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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깅L 닫-l= 푼푼

본 연구는 3개년(1992-1994) 에 걸친 연구로셔 최종목적은 원자력연구소

소원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효율적인 교육훈련체계의 제시이다.

이툴 위해 우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조직목표달성을 위해 조칙의 투입

부문과 전환부문에서 어떠한 개선이 있어야 하는가를 분석하고， 이것융

토대로 연구소 칙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목표를 도출하는 것이 1차년도

연구의 북적이다.

모든 조직의 주체는 ”사람”이며， 조직의 성장 • 발천올 화우하는 여러 요

인중에서 가장 핵섬척 요인은 조직내 인재(A才)이다. 특히 연구 • 개발

조칙의 경우 사람의 창의척 두뇌와 노력”이 조직의 생산성올 전척으로

화우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업조직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입하기 위해 사원

교육을 중요시해 왔으나， 기타 부문 특히 연구 • 개발조직은 인재양성 •

교육훈련 등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제한된 물적자원으로 국제경쟁에 입하기 위해서는 인혁의 결적 우수성올

확보하는 킬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연구소 교육훈련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석하고 이에 맞추어 효과적인 교과과정의 개설과 효률적인 교육훈련체계툴

정비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과제이다.

처11차년도 연구의 내용은

첫째， 조칙의 체제론척 시각올 도입하여 체제의 과정올 투입， 전환，

산출부문으로 나누어셔 조직의 효율 또는 생산성은 투입부문의 인력의

질(寶)과 천환과정의 효율에 화우된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조칙에 관한 일반이론과 연구 • 개발조직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연구 • 개발조칙에서는 인간중심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조직 분위

기와 전문성 위주의 가치관이 휠수적엄을 논하고， 또 마래기획농력， 관리자의



자질， 민주척 리더집 등 연구 • 개발조칙에 대한 분석의 기춘올 논했다.

셰째， 이러한 분석기준올 토대로 연구 • 개발조칙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대한 거시척 푼석과 함께 연구소의 교육훈련목표롤 도출하고 연구소 개혁의

필요성올 논했다.

연구결과 및 보고셔 내용은 다옴과 같이 활용될 수 있겠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원자력연수원의 소원교육훈련과 관련된 교과과정

개발에 활용할 수 었다.

둘째， 본 보고서 제2장 1철의 조칙에 대한 일반이론과 제2장 2철의 연구

• 개발조직의 성격 등의 내용은 연구 • 개발조칙에 대한 이해률 돕는 소원교육

과정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셰째， 본 보고셔와 내용은 향후 연구소조칙개혁의 기획단계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한국원자력연구소 교육훈련의 목표체계는 다옴 페이지

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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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술부문

국제경쟁력배양

소원의 능력 ·자질향상 조칙 전환과정의 효물화

(관리차의 능력 • 자질함양)

〈연구 • 기솔직〉

• 컨문가로서의 능력

• 연구개발요원으로서의 사명감

• 연구 • 개발협무관련 소양

- 국내외 기술정보수집 • 분석능력

- Team Work에 대한 이해

- 어학 등

• 과학기술의 본철에 대한 이해

• 원자력개발사에 대한 이해

〈행정직〉

• 지원업무의 성격에 대한 이해

지원업무 답당자의 자세

• 업무푼야벌 천문지식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함양

• 원자력에 대한 기초 함양

• 기타 업무수행에 부수되어야할 능력

(어학 등)

원급·선입급

• 과학기술의 본찰에 대한 이해

(과학기술사， 과학기술청책론 등)

• 원자력개발의 본질에 대한 이해

(원자력개발사， 에너지정책 등)

조칙에 대한 이해

연구 • 개발활동의 특성애 대한
이해 (국내외사례 등 포합)

• 연구 • 개발결과의 사후관리능력

• 목표관리에 대한 이해

• 기획능력 (leadership)

• 연구관리(사업관리)능력

• 연구 • 개발조척구조에 대한 이해
(행렬조책운영 기법 등 포함)

• 지도능력

교육훈련에 대한 이해

• 명가에 대한 이해

• 조칙개혁에 대한 이해

• 청책， 청보， 기획， 인사，
교육훈련， 흥보， 행정 등 분야벌

천문가로셔의 소양

책 입 급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원쿄육훈련의 목표체계



SUMMARY

The final goal of this project , which covers 3 years (from 1992 to

1994) , is to develop personnel training courses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and to derive the most desirable

training system therefrom.

To achieve this final goal successfully the first year's research

was designed and has been carried on; firstly , to analize the on-going

issues 뻐d what kind of reform measures should be introduced to both the

input and conversion processes of KAERI to efficiently achieve

the organization goals , secondly , to derive personnel training goals of

KAERI based on the analyses.

First , this study introduced the viewpoint of systems approach for

organization analysis , and defined that the productivity of an

organization mainly depends on manpower quality of the input section and

efficiency of the conversion process.

Next , general organization theories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were studied , and derived tha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the expertise of a specialist

should be regarded as the main value rather than his position , and

the atmosphere should be human-centered , being free and democratic

rather than authoritarian. And the study emphasizes more flatted

structure of organization , necessity of sense of managememt by

objectives(MBO) , future planning capability , quality of manager with

democratic leadership as criteria for the analysi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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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analyzing organization structure and behavior of KAERI

based on the criteria, the study derived the ends-means hierachy of

personnel training of KAERI and discussed the necessity of organization

reform of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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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우리나라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률 맞아 셔방 기술보호주의의 장벽율

뚫고 국제사회에서 생존하여야 하는데， 그 수단운 크게 ”파학기솔입국의

지향” 이다. 춤더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 67진입]올 북표로 과학기술개발융

통 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올 배양하고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자럽의 토대툴

확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개발이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중추척 핵입에 반해

우리나라 사회는 과학기술정책추진상 여러가지 문제률 안고 있는 바，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환경책요인으로서， 정부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한계，

기업의 R&D 루자의지 결여， 대학의 연구개발기능 부실， 대학배훌 인력의 질척

저하， 개인 • 집한이기주의척 사회풍토로 인한 과학기술관련 조칙 장효간의

협동 체제 • 종합조정기능 등의 부실( 조칙관리， 기관평가， 국제전략， 환경조성

등) , 연구개발조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유도능력 부재 등율 풀 수 있고，

둘째， 연구개발 조칙내부의 문제로서， 순수 기초연구부문과 가솔용역셔비스

부문의 혼재， MISSION 감각의 결여， 묵표관리 부채， 기술자립율 위한 천략，

특히 국제전략추진능력 부촉， 기술개발의 산업국제경쟁력파의 연계 미홉，

인력의 철척 저하， 개인 • PROJECT텀 등에 대한 능력명가 및 FEEDBACK의

부채로 무사안일의 풍토만연， 과거로부터의 관행 • 타성율 타따하여 환경

변화에 적극척으로 대용하는 자기쇄신능력의 부쭉 등올 률 수 있겠다.

이와 같윤 심각한 처해요인률율 극복하고， 효과척이고 효율척인 과학

기술정책추진올 위해셔는 첫째， 연구개발분야의 자질 • 능력향상， 둘째， 연구

개발조칙의 효율 극대화， 셰째， 효율척인 국제협력체제 구혹， 네째， 산 • 학 •

연의 유기적 연계체제 확립， 다섯째， 연구개발에 대한 척정투자 확보가

필수척인 요건이라 하겠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30여년전에 국럽연구기관으로

훌발한 연구 • 개발조직이기에 관료주의적 조칙문화가 잔재해 있￡므로 다른

연구소률 보다도 문제가 한충 더 섬각하다고 볼 수 있겠다.

연구소률 하나의 체제(System) 로 볼때 다음파 같이 투입， 천환， 산출의

구조로 볼 수 있다.

• R&D인혁의양·철
.재원

X

• R&D 전략
• R&D 관리
.인력관리

·국제협력
.기술정보관리

• 기 E}

-

·연구논문

·신제품

.신공정

·특허

·기타

〈그림 1-1) 연구개발조직의 투입 • 전환 • 산출구조

위 그림에서 연구개발조칙의 종속변수인 [산출]윤 독립변수인 [투입]과

[전환과청]악 합수이다. 다시 말하자면 투입부문의 인력의 질과 전환과정의

효율이 연구소 전체의 생산성을 좌우한다. 그런데 전환과정， 즉 시스템관리

(management)는 환리자물의 자질과 능력에 화우되눈 것이므로 결국 연구소

전체의 생산성은 천적으로 인력(manpower) 의 철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셔 일반척으로 생산성이 겸쟁력올 좌우하므로 연구소의 국제경쟁력은

연구소의 투입부문과 전환부푼에 있어서의 인력의 철에 화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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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셔에셔는 우선 조척에 관한 일반이촌과 연구개발쪼칙의 륙성올

간략하게 소개하고，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셔 국제경쟁력율 가지기 위해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조칙과 인혁의 요소률야 무엇인지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연구소 인력정책의 방향올 제시 하고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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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창 본 론

제 1첼 조객이론

1. 즙드츠~ 01 훈조 투큐9d닫.1 7 1-?

가. 조칙의 정의

조칙이란 인간의 집합체로셔 특정한 목책의 추구툴 위하여 의식척으로

구성된 사회척 단위이다. 조칙운 다옴과 같은 특성올 자년다.

헛째， 조칙올 대규모의 북잡한 조칙올 의미하며 어느 정도 합리성의 지배

를 받는다. 의식척인 계획과 합리성이 거의 없는 인간의 모입은 조칙 이라

할 수 없다.

둘째， 조칙운 사람으로 구성되며 동시에 개별적인 구성원의 존재와는

별도의 실쳐l롤 형성한다.

세째， 조칙에는 몹표가 있다.

네째， 조직에는 분화와 동합에 관한 공식적 구조와 과정이 있다. 조직이

공동의 목척율 추구하기 위해셔는 조척단위， 노동， 권한과 책입 등이 분화되

어야 하며， 또한 이들 분화된 노력은 권한의 계충을 통하여 조정 • 통제과정율

거쳐서 통합활동이 이루어 진다.

다섯째， 조칙안에는 비공식척 또는 자생척 관계가 협성된다.

여섯째， 조칙운 사회척 단위로서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일곱째， 조칙이 살아남고 또 발전하려면 조직내외의 변동하는 조건에

끊입없이 척옹해야 한다. 의식척인 노력에 의해서 조칙올 이러한 변동하는

조건에 척옹시키는 문제， 측 조칙개혁이 조칙의 생촌올 위해 중요하다.

나. 조직의 분류

Amitai Etzioni 는 ’복종의 구조’를 기준으로 조칙을 분류하였다. 여기셔

말하는 복종이란 부하를 통제하기 위해 상급자가 동원하는 권한파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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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의 태도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로셔 따악펀다.

Etzioni의 분류는 세 가지의 기본척인 통제수단율 컨제로 한다. 세 가지

통제수단이한 강압적 수단， 경제척 수단 빛 규범척 수단율 말한다.

강압척 통제수단은 신체척 위협올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초률 둔 권한

을 강압척 권한이다. 강압적 권한이 통제에 동원될 때 조칙참여자의 반융운

소외 또는 굴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완칙이다. 꿀종이란 섬리책으로 소외되고

조칙으로부터 이탈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별 수 없이 조칙에 남아 북종

하지 않을 수 없율 때 나타나는 반융올 지칭한다.

돈어나 그 밖의 물질척 보상이 경제척 수단에 해당한다. 경제척 수단에

기초률 둔 권한은 공리적 권한이며 이것윤 타산척 북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타산척 북종이란 경제척 보상이 척정하다고 생각하논 범위내

에서만 권한에 순용하는 것올 말한다.

애정， 인격존중， 신망， 사명 등 상징척 내지 도덕적 가처률 내용으로

하는 것이 규범적 수단이다. 규범척 수단의 사용운 도덕척 북총올 기대

한다. 도덕척 록종이란 조칙의 입무와 자가가 맡픈 일올 가치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심으로 조칙의 요구에 순용하는 태도률 말한다.

Etzioni는 먼저 두 가지 국변， 즉 권한의 종류와 북종의 종류에 따라

각각 세가지씩의 조칙유형윷 나누고 이를 조합하여 다시 9개의 논리척인

유형을 보여주는 분류의 틀올 구성하였다. 9개의 유형 가운데 권한의 성격과

북종의 성격이 부합되는 유형윤 세가지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조칙유형

에서는 두개의 국면(권한과 북종)이 셔로 일관성올 갖고 있지 않다. 괜한의

종류와 복종의 성격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운 강압적 권한에 대해 도덕척

반용이 나타난다든지 규법적 권한에 대해 타산척 반용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올 말한다. 대부분의 조칙은 련한의 성격과 복종의 성격이 부합되는 조칙

유형에 해당하며 그 두가지가 부합되지 않는 조칙들윤 결국 그것이 부합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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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변혜 깐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Etzioni가 기본척인 조칙의 유혐으로 제시한 것은 〈표 1‘ 1>

에서 *표로 ~l척한 셰 가지라고 생각힐 수 있다.

〈표 1-1> 권한과 북종의 유형

북종의 종류 권 한의 종 류

강압척 공리척 규범척

꿀총척 *
타산척 *
도댁척 *

첫째， 강압척 조직은 강압적인 권한의 사용과 굴종적인 북종이 부합되어

있는 조칙이다. 즉 구성원을 통제할 때 강합척 수단에 기초툴 둔 강압척

권한이 주로 쓰이고 있으며 구생원들운 조칙에 대하여 강한 소외감올 가지고

있는 조직율 강압척 조칙이라 한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조칙의 예로셔

강제수용소， 대부분의 교도소， 강제노동수용소 등올 둘 수 있다.

‘ 룰째， 공리척 조칙은 공리척 권한과 타산적 복종이 부합되어 있는 조칙

이다. 보수， 부수입， 근무조건 등 물질척 보상에 기초를 둔 공리적 권한이

구성원의 통제에 주로 쓰이고 구생왼툴온 자기에게 톨아오는 이억올 타산

하여 그만큼만 조칙에 기여하려고 하는 조건이 성립되어 있는 조직이 공리척

조칙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기업체툴 그 예로 들 수 있다.

세째， 규범척 조칙운 규법적 권한과 도덕적 북종이 부합되어 있는 조칙

이다. 소속원의 통처}에 원칙척으로 규범적 권한이 햄사되고 그에 대용하여

소속원들운 조칙에 강한 충성섬(hi명1 corrnnitment) 을 보이는 조칙이 규범척

조칙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칙에서의 권한의 행사는 비공식척 제채(예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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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척 고럽) , 신망의 상정조작， 지도자의 개인적 영향력 사용 등의 수단에

의폰한다. 규범척 조칙의 예로는 교회와 같윤 종교단체， 이념정당， 대확，

병원 등올 들 수 있올 것이다.

다. 조칙의 가치기준

오늘날 조직이론의 일반적 특성은 첫째， 조칙현상의 파악올 위해 균혐될

관점에 입각한 포팔척 접근방법올 취한다눈 것， 둘째， 조칙의 가치기준의

다양화， 세째， 현대조직이론은 복합과학으로서 학체척 활동(interdiscipli

nary activities) 에 의해셔 발전되어 깐다는 것 등율 률 수 있는데， 오늘날

조칙연구에셔 중요시하는 가치기준으로는 효율성 (effective- ness); 사회척

능률 (social efficiency) , 척용성 (adaptability) , 창의성 ( innovation) ,

효과성(efficacy) , 생존능력(ability to survive) , 환경의 지지

(environmental support) , 독자성 ( autonomy) , 합리성 (rationality) , 성취지향

성(achievement orientation) , 능물성(efficiency) , 생산성(productivity) ,

민주성( democracy) , 인도주의 (humanism) 등율 률 수 있다.

