한 분석은 한국토지주택공사(2010)
에 잘 정리되어 있다.
21) LH의 경우도 직원들의 면접결과 신임 기관장이 효과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재무와 구조조정 등 개
별 정책분야에서 조기성과를 도출하였고, LH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
가된다. 이러한 내용은 본 연구진이 인사처장, 조직융합팀장, 양 공사 노조관계자들을 면접하여 얻
은 결과이다.
22) 통합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노조가 아직 병존함으로써 구성원간 잠
재적 갈등해소와 문화적 통합이 미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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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분석모형 2: 구조방정식 모형>
ε1

ε2
B1

B2

λ1

λ2

Ϛ1

공정성
(FAIR)

ϒ2

β3
β1

리더십
(LEAD)

λ5

β2

통합효과
(IO)

ϒ1
ϒ3

L1
리더신임

λ6

λ3
A1

δ1
ε3

β4

ε6
IL2

λ7
통합
프로그램
(IP)

λ8

ε5

IL1

Ϛ3

IL3

ε7

Ϛ2

λ4
A2

ε4

<구조 모형>

<측정모형>

IP = β1*FAIR + ϒ3*LEAD +Ϛ1

B1=λ1+ε1; B2=λ2+ε2;

FAIR = β2*IP + ϒ1*LEAD +Ϛ2

A1=λ3+ε3; A2=λ4+ε4;

IO = β3*FAIR + β4*IP + ϒ3*LEAD +Ϛ3

IL1=λ5+ε5; IL2=λ6+ε6; IL3=λ7+ε7;

(IO = 사명감, 소속감, 정책효과성 등 세 가지)

L1= λ8+ δ1

주: 동그라미 속 변인은 관찰되지 않는 잠재변인; 네모 속 변인은 실제 설문을 통해서 측정한
관찰변인임. 리더십의 경우 한 개의 관찰변인을 통해서 리더십이라는 잠재변인을 측정하였음23).

23) 일반적으로 잠재변인은 2개 이상의 변인으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의 경우 리더십 자체가 하나의 관
찰변인으로 구성되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료의 한계나 연구모형에 따라서는 한 개의 변인만으로 구
조방정식에 사용되는 변인도 있으나(Bagozzi, 1980), 연구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리더십 변인의 경우 여러 개의 관찰변인을 추가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130 ｢행정논총｣ 제50권 제3호

한편 본 연구에서 리더십의 간접효과는 공정성과 통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발휘된다. 통
합 LH 출범 초기에 신임기관장은 인사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했고, 각종 통합프로그램을 강
력하게 집행하여 통합에 따른 초기 혼란과 조직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우 리더십의 직간접적 효과의 최
종 종착지로 조직의 정체성(사명감과 소속감)과 정책효과성으로 설정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문화갈등과 구성원간 갈등의 경우 단기간에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리더십의 간접효과가 거쳐 가는 중간변인으로 공정성
과 통합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리더십의 직간접효과는 [리더십 →
(통합프로그램, 조직관리의 공정성) → 통합효과]와 같은 경로로 구성되었다.

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자료는 지난 2011년 12월에 LH 직원을 대상으로 500부를 배포하여 384부
가 회수되었다. 설문조사 당시의 시점은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것으로,
이는 초기 통합기간 동안에 LH 구성원이 인식했던 내용을 설문조사로 평가하기에 적절한
시간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설문항목별 결측값을 제외한 후 실제 분석에 350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기존에 공공기관 통합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LH 통합효과를 측정하는데 맞도록 수정되었다25).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면접자료는 설
문조사에 앞서 2010년 2월에 시행된 심층면접에 근거하고 있다26).