2. 즈촌느흑1 으1 흔폭표포

가. 목표의 개념

조직의 북표는 조칙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칙한 상태(a desired

state)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바람칙한 상태한 조칙구성원 개개안의 것이

아니라 칩합처11( collectivity)로서의 것율 말한다. 여기셔 조칙의 북표는

개재인의 몹표와는 다르다. 조칙의 목표와 개인의 북표는 셔로 용납되고

일치할 수도 있지만 갈등 • 대립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조칙의 목표는 다옴과 같윤 역할율 수햄한다.

첫째， 조칙활동의 방향올 제시하여 준다. 목표가 구체척인 성격올 띠면

띨 수록’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것은 발힐 것도 없다.

둘째， 자원 • 시간 • 노력올 질서있고 조화된 방향으로 동원시켜추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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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한다.

셰째， 조칙의 활동에 대해서 정당성( legitimacy) 율 부여하여 주는 역할올

한다. 조칙의 모든 활동툴윤 목척에 비추어 정당화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데째， 조칙의 성공도률 명가하는 기준올 제공하여 준다. 다시 말해셔

조칙의 얼척 • 운영상황은 북표를 통해셔 명가된다.

나. 목표관리

1) 북표관리의 개념

목표관리 (management by objective) 의 뜻이나 정신은 일쩌기 F. Taylor의

과학척 관리법에셔 발견되나， 이것이 구체척인 관리기법요로 체계화환 것은

Peter F. Drucker에셔 였고， 행청부문에셔 한때나마 관리의 구셰추처혐 환영

되었떤 것융 1970년 초 Nixon행정부에셔 였다.

몹표관리의 개념은 한마디로 상하간의 참여척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족

조직의 북표설정에셔부터 책임의 확정， 실적의 펑가， 조칙단위 또는 개인의

활폼에 이료기까지 조칙의 상부충과 하부충이 다같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결정

하차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의 묵표는 장기깐의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단기칸의 결과

지향척 목표(output-oriented objective)률 말한다. 몹표관리의 개념율 추요

요소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척으로 소개하면 다옴과 같다.

가) 참여척 관리

목표젤정에셔부터 환류(feedback)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칙구성원이

상하계충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일반척으로 목표 하면

상부계충의 관할영역이고 하부계층용 시햄만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목표관리의 제일의 주안점은 목표설정부터 상하의 공동참여하에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랫사람도 자기들의 목표가 되려면 자기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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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에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졸이 북표셜청에 함여했율

때에 그 묵표툴 자기 목표로 협게 받아률이고 칙부만쭉도도 올라깐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셔 모픈 관리가 참여과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나) 결과지향척 목표의 셜정

이 때의 목표는 추상성올 떤 목표가 아너라 미리 결과률 예정한 구체척인

북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이변 륙정가능성율 지녀야 한다.

목표관리가 한기책 목표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셔 조칙의 장기척 북표와 무관

하다는 것윤 아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단기척 묵척이지만 조칙의 장기척

목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작성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묵표가 단기성올

띤다는 이야기는 개개의 조칙단위나 개인이 당장 자기가 해야 할 힐율 명확

하게 안다는 챔에셔의 단기성이다.

다) 조칙운영에 있어셔 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y)

목표관리는 하나의 목표가 성휘되기 위해셔는 조칙의 구성요소툴이 셔로

독립척이고 우환한 입장에셔 활동할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척인 입장에셔 텀

워크툴 이루면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셔 목표관리는 총체척 관리

(total management)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총체척 관리가 아나라 구성요소간

의 상호의존성율 천제로 한 봉합척 관리률 말한다. 상호의존생율 천제로 한

자율척 통합성율 강조하기 때문에 예산 • 기획 • 인력 • 연구 • 혐가간의 체계

척인‘ 연결(systematic linkage) 율 강조한다.

라) 띤간의 행위는 합리척이라는 가정

북표관리는 인간관이나 인간의 해석에 있어셔 Y이론의 입장올 휘한다.

즉 조칙구성원률은 목표성취툴 위해서 차발척으로 협조하고 합리척으로 행동

한다는 것이다. 따라셔 자율성올 토대로 통합척 협조체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둔 사람들은 정책결정에 척극척으로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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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조칙의 북표률 자기묵표로 내변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 마) 최종결과툴 ‘ 명가하여 북표와 때비시키는 환류(feedback) 과정율 강조

한다. 환류과정에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정확한 명가이다. 정확한

.팽가확업 율 가능하게 하기 위해셔는 청확한 륙청기솔이 개발되어야 한다.

목표환리에셔 환류과정율 강조하게 된 것은 조칙운영에 있어셔 쇄신척

관리의 계속성올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환휴과정이 계속됨으로써 보다 현질

척이고 바랍칙한 북표셜정이 가능하고 조칙구성원폰 자기 칙쭈와 역할의 척철

성 • 기여성올 재확인하게 된다.

2) . 북표환리의 장첨

가) 조칙의 민주화 추구

목표설정으로부터 혐가과정에 이르기까지 집단구성원의 참여률 강조하기

때문에 조칙운영의 민주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조칙의 목표는

집단 구성완의 합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최고관리충에 의해셔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토론이나 민주화는 생활화된다.

다시 말해셔 자기가 수행하는 목표나 과엽은 자기의 뜻율 토대로 해셔 이루어

지는 것이지 다붙 놓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나) 조칙구성원의 사기와 만촉감의 제고

목표관리는 조칙구성원울 집행올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차와 개성율 가진 추체척 인칸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인깐성율 따괴

시키는 기법율 싫어한다. 여기셔 칙웬의 사기와 만쭉감은 올라가게 된다.

스스로 참여해셔 결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북표성취과청에 보다 애확섬올

갖게되고 업무수행과정에셔도 보다 만쭉감올 누리게 된다. 또 스스로 참여

해셔 곁청한 자기책압이기때문에 샘러척 만촉감과 아울러 책입감올 강화

시켜준다.

다) 조칙운영에셔 불분명하고 。H매한 것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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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눈 명확한 목표설정부터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관리과청이 자동

척으로 명확성올 띠게 된다. 몹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조칙깐 빚 개인간의

책임영역이 명확하고 작업의 성취여부률 쉽게 판별할 수 있고 확업단힘의

목표성취에 대한 기여도도 쉽게 포확함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미리 결과률 예정하고 세웠기 때문에 명가파청에셔도 오해의 가능성폰

없어진다.

라) 자률척 책입올 통한 팀워크의 강화

목표관리는 묵표성취가 조칙구성원들의 개벌척인 노력에 의해처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유기척 활동에 의해셔 이루어진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강조된다. 구성원윤 차률성과 재벌성올

지냐고 있지만 이것운 유기척으로 동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별성올

띠고 있지만 필히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 의 관계하에 놓여 있다는 것

이다. 이 때 상호의존성음 공존성과 전체성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셔 목표

관리는 미시척 요소틀을 거시척인 과정으로 통합시켜보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의 자율성울 토대로 조칙 전체의 유기척 홍합성울 갖자는 것이

다. 다른 말로 표현하변 인간척인 욕구와 조칙의 목표률 조화시킨다는 것

이다.

마) 조직의 약점의 신속한 발견파 그 보완

환리과청이 푼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몹척성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율 때에 이것이 어디에셔 기인하고 있는가불 협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측 어느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목표성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올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첨이 쉽계 발견되면

보환도 협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환리는 조칙의 효율척

운영의 계속성을 약속하고 있다.

바} 관료제의 부정척 혹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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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표관리는 쳐몸부터 참여척 관리틀 강조하기 때문에 판료체의 부정척

톡성률인 명령통일， 경칙척 지휘체계， 칩권적 구조， 무사안일성， 법규반능성，

인간의 기계화 등올 완화 및 제거시켜 준다. 목표관리는 인깐 하나하나롤

중요시하기 때문에 쳐옴부터 조칙의 합리척 구조만올 강조하는 관료체의

약점율 보완하여 준다.

3. 로드를} 고} 멀1 운1-

조칙이폰에셔 연간율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변 인깐올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칙의 구조나 관리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춰이론에서 인간의 욕구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꽤 있지만 인간의 해석

문제률 본격척으로 다룬 사람윤 Douglas McGregor 라고 활 수 있다. McGregor

는 인간에 대한 종래의 여러가지 학설이나 해석들을 X이론과 Y이론으로

구분해셔 셜명하고 있다.

가. X이론

X이톤윤 한 마디로 인칸은 자기중심척 존재라는 입장에셔 성악젤척인

인칸해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 X이론의 인칸해석

가) 인간윤 경체적 욕구률 가장 합리척으로 추구하는 경제척 동물이라는

것이다. 경채척 욕구만 충촉되변 모든 욕구가 다 충쭉된 것으로 생각한다.

인깐은 경제척 욕구툴 추구하는 데에는 철저하게 타산척이고 합리척이라는

것이다.

나) 인간은 철저하게 아기척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이익추구에 급급

하다 보니 자기규제능력이 없다. 즉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철저하게 자기중섬적야기 때문에 몽사정신도 없고 이웃올 생각할 겨톨도

없다. 따라셔 갈등올 유발할 가능성이 많지만 스스로 이 갈등올 해결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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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없다.

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위에셔

이야기한 대로 자기의 경제척 욕구나 이기척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는 신경올

쓰치만 그 이외에는 나태하고 게으르다. 즉 불노소득올 좋아하고 성설한

차세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라) 경제척 륙구 이외의 다른 콘 욕망은 없으며 자기행위에 대해셔 책입

율 지는 것도 싫어한다. 따라셔 자발책으로 무엇을 하거나 솔선수범하눈 것

보다는 남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마) 자기보존이나 안전반을 원하고 변화나 개혁에 대해서 저항척여다.

바) 인간운 사물올 판단할 능력도 없고 어리석어 누구의 핍에도 협게 념

어 깐다.

사) 인칸은 어디까지나 피동척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의 부속품처렵 다룰

수 있고 외부조건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종될 수 있다.

나· x이론 하의 관리전략

X이론 하의 관리전략은 한 마디로 당근과 채찍 (carrot and stick) 의 천략

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척으로 보면 다옵과 같다.

가) 경제척 보상체계의 강화

조직구성원률은 어느 욕구보다도 경제척 욕구의 충쭉올 추구하기 때문에

척정한 경처l척 보상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기유발의 강력한

유인체계 (incentive system) 도 경제척 유인체계라는 것올 명심해야 한다. 족

바경제척 유인체계는 효파척인 작업활동율 유발시키는 데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적절한 보수체계나 경제적 유인체계는 동기유발에 있어셔

가장 유효한 관리천략의 수단으로 등장한다.

나) 권위추의척 리더집의 확립

조직구성원들은 상황에 대한 능동척인 대처능력이 없고 사물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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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히 t!l 더심운 권위주의척 성향올 띠게

된다. 중요한 청책결정은 고위충에셔 결정되고 하위충이나 중간충은 그것의

시행에반 충설하면 훤다. 따라셔 칩단토론이나 권한의 위임올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피동책으로 옴칙이기 때문에 명령과 지시만 하변 되지 의견융

물율 휠요가 없다. 그러고 의사전달도 하향척인 체계만 확립하면 되고 상향의

경우에는 보고제도만 강화하면 된다.

다) 업격한 감톱파 풍제제도의 확립

조칙구성원은 자기중심척이변서 책임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업격한

참톡과 통제가 필요하고 나아가셔는 처벌제도도 요구하고 있다. 즉 그냥

두변 조칙의 록표나 집단청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언채나 르며

무책입한 행위률 자행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칙의 요구에

합일되는 행위률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체제도와 처벌제도가 요구

된다는 것이다.

라)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일반 조칙구성원윤 책입지는 것올 싫어하기 때문에 상부책입채도가 발달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상부총의 사람들윤 하위충의 햄위에 대해셔도 언제

든지 책임율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측 개벌척 책입제도가 발달하지

않용운 말할 것 도 없다. 따라셔 개인의 어떠한 햄위에 대해셔도 상부충운

책입율 변할 길이 없다.

마) 조칙구성의 고충성

xol혼하에셔는 명령하달체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위원회제보다는 계충척

조칙구조가 발달하고 계충척 조칙구조도 계충이 많운 고충성(tall organiza

tion) 올 띠게 된다. 인간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폼칙이는 경우보다 피동

적으로 옴칙이고 외부에 의해셔 규제받기를 좋아하변 활수룩 ’ 조칙윤 필히

고충성율 떠게 된다.

- 14 -



나· y이론

‘ Y이론은 성선셀의 인간해석에 가깝다.

1). Y이톤의 인간해석

가) 인간의 행위는 겸제척 욕구보다는 사회섬리척 륙구에 의해셔 화우

되고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셔 인간몰 어느 욕구보다 사회심리책

만쭉올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나) 인간은 자기이익만율 생각하는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랍과의

공존척 번영을 생각하는 사회중심의 존재야다. 따라서 개별책이고 원자척

존재가 아니라 집판내의 존재라는 것이다. 고로 고톡이나 분리훤 상태률

싫어하고 타인과의 사회적 결합올 좋아하며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셔 자기률

확인하려고 한다. 즉 인간은 차기이익만율 위해셔 사는 것이 아니라 집단

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올 위해서도 노력한다.

다) 노동울 하는 것은 노는 것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처렴 자연스러운 일

이다. 인간은 천성척으로 일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이 쳐벌의 뜻

으로도 표현되지딴 경우에 따라셔눈 행북이나 만촉의 원천도 된다는 것이다.

라) 인칸운 외재척 규제(external control) 나 처벌의 위협반으로 행동몰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은 아니다. 족 인간운 여러한 외채책 규제나

처벌의 위협 때문에 조칙의 목표성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윤 아니다. 그는

일단 자기가 관여한 집단의 북표성취툴 위해셔는 얼마든지 스스로 규제도

하고 전력루구도 한다.

마) 인간이 어떤 일의 성휘에 전력투구하고자 하는 동기논 그 일의 성춰

에셔 얻어지는 보상 때문언데， 이때 가장 값진 보상은 성리척 만쭉이요 자아

실현욕구의 충촉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리척 만촉이나 자아실현욕구의 충혹

은 자기중심척이고 이기적인 몹표성휘에셔 보다도 조칙의 목표성취에셔 바로

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칙의 목표정휘를 위해 스스로 전혁투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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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촉된다.

바) 인간윤 척절한 조건반 갖추어지변 책입율 받아툴일 뿐딴 아니라 책임

올 맡으려고 노력한다. 인간은 천성척으로 피동척이고 변화에 저항척앤

.자세률 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온 일반척으로 경혐의 소산이지

천성척 인 현상은 아니다.

사) 보통의 사람이면 누구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상력과

창의력울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창의력올 발휘해셔 조칙의 문제룹 해결해 나깐다. 누구나 동기부여

(motivation) , 발천의 가능성， 조칙의 목표성취에 대한 헌신성을 가지고

있다. 륙히 인간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한데 현대의 조칙생활에서 인간의

지척능력운 부분척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적능력운 조칙의

목표성취를 위해서 일부분만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2). Y이론 하의 관리전략

Y이론 하의 관리전략은 한 마디로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북표

성힘에 섬혈율 기울입으로써 자신율 성장시키고 자신의 꽉표성취률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셔 조칙의 목표와 개인의 성장목표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구체척으로 살며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민주척 리더셉의 확럽

조칙의 중요한 결정운 고위충에 의해처 일방척으로 결청되거l 할 것이

아니라 집단토몰이나 조직구성완의 함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리더의

중요업무한 조칙구성원올 명령이나 처벌의 위협으로 다스리논 것이 아니라，

자발척으로 조칙의 목표성취에 최선올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족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도자의 역할운 명령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의견을 규합해서 이것율 토대로

정책율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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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권화와 권한의 위입

민주척 리더섭윤 자동척으로 분권화와 권한의 위엄옳 혹진시킨다. 소수

가 권한을 독점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조칙구성원의 자유

스로운 행위의 영역옳 넓혀준다. 분권화는 스스로 알아셔 판단하고 햄동하게

함으로써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 과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고

나아가서는 조칙올 보다 발천척아고 생산척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엄격한 감독체계에셔 벗어나 자발성과 창의성과 자기책임성율

토대로 해서 행동하게 한다. 이 때 인칸은 사회 • 심리척 만촉올 얻게 된다눈

것이다. 연깐올 피동척인 존재로 따악할 것이 아니라 능동척인 존재로 따악

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 인간의 능동성과

자율성어 강조훨 때에 인간성장의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다) 목표에 의한 환리

목표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는 한 마디로 조칙구성원

전체가 조칙운영에 창여하는 창여척 관리 또는 총체적 관리률 말한다.