Ⅳ. 실증분석 결과
1. LH 통합효과에 대한 분석
24) 여기서 통합과정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통합과정의 이해와 참여 변인은 제외되었는데, 그 이
유로 이들은 통합 LH의 신임기관장이 취임하기 이전의 상황을 측정하는 변인이기 때문이다.
25) 여기에 주로 사용한 참고문헌으로는 권정숙･최규상(2009), 김종준･임성준(2010), 류숙원(2011) 등이다.
26) 면접시점은 2010년 2월 8일~11일 오후 1시~6시에 LH 본사 인사처 601호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면
접대상자는 설립준비단(4개 분과, 11개 팀의 총 53명으로 구성) 참여자로서 설립과정에서 양 공사의
사업조정 및 경영계획수립, 제도 및 사규통합, 인사관리 및 조직융합 등에서 담당역할을 수행했던 양
공사 소속 각각 1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모두 부장(2급), 차장급(3급)의 중간관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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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통합효과는 문화갈등, 통합 LH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명감과 소속감, 구성원
간 갈등, 정책효과성으로 측정된다. 먼저 문화갈등의 정도는 7.85점(10점 만점), 구성원과의
갈등은 7.23점(10점 만점)이다. 이전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문화갈등의 경우 과거 토지공
사 출신의 응답점수는 8.16점으로 과거 주택공사의 7.58점보다 높다. 또한 구성원 갈등에 대
한 점수도 과거 토지공사(7.48점)가 주택공사(7.0)보다 다소 높다. 통합 LH에 대해 갖는 사
명감과 소속감은 각각 10.61점(15점 만점)과 9.15점(15점 만점)으로 나왔다. 소속감보다는 사
명감이 더 높은데, 새로 탄생한 통합 LH에 대한 소속감은 통합 초기라 제대로 형성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반면, 통합 LH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원 스스로 높
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려는 공공서비스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 토지공사 출신에 비해 주택공사 출신의 경우 사명감과 소속감 모두 높다.
사명감과 소속감의 점수를 보면, 주택공사 출신은 10.91점과 9.46점인데 비해 토지공사 출신
의 경우 10.26점과 8.81점이다. 한편 통합 후 LH가 기획･집행하는 정책효과성(15점 만점)에
대한 평가에서도 과거 토지공사 출신 응답자 점수(8.22점)보다 주택공사 출신의 경우(10.58
점) 점수가 더 높다.

<표 1> 통합효과와 유관변인의 평균 값(양 공사의 차이)
주택공사
출신응답자
(N=185)
평균
(표준편차)

통합
효과

통합
효과
영향
요인

토지공사
출신응답자
(N=165)
평균
(표준편차)

전체
(N=350)
평균
(표준편차)

문화갈등***

7.58(1.37)

8.16(1.32)

7.85(1.38)

정체성(사명감)***

10.91(1.80)

10.26(1.93)

10.61(1.89)

정체성(소속감)***

9.46(1.97)

8.81(1.89)

9.15(1.96)

구성원 관계갈등***

7.00(1.28)

7.48(1.28)

7.23(1.30)

정책효과성***

10.58(2.02)

8.22(2.49)

9.47(2.54)

통합참여(X1)***

6.96(1.28)

5.85(1.72)

6.44(1.60)

상대적 박탈감(X2)**

3.61(0.77)

3.81(0.91)

3.70(0.84)

통합 프로그램(X3)***

7.06(1.40)

6.30(1.60)

6.70(1.55)

조직관리의 공정성(X4)**

6.09(1.50)

5.72(1.55)

5.91(1.53)

기관장 리더십 신뢰(X5)***

3.39(0.97)

3.07(1.07)

3.24(1.03)

주1) 통합효과와 영향요인의 측정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부록 1 참고.
주2)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평균 값 차이 유의수준:***: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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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통합 후 수반되는 조직문화의 차이나 구성원간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
로운 통합조직에 대한 정체성과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렇지만 과거 소속기관에 따라 통합효과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주택공사 출신의 경우 통합효과에 대해 토지공사 출신보다 긍정적 평가를 한다. 통합 LH에
대한 사명감, 소속감 그리고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 주택공사 출신 응답자의 점수
가 상대적으로 토지공사 출신보다 높다. 통합과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통합프로그램의 효
과, 공정성, 기관장 리더십 신뢰에 대한 평가도 이전 주택공사 출신 응답자에게서 높게 나
타난다. 반면 통합과정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주택공사에 비해 토지공사 출신의 경우
더 크다.

2. 회귀분석 결과1: 통합효과 영향요인 분석
여기서는 통합효과에 영향을 준 변인을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내용을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통합과정에서 참여정도는 통합의 효과에 큰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참여는 통
합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성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는 통합의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 소통장애와 문화 장벽을 허무는
데도 유용하다27)(Blake & Mouton, 1984; Covin 외, 1996; Habeck 외, 2000; Schweiger &
Denisi, 1991). 본 연구의 분석결과, 통합과정에서의 참여는 통합 후 조직에 대한 사명감과
소속감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효과성을 높이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통합 후 문화갈등이나 구성원간 관계갈등을 해소함에 있어서
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둘째, 합병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경우 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들어지고,
이는 통합과정 전반에 대한 불만과 비협조를 가져와 통합효과를 저해한다(Citera & Rentsch,
1993; David & Singh, 1993; Hogan & Overmyer-Day, 1994).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수록 문화갈등과 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주었다28). 그렇지만 합병과정에서 겪은 상대적 박탈감은
27) 민간기업의 수많은 합병사례를 조사한 A.T.커니(A.T. KEARNEY)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1998
~1999년 사이에 115건의 합병사례)가 PMI과정에서 불만스런 의사소통을 지적하였다(Habeck 외,
2000). 미흡한 소통은 조직통합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참여의식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28) 통합으로 토지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는 토지공사 출신 ○○○
직원의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난다.
“통합 이전에 양 공사의 급여수준을 최대한 비슷하게 조정했는데, 여전히 토지공사의 경우 흑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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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정체성인 사명감이나 소속감 형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표 2> LH 통합 성공과 관련된 영향요인 탐색
종속변인= 통합효과
N=350

정체성

구성원간

정책

사명감

소속감

관계 갈등

효과성

8.62(.49)***

5.82(.67)***

3.39(.63)***

7.90(.48)***

4.17(.72)***

.05(.05)
[.06]

.29(.07)**
[.24]

.20(.06)***
[.16]

.07(.05)
[.09]

.25(.07)***
[.16]

통합과정에서 느낀
상대적 박탈감(X2)

.34(.08)***
[.21]

.11(.11)
[.05]

.02(.10)
[.10]

.22(.08)***
[.14]

-.32(.12)***
[-.11]

통합
프로그램 (X3)

-.17(.05)***
[-.19]

.08(.07)
[.06]

.14(.07)**
[.11]

-.07(.05)
[-.08]

.39(.07)***
[.24]

공정성(X4)

-.20(.06)***
[-.22]

.18(.08)***
[.15]

.49(.07)***
[.38]

-.19(.05)***
[-.23]

.20(.08)**
[.12]

-.08(.09)
[-.06]

.31(.11)***
[.17]

.19(.10)*
[.10]

-.16(.08)**
[-.13]

.56(.11)***
[.23]

.34(.14)***
[.12]

-.13(.20)
[-.03]

-.09(.18)
[-.02]

.34(.14)**
[.13]

-1.47(.21)***
[-.29]

0.22

0.23

0.36

0.17

0.51

절편
통합참여(X1)

리더십 신뢰(X5)
통합 전 소속기관
토지공사(=1)
주택공사(=0)
R2

문화갈등

주: ( )=표준오차; [ ]=표준화된 회귀계수;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주: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셋째, 각종 통합프로그램은 통합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Birkinshaw & Bresman,
2000). 각종 통합프로그램이나 공동활동은 통합조직에서의 새로운 정체성 창출(identity work)
과도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이다(Langley 외, 2012). LH의 경우도 초기 화학적 통합이 중요하
다고 판단하여 통합 초기부터 관련 통합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였다29). 본 연구의
업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주택공사 사업의 경우는 국민주택 등 적자가 많은데. 둘을 합치니 이익이
나는 파이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토지공사의 부담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토지공사의 불만이 상대
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향후에 나아질 거란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다소 불만을 삭이고 있다.”
29) 예를 들면, 통합 초기부터 ‘한마음 새 가족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약 2,000여명의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 및 사업본부 모두 자체적으로 한 마음
가족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공정한 인사를 위해 양 공사의 인력을 적재적소 혼합배치하여
통합효과를 높이려고 노력했다(조직융합팀장 인터뷰 내용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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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 따르면, LH가 시행한 각종 통합프로그램은 문화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소속감을 높이고 정책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통합프로그램들이 구성원간 갈등을 줄이거나, 조직의 사명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넷째, 조직 속에서 느끼는 공정성은 조직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성과를 내는데
밀접한 영향을 준다. 특히 통합 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정성의 훼손은 직무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Fried 외, 1996; Lind & Van den Bos, 2002). 특히 조직통합 후 새로운
인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은 통합의 효과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Seo & Hill,
2005: 431-432)30). 이 때문에 LH의 경우도 통합직후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신경
을 썼다31). 이와 같이 성공적 조직통합의 핵심은 공정성을 얼마나 유지하고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공정성 변인은 종속변인인 5개의 통합효과 모두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공정성은 새롭게 탄생한 통합LH의 소속감을 높이고, 구성원간
갈등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32).
다섯째, 통합 후 신임 기관장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 성공적 통합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
이 된다. 조직통합(PMI)에 대한 주요 문헌들은 통합의 성공으로 리더십을 꼽는다(Ashkenas
& Francis, 2000; Habeck 외, 2000). 왜냐하면 조기에 성과를 도출하고(early win), 통합 조직
에 존재하는 이질적 구성원간 문화갈등이나 정체성 혼란을 최대한 차단하고 새로운 정체성
을 확립하는데 있어 리더십이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기관장의 리더
십은 통합 LH가 수행한 정책들의 효과성에 매우 긍정적 인식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통합 조직에 대한 사명감을 불어 넣고 구성원간 갈등을 감소시키는데도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33). 다만 통합조직에 내재된 문화 갈등을 해소함에 있어서는 리더십의 효과는