목표의 셀청에셔 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저 모든 조칙구성원이 참여하고 책임의

한계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측 하나의 목표성휘를 향해셔 모든

조칙구성원이 자발척이고 능풍척인 입장에서 자기책업의 영역올 가지고 참여

하자는 것이다.

라) 칙무확창(Job Enlargement)

조칙내에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율 녀무 셰분화시키지 벌고 포팔생율

떠제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얼만 하케 하지 말고

여러가지 일올 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칙무확장이다. 한 사람이 세운

화펀 한 가지 일만 하게 되면 건조감(dry) •무력캄 • 소외감율 느끼게 되어

결국 비인간화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얼율 하게 되면 보다

시야 가 넓어지고 포괄성율 갖게 됨으로써 심리척 성공감올 갖게 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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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마) 비공식척 조칙의 활용

비공삭척 조칙은 인간의 사회 • 섬리척 요소률 토대로 해서 생성되었기

때푼에 이 조칙이 쳐용부터 인간의 사회 • 심리척 욕구률 충혹시켜주고 있옵윤

뭘할 것도 없다. 측 공식책 조칙이 인깐의 사회 • 심리척 욕구률 총혹시격

주지 못하고 있올 때에 비공식척 조칙은 이률 보환하여준다.

바) 자체혐가제도(Self-Evaluation System) 의 활성화

조칙구성훤의 업척올 상부충에서 감톡차나 심판환의 입장에셔 명가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가 협가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 질척올

명가하게 할 때에 보다 진지해지고 자기역할의 중요성올 더욱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부총의 감시자척 명가는 인간율 심리척으로 불햄하게

만툴고 인간성장에도 기여하지 뭇한다는 것아다.

사) 조칙구조의 평변성 강화

조칙구조의 계충올 줄입으로써 조칙구조를 명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조칙구조가 고충성옳 훨 때에는 상급자와 하급자찬의 거리가 벌어 하급자는

심리적 때배감율 맛보기 쉽고 늘 자기비하에 빠져있기 협다. 그러나 조칙

구조가 혐변화(flat)훨 때에는 계총수가 척어 상급자와 하급자간에 거리감이

없어지고 심리척 불행감도 척어진다.

다. z이론

Z이론윤 Sven Lundstedt 에 의해셔 제창된 이론이다. Lundstedt 의 기본

입장운 McGregor 의 x·y이론은 인간해석을 2분법으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었어 인간의 복잡한 내용올 제대로 포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

에서 Z이론온 x·y이론올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률이 포확하지 롯한

공백을 메우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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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이론외 인간해석

가) 인간운 조칙의 규율의 톱바귀 숙에셔 사는 것올 좋아하저 않는다. 즉

아무련 구속이 없눈 밀종의 무정부상태에서 살기를 좋아한다. 따라셔 인간윤

아팎련 구속율 받지 않율 때에 보다 더 생산척이며 창의력율 발휘한다는 것

이다.

나) 인깐은 자기의 개성올 모둔 요소에 우선시하며 과학척인 탐구청신올

가지고 있는데， 과학적 탐구정신에는 가셜정신(假짧精빼)과 실험주의가 내포

되어 었다. 이러한 과학척 정신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의문올 먼지며

신중하고 시행착오률 긍정척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2). Z이론 하의 환리전략

가) 자유방입혐의 리더쉽

지도자랴고 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변 조칙구성원의 사고나 행동에 깐셉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도자가 할 일폼 조직구성원의 자유률 정신척앤

변에서나 육체척인 면에서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연구소의 경우

연구원률에게 불간섭의 원리는 생산력의 향상올 약속한다.

나) 비조칙척연 사회활동의 유도

조칙생활율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휴식 • 낯참 • 한탐 둥 비조칙척이고 자연

발생척인 활동올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비조칙적이고 자연발생척인 활동운

인간의 욕구률 최패한으로 충쭉시켜줄 수 있는 기회률 제공하여 주고 사회척

변화툴 학진하여 주는 계기롤 마련하여 주기도 한다.

다) 느슨한 조칙구조

되도록이변 조칙올 느슨하고 엉성하게(loose) 짜 조칙구성원오로 하여금

조칙의 구속율 느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조직의 구속이나 규제툴 느끼지

않올 때에 차유률 느꺼고 거기셔 탐구의 결질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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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간의 욕구와 조척북표

1). 인깐욕구와 조칙목표와의 조화 • 갈등

인간의 욕구 또는 목표가 조칙의 목표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는 조칙

.어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것이 본격척으로 다루어진 것은 Chris

Argyris에 와셔 였다.

조칙생활에셔 인간의 욕구가 조칙의 목표와 조화되느냐 아니면 갈등율

일으키느냐의 문제는 컬국 위에서 설명한 인간의 해석문제와 칙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목표와 조화

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한다는 껏이다.

l\brahm H. Maslow는 인간욕구의 5단계로서 첫해 생리적 혹구， 둘째

안전욕구 셰째 애청책 욕구， 네째 존경의 욕구， 다섯째 자아질현의 욕구를

률고 있다. 그러나 여기셔 명빽허 밝혀 둘 것은 여러가지 욕구가 반드시

계층성올 밟으변셔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것윤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안전욕구보다 명예욕이 먼저 추구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욕구단계는 일반적인 현상이지 모둔 사람들이 다 이러한 욕구단계틀 가지고

있다눈 뜻은 아니다.

일반척으로 전통척 이론(과학척 관리법이나 원리주의)이나 인간관계론척

이론은 인간의 목표와 조칙목표간의 갈등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관섬율 기울

이지 않았다. 이들은 다같이 인간의 경제척 욕구나 사회적 욕구률 충쭉시켜

주변 조칙의 목표성취률 위해서 최션을 다함으로써 개인과 조칙간에는 대럽

가놓성이 천혀 존채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즉 개인은 조칙을 통해셔 생계

수단을 획폭하고， 조칙운 개인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율 충촉시켜 주며， 또

조직은 인간올 사회화시켜주고 인깐의 권력욕올 충촉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Chris Argyris는 인간의 욕구가 조칙의 욕구와 갈등관계에 있다고

추장하고 인간의 목표를 자아실현척 욕구에서 활았다. 그에 의하면 인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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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척 가치한 자아실현야다. 인간의 가장 성숙훤 단계가 자아실현의 단계

라는 컷이다. 그련데 조칙의 욕구(organizational need) 는 인깐의 자아

실현의 욕구를 억압하고 차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아실현올 추구

하는 섬리적 힘 (psychological energy) 이야말로 모든 힘의 곤원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이러한 섬리척 힘은 섬리척 만족감(psychological success) 올

경험하변 경험할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련데 인간윤 기존의 계충척 조칙

구조에셔는 녀 나 할 것 없이 심리척 만촉감율 경험활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 의 계충척 조직구조란 착엽의 전문화 • 명령의 통얼 • 명령의 계충척

하달 • 동술의 범위 등으로 톡정지워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발전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차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운 미성숙의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로 발전 • 지향하고 있다. 미성숙의

단계라변 의존성 • 수동성 • 예속생 • 탄기척 안목 • 자아의식와 결여률 률 수

있고， 성숙의 단계라면 자주성 • 능동성 • 톡립성 • 장기적 안목 • 자아의식 등

을 툴 수 있다. 그련데 기폰의 계충척 조칙은 인칸율 성숙의 단계로 끌고

가는 것야 아니라 오히려 미성숙의 단계로 률고 칸다는 것이다. 그눈 기존의

계층척 조칙이 인칸의 자아실현척 욕구나 성숙성올 어떻게 차단하고 있는가를

다옴과 같이 설명하고 었다.

가) 조칙구성원 특히 하위계충의 구성원은 자기표현(self-expression) 이

늄 차단되므로 늘 심리책 패배감(psychological failure) 에 쌓이게 펀다는

것이다.

나) 이틀운 조직전체의 목표에다 자기의 역활이나 목표률 연결시키고 확인

시킬 수 있는 계기나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역시 좌절감과 무력감에

빼지게 훤다.

다) 이들이 하는 일이란 셰부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틀의 밝고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어 었지 않아 늘 불안하고 생각하는 것이 근시안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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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i

라) 현재의 조직구조하에서의 정상척인 인간이라면 필히 갈등율 느껴 자신

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올 한 마디로 표현하면 현재의 조칙은 자아실현의 욕구률

풍쭉시켜 주기는 커녕 오히려 의존성 • 복종성 • 좌절감 • 곤서안성율

조장시킴으로써 앤간의 발전율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인간목표충심의 조칙셜계

Argyris는 인칸의 목표와 조칙의 북표간의 갈등관계를 분석한 후 양자의

통합가능성올 모씩하고 있다. 통합의 거본입장은 자아실현의 욕구충쭉에

척합하도록 조칙은 곤본적으로 재펀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척으로

지척하면 다옵과 같다.

가) 명면척 조직구조의 셜계

상위계충과 하위계층간의 계충들을 줄입으로써 조칙을 명변화사킨다는

것이다. 이 때에는 상위층과 하위충간에는 거리감이 없고 상하깐의 툴리척

접혹이 자주 얼어남으로써 상호이해의 폭과 가능성이 넓어지고 커진다. 충충

히 높운 사합률이 없다고 생짝하기 때문에 심리척 좌절감이나 혈등감이 척고

상하의식보다는 동료의식이 싹튼다.

나)직무확장

한 사람이 세분화되고 기계척연 일 하나만 하게 하지 말고 여러가지

일율 하게 하눈 것이다. 이 때 사람률은 단조로옴과 근시척인 안록에셔 벗어

나셔 자기 일에 주인의식올 느낄 수 있고 자기존재의 포괄성도 느낄 수 있다

는 것이다.

다) 권한과 책임의 다원화

한 사람 포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권한과 책임올 다 갖지 말고 모돈

구성원에게 분산시키고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럴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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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책입하에서 모든 사람틀이 일올 하도몹

하늠 것이다.

라) 상담위주의 적극척인 통제제도의 확럽

과거의 통체제도는 처벌 • 강체 • 섬리척 열등감 • 경쟁유발 • 방어척 햄위

등으로 혹정저어 지는데， 이러한 통체제도률 천부 없애버리고 상담조칙

(consulting organization)율 두어 이들로 하여금 상담중심의 용체롤 하는

것이다. 아울러 포상제도도 보다 확장하여 종래의 구체척인 행위의 컬과

에만 국한하지 말고 포괄적인 인간행위(broad human activities) 도 포함시격

야 한다는 것이다.

마) 새로운 펑가제도의 도업

종래의 명가제도는 인간올 성장시키는데에는 아부련 도용율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나천 동조성올 강조합으로써 의존성과 복종성만율 조장하였다는 것

이다. 여기셔 평가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자기발전 (self-development) •인간

관계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승진이나 채용의 기준도 구체척인 기술이나 지식보다 조칙 천반에

대한 문제툴 다툴 수 있느냐의 여부에 비중올 두어야 한다는 것 이다.

4. 표느츠1 으1 듀i 료느

가. 조칙구조에 관한 고전척 원려 - 계충척 구조

1). 계충체의 의미

기계척이고 공식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피라빗혐의 집권화된 조칙구조

혐성을 처방한 고전척 원리는 분업과 조정 • 통합에 관한 것률이다. 구조

혐성에 관한 고천척 접근방법에서 고려된 핵섬적 요인운 분업과 조정이라고

활 수 있다. 고전척 관점올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

대규모의 조칙에는 많은 사함이 참여하는 데， 많운 사람이 일올 함께 할

때는 분업율 해야 가장 바람직한 결과률 얻율 수 있다. 분업윤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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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라고 할 수 있다. 분업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일율 세분하여 한 사람이

맡게될 업무가 가장 단순한 단일의 기능이 되게 하여야 능물물 제고시킬 수

있다. 분업의 결과 세분된 칙무둘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동질적인 것률끼리

.묶어셔 조칙단위(하위구조)툴 형성하여야 한다.

분업과 조정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따라셔 조칙운 분협의 결과 협성된 조칙한위들이 조칙의 공동묵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정운 조칙율 통한 조정

(coordination by organization)과 의지에 의한 조정 (coordination by ideas)

으로 대별할 수 있다. 조칙을 동한 조정이란 구조적 장치에 의하여 분화된

활동율 통합하논 조청인데 이것어 조정의 주훤 수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초척 배혈만으로 조정의 문제가 환전히 ·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따라셔 의지에 의한 조정으로 조칙을 통한 조정올 보완하여야 한다.

의지에 의한 조정이란 조칙구성원이 조칙의 목적에 대한 공통척 인식과 일에

대한 의륙올 가지도흡 함으로써 활동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컷이다.

, 조정의 구조척 장치툴 마련하려면 우선 칙위에 따라 판한과 책입율

분명하게 큐청하고 최고관리자를 정첨으로 하는 권한의 계충올 규청함으로써

피라빗형의 구조를 혐성하여야 한다. 권한의 계총화에 의한 피라빗혐의

구조형성은 업무의 계충척 문화에 상옹하는 것이다. 피라빗혐의 계충체제는

조칙활동의 조정에 매우 효과척인 도구가 된다. 계충체제가 피라빗형으로

되어야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까닭은 감톡자들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고관리자와 그 밭으로 이어지는 각

계층의 감톡자들이 칙접 감독하는 부하의 수가 너무 많으면 부하들의 활동율

효과척으로 조청할 수가 없다. III 라맛형의 계충체제 속에셔 모든 사람픈 한

사람의‘ 상환으로부터만 명령을 받도록 명령계통울 명백하게 규정 해 두어야

직무수행상의 혼란을 막고 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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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기본적 생산활동에 관한 한 명령통일의 왼리에 의한 계총체제의

형성이 일반척으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피라맛형 계층체제가 구조혐성의

기본형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선척(系線的)구조는 참모구조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참모구조는 명령통일에 대한 요청과 전문화된

감톡율 해야 한다는 요청을 절충‘시키는 구실율 할 수 있다. 측 계선과 참모

률 구분하여 구조롤 이원화함으로써 명령통일의 원리를 찰리고 동시에 전문화

의 요청도 충폭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참모구조는 고급환리자의

조정능력올 보완하는 구셀도 할 수 있다. 횡척 조정올 보장하기 위해셔

조직은 여러 가지 규칙과 절차를 공식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조칙단위간의 조정올 돕기위한 수단으로 기획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

관， 협의회의 등이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고 겸칙제도를 활용하여 조칙

단위간의 활동조정을 촉진힐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고전척 관점으로부터 도출되는 중요한 원리는 분업 (division

of work or specialization) 의 원리 , 부성화(departmentalization) 의 원리 ,

동질성 (homogeneity) 의 원리， 조정 (coordination) 의 원리， 계충화의 원리

(scalar principle or principle of hierarchy) , 명령통일(unity of command

or unity of direction) 의 원리 , 명 령계흥(chain of command)의 원리 , 통솔

범위(span of control)의 원리 등이다. 또 이 밖에도 참모조칙의 원리(staff

]rinciple) , 목척의 원리 (principle of objectives) , 기능명시의 원리 (prin

ciple of functional specification) , 집권화의 원리(principle of centra

lization) , 권한과 책임의 균형에 관한 원 cl(principle of parity betwee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등어 있다.