30) 조직통합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승진이나 인사배치 등 조직관리의 경우 과거 소속기관이나 그 밖
에 비실적 기준들(non-merit criteria)과는 상관없이 일관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문
철우, 2007; Harrison, 1998; Schuler & Jackson, 2001).
31) 연구자들은 LH 인사 담당자와 면접에서 ‘이지송식 공정투명인사’라는 용어를 들을 수 있었다. 인사
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직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요약된다. 그 순서를 보면 1차로 보임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인사심의/실무위원회
(직급/직군/출신별 80명 대상 기준으로 구성)를 통해 다시 2차 검증을 받는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
관장에게 보고할 때 문제점 여부를 다시 3차로 감사실장과 양 노조 측의 검토를 거친 후 확정하였
다.
32) 아래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개 각각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공정성의 상대적 크기들을 비교
해 보면, 소속감에 대한 영향이 제일 크게 나타났다(문화갈등에 대한 영향 –0.21, 사명감에 대한 영
향 0.14, 소속감에 대한 영향 0.38, 구성원간 갈등에 대한 영향 –0.215, 정책효과성에 대한 영향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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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질적 문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회귀분석 결과 2: 통합효과에 미치는 설명요인의 상대적 크기 비교
여기서는 종속변인인 통합효과에 영향을 주는 5개의 설명변인을 비교하여 그 상대적 크
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5개의 통합효과에 대한 5개의 설명변인의 효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는데,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종속변인인 문화갈등에 영향을 주는 5개 설명변인의 크기순으로 그 영향력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225)>공정성(-.210)>통합프로그램(-2.00)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통합참여와 리
더십은 문화갈등 해소와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둘째, 통합LH의 사명감을 높
이는데 기여한 설명변인을 그 영향력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통합참여>리더십>공정성으로
나타난다. 반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통합프로그램은 조직의 사명감을 제고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합LH의 소속감을 높이는데 기여한 설명변인의 크
기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공정성>통합참여>통합조치 등으로 나타난다. 넷째, 구성원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한 설명변인을 보면, 공정성>상대적 박탈감>리더십 변인의 순서로 그 영향력
이 나타났다. 반면 통합참여나 통합프로그램은 구성원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섯째, 정책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설명변인의 경우 통합프로그램>리더십>통합참여>상
대적 박탈감>공정성의 순서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는 통합 이전 소속기관 출신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효과와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
았다. 그런데 통합효과와 관련된 변인들은 통합이전 소속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
에, 과거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34).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과거 양 공사
출신에 따라 통합과정에 대한 인식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33) 이러한 내용은 노조와 면담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노조원 A씨에 따르면, “우리 통합은 짧은 시간
내에 이끈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신임 사장이 “노조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격의 없이 방문하여
위원장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노조원 B씨도 “통합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하고 복지나 임
금 등 직원들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사
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많이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4) 일반적으로 통합 전 토지공사에 근무했던 응답자의 경우 주택공사에 비해 통합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표 1> 참고). 그 이유는 주택공사 출신보다 토지공사의 출신의 경우 통합에 따른 상대적 박탈
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대적 박탈감은 통합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설명요인과도 연관되어 최종 통합효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연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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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과거 소속기관 별 영향요인 분석
각 설명변인의 상대적 크기(표준화된 회귀계수 비교)

전체(N=350)
주택공사(N=185)
토지공사(N=165)

문화갈등

정체성

정체성

구성원간

정책

(사명감)

(소속감)

관계 갈등

효과성

통합
참여
(X1)

전체 집단

.020

.250***

.171***

.049

.246***

토공 출신

.046

.129

.122*

.142*

.108*

주공 출신

.061

.374***

.218***

.015

.227***

박탈
감
(X2)

전체 집단

.225***

.043

.006

.159***

-.145***

토공 출신

.297***

-.011

-.005

.226***

-.234***

주공 출신

.134*

.128**

.034

.054

.053

통합
조치
(X3)

전체 집단

-.200***

-.066

.113***

-.094

.270***

토공 출신

-.165*

.096

.136*

-.089

.347***

주공 출신

-.193**

.040

.102

-.065

.147**

공정
성
(X4)

전체 집단

-.210***

.144***

.382***

-.215***

.090*

토공 출신

-.209***

.268***

.496***

-.271***

.210***

주공 출신

-.233**

-.029

.243***

-.169*

.026

리더
십
(X5)

전체 집단

-.066

.174***

.101*

-.139**

.250***

토공 출신

-.064

.103

-.029

-.119

.203***

주공 출신

-.058

.281***

.243***

-.158*

.336***

종속변인= 통합효과
문화갈등
회귀계수
(표준오차)

주택
공사

절편
통합참여(X1)
박탈감(X2)
통합프로그램(X3)
공정성(X4)
리더십 (X5)
R2
절편
통합참여(X1)

토지
공사

정체성
사명감

소속감

구성원간
관계 갈등

정책
효과성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17(.76)***
.07(.08)
.24(.12)*
-.19(.06)**
-.21(.08)**
-.08(.12)
.16

4.24(.92)***
.53(.10)***
.30(.15)**
.05(.09)
-.04(.10)
.52(.14)***
.28

2.21(.96)**
.34(.10)***
.09(.16)
.14(.09)
.32(.11)***
.49(.15)***
.35

8.43(.62)***

6.29(.91)***

3.76(.80)***

8.57(.73)***
.02(.08)
.09(.12)
-.06(.07)
-.14(.08)*
-.21(.11)*
.10
7.82(.61)***

3.51(1.03)***
.36(.11)***
.14(.17)
.21(.10)**
.04(.11)
.70(.16)***
.29
2.96(.92)***

.04(.06)

.15(.09)

.13(.08)*

.11(.06)*

.16(.09)*

박탈감(X2)

.43(.10)***

-.02(.15)

-.01(.13)

.32(.10)***

-.64(.16)***

통합프로그램(X3)

-.14(.07)*

.12(.10)

.16(.09)*

-.07(.07)

.54(.10)***

공정성(X4)
-.18(.07)**
.33(.11)***
.61(.10)***
-.22(.07)***
.34(.11)***
리더십 (X5)
-.08(.10)
.19(.15)
-.05(.13)
-.14(.10)
.47(.16)***
R2
.23
.21
.37
.20
.51
주: 각각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X1, X2, X3, X4, X5, 등 5개 설명변인 모두를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추정
함.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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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화 갈등을 악화시키는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은 토지공사 출신에게서 더 크게 나
타난다. 둘째, 사명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대적 박탈감은 주택공사 출신에게서 더욱 크
게 나타났다. 사명감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통합참여와 리더십 변인은 그 영향력
이 주택공사 출신에게서 더 크다. 반면, 사명감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정성 변인의
영향력은 토지공사 출신에게서 매우 크다. 셋째, 소속감은 리더십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이
는 주택공사 출신에게서 두드러졌다. 공정성도 소속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는데, 이는 토지공
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크다. 넷째, 구성원 갈등은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상대적 박탈감과 밀
접히 관련되는데, 이는 토지공사 출신에게서 특히 그렇다. 다섯째, 주택공사와 달리 토지공
사 출신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성이 정책효과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인식한다. 반면
주택공사 출신의 경우 통합참여가 정책효과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과거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가 큰 변인을 꼽아보면, 상대적 박탈감,
공정성, 신임 기관장 리더십이다. 토지공사 출신 응답자의 경우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 주택
공사 출신과 비교할 때 크고, 이 때문에 문화갈등이나 구성원갈등의 해소, 정책효과성에 대
한 평가도 더욱 부정적이다. 반면 주택공사 출신의 경우, 토지공사 출신 응답자와 달리 리
더십 변인이 사명감, 소속감, 구성원 갈등, 정책효과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평가한다. 한편
공정성 변인의 통합효과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도 토지공사 출신 응답자의 경우가 상대적
으로 크다.

4. 리더십의 통합효과에 대한 직간접 영향 분석
여기서는 리더십이 통합효과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에 따르면 리더십은 공정성이나 통합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이들 매개변인을 통해 정책효과성과 같은 최종 통합효과에 영향을 준
다. 구체적으로 리더십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리더십의 영향경로를 살펴보면(<표 4-1> 참고), 먼저 리더십은 사명감과 정책효과성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반면 소속감에 대한 리더십의 직접 영향은 없다. 하지만 리더
십은 공정성과 통합프로그램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두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
적으로 통합효과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정성과 통합프로그램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한 리
더십의 간접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35).
둘째, 리더십의 사명감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공정성이나 통합프로그램과 같은 매개변
35) 공정성의 경우 통합LH의 소속감에만 영향을 주며, 통합프로그램은 통합 LH의 사명감과 정책효과성
에만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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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통한 간접효과(0.247)가 직접효과(0.160)보다 더욱 크다. 이는 리더십이 공정성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 통합효과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36). 리더십의 효과는 공정성을 통해 간
접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정책효과성에 대한 리더십의 간접효과(0.318)도 직
접효과(0.179)보다 높다. 특히 리더십은 소속감에 대한 직접효과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정
성 및 통합프로그램과 같은 간접효과를 통해 소속감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리더십의 공정성, 통합프로그램, 통합효과에 대한 영향
양 공사의 통합 효과
사명감(N=350)
표준
경로계수