최고관리자의 기능에 관한 고천척 처방은 ’POSDCORB’라는 조어로

대변시킬 수 있다. 이것은 최고관리자의 기능으로 되어야 할 제활동의 머릿

글자률 따서 고전이론가들이 합성한 단어어다. 족 계획(planning),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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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ing) , 인사 (staffing) , 지 휘(이irccting) , 조정(coordinating) , 보고

(reporting) , 여Il~(budgeting) 의 첫머리 글자를 조립한 단어이다.

• 계획은 조칙의 목척달성을 위하여 해야 할 일과 그 방법에 관한 대강올

.컬정하는 기능이다.

• 조칙을 추어진 북적에 따라 분활환 업무가 규정 • 배열되고 조정될 수

있도륙 공식척인 권한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능이다.

안사는 칙원올 충원하여 훈련시키고 좋운 업무조건올 마련하는 둥

인사관리의 전반에 환한 기능이다.

Al휘는 구체척인 또는 일반적인 명령으로 하달해야 할 사항올 결정하고

조직의 지도자로셔 활동하는 기능을 말한다.

조정은 다양한 업무단위들을 연관짓는 입무이다.

• 보고는 기몹 • 조사 등올 통해 자신과 부하들이 알아야 할 사합율 알고

있게 하는 기능이다.

• 예산운 재정계획 • 회계 • 동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예산활동의

전반에 관한 기능이다.

훌훌훌

〈그림 2-1> 고전적 원리에 입각한 조직구조

- 26 -



2) • 고전척 계충제 원리에대한 반성

고전척인 원리툴 철처하게 척용할 경우 고도로 칩권화되고 경칙화된

계충체제를 가져온다. 이러한 고전척 계충체제의 결합은 다방변에 걸쳐 지척

되어 왔다.

첫째， 조칙운영율 경칙화시키고 발전을 저해한다.

둘째， 조칙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올 저해하고 조칙구성원율 상관의

명령에 복종반하는 피풍적 존재로 천학시킨다. 족 개인의 미성숙행태률

유지 또는 조장한다.

세째， 권한과 기타의 자원올 구조의 상층부에 현충배청함으로써 집권척

통제를 누증시키는 악순환올 결과한다.

네째， 명렴할 수 있는 권리와 명렴할 수 있는 능력올 혼동하게 하고 전문

화의 요청율 외면한다.

다섯째， 각계층의 상관들이 의사전달을 일방통행적으로 독점하기 때문에

조칙내의 원활한 의사전달올 저해한다.

여섯째， 민주성 • 자울성을 존중하는 현대민주사회의 문화척 요청에 배치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들은 물론 예시척인 것입에 불과하지만 고천척 계충제에

내포된 문제의 환팍올 따악하게 하는데는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Weber91 관료제

계충제가 가장 정교하게 발달된 모습이 Weber의 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eber의 관료제와 계층제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양자는 구조척인

변에서는 거의 동일하나 성럽기반이나 기본정신의 변에서는 다르다. 계충제

는 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인간역사의 시작에셔부터 나타나지만， 관료제는

화혜경제가 성렵하고 지배의 수단으로서 권위가 합법성과 합리성올 띠게 됨

으로써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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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료제의 내용

톡일 학자 Max Weber는 조칙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올 세 가지로

나누었다. 셰 가지 권한이란 전통척 권한(traditional authority) , 권위적

.권한(charismatic authority) 및 법척 • 합리척 권한(legal-rational authori

ty) 이다. 그가 말하눈 뻔대 관료제의 이념혐윤 법척 • 합리척 권한에 기초툴

둔 것이다.

법책 • 합리척 권한에 기초툴 둔 관료제의 륙성율 Weber는 다옵과 촬야

철명하였다.

가) 권한과 관활범위의 규정 - 모든 칙위(office) 의 권한과 관할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고정: fixed) 된다.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칙위에 부여

되는 것이다. 사람은 칙위률 점함으로써 권한율 행사힐 수 있게 된다.

관료제 구조의 목적추구에 필요한 활동은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분배된다.

분배된 활동이 공식척 입부이다. 각 칙위의 임무와 그것올 지속척으로 수행

하는 방법 빛 그에 필요한 권한의 행사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나) 계충처l척 구조 - 권한의 계층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계층제 속에 모든

칙위들이 배치된다. 계충제는 상명하북의 질서정연한 체제이다. 겨l충제

속에서 상위칙은 하워칙올 감독한다. 어떤 관료가 다른 관료툴 지휘감톡

하는 권한율 찾는 것윤 계충체제의 저위에 끈거률 둔 것이다. 관료간의 모툰

관계는 겨l충체적 원칙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수 있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엄격한 감롭과 통제하에 입무툴 수행한다.

다) 문셔화의 훤리 - 모든 칙위의 권한과 입무는 문서화된 규칙에 의하여

규정훤다. 임무수행{칙위 또는 사무실의 환리)은 문서에 의한다. 따라서

관료제는 문셔착성과 보관을 담당하는 필경사 등 보조관료툴 필요로 한다.

그리고 문셔철온 사무실(bureau) 의 한 구성요소가 훤다.

라) 임무수행의 비개인화 - 관료률은 지배자의 개인척 종복으로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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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법규로 정한 직위의 답당자로시 칙위의 꽉척과 법규의 척용-에 있아서

개인척 이익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특별환 사정 또는 고책의 지위 등에

구애되는 얼이 없이 공평무사한 비개인성 (impersonality) 올 유지해야 한다.

마) 관료의 전문화와 전입화 - 입무수행에 필요한 천문척 훈련올 받은

사람들이 관료로 채용훤다. 채용의 기준은 천문척 능력이다. 관료들은

원척척으로 상관에 의하여 입명된다. 그들이 구비해야 할 지식의 주축율

이루는 것운 입무수행을 규정하는 제반규칙에 관한 지식이다. 관료로서의

직엽은 항구적인 ’생애의 칙업’ (vocation) 이다. 즉 잠정척인 칙업이 아니라

일생 동안 종사하는 직업이다. 그것은 또한 천입칙업이다. 직업척 훈련을

받고 특수한 지식율 가진 관료들은 온갖 정력을 그들이 맡은 칙위의 입무

수행에 바쳐야 한다. 관료제의 재산용 개인재산과 구별되며 사무실은 개인

적 주거와 구벌펀다. 관료들은 계급과 사무년한에 따라 고정된 보수와 연금

올 받는다. 관료들에게는 상위적으로 승진할 수 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며 승진의 거준은 주로 선임순위이다.

바) 관료제의 항구성 - 관료제가 성장하변 그것은 거의 따괴할 수 없는

실체로 등장한다. 권력관계의 사회화를 통해 권력의 망을 형성하며 사회의

적절한 기농수행율 위해 요긴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료채는 스스로롤

항구화한다. 일반대중은 관료제가 제공하는 서버스에 의존하게 되며 그러한

셔비스가 중단되면 혼란을 겪게된다. 관료제의 천문척 능력이나 비개인척

특성도 관료제의 항구화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관료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의존도플 높이기 위해 관료제는 독자적으로 힐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 즉 비밀주의에 의하여 스스로를 보호한다. 관료 개개인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쇠사슬에 묶여있으며 공식척인 규율에

대한 복종이 습관화되어 있기때문에 그들에게는 관료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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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는 위와 같은 톡성울 지넌 관료제가 다른 형태의 조칙들에 비해

기술척 우월성률 가진다고 하였다. 엄격한 관료제， 특히 톡재혐의 관료제

에셔 정확성， 신속성， 비모호성， 서류철에 대한 지식， 재량성， 롱일성，

.엄격한 북종， 마찰의 감소， 불척 • 인적 비용의 절감 등이 최척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보수를 받고 일하눈 전문적 관료들의 임무수행윤 명예칙으로 일

하는 사람틀의 경우보다 신속 정확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오히려 척게

둔다는 것이다. 관료체내에서 전문화의 촉진은 사무능률율 향상시키고

칙위의 계충체척 배혈운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였다. 관료제와 개인

소유의 분러， 환료제의 비인간화(dehumanization) ， 비개인적이고 객관척인

입무수행 등운 고도의 합리성과 기술척 환벽성을 결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 관료제의 병회l

그러나 Waber의 이념형에 부합되는 관료제는 여러가지 병폐률 수반한다.

조직사회에 대한 시대척 요청이 변화됨에 따라 관료제에 수반되는 병혜눈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개인적 자유와 자발성， 분권화， 인칸의

자아실현과 창의성 발휘， 급변하는 환경에의 척응과 조칙의 융통성등이

중요한 가치로 둥장하면서부터 고컨적 처방에 입각한 관료제는 신랄한 공격

의 대상이 되어왔다. 관료체의 병폐라 하여 학자들이 지척한 바률 종합해

보면 다음파 같다.

첫째， 칩권척이고 권위척인 통체와 법규우선추의， 그리고 비재인척 역할

환계는 불신과 불안감율 조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충촉올 저해하며

그틀의 성장과 성숙올 방해한다. 결과척으로 관료제내의 인척차원이 효율

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둘째， 기술척으로 필요한 정도툴 념어서 법규의 엄격한 척용이 강요되기

때문에 관료들은 목적보다는 그 수단인 규칙이나 철차를 더 중요시하게 된다.

즉 수탄을 목적에 대치하는 현상이 생겨난다. 엄격한 법규척용과 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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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는 북적과 수단울 대치시키고 이른lit ’양적 복종’ (quantitative comp

liance) 만올 중요시하는 풍조를 낳게한다. 외협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혹정이 가능한 활동결과가 주로 평가의 대상으로 되기때문에 관료틀은 조칙의

궁극적인 성공을 생각하지 않고 양척인 설척올 올리는 데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째， 구조의 경칙성 빛 법규와 절차척용의 강조는 번문욕례 (red tape) 와

변동에 대한 지나친 저항을 결과하고 고객과 환경의 요청에 척철히 대용하지

못하는 관료행태를 양성한다.

네째， 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칙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척명가기준，

조칙의 공식책 규범올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합박감 동윤 환료률율 불안

하게 하며 그러한 불안감(anxiety) 운 한충 더 권위적인 햄태률 유발한다.

규칙과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척용하고 통제틀 강화함으로써 자기의 안천에

대한 위협올 배제하고 자기의 지위를 향상시키려 한다. 관료들운 공식적

권한을 자기들의 개인적 권력과 이익을 신장하고 용호하는데 쓰려고 한다.

따라셔 권력투쟁이 일어난다. 능력이 모자라고 지위가 불안한 관료들윤 부하

률과의 관계에서 비개인성 (impersonality) 올 과장하여 냉답하게 햄동하며

비공식척인 첩확율 피하려 한다.

다섯째， 관료제는 자기보폰 및 셰력확장올 도모하려 하기때문에 그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증대시켜 가는 경향율 보인다. 불필요한

조칙단위와 인력이 자꾸 늘어나면 심각한 비겸제가 초래된다.

여섯째， 관료제의 규모가 커지변 승진의 기회가 확대되고 무능한 사람

들이 높은 자리툴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조칙의 능촬이 저하펀다. 그 이유

는 확장일로에 있는 조칙에서는 상위직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모두

승진되고， 승진된 칙위에서 다시 유능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또 숭진된다.

이와 같운 연쇄척 승진은 결국 일을 감당활 수 없는 칙위에까지 사람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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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켜 놓게 된다.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칙위에까지 승진한 사람은 그

직위의 요청에 관한 한 무능한 사람이 되는데 다시는 승진이 안되겠지만 신분

보장규정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야와같운 이치로 인하여

.결국운 거의 모든 칙위가 우놓자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다.

다. 상활척용척 비계충척 구조에로의 지향

j셔구사회에서 자본주의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되고 안정척언 환겸이

협정되었던 시대에는 고전적 모형에 입각한 관료제가 효율척이었으며 그에

부과훤 역사척 입무툴 다힐 수 었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관료제는 조칙

사회의 골격올 이루고 있다. 그러나 조직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라 고전적인

관료제는 많은 수정올 받아왔다. 조칙사회의 상황과 요청에 반옹하는

조직화(組職學)운 고전척 관료제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보다 급친척이고 과격한 대안의 모색에 나서고 있다. 최근의 대안모색은

대체로 관료제적 고학성을 탈피하고 상횡적융적 비계층적 구조률 만들어

보려는 데 지향되고 있다.

오늘날의 조칙들은 고도로 분화되고 급변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치열한

경쟁율 하고 있요며 기술과 지식의 고도화， 언척 전문화의 섬화， 개인척

자율성과 민주화에 대한 요청， 조직내외의 불확실성증대 등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칙면해 있다. 이러한 조직사회의 현실은 조직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올 의식척으로 인석하고 새로운 조직모형의 개발에 박차블

가하게 되었다.

1). Warren Bennis 모혐

Warren Bennis 는 탈관료제를 표방하는 급친척 모형을 개척하는 데 있어

선구척인 역할올 하였다. Bennis 는 1966년의 논문에셔 그로부터 25년 내지

50년 내에 다가올 조직사회의 여건변화를 추정하고 그러한 여건에 척합한

조직의 구조를 예측하는 형식으로 f 적웅적 유기척 구조’라는 모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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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가 머리 속에 그런 구조의 특정은 Hl 계층척 구조， 구조척 배열의

참정성， 권한이 아니라 능력이 지배하는 구조， 민주척 방법에 의한 감톡，

창의성의 폰중 등이다.

Bennis가 제시한 모혐의 중요 명제 또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척 배열은 장정적이다. 변동에 신속하게 대용하는 척융성을

높이려면 구조의 고확성을 깨고 유동화시격야 한다.

둘째， 구조는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중섬으로 형성한다.

셰째，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천문분야의 사람률로 구성되눈 집단이 맡는

다.

네째 , 다양한 사업간의 조정율 위해 첩합첨 (articulating points) 구실올

활 사람울 지정해 둔다. 접합정역할을 맡은 사람은 여러가지 사업담당칩단

칸의 의사전딸과 조정을 촉진한다.

다섯째， 사업담당집단돌은 기계적인 방석이 아니라 유기적인 방식에

따라 운영환다. 칩단윤 그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발생 • 변화에 따라 혐성 •

척응해 나간다. 집단의 지도와 영향력 행사는 문제해결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함이 맡는다. 조칙구성원은 계급이나 역힐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훈련과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 분류(분화)된다.

척웅척 • 유기척 구조숙에셔 조칙참여자들에게 의미있고 만폭스러운 업우

률 맡기기 때문에 내재적인 동기유발이 가능하며 개인척 목척파 조칙북척의

부합 성올 높일 수 있다. 척옹척 • 유기척 구조는 제약과 억압을 최소화하는

자유의 구조로셔 조칙참여자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최대한으로 발휘훨 수

있게 한다. 적옹척 • 유기적 구조의 가장 기본척인 장점은 급변하는 조건에

신속 하게 척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척응적 • 유기척 구조속에서 작업집단들은 잠정척이고 변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일체감은 희박해지고， 따라서 첩단의 용집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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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흰다. 급변하는 상황에 끊입없이 적응해야 하고 잠정척인 체제 숙에셔

이합집산율 거듭해야하는 조칙참여자들은 긴장과 갈등에 시달리게 환다.

따라셔 사람틀윤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작업관계를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성활

.수 있는 능력율 기르고 역할의 모호성율 극북하면서 자율척으로 햄동활 수

있도록 교화되어야 할 것이다.