(표준오차)

소속감(N=350)
표준
경로계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ϒ1

리더십 → 통합효과

.160 (.084)*

ϒ2

리더십 → 공정성

.496 (.046)***

.495 (.046)***

.494 (.047)***

ϒ3

리더십 → 통합프로그램

.322 (.061)***

.326 (.063)***

.340 (.060)***

β1

공정성 → 통합프로그램

.243 (.061)***

.238 (.067)***

.233 (.056)***

β2

통합프로그램 → 공정성

.276 (.045)***

.280 (.042)***

.278 (.049)***

β3

공정성 → 통합효과

.204 (.125)

.654 (.106)***

.061 (.107)

통합프로그램 → 통합효과

.250 (.116)**

.157 (.102)

.575 (.098)***

β4

2

모형 적합도37)

χ =25.11
(df=11, p-value=.009)
SRMSR=0.037
AGFI=0.943

-.037 (.076)

정책효과성(N=350)

.179 (.070)***

2

χ =18.50
χ2=27.42
(df=11, p-value=.07) (df=11, p-value=.004)
SRMSR=0.033
SRMSR=0.024
AGFI=0.939
AGFI=0.957

주: 나머지 측정모형의 관련 계수, 오차항 등 모두 생략.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36) 이 부분은 공정한 인사관리와 각종 융합프로그램의 운영이 통합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직
원의 면접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소위 ‘이지송식 공정인사’로 불린다. 본 연구진의 면접결과, A
팀장은 인사의 공정성이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B팀장도 토지공사의 불만이 공정한
인사 때문에 상당부분 누그러졌다고 한다.
<A 팀장 의견>
“사장님께서 인사하실 때 균형인사 조치를 하셨다. 그리고 발탁인사를 편중되지 않게 하고, 적절하
게 해서 갈등이 많이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B 팀장 의견>
“처음에 토지공사 노조도 우려했으나 실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 신뢰가 생겨났다. 결국 서로 배
려해 주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으면 양 공사간 통합에 따른 갈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
이 들었다.“
37)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기관통합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인데, 이러한 이론적 모형에 바탕을 둔 모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위 <표 4-1>에
제시된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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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리더십의 공정성, 통합프로그램, 통합효과에 대한 직간접 효과
N=350
리더십이 통합조직 사명감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이 통합조직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이 정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전체
공정성

0.627

통합 프로그램
사명감

직접효과

간접효과

0.496

0.131

0.475

0.322

0.153

0.407

0.160*

0.247

공정성

0.629

0.495

0.133

통합 프로그램

0.476

0.326

0.150

소속감

0.449

-0.037#

0.49

공정성

0.629

0.494

0.135

통합 프로그램

0.486

0.340

0.147

정책 효과성

0.497

0.179**

0.318

주: P-value: #=62.57%, *=5.67%; **=1.06%. 나머지는 p<0.001미만.

Ⅴ. 나가며: 요약과 추가 연구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
여 새로 탄생한 LH의 통합효과와 이와 관련된 변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
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합이전의 집단소속감이 통합효과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 통합만족도에 있어 과거
양 공사 소속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통합 조직에 대한 사명감과 소속감,
구성원 갈등 등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면, 과거 토지공사 출신 응답자보다 주택공사 응답자
의 경우 통합과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높은 신뢰, 조직관리의 공정
성에 상대적으로 더 후한 점수를 준다. 반면 토지공사 출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공사 출
신에 비해 통합과정에서 박탈감을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통합만족도를 떨어
뜨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과거 소속기관에 따른 통합효과의 인식차이가 단기적 현상
째, 조정된 적합도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가 모두 0.9를 넘고 있어 적합도는 상
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표준화된 평균제곱잔차(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l:
SRMSR)의 경우도 0.07 기준보다 모두 낮아 모형의 적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다
만 카이제곱 검정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와 다소 문제가 있다. 요약하면, 카이제곱
적합도의 경우 귀무가설의 기각되어 다소 모형적합도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모
형을 우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적합도 지수인 AGFI, SRMSR의 경우 적합도에
잘 부합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표 4-1에 제시된 모형적합도는 본 연구의 분석 모형
을 수정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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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아니면 장기적 현상인지 추가분석이 필요하다38).
둘째, 통합효과와 관련된 요인을 정리해보면, 통합과정의 참여는 통합조직에 대한 사명감,
소속감, 정책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져온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가 문화갈등이나
구성원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통합과정에서 느낀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경우 문화갈등과 구성원간 갈등 또한 높다. 각종 통합프로그램은 통합조직에 대한 소속
감과 정책효과성을 높이고, 문화갈등을 해소하는데는 유용하지만 구성원간 갈등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공정성은 다른 변인에 비해 통합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공
정성이 확보되면 문화갈등과 구성원간 갈등이 완화되며, 또한 통합 후 조직관리가 공정하다
고 평가할 경우 통합 LH에 대한 소속감과 사명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정성
변인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공정성이 다른 변인과 연계하여 통합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관장 리더십은 조직관리의 공정성, 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
통합효과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더십은 통합효과에 대한 직접영향
보다는 공정성과 통합프로그램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통합효과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LH에서 나타난 통합효과와 관련된 주요 변인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본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 첫째, 통합효과에 대한 인식이나 이
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평가는 과거 소속기관에 따라 다른데,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면접 결과에 따르면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데39), 구체
적으로 어떤 과정과 상황 속에서 리더십의 효과가 구현되는지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38) 토지공사 출신의 경우, 주택공사 출신보다 사명감 점수가 낮게 나타는데, 이는 조직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공사 출신에게서 발견되는 구성원 사이의 높
은 갈등은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토지공사 출신의
경우 정책효과성도 낮게 평가하는데, 이는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성에 대한 실
망감 때문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이 내용은 ○○○ 팀장의 의견을 정리함).
39)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리더십 역할을 분석하였지만, LH 초대 기관장의 리
더십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다. 실제 직원들이 평가한 리더십의 몇 가지 특성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L 처장>: “호랑이 두 마리를 강아지로 만들어 놓을 정도의 강력한 리더십”
<H 팀장>: “모든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 및 직급 역할에 대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공
감을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함.”
<J 팀장>: “준비단장으로 오실 때 거기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각사의 이해관계 등이 노조 집행부
를 중심으로 자기 쪽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할 때, 현 사장님은 거의 노조를 매일 만나다
시피하면서 설득하고 격한 분위기까지 갈 정도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와중에서도 끝까
지 중심을 지켜냈기 때문에 조직 융합을 가장 우선시 함에도 야합과 타협의 가능성 등
편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화합을 이끌어냄.”

공공기관 통합효과의 영향요인 탐색: LH 사례를 중심으로

141

본 연구는 2011년 12월에 조사한 설문조사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변화를
다루지 못하였다. 앞으로 합병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동태적 분석을 시도한다
면40), 합병효과나 그 연관요인의 영향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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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분석변인의 측정 방법
지표
문화갈등

설문 항목
. 양 공사 조직문화 차이가 여전하다(CU1)
. 상이한 출신간 이질감이 여전히 존재한다(CU2)
. 나는 업무에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M1)

정체성
(사명감)

. 다른 회사로 옮긴다면 그 곳에서 현재와 같은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M2)
. 나는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일해야 할 사명감을 느낀다(M3)

통
합

. 우리조직은 인간적이며 마치 우리 집과 같다(O1)
정체성
(소속감)

. 직원들은 조직에 헌신적이다(O2)
. 직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O3)

효
과

. 통합에 따른 조직구성원간 갈등은 잠재되어 있다(CF1)
구성원 갈등

. 통합에 따른 조직구성원간 갈등은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CF2)
. 통합 후 기능중복 문제, 비효율적 사업문제가 개선되었다(P1)

정책
효과성

. 통합 후 기존 양 공사 사업을 효과적으로 기획 및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P2)
. 통합 후 정부의 토지주택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P3)

프로그램
이해 및 참여
통
합
효
과
영
향
요
인

통합
프로그램

공정성
상대적
박탈감
리더십에
대한 신뢰

. 나는 통합목표와 통합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IP1)
. 통합과정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IP2)
. 다양한 융합프로그램(체육대회, 한마음 교육 등)들이 조직통합에
좋은 효과를 주었다(A1)
. 양 공사의 혼합적 인사배치는 상호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A2)
. LH는 항상 직원을 공정히 대우하려고 노력한다(B1)
. 통합 이후 시행된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였다(B2)
. 통합과정에서 내가 속했던 조직이 상대조직보다 많이
양보했다(D1)
. 통합 후 기관장은 직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L1)

주: 모든 설문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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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기초 통계(N=350)
변수 명

Cronbach's
α(신뢰도)