2). Howard E. McCurdy 모형

Howard E. McCurdy는 탈관료제를 지향하변서 용통성있고 척옹성이 높운

구조형성올 모색한 여러 사람들의 접곤방법을 종합척으로 검토한 다옴， 자기

나름대로 비관료제적 조칙구조형성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현리

들운 다읍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원리는

계층척인 권한체제와 관할범위을 미리 고정시격두어야 한다는 고전척 원리툴

타파하는 것이다.

둘째， 업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는 상황적옹척이다. 이것운 문서화된 공식

척 법규률 강조하는 원리에 대조되는 것이다.

세째， 고객윤 동료와 같이 다루어진다. 이것은 고객을 대할 때 비개인성

(impersonality) 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네째， 납착한 구조(flat structure) 를 비계층척으로 형성한다. 이것은

계충화의 원리흘 부인하는 것이다.

다섯째， 문채해결과 의사결정은 집단척인 과정을 통해서 한다. 이것은

분업의 원리에 대조되는 것이다.

여섯째， 칙업상의 유동성 (professional mobility) 율 보장한다. 이것윤

관료제내의 칙업어 ’생애의 직업 (career service) ’이어야 한다눈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다.

일곱째， 조직내의 구조적 배열뿐 아니라 조직자체도 필요에 따라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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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 소벌되는 장정성올 가진다. 이것올 관료제의 항구성과 대조되는 륙성

01 다.

여닮째， 모든 의사전달은 공개된다. 이것옹 관료제의 비밀주의에 대조

된다.

라. 행렬조칙(Matrix Organization)

1). 햄렬조칙의 개념

행렬조칙(Matrix Organization)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통일

되어 있지 않다.

우선 Argyris의 견해뜰 보면 그는 행렬조척이란 기존의 조칙체계에셔

특정의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하나의 조직단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조칙단위에 컬쳐 관계되고 있을 때에 관계된 조직단위블로부터 인원올 뽑아

새로운 조칙체를 만률었올 때에 이를 행렬조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올림픽위원회가 가장 좋은 예이다. 따하서 행렬조칙은 얼명 프로젝트팀 또눈

프로젝트조칙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에 의하변 행렬조칙과 프로젝트

조직간에는 차이가 없다. 행렬조칙은 프로젝트조직과 같기때문에 셜치확척이

된 사업이 성취되거나 해결되변 해산된다.

그런가 하변 행렬조직과 프로젝트조칙올 구멸하면셔 행렬조칙은 기존의

조칙내에셔 종척이고 횡척인 이중의 지휘체계률 갖춘 다북척의 상셜책인 조칙

인데 반해셔 프로젝트조직은 프로젝트성휘만올 위해셔 임시로 조칙된 단일

묵척의 조칙이라는 견해가 었다. 여기서는 행렬조칙윤 프로책트조칙과는

다르다는 켠해툴 취하기도 한다. 즉 프로젝트조칙은 특정사업올 위해샤

입시로 여러 부서에셔 차출된 인원으로 구성되고， 그 사업이 성취되었올 때에

그 인원은 본래의 자기부서로 원대복귀하는데 비해， 행렬조칙은 한 사밤으로

하여금 기존의 조직내에 기능부서의 역할과 새로운 프로젝트 중섬의 역할올

동시에 하게 하는 이원척 지휘체계의 조칙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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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조:씩의 내부활같다.표시하면 〈그림 2-2>와행렬조칙율 그림으로

있고구성되어프로젝트부서로서횡척인기능부셔와들여다 보면 종척인

기능이중의 지휘체계하에 있마.동시에 양부서에 소속되어조칙구성원 폰

띠고 있올 때에 프로젝트부서의 업무는 주로 이질성부서의 업무가 동질성을

행렬표현해셔한마디·로것이다.새로운 것을 모씩하는율 토대로 해셔

조칙운 전통척 조칙 에다 프로젝트조칙을 접합시킨 것이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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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조
정
부

종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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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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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부
셔

〈그림 2-2> 행렬조직

’ ·

이러한 행렬조칙은 선진국 특히 미국사회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 주로

최근에는북잡한 협부의 초청이 요구되는 기술산업체였다.이용되는 분야는

항공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운행 • 행정부 • 대학 등에셔도 그 척용율 도입

상호조정파기술의전문화된어느 사회블 박론하고앞으로하고 있다.

의존성이 요구되면 될수록 행렬조칙의 활용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행렬조칙의 젤치 조건으로， 두 가지 영역의 문제에 동일한 비중의 관심을

가지c
T자원올정보처리능력이 요구되고， 하나의기울여야 하고， 고도의

때를 들고 있는데， 이 셰 가지 조건이 동시척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용할 훨요가 있올

으로 충촉될 때에 행렬조직은 탄생된다고 지척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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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여건온 새로이 요구되는 기능이 기존의 조칙체계내에서 하나의 조칙

단위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렬조칙은 조칙율 다차원의 목척을 수행하기 위해셔 인력운 척철

하게 배분하고 활용하는 이외에 조칙의 정보처리능력올 극대화시키고 주위의

동태척 상황에 척극척이고 능동책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고안훤 조칙이다. 또

프로젝트수행운 시한성올 띠고 있지만 조칙의 기분기능은 계숙성올 띠고 있기

때문에 대두된 조칙이다.

2). 행혈조칙의 장점

가) 시한성사업에의 신속한 대처

어떤 사법은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하고 또 막대한 청보를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그 사업은 되폴이되지 않는 시한성올 떤 사업이 었다. 이때

새로훈 조칙을 만들지 않고 기폰의 조직내의 인력올 종횡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나) 전문적인 것의 통합화

현대의 사회는 전문화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컷의 종합척인 통합올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사업은 필히 전문척인 것의 조화된 결합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었다. 우주개발사업은 가장 좋은 예이다. 천문화훤 기술율

토대로한 종합척연 착폼올 만률기 위해셔는 햄렬조칙이 안성맞홈이라는 것이

다.

다) 창조척 아이디어악 원천

행렬조직은 특수한 목척을 위해셔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조칙은 구성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절성을 띠고 있다. 이철적 구성원이

상호작용을 할 때에는 창조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아다.

창조적인 사고는 동질적인 것끼리 모일 때보다 이질척인 것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목표툴 향해서 상호작용할 때에 활발하게 일어날 수 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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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셔 햄렬조칙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 인척차원의 경제척 활용

행렬조직윤 새로운 사업이나 목척이 생킬 때마다 새로운 인원올 신규로

채용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조직구조내에서 인력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사용에 있어셔 경제성올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척인

인력올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유동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황척 요구에 인력율 효과적으로 똥왼할 수 있다.

마) 조칙한위간의 정보흐톰의 활성화

여러 집단의 대표자틀이 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일들올 따악하게

되고 의견과 정보틀 교환함으로써 상대방율 이해하게 훤다. 따라셔 조칙

단위간의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셔 행렬

조칙윤 조칙단위간의 상면성 (interface) 올 강조함으로써 사실의 노청 (con

frontation) 파 조정의 계기를 마련하여 준다.

바) 조칙구성원의 능력개발

햄렬조직내에셔는 한 사람이 한 자리에셔 기존의 기능부서의 일파 프로

책트 일에 동시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능력을 카우고 안목을 넓히게 하여

준다. 또 한 사람이 여러 일에 개입함으로써 칙무확장의 효과도 가져오제

한다.

3). 행령조칙의 문제점

햄렬조칙옴 위에셔 ~1척한 대로 좋윤 점도 많지만 실제 운영상에 었어셔

문제점도 많다.

가) 군웅할거의 가능성

조칙구성원은 각자의 대표성만을 고접하는 나머지 조칙율 군용활거의 장

으로 몰고가기 쉽다. 특히 조척의 책임자는 팀장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강력한 지휘계통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혹 그러하다. 특히 행렬조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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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가들로 많이 구성되는데， 이틀의 아칩적 태도와 지-기영혁의 주장은

조칙율 불협화옴의 장으로 몰고가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률 무정부

상태(anarchy) 라고 지척하는 사람도 있다.

나) 업무효율의 저하

집단내의 사함들은 자기 영역만올 주장하기 때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의 구섬점올 향해서 체계적으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고 다극화

(polarize) 된다는 것이다. 이틀은 자신의 천문척 영역올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상대방의 셜득에 귀툴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상대방

의 언행에 대한 불신행위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다국화현상율

통합시킬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기때문에 갈동현상운 심화된다. 여러한

갈등이 심화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각 대표자가 자기가 본래 소숙한 조칙

(parent organization)의 지시에 의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분이다.

다) 조칙구성원의 섬척 갈등

행렬조직내의 조칙구성원은 종척인 기능부셔의 상관과 횡척인 사업조칙

상관이 동시에 있어， 두 상관 사이에서 항시 긴장감을 느끼고 두 상환으로

부터 상반훤 지시가 떨어쳤올 때에는 심척 갈등올 느낀다.

라) 조정의 어려폼

행렬조직운 동젤척인 것과 이질척인 것들이 참재되어 었다. 거기에다

어중의 지휘체계툴 가지고 있어 조칙의 최고책입자의 입장에셔 붙 때 조정의

비용이 가중훤다. 특히 조칙구성원간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마) 결정의 지연

햄렬조칙은 성격상 결정의 지연율 차초하게 되어 있다. 토롤파 논의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언제 최종의 결정이 나오게 될지 모른다. 톡히 많은

경우 구성원이 자기의 소신이나 의견보다는 모조칙(母組織)의 치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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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은 더욱 늦어낀다는 것이다. 이률은 모조직의

지시와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행렬조칙내에셔의 결정윤 집단결정 (group decision-making) 으로 생각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해결이 더디기만 하다는 것이다. 따라셔 의견만 제시

되고 햄동운 없는 조칙으로 그의 모습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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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느칙획 극드호L고:1-정

가. 의사결정

의사결정(decision-making)이한 장래의 행동방향홉 모색하고 그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쉽게 말해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결과툴

미리 생각해 보눈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의 의미툴 이와 같이 넓게 이해할 때 인간의 거의 모둔 행동

에는 의사결정이 선행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올 수 없다. 조칙의 운명율

좌우합 중대청책율 정할 때나 특정한 개인올 조직에셔 채용 또는 해고하려 할

때 행동주처l는 :J.에 관한 의사결정울 한다. 어떤 개인이 조칙에 참여할

것인가 또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조칙율 위해서 열섬히 일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방안올 정힐 때도 의사결정을 한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타자기에

종이롤 갈아 끼울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방안에 률어갈 때 왼쭉 문으로 률어

갈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 문으로 들어갈 컷인가를 정하려 할 때도 의사결정

올 하게 된다.

의사결정의 차원과 내용은 실로 천차만별이라고 하지 않올 수 없다. 그

많윤 양태의 의사결정에 우리의 주의를 고루 배분하거나 모든 의사결정양태

툴 빼첨없이 검토할 수는 없다. 우랴의 주의툴 중요한 것에 한쩡하여야만

의사결정에 관해 유의미한 논의륨 할 수 었다.

조칙학환야에서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올 천개하는 대다수의 사람률은

주로 조직상의 중요결정에 초점올 두고 있다. 조칙상의 중요결정이한

원칙적으로 관리충에셔 책입을 지는 의사결정이며， 전술척(tactical)이라기

보다 전략척 (strategic)언 의사결정을 말한다.

1). 의사결정의 단계

의사결정의 기본 단계는 문제의 인지 또는 발견， 문제의 진단과 분석，

해결방안의 탐색， 해결방안의 평가와 선택 등 떼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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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의 안지 또는 발천 - 어떤 자극(stimulus) 또는 압력 (J’ressurc) 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각될 때 의사결정의 과정은

시작된다.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옴올 깨닫게 하는 자극 또는

원인운 어떤 상활의 셀제수준과 그에 대한 기대수준 사이에 괴리가 있율 때

조성되는 것이다. 족 현설이 욕구수문에 미달되는 상태가 문제의 인지 또는

발견율 자극한다. 문제의 인지률 자극하는 요인은 불만， 긴장， 갈등， 불균형

(disequilibrium) , 불현 (felt difficulty)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개념들은 그 내용이 조긍씩 다르기눈 하지만， 근본척으로 바람칙한

상태와 현질척인 상태의 괴리에서 빚어지는 현상올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

성율 가지고 있다.

문제의 인지를 촉발하는 자극의 강도와 긴박성은 다양하다. 매우 강력

하고 급박하여 위기척 결정(crisis decision)의 과정올 시동시키는 것도 있고

결정주체가 자발척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면 간과해도 무방하리만큼

미약한 자극도 있다. 한 차례의 자극이 측각적으로 문제를 인지시키고

따라서 의사결정의 과정올 진행사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자극이

일정한 기깐 누척되어야 비로서 의사결정의 과정을 진행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의 인지률 가져오는 자극은 조직내에셔 발생활 때도 있고 조칙외

에셔 발생할 때도 있다. 자극의 발생과 천탈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발척 또는 우연척인 경우도 있다.

나) 문제의 진단과 분석 - 내외의 자극에 의하여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

으면 그러한 문제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야 올바른 해결방안

올 모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의 두 번째 단계는결정주체가 칙변한

문제의 성격올 확인하기 위해 진단하고 분석하는 단계다. 의사결정자들은

흔히 문제의 내용올 확인하는 일에는 소훌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만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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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정력율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결책올 강구하기 전에 문제

부터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 하지 않올 수 없다.

문제툴 진단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필요한 여러가지 기법과 절차률

동원하여 문제발생의 원인， 문제의 제국면과 연관요인， 문제해결의 장애요인

등율 확인하여야 한다. 문제가 모호하고 방대한 경우에는 이툴 분석가능한

단위로 나누어 검토활 수도 있올 것이다. 문제진단의 절차는 다양한 형태로

진햄되며 그것은 공식적이고 명시척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율 때도 었다.

결정주체가 봉확하는 문제는 물론 매우 다양하다. 착은 문제도 있고 콘

문제도 있으며 긴급한 문제도 있고 서둘러 해결활 필요가 없는 문제도 었다.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도 었고 해결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도 있다. 일상척 • 정형적인 문제도 있고 여1외척 • 비정형척인

문제도 있다.

다) 해결방안의 탐잭 - 진단과 분석을 통해셔 문제의 성격이 분명해지면

그것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대안)어 탐색되어야 한다. 탐색의 과정에셔

문제툴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돈 대안이 확인될 수 있으변 이상척이겠지만

대재의 경우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모돈 대안의 완전한 탐색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

문제의 성격과 의사결정상황의 조건은 탐씩활동의 방향파 범위률 코게

화우한다. 품제가 일상적 • 정형척인 경우에는 기폰의 정책과 선례를 따르는

범위 내에서딴 대안윷 탐색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l외척 • 비정혐척인 문제의

경우 대안탐책의 범위는 넓어질 것이며 탐색의 방향도 보다 창의척인 것으로

될 것이다.

의사결정의 실제에 있어서 대안의 탐색은 가깝고 쉬운 곳에서부터 사착

하는 것이 보통이다. 죽 가장 쉽제 접근할 수 있고 찰 아는 출처에서부터

대안을 탐색하게 된다. 예컨데 해당 조칙내에셔 선례를 찾아보고 그것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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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올 수 없으면 기존의 정책에서 어떤 사사를 받으려고 한다. 조칙내예서

실마리를 찾율 수 없으변 다른 조직에서 쓰고 있는 해결방안올 모방하려고

한다.

탐색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예툴 보면， 첫째，

기억탐색 (memory search) 이 있다. 이것운 조칙내의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정보와 기록화되어 있는 정보를 더듬어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둘째，

피동척인 탐색 (passive search) 이 었다. 이것은 대안이 어디셔 저절로 나타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셰째， 겨1략탐색 (trap search) 이 있는데 이것은

탐색활동율 다른 사람에게 대행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납품업자에게 물품의

용도만 일러주고 그에 척합한 물품올 고료는 일은 납품업자가 하도록 하는

것이 계략탐색에 해당한다. 너}째， 능동적 탐씩 (active search) 이 있다.

이것운 결정주체가 척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칙첩 창출하는 것이다.

라) 해결방안의 펑가와 선택 - 대안들이 탐색되면 의사결정의 묵척과

거기서 도출되는 기준에 비추어 대안들을 비교평가하여 가장 바람칙한 대안올

선택한다. 바람칙한 대안이 목척과 기준(기대)올 얼마나 충실히 달성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 극대화 대안(maximizing alternative) , 최척 대안(optimum

alternative) , 만쭉 대안(satisfactory or satisfying alternative) 등으로

구분펀다. 극대화 대안이나 최척 대안을 선택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며， 또 그러한 선택이 가능할 때도 있올 것이다. 그러나 주관척으로

만쭉하는 이른바 만촉대안율 고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올 것이다.

탐색된 대안을 비교명가하여 선택하는 과정에셔는 먼저 개괄적으로

대안들올 검토하여 부척합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툴올 팔라셔

배제한 다옴 나머지 대안들올 집중척으로 명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격적인 명가 • 선태의 과정이 합리적 분석올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합리척 분석에 의한 대안의 선택이 가장 바람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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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합리척 분석과정은 다단계적 과정으로서 가능성분석， 효율성분석，

비용효과분석， 영향분석 등의 활동올 내포한다· 7}능성분석( feasibH.ity

analysis)이란 여러 대안 가운데서 실현이 가능한 것을 콜라내는 작업을 말

한다.‘ 효율성분석 (effectiveness analysis)이란 실현이 가능한 여러 해결

방안 가운데서 기대하는 효과를 가장 충실히 달성해 줄 수 있는 방안율 찾아

내는 착업이다.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or cost-benefit 뻐alysis)

이란 실현이 가능하고 효율척이며 동시에 불질적 및 사회척 비용이 가장 척게

틀 방안올 찾아 내는 작업이다. 영향분석 (impact analysis) 이란 해결방안율

채택하여 실현시킬 때 제반 연관요인에 며치게 될 영향올 분석하는 것이다.

내용이 단순하고 단기척인 문제에 관하여는 합리척 분석의 파정이 비교척

용이하게 척용될 수도 있올 것이다. 그러나 의사결정자가 봉확하게 되는

조직상의 문제률은 대부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문제가 북잡할수록 고려

되어야 할 요인률은 많아진다. 그러한 요인틀 가운데는 양척인 것보다 철척

인 것이 더 많다. 절적인 요인들용 흔히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변천한다.

이럴 때에 관련훤 요인틀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정보과다에 시탈리거나， 의식적 또눈 무의식척 훤켠에 사로

잡힌다거나 하는 일은 합리척 분석의 과정올 왜곡시킨다.

합리척 분석과정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불확실성 (uncertainty) 이다.

불확실성이란 어떤 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확율올 부여할 수 없는 상태롤 발

한다. 불확실성은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부쭉할 때 생낀다. 불확실한 상황

에서는 대안 선택과정에 ’주관척 확툴’ (subjective probability)이 도입

되기 때문에 결정자의 주관적 가치가 지배척인 역할을 하게 된다.

위에셔 설명한 바와 같은 의사결정의 기본척 단계가 끝나변 해결방안울

시행하고， 시행의 과정 또는 그 결과에셔 의사결정자는 기대하였던 바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서 후속척인 의사결정에 도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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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툴 얻올 수 있다. ’시행단계에셔의 획인’ 또논 ’결과의 명가’라고 웰리

워지는 환튜(feedback) 는 바람칙한 것이며 실제의 와사결정과정에셔 환류의

단계를 밟는 경우가 많다.

의사결정의 기본척 단계(문제의 인지가 있은 다음의 제단계)를 줄발시키

기 ’전에 -선행척으로 ’의사결정계획’ (decision planning) 을 세워야 할 때가

있다. 특히 예외척 • 비정형척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그러한 선행적 또는 상위

척 의사결정 (metadecision-rnaking) 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의사결정계획

이란 의사결정상황에 처하여 어떤 받계툴 거쳐 어떤 방법으로 의사결정과정

울 진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계획을 셰우는 것이다. 어러한 계획운 대개

비공식척으로 진행된다.

2) . 의사결정의 제약요얀

가) 상황척 체약

a) 불충분한 정보 - 문제의 인지， 대안의 탐색과 분석 등율 정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청보가 완벽할 경우논 드물다. 정보가 부촉하거나 불환천하면

합리척 의사결정운 체약올 받올 수밖에 없다. 어떤 결정적 상황하에서 필요한

정보가 철대척으로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조직이 그러한 정보를 구하

지 못하거나 기록장치에 보존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정보의 흐름과

활용올 규제하는 절차의 결함으로 조직이 기억하고 었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b) 의사전닿체제의 미비 - 의사결정의 과정은 의사전달에 의하여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문제의 인지를 가져오는 자극올 탐지할

때， 문제의 진단에 필요한 정보와 대안탐색에 필요한 정보를 구할 때，

의사결정의 결과를 보고하고 전따서킬 때， 그리고 의사결정과정 자체의

진햄을 통제할 때에는 의사전달이라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련데 조직내의 의사전달체제에는 여러가지 장애가 내포되어 있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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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의사전달체제의 장애는 의사결정과정에 지장올 준다.

c) 목표에 대한 합의의 부재 - 의사결정의 북표와 기준에 대한 합의가

조칙내에서 언제나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나 목표가 모호하고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복표와 가준이

합리적으로 절정되기보다 결정자의 자의나 여러 이익집단의 타협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도 많다. 목표에 대한 합의부재와 북표체계의 모호성운 합리척

의사결정을 처l약한다.

d) 물척자원의 제약 一 의사결정의 과정을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물적

차원이나 의사결정의 결과 선택된 대안의 시햄에 필요한 물척자원이 항상

충분한 것문 아니다. 물적자원이 충분치 않으변 의사결정의 과정이 불충실

해지며 최척의 대안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정부조칙에셔 예산아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류하거나 의사결정파정율

신중하게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 또는 선태된 해결방안올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률 흔허 볼 수 있다.

e) 의사결정자의 시깐제약 - 의사결정자는 매우 긴급한 문제에 봉확하거나

다픈 일로 녀무 바뿔 때(정보과다에 노출되었을 때) 시간제약(time pressure)

을 받게 된다. 시칸제약이 심하면 그것은 의사결정상의 과오를 초래할 위험

율 받게 된다.

f) 계충제에셔의 권위척 통제， 션례존중， 낯익윤 대안에 대한 선호 

계충제에셔의 권위척 통제는 부하칙원률의 쇄신척 의사결정올 억압할 때가

많다. 권위척인 감독자들은 흔히 현상유지척 성향올 가지고 기폰의 청책파

규척에서 이랄하는 합리척 의사결정을 승인하려 하지 않는다. 권위척인

감독자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틀도 선례나 자기에게 친숙한 해결방안올 안이

하게 답습하는 타성에 빠지기 쉽다. 그러고 한번 내련 의사결정의 결과는

스스로를 지속시키는 관성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데 선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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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중대문제에 관해 정책을 결정하고， 기가석l 많은 인적 - 물책자원올 투입

하였으면 후임자가 그러한 정책의 불합리성을 발견하더라도 좀처렴 고치기가

어렵다.

g) 분화와 전문화로 인한 제약 - 구조척 분화로 인하여 생긴 하위조칙한

위툴운 각기 자기 영역의 이해관계와 환심사에만 주의툴 집중하고 조칙단위간

의 청보교환에 인색하게 되는 경향올 보인다. 그리고 각기 세력확장올 위해

다폼율 벌이논 일이 많다. 야러한 요소들은 조칙전체의 문제에 대한 합리

척 의사결정율 제약한다. 의사결정을 보조하눈 톡수분야의 전문가들윤 자기

분야에 국한되는 안폭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과도하게 고집하는 경향이 있

으며， 전문가적인 지위률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률과

나누어 갖기를 꺼려할 때가 많다. 이러한 전문가적 성향도 의사결정과정에

지장올 준다.

h) 조칙의 일반척인 분위기와 환경에서 유래되는 제약 - 조칙이 추구하는

기본척인 가치나 일반적인 관리지향성이 개별척인 의사결정의 합리적 진행올

제약할 수 있다. 예컨데 이윤추구률 기본적인 가치로 삼는 기업체내에셔

연구개발 분야의 의사결정은 이환추구라는 요청 때문에 천반적으로 왜욕될 수

있다.

i) 고객의 요청이나 경쟁조칙들의 견제 그러고 문제 몇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얼반의 선호눈 조칙내의 의사결정을 제약한다.

나) 인간의 심리척 제약

a) 인간심리과정의 일반적 제약 - 인간이 사색하고 지각하는 과청은 결코

완벽하게 합리척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각과 사색의 과정은 개인의 경험

과 지위 • 역할 • 가치관 등애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지각과 사색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설은 합리척 의사결정올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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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물의 지각에 있어셔 여러가지 오차률 범할 수 있으며 오화의

양태는 사밤마다 구구할 수 있다. 사물올 정확하게 지각하지 뭇하는 이른바

지각의 오차는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크게 제약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기가 소속해 있는 집단이나 준거집단(reference group) 율

맹목척으로 버호하기 쉽다. 사고와 행동에 있어셔 그러한 집단들의 압력올

받아 지각의 오차툴 범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다룬 사람툴도 자기률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복잡한 현상율

지각할 때 그것올 한순화하여 획일적인 또는 동철척인 것처렴 생각해 버리는

경향도 있다. 그련가 하면 지나치게 이원척이거나 양극척으로 사물올 지각

할 때가 있다. 혹 아니면 백， 선 아니면 악，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등으로 과도하게 단순한 양극척 판단율 하고 그 중깐율 안정하치 않으면

과오를 범하기 쉽다. 어떤 문제의 많은 국변 가운데셔 시간책으로 근접해

있고 눈에 찰 뜨이는 국면만올 보고 문제에 대한 전반척인 명가률 하는

경우도 있다. 대딴의 명가에 있어서 인과관계률 녀무 단순하게 숙단하는

일도 흔히 있다.

b) 결정주체의 성격에서 연유하는 제약 - 사람마다 성격이 다롤 수 있

다. 성격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사결정의 합리성올

제약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성격유형 가훈데는 합리척 의사결정에 특히

지장올 추는 것률이 있다.

지나치게 이상주의척이어셔 현셀의 제약율 무시하려는 사랍， 이성보다

감정올 앞세우는 사람， 창의성이 없고 무엇이든지 상식척인 수준에서 현상올

고수하려는 사람， 생각만하고 실천력이 없는 사랍 등올 합리척 의사결정에

척합하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나. 리더섭 (leadership)

천쟁의 승때로부터 훈동경기의 승때에 이르기까지 리더섭의 중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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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된다. 즉 승때의 결정요인이 리더섭이하는 것이다. 그러면 i!l 더심이란

무엇인가 ? 여기에 대해서는 보는 입장이나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정의가 있올 수 있다.

측 리더집윤 집단과정의 초점 (a focus of group process) 으로， 성격과

그 영향문제 (personality and its effects)로， 영향력의 행사문제(exercise

of influence) 로， 동조성율 유인하는 기술(the art of inducing compliance)

로， 젤득(persuasion) 의 문제로， 권력관계 (power relation) 의 문제로， 목표

성힘의 도구 (instrument of goal achievement) 로， 상호작용의 효과 (effect

of interaction) 로 이해되고 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견해 중에셔도

공통척인 것올 찾울 수 있으니 그것은 목표성취를 위한 힘의 동원능력

(mobilizing power)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힘의 동원이란 강제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으로 유도된 것이다. 여기서 리더심은 헤드섭

(headship)과 구별된다.

리더섬의 핵심은 특정의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리더십윤 끌려다니고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끔 유도되는 것이다. 리더십올 발휘한다는 것윤

공동의 방향감각(shared direction) 이나 목표의식올 갖게 하여 이러한 목표

률 성휘하는데 집단성원이 자발척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셔 리더집윤 관계된 요소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1) . 기본적인 리더심 유형

가) 권위형 (Authoritarian Style)

권위형은 지도자가 모둔 정책을 단독책으로 결정하고 부하직원은 그

집햄의 의무만울 진다. 그는 부하칙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율

싫어하고 자기의지에 복종하여 주기만을 원한다. 이러한 지도자라고 해셔

부하칙원들에게 공격척이고 적대적인 행위툴 일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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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도자일수록 친절한 처l하고 감정을 초훨한 체한다. 그퍼나 자기의

뜻때로 모든 일올 처리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에 어긋나는 의견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리터섭 아래에셔는 집단토론이나 권한의

위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리더씹은 집단구성원간에 불신감과 척대감올 조장하여출다.

집단구성원은 내밀한 상황에서 지도자에 접근하여 그의 신입올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집단구성훤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척대감율 가지려고

한다. 이 때 집단구성원률의 행위는 공격척 아니면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즉 극과극의 햄위로 나타난다눈 것이다. 이러한 공격척 아니변 무관섬의

햄위는 권위주의적 리더섭으로 인해 나타난 좌절감에 대한 반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관심의 행위는 언제 어디셔 공격적 행위로 톨변

할지 모룬다.

권위성 •
(입무중심적)

r-
권

력의 I지도자의 권력행사

l 출처 r

• 민주성 -• 방입

(추종자중섬형)

권
력
의

출
처

*l
’

추종자의 자율영역

•

지도자가 일방척으로

결정하고 추종자에게

통고한다.

지도자가 장정척인

결정율 제시하고

추종자의 반응에

따라 수정한다.

지도자는 상관이 정한
한계내에서 추종자가

자률척으로 활동하는

것올 허용한다.

〈그럼 2-3> 리더섭 유혐의 연속적 분포

나) 민주형 (Democratic Style)

민주형은 집단토론과 잡단결정을 장려한다. 지도자는 혼자 정책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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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하지 않고 조칙구성완이나 집단구성원의 의견올 토대로 정책율 결정

한다. 민주형이라고 해서 지도자가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조칙

구성원이나 칩단구성원의 의견에만 따른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는 자기

.의견올 추장하되 설득과 토론올 통해서 하지 명령과 강제성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자기룹 비판하거나 칭찬해도 객관성올 유치

하려고 노력하고 접단의 일원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민주척 리더협 아래에셔는 지도자와 조직구성원간의 관계가 공개성율

띠고 있기 때문에 조칙구성원깐에 불신과 반목은 적어진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정책결정이 공개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신의 여지가 없다는 것

이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자나

집단에 대한 무관심의 태도는 사라지고 자연히 적극척인 자세를 휘하게

된다.

다) 방입협 (Laissez Faire Style)

지도자가 집단구성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경우야다. 그는 전혀

리뎌협율 행사하지 않는다. 그는 명묵척으로만 지도자의 자리를 지카고

있지 전혀 지도차의 역할올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의견율 내세우려고

하저도 않고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

구성원이 합의에 의해셔 결정에 도달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봇하면

무정부상태에 빼지게 된다.

2). Blake 와 뼈uton 의 el더쉽 유형 도

Robert Blake 와 Jane Mouton 윤 조칙발전 또는 관리발전에 활용할 북척

으로 관리유형도 (Managerial Grid) 라는 개념적 도구를 만들었다. Blake 와

Mouton 은 관리유혐도를 만들면서 조직의 보편척인 구성요소는 목척， 인간 및

계층제이며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또 활용되느냐에 따라

생산에 대한 관심， 인깐에 대한 관심， 그러고 계층제의 활용방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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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인간관계개선(인간에관섬)와관리유형도에셔는 입무성휘(생산에 대한

다셋가지로지도유형올로대로 하여기준올가지관심)이라는 두-대한

분류하고 있다.