통합
참여

0.60

상대적
박탈감

-

통합
프로그램

0.60

조직관리
공정성

0.72

리더십

-

문화갈등

0.86

구성원
갈등

0.64

사명감

소속감

정책
효과성

0.65

0.75

0.82

영문
변수 명

내용

IP1

통합목표와 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

3.580

0.875

IP2

통합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

2.860

1.027

D1

통합과정에서 양보한 정도

3.700

0.842

A1

융합프로그램(체육대회, 한마음
대회) 효과

3.194

0.925

A2

혼합적 인사배치 효과

3.509

0.904

B1

직원을 공정하게 대우한다

3.054

0.880

B2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투명

2.857

0.838

L1

리더십에 대한 신뢰

3.243

1.030

CU1

양 공사간 문화차이 여전하다

3.969

0.743

CU2

양 공사간 이질감 존재한다

3.886

0.721

CF1

구성원간 갈등이 잠재적 존재

4.060

0.726

CF2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남

3.166

0.780

M1

자부심과 긍지

3.731

0.751

M2

직장에서의 보람

3.166

0.877

M3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목표의식

3.709

0.857

O1

우리 집과 같다

2.789

0.844

O2

조직에 헌신적이다

3.291

0.802

O3

자신의 것을 공유한다

3.074

0.746

P1

기능중복, 비효율적 사업 개선

2.820

0.990

P2

사업의 효과적 기획 및 조정

3.343

0.944

P3

사업의 효과적 집행

3.303

1.018

평균

표준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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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Covariance Matrix (DF= 349, 사명감 모형)
A1

A2

B1

B2

A1

0.856

0.359

0.330

0.260

A2

0.359

0.818

0.202

B1

0.330

0.202

0.774

B2

0.260

0.205

LEAD

0.314

M1

0.170

M2
M3

LEAD

M1

M2

M3

0.314

0.170

0.151

0.137

0.205

0.289

0.137

0.110

0.174

0.435

0.451

0.155

0.229

0.179

0.435

0.702

0.404

0.125

0.193

0.153

0.289

0.451

0.404

1.061

0.226

0.232

0.217

0.137

0.155

0.125

0.226

0.564

0.179

0.323

0.151

0.110

0.229

0.193

0.232

0.179

0.769

0.252

0.137

0.174

0.179

0.153

0.217

0.323

0.252

0.734

부록 3-2: Covariance Matrix (DF= 349, 소속감 모형)
A1

A2

B1

B2

O1

O2

O3

LEAD

A1

0.856

0.359

0.330

0.260

0.239

0.190

0.198

0.314

A2

0.359

0.818

0.202

0.205

0.194

0.184

0.163

0.289

B1

0.330

0.202

0.774

0.435

0.315

0.251

0.294

0.451

B2

0.260

0.205

0.435

0.702

0.296

0.222

0.263

0.404

O1

0.239

0.194

0.315

0.296

0.712

0.317

0.314

0.315

O2

0.190

0.184

0.251

0.222

0.317

0.643

0.331

0.253

O3

0.198

0.163

0.294

0.263

0.314

0.331

0.556

0.234

LEAD

0.314

0.289

0.451

0.404

0.315

0.253

0.234

1.061

부록 3-3: Covariance Matrix (DF= 349, 정책효과성 모형)
A1

A2

B1

B2

P1

P2

P3

A1

0.856

0.359

0.330

0.260

0.264

0.349

0.368

LEAD
0.314

A2

0.359

0.818

0.202

0.205

0.338

0.338

0.370

0.289

B1

0.330

0.202

0.774

0.435

0.262

0.314

0.293

0.451

B2

0.260

0.205

0.435

0.702

0.292

0.284

0.301

0.404

P1

0.264

0.338

0.262

0.292

0.979

0.483

0.548

0.379

P2

0.349

0.338

0.314

0.284

0.483

0.891

0.735

0.412

P3

0.368

0.370

0.293

0.301

0.548

0.735

1.037

0.445

LEAD

0.314

0.289

0.451

0.404

0.379

0.412

0.445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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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f the Factors for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ion in Public Entities: the Cas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M. Jae Moon, Sung Deuk Hahm, and Kwangho Jung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ion based on survey and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a merger of the Korea Land
Corporation (KLC) and the Korea Housing Corporation (KHC). This study uses
cultural conflict, identity, conflict among members, and policy effectiveness as the
variables for integration effectiveness. Explanatory variables include participation in the
integration process, perceived relative deprivation, managerial fairness, post-merger
integration programs, and trust in leadership. Th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fairness and leadership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to integration
effectiveness. This suggests that effective integration is greatly affected by the new
leadership of the merged institu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ived integration effect between members of the two previously-affiliated
institutions. Previous KLC members tend to consider fairness more important than
other factors while previous KHC members consider leadership more important to
perceived integration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leadership also has an indirect effect on perceived integration effectiveness
through the two mediating factors of fairness and the post-merger integration
programs.

【Keywords: Public Entity Mergers, Managerial Fairness, Leadership,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