다섯가지 지도유형(관리자의 관리행태)은 다음과 같다.

1 - 9 9 - 9
친목형 단합형

5 - 5
철충혐

빈약협 입무중섬형

1 - 1 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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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대한 관심

〈그럼 2-4> 러더섭 유형

- 지도자의 관섬과 활동이 최소의 수준에 머무가) 빈약혐 (impoverished)

다같이 낮은 지도햄태라인간에 대한 관심이생산이나르는 지도유형이다.

활 수 있다.

나) 찬묵형(country club) - 인간의 욕구률 깊이 배려함으로써 만혹스러운

자도유혐이다.조성하는분위기를다정한조직내의인간관계를‘형성하고

인깐(조직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도행태라 할 수 있다.

다) 입무중심혐 (task) - 인간척인 요인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었도록 업무

지도유형이다.제고시키는능률을조직활동의셜정함으로써수행조건을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윤 지도햄태라 할 수 있다.

라) 절충행 (middle-of-the-road) - 사람들의 사기를 만쭉할 만한 수준으로

- 53 -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와， 임무를 성취해야 한다는 필요툴 적절히 균형시키는

지도유협이다. 인깐과 생산에 철반씩 관섬올 갖는 지도행태라고 할 수 있다.

마) 단합형 (team) - 지도대상집단폰 조칙이 부여한 엄무(목척)물 수행하는

공동운명체라는 것올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관계를

혐성하도룩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 지도유혐이다.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놓은 지도행태라 할 수 있다. Blake

와 Mouton 윤 광리유형도의 용도를 설명하면서 단합형이 가장 이상척인

지도유혐(관리유형)입올 시사하였다.

3) . 리더쉽의 유형올 결정하는 상황척 요소

러더쉽의 유형은 라더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기

보다는 그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적 요소에 의해셔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리더가 권위형의 리더쉽올 발휘하고 싶다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의해셔 권위혐의 리더쉽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상횡적 요소틀율 률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칙의 성격

조칙의 목표나 기능에 따라 리더협의 유형은 달라철 수 있다. 군대조칙，

교도소， 정신병원같은 기관이 권위협리더쉽을 요구한다변 연구소같은 조칙은

방입형리더협올 요구한다. 여기셔 조직은 그 성격에 알맞는 리더협올 요구

하게 될다. 또 동일한 성격의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직무나 작업내용이 명확

하고 구체척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없느냐에따라 요구되는 리더협의 유형이

다르다고 활 수 있다. 작업내용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권위협려더협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

나) 집단구성원의 인척사항

집단구성원의 교육수준이나 지적수준이 높을수록 민주혐의 리더쉽을 요구

하고 그와 반대일수록 권위형을 요구하게 된다. 또 집단구성원이 섬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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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구충촉율 추구활수룩 민주혐의 리더십올 요구하게 된다.

다) 테크놀로지의 발달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행정의 전문화를 가져오고 행정의 천문화는 민주형

의 리더십올 촉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도자는 부하칙훤의 사무내용올

간섭하고 하나하나 감독하고 싶어도 사우의 전문화에 상용하는 전문척 지식

이 없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한 행청의 천문화

는 물리적인 변에서 민주적인 리더심을 촉구하게 된다.

라) 환경의 상태

조직올 둘러싸고 있는 환경상태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냐( uncertain and

unstable) 아니변 확실하고 안정적 이냐(certain and stable)에 따라 리더섭의

유형은 탈라진다. 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불확실하고 예혹이 어려울 때에

리더섭은 민주성율 띠지 않올 수 없다는 것이다. 급변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그때 그때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셔는 부하틀에게 권한올

위입함으로써 민주적 리더섭올 확립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칙

특히 국가나 공공단체가 전쟁이나 내란등의 위기에 처해 있올 때에는 권위

주의척 리더심을 촉구하게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마) 문화척 전통

여기셔 문화한 그 나라의 생활양식율 말한다. 가부창척 사회로셔 지 kiN

북종의 수칙척 질셔가 강조되면 자연히 권위협리더심올 탄생시킨다. 다시

말해셔 권위주의 문화는 권위주의척 리더섭올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문화속에서 아무리 민주적 리더집올 강조해도 제대로 착동하지 않는 것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4) . 리더심의 개션

리더심을 연구하는 학자로셔 Fiedler와 Chemers는 지도과정의 효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섯가지 방안을 제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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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지도자가 직장에서의 경힘을 통해 지도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

이다. 즉 시간이 흐릅에 따라 영향력을 높이고 상황올 유리하재 변동시키눈

방법올 지도자카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것야다.

둘째는 순환보칙 (rotation) 을 통해 지도자의 안목올 넓히고 새로운

사태에 대용하는 능력올 기르는 것이다.

셰째는 역할연기(投劃演技) , 사례연구 등의 방법을 써셔 지도자훈련율

셀시한다. 이러한 지도차훈련을 ’서깐척으로 압축된 경험’ (experience

compressed in time)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사랍의 겸험율 모아 깐추린 것

을 짧윤 시간안에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네째는 상황에 척합한 지도자를 선발 • 배치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지도하기 힘든 이질적 집단(heterogeneous group) 을 지도해

보게 함으로써 지도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칙워，의 권한을 강화한다든가 지도하기에 척합한 사람율 휘하에

배치해 준다든가 또는 칙무수행의 목척과 절차를 보다 상셰히 규정해 준다

든가 하는 방법올 써서 지도상활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6. 조칙개혁

가. 조칙개혁의 의미

조칙개혁은 조칙을 어떤 하나의 상태에셔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

로 변동시키는 것올 말한다. 개혁운 바람칙한 변동(preferred change)올

뜻한다. 조칙개혁윤 일정한 가치지준의 인도를 받는 의식적(목척지향척，

계획적) 변똥이며 동태적이고 연관척 특성을 지난 변동이다. 그러나 조칙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조칙개혁은 단발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과정이다. 조직개혁의 주요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칙개혁은 목적지향척(purposive)인 것이다. 조직개혁에는

의지책으로 젤정된 목척이 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혁은 계획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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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될 수가 있다. 조칙개혁의 일반적언 목척은 조척의 결합과 악올

제꺼하여 조칙올 보다 나은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개혁의 구체척인 목적은 궁극적으로 주판척인 가치기준의 인도를 받아 설정

되는 것이다.

둘째， 조칙개혁은 동태책 • 행동지향척인 것이다. 동태척이라 합은 미래를

향하여 시깐선상에 펄쳐지는 활동이 있음을 뜻한다. 조직개혁의 동태적 • 행동

지향적 특성에 확안할 때 우라는 개혁의 과정과 천략 및 전술에 관심올 갖게

펀다. 그러나 곤본척으로 개혁의 행동계획은 불완전한 정보와 변경훨 수

있는 합의에 근거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혁의 행동과정운

연속척 • 순환척이어야 하며 융통성있는 것이라야 한다. 예정했던 수단뿔

아니라 목표까지도 변동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비하여야 하며 환류룰 중시

하여 점차적으로 계획올 수정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세째， 포괄적 연관성 (comprehensive interdependencies) 운 조칙개혁의

중요한 특정이다. 조직개혁의 대상이 되는 조칙의 내적 요인들윤 복잡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러한 내척 요인블과 그룹율 물러싼 조칙외척 요인

들이 또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개혁의

행동과정에서는 이러한 연관적이고 연발적인 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오늘날에는 조직과 환경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조칙개혁과 환경척

변화는 순환척으로 연결되어 었기 때문에 양자는 피차 톡럽변수이기도 하며

동시에 종숙 변수이기도 한관계률 이루고 있다. 조칙개혁올 톡럽변수로

따악하는 입장에셔는 조칙개혁이 환겸에 연쇄적 변화를 가쳐옴다고 말한다.

조칙개혁을 종숙변수로 따악하는 입장에서는 문화적 소산인 조직의 개혁은

사회개혁의 일부라고 규정하면서 환경척 변화에 의하여 뒷받첨되지 않는

조직재혁은 실패한다고 말한다.

조직개혁의 포괄척 연관성은 이 문제에 관한 지혜의 종합척 동원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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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조칙개혁이라는 문제는 복합과학척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관첨과 지식운 조칙개혁이라는 하나의 ’총체척 인간사’ (a whole human

problem) 의 이해률 위해 종합되어야 한다.

네째， 조칙개혁에는 저합(resistance) 이 따른다. 조칙개혁은 인위척으로

현상유지률 타따하는 햄통과정이므로 거의 언제나 현상유지척 세력의 저항올

다소간에 받기 마련이다. 조칙개혁율 성공으로 이끌려면 저합의 원인과 양태

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처해야 한다. 조칙을 개혁하려 할 때는 저항극북의

전략과 방법올 마현하고 그것올 뒷받첨할 자원올 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칙개혁은 다발척이고 지숙적인 현상이다. 즉 한 차례의 단속

척인 개혁으로 끝나버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변 조직내에는 개혁의

필요가 상폰하기 때문어다. 조직내외의 여건은 부탄하게 변동하면서 조칙

개혁의 필요롤 창훌한다. 여건의 현저한 변동여 없더라도 어느 한 시점에서

고쳐야 할 것야 전혀 없는 완벽한 조칙이 존재활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여섯째， 조칙개혁으로 인하여 함구척인 혼란(perpetual chaos) 과 불안정

이 조성되어셔는 안 된다. 척정한 안정성의 유지는 개혁올 성공시키는

하나의 여건이기도 하다.

나. 조칙개혁의 과정

환 류

인지 l-→ l 입안|-→ l 시행 l-→!평가

〈그림 2-5) 개혁과정의 기롤척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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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단계

인지단계(awareness stage)는 현실수준(실척)이 기대수준(기준)에 미달

하는 차갤올 발견하고 개혁의 필요를 확인하며 그에 관한 합의률 혐성하는

단계이다. 인지만계에셔는 가춘， 실척 빚 그 차질이 확인훤다. 그러고 개혁

의 필요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노훌되고 조정된다.

기준과 실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조칙개혁의 필요룰 낳게되는 객관척

상황윤 조칙이 당변한 임무를 수행할 농력을 결여하고 있옴이 분명한 경우，

조직이 당장의 입무논 수행할 수 있지만 초과임무의 발생에 대용할 능력율

결여하는 경우， 조직이 초과임무툴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잉여능력문 가지고

있지만 장래의 임무수요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 조직이 잉여능력과 장래에

대한 예륙능력올 구비하고 있지만 가장 효율척인 새로운 행동수단 또는 기법

율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상활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완벽한 조칙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셔 기준과 설척의 차질， 그리고 개혁의 필요는 조칙에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준과 질적의 차질올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차질을 저각하더라도 이툴 묵인하거나 참고 견디는 경우 또한 허다

하다. 즉 차질의 지각올 재혁의 필요성확인으로 연결시키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규모의 환료화환 조칙에 종사하는 사람들운 사회화과정올 통해셔

기폰질셔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야롭지 못하다는 것올 배우게

펀다. 조칙내의 사회화과정은 인간속성의 현상유지척인 혹변올 보강하는

경향이 었다. 따라서 긴장 • 불현 • 불펌 등과 같은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

나지 않으면 개혁와 추장이 제기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조칙은 개혁휠요에 대한 인자의 기능을 제도화하여 기준과 셀척

의 차질올 발견하고 개혁의 필요를 확안함으로써 조직개혁올 혹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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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들에게 조직개혁의 억할올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 연구개발의 책엠

올 지는 참보단위블 설치하는 것， 외부전문가틀을 고용하여 개혁의 필요를

확인시키는 것， 청기척인 조칙진판올 실시하는 것， 제안제도와 불명처리

.제도률 셜치 • 운영하는 것 등이 개혁필요인지기능의 제도화에 해당한다.

2) • 입안판계

개혁의 필요가 확인된 다음에는 개혁의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죽

기준과 질적 사이의 차질(문제)올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올 탐색하여 채택

하여야 한다. 업안단계(formulation stage)에서눈 개혁의 목적체채와 개혁

실현의 천략 빛 행동대안올 결정한다.

합리척 분석외 과정올 통해서 개혁율 입안할 수 있으변 가장 이상척일 것

이다. 개혁의 대상인 문제의 성격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개혁의

목적을 설정한 다옵 목척의 실천전략과 행동대안들을 탑색하여 그에 대한

가능성분석， 효율성분석， 바용 • 효과분석， 영향분석 등을 거쳐 최고의 개혁

안율 마련하는 것운 입안단계의 당위척인 과제이다.

초칙개혁의 가장 일반척인 목척은 조직의 결함을 제거하고 조칙올 보다

바람칙한 상태로 이끌어가눈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목적은 그 하위목표

틀에 의하여 차례로 구체화된다. 조직개혁의 구체적인 하위목적들은 개혁의

상합과 접근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 선택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륜 세부적 개혁목표틀을 생산활동의 능률향상， 유대관리

능력의 향상， 구조적 배열의 개선， 대인관계의 개선， 과정의 개선， 목표체계

의 개선， 조직참여자의 발전등올 조직개혁의 얼차척 하위북표의 예로 틀 수

있다. 개혁이라는 가장 얼반적인 가치의 하위가치로는 효율성， 사회적 능롤，

적옹성， 창의성， 환경으로부터의 지지， 성취지향성， 조직참여자의 성장과

자기실현， 자촬성， 합리성， 생폰능력， 정칙성 등을 열거활 수 있다. 개혁의

목표툴 질현할 전략과 햄동대안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은 자명한

- 60 -



이치이다. 다만 어느경우에나 마련되어야 할 기본적 천략은 개혁의 우선

순위 또는 순서에 관한 천략과 저함극복와 전략이다. 개혁사업이 협게 수용

훨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전략은 개혁의 목표와 내용올 결정할 때부터 고려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혁의 시행과 정착화에 방해가 될 저항올 극복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전략올 개혁의 입안단계에서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칙하다.

3). 시행단계

시행단계 (implementation stage) 에서는 압안된 개혁사업올 실천에 옮기

고 개혁을 청확서킨다. 개혁의 실천에 의하여 조직의 불균형상태률 야기

하고 개혁의 청확에 의하여 새로운 균형상태를 형성한다.

압안된 개혁올 현실화하는 단계에서는 개혁실현의 행동주체롤 선정하거나

조칙하고 필요한 지지와 언적 물적 자원올 동원하여야 한다. 개혁의 영향올

받게 될 사람들의 태도를 개혁에 유리하게 형성하고 개혁에 대한 저항올

극복하는 것도 시행단계의 중요과제이다. 개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칙

참여자들의 기술적 요건어 달라지면 채훈련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것도 시행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개혁은 융동성었고 적웅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개혁올 입안활 때 시햄

한계에서 발생할 모든 사태를 예혹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륙했던 상황

이 개혁올 실현하는 동안에 변동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혁의 서햄은

상황변화에 척응활 수 있는 융통성을 져녀야한다. 관념척으로 마련된 개혁

안올 부분척으로 시행해 붐으로써 성공가능성올 현실에 비추어 미리 검토

하는 것이 바람칙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안의 시행이 융통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시행과정이 상황변화에 끌려다니기만 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올 것이다. 본래의 개혁안을 온전하게 실현하기위해 변화하는 조건올

통제하는 것이 바람착하고 또 그것어 가능할 때에는 조건변화를 통제 하도륙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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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논의만 되는 것이 아나라 현섣회될 때 거기이1는 다륜 어느 단계

에셔보다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고 권력구조를 포함한 조직상의 배열에

질체로 변동이 야기되기때문에 섬한 갈등과 저함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

므로 개혁의 시행단계에서는 역기능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저항율 회피 또는

극북하는 문제가 륙히 륜 비중율 차저한다. 갈등과 저함을 극복하지 못해

개혁이 실때로 롤아갈 수도 있을 것이며 칼등으로 인한 손설이 너무 크다고

판단훨 때에는 개혁울 수정하거나 그 시행율 포기활 수도 있올 것이마.

4) • 명가단계

명가단계 (evaluation stage) 에서는 조칙개혁의 성과와 개혁의 과정척

요인률율 분석 •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개혁과정의 척절한 단계에 환류시킨다.

명가는 개혁야 처방대로 실현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는 목적도 지닌 것이지만

펑가의 보다 풍요한 목표는 평가의 결과률 환류시킴으로써 조직개혁활동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명가결과의 환류는 새로훈 개혁활동올 유발하거나 장래의 개혁활동에

영향올 미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명가 • 환류의 단계는 개혁과정올 순환척인 것

으로 만드는 구실율 한다. 조칙개혁의 시행이 끝난 다옴에 사후척으로

개혁사업의 공과를 따져 그 결과를 개혁컬청 중추에 환류시킴으로써 새로폴

개혁과정올 유도하는 것이 평가단계의 합리적 내지 논리척 역할이라고 불 수

이다. 그러나 개혁과정의 설제에 있어서 명가 활통이 잔행되는 시기와

기능윤 배우 복잡하다. 개혁과정여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개혁과청의 제국

변올 수시로 평가하여 오차를 시정하는 일이 많다. 조직개혁의 명가대상은

포괄척인 것이다. 즉 조직개혁에 관한 모돈 것이 잠재적인 명가대상으로

훤다. 입안단계에서 처방한 개혁의 목표가 제대로 성휘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캐혁의 목표기준과 개혁의 설척이라는 결과적 변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평가단계의 가장 중요한 입부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혐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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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가 거기에 국한되는 것윤 아니다. 북표설현의 성때에 명향율 미치는

개혁의 과정 • 전략 • 방법 • 기술 • 동원된 차원 등이 명가되어야 하며 개혁

실현이 수반하는 장기척 효과와 조칙전체에 미치는 영향 ( impact) 도 명가되

야야 한다. 개혁의 목표가 척철하게 설정되었는가하는 문제도 명가하여

그풋될 개혁북표를 시정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혐가에 필요한 처방자료 및 실황자료의 획득가능성과 그 정확성， 분석

기술의 발전청도， 명가대상의 평가난이도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척

으로 명가가 용이한 대상도 있고 어려운 대상도 었다.

다. 개혁장애요인 및 극복전략

조칙개혁윤 현상유지적 균혐상태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기때문에 거의

언제나 다소간의 저항(resistance)에 봉작하게 된다. 저항의 이유는 한결

같운 것이 아니다. 개혁의 내용올 찰 모르기 때문에 저함할 때도 있고 감청

적인 이유로 저항활 때도 었으며 이성척 내지 합리척인 이유로 처합할 때도

있올 것이다.

저항의 정도와 증상도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개혁의 영향율

칙접책으로 받는 사람이 개혁올 충심으로 환영하기 때문에 칙첩척인 저항의

증상이 감지되지 않을 때도 있고 개혁이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저항 또한

경미하고 따라셔 륙별한 저항극북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올 때도 있율 것이다.

그련가하면 져항이 매우 섬각하고 저항때문에 개혁이 철패로 톨아가는 경우도

있올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개혁올 정당하게 입안하고 시행하려는 개혁주체는 개혁애

대한 저항을 극복 또는 완화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저항율 극복

하지 못하면 개혁은 처옴부터 화절되거나 왜곡되기 쉬우며 비록 개혁이 시행

되더라도 그 효율성여 저하될 것이다.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셔 볼 때

저항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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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항의 이유

조직개혁의 영향을 받운 사람들이 개혁에 저합하는 이유의 충요한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의 내용을 찰 모르기 때문에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전달의 장애로 인하여 개혁의 필요와 목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개혁의 영향율 밭율 사람들에게 전딸되지 않거나 그러한 정보블 찰옷

이해할 때 저항이 생낀다. 무엇을 개혁하자는 것인지도 모르거나 개혁의

취지률 찰옷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에 협조하고 개혁을 수용활 것

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둘째， 개혁이 가져올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감， 새로운 상왕에 적웅

해야 하는 심리척 부담， 재교육의 부담등이 저항의 원인으로 될 수 있다.

기존질서속에셔 안정감올 느끼고 었는 사람들은 개혁에 의하여 새톱게 펄쳐

젤 상황에 대해 불안감올 느까게 된다. 개혁의 내용이 기존철셔로부터 이탈

되는 정도가 클수록 불안감은 커질 것이다. 개혁이 기존의 사회척 유대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사회관계의 혐성올 강요하는 것일 때 사람들은 심한 섬리

적 부담율 느끼게 훤다.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식 • 기술올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사람들은 재교육올 받기 싫어서 개혁에 저항할 수

있다.

셰째， 인정참이나 자존심이 손상되기 때문에 저함을 보일 수도 있다.

개혁주체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과거의 실책올 비난활 때나 특정한

개인을 지목하여 개혁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러고 개혁안을 공격적인

방법으로 제시할 때에는 인정감과 자존심의 손상으로 인한 저항을 한층 격화

시키게 된다.

네째， 개혁이 개인적인 이익을 직접척으로 침해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

들은 개혁에 저항하게 된다. 개혁이 수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익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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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는 보수의 감소나 감원， 지위격하， 자기실현을 좌절시키는 업푸재떤 또는

전척 등울 틀 수 었다.

· 다섯째， 조칙개혁의 필요와 성과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개혁에

저합하게 된다. 륙정한 개혁에 의하여 초래하려는 총국상활이 기존상황보다

나율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개혁대안이 더 효율척일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률윤 저항율 보이게 된다. 제약조건때문에 특정한 개혁안이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개혁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생짝할 때도 져합의

반용올 나타낼 것이다. 같은 종류의 개혁율 과거에 시도했다가 셀패하였거나

기대했던 결과툴 얻지못했던 사람블은 확신을 가지고 개혁에 저함하게 될

것이다.

2). 저항극복의 전략

개혁주체는 저항의 원인과 증상 및 그 강도틀 정확하게 진단하고 구체척

인 경우에 척합한 저항극복의 전략과 수단율 동원하여야 활 것이다. 저항의

유혐이 다양한만큼 저항을 극복하눈 데 동원될 수 있는 천략과 수단도 다양할

것이다. 구체적인 겸우에 입하여 상황척융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항극복의 전략과 수단올 일반척으로 법주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강제적 전략 - 강제적 전략은 개혁주체가 일방척으로 개혁안율 결청하

고 권력에 의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저항을 극북하려는 천략이다. 이러한

강제적 천략윤 처항을 원천척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III 상척 • 단기척으로 저항

율 억압하는데 그치는 대증요법이다. 강제척 전략올 촬 때 개혁의 영향올

받는 사람틀은 개혁에 대하여 소외감을 느끼게 되므로 장래에 더 콘 저항올

야기할 위험이 있다. 강제척 전략은 바람칙하지 못한 전략이기는하나 강제척

전략의 사용가능성과 그것이 지니는 효용성을 천척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강제적 전략의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계충적 권한을 동원하여 처항을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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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불이익처분이나 불리적 제재블 가힘으로써 지합올 억압한다.

세째， 의석척으로 긴장을 고조서켜 개혁에 추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네째， 권력구조의 개현을 통해 저항집단의 세력을 약화시킨 다옴 개혁을

.관철한다.

나) 규범책 • 사회책 전략 - 규범척 • 사회척 전략윤 척절한 상정조작과

사회척 • 심리척 지지률 통해 자발척 협력과 개혁의 수용올 유도하려는 천략

이다. 이러한 전략운 조칙의 인간화를 주장하는 학자률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다. 규범척 • 사회척 전략의 수단에는 다음과 같운 것이 있다.

첫째， 개혁지도자의 위광(charisma) 율 제고시켜 개혁의 수용올 쉽게한다.

물째， 의사전달율 원활하게하여 개혁의 내용을 잘 알라고 미지에 대한

불안(fear of the unknown)을 해소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젤득올 동해 개혁

이 조칙천체률 위하여 바람칙하다는 것을 확선시킨다.

셰째， 개혁입안과정에 대한 창여의 폭을 넓히고 시행과정에서 재량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자발척인 협력을 유도한다.

네째， 조직전체의 목적추구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조칙에 유익한

개혁의 추진에 있어셔 개인척으로 맡아야 할 역활의 중요성올 규정 • 인식

사킴으로써 띤정 및 자존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다젓째， 개혁에 척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허용하며 불만과 긴장올

노훌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여섯째， 개혁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가 기존의 가치과 양립할 수 있옴올

강조하거나 양자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가치갈등으로 인한

저항율 예방한다.

일팝째， 개혁이 요구하는 행동을 상관들이 솔선수범합으로써 부하들이

그것올 모방하게 한다.

여닮째， 고착적인 사고방식과 좁은 안목으로 인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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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율 실시하고 조직내외의 이절적인 서·고방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롤

늘린다.

아홉째， 자기혐가와 발전노력을 통해서 모든 조칙성원들이 개혁의 필요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상의 푼위기툴 조성한다.

다) 공리척 • 기술적 전략 - 공리척 • 기술적 전략윤 관련자들의 이익첨해률

방지 또는 보상하고 개혁과정의 기술척 요인을 조첨함으로써 져항을 극북

하거나 회피하는 천략이다. 공리적 • 기술적 천략의 수단으로는 다옴과 같운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개혁에 의하여 인력유동이 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자들이 딴촉할

만한 배치전환계획올 세워 직위의 안천성을 보장한다.

둘째， 개혁에 의하여 손힐을 입는 사람들에제 보상을 실시한다. 보상율

결정할 때는 대개 협상율 하게 된다. 즉 협상올 통해 이익파 손설율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항을 극복한다.

세째， 개혁의 일반적인 가치와 그것이 개인에게 줄 이익올 설종해 보여

줌으로써 저항올 극북한다.

네째， 개혁의 시기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저항율 회떠한다.

다섯째， 개혁과정악 적용성올 높이고 개혁의 방법과 기술율 융통성있게

수정함으로써 저항율 회피한다.

7. 크느츠1 二규훗킹 으1 걷즘를킬 별훌걷코

가. 교육훈련

1). 교육훈련의 의미

교육훈련이란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과척요로 성취하기 위해 조칙구성원

에게 칙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래

교육과 훈련울 구별해서 교육은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훈련은 기술올

채공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셔 교육훈련은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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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킴은 불론 조직구성원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한다.

오늘의 사회는 날로 그 지식과 기술이 팽창 • 발달함에 따라 조칙 구성원

.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올 습득하지 않고는 자기직무를 효률척으로 수햄할

수 없거l 훤다.

2). 교육훈련와 필요성

가) 조칙구성핸 자신의 퇴화방지

교육운 본래의 속성이 혐생교육이지 특정기깐만의 교육은 아니다. 교육이

톡정기간에 끝났올 때에 인간은 퇴화활 수 밖에 없다. 인칸은 사고의 활성화

와 스스로의 충전능력율 갖기 위해서도 계속척인 협생교육이 필요하다. 조직

구성원의 교육훈련운 명생교육이라는 의미에셔 대단히 중요하다.

나) 직무의 변동

조칙구성원이 다루어야 할 일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다. 이러한 칙무내용에 대비하고 척옹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다) 승진에의 대비

조칙의 일훤이 상위칙에 올라가서 일올 하려면 현재보다 포팔척이고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새로 높은 직위에 올라가셔

일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 조칙목표의 내변화

개인운 교육훈련올 통해서 조칙의 역할과 기능을 자기목표로 내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조척의 목표나 역활을 보다 뚜렷하게 앓으로써 조칙에 대한

충성이나 동질화(identification) 가 강화되고 자기역할과 전체와의 관계도

따악하게 펀다. 아올러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따악하게 함으로써 자발척인

조정을 촉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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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치관의 변화

교육훈련윤 칙무에 당장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조칙

구성원의 천동척인 의식구조나 가치관올 변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

3). 교육훈련의 종류

종류도 시학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교육내용올 중심으로

문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신교육

이것은 이념교육이라고도 한다. 개개인의 정신자세를 가다듬고 의식

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교육은 그 시대의

저배척인 사조의 흐륨과 요구되는 사상 및 국제정셰의 이해에 역점옳 둔다.

나) 직무교육

칙무교육은 직무와 관계되는 교육이다. 직무수행상 능률성과 생산성율

올라는데 역점을 두는 교육이다.

다) 생활교육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교양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옴악， 문학， 미술，

외국어， 스포초에 대한 해설운 이러한 교육의 예이다. 이러한 교육올 통해셔

조직구성원은 생활의 리틈을 터득하게 되고 신선한 감각올 갖게 펀다.

라) 체력단련

체력단련은 교육기깐 중 부수되는 훈련이다.

4) . 교육훈련의 제 방법

가) 강 ~(1ectures)

교육훈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교육의 내용올 수빽명의

피교육자에게 단시간에 천달하는 데에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활 수 있다.

어것은 현리하고 경제척이고 어디에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입식이기 때문에 피교육자가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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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올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나) 집단토론(Group Discussion)

피교육자에게 주제률 주어 그들 천원이 제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토론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분입토의이다. 분입토의는 토론에 척합한

10여명 내외의 수로 그톱을 만들어 사회자 하나를 선정해서 충분한 토의툴

통해 척철한 탑을 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피교육자를 전부 교육에

능동척으로 창여시커게 하고 피교육자의 발표력과 사고력을 커워준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홈이 있다.

다) 대담(Dialogue)

이것운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질악웅답의 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올 말한다. 문제가 풀어지는 과정이 분명한 이점이 있으나 소수차만이

참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라) ).1-례연구(Case Study)

사례연구눈 분입토의와 비슷하다. 강사가 먼저 일반이론을 피교육자에게

소개하고 이것율 옹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준마. 이 때의 문제는 실제

있었던 사례도 좋고 가상척언 사례도 좋다.

사례연구는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지만 흔히 집단척으로 진행된다.

사회자가 나와셔 모든 사람들이 토론에 척극척으로 참여케하여 문제률 풀어

나간다. 이것윤 스스로 생각하게하여 문제해결의 능력올 키워주고 많운

치식율 동훤케하는 장점이 있다.

마) 현장실습(on the Job Training)

실제 현장에 나가서 견학과 동시에 실습을 하게하는 교육이다. 특히

기술칙에 종사하는 사람틀에게 유용한 교육방법이다.

바) 시청각교육(Audio-Visual Education)

이것은 도표， 사진 • 그림 • 필틈 • 녹음기 등을 통해서 교육올 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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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은 말이나 끌로써 표현하기 아려운 대꽉왈 협게 젤명할 수 있고

피교육자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이들의 관심율 집중케 함으로서 교육의 성과률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셔 교육훈련에 많이 쓰아는 방법어다.

사) 역할연기 (Role Playing)

어떤 상황율 연기로 꾸며서 보여주는 교육방법이다. 피교육자들은

이러한 역할연기를 봅으로써 판단하고 토론하게 된다. 이것온 성제 칙무

상황과 깥은 상황을 실연시킴으로써 문제블 발리 이해시키고 참여자률의 테도

변화와 빈감한 반융올 촉진시킨다.

아)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이것은 실험실훈련 또는 T-그톱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운 피교육자

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상호착용을 통해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역점율

푸는 방법이다. 즉 자유롭게 상호작용율 함으로써 자신율 청칙하게 드러내고

또 상대방도 정칙하게 따악함으로써 개방척이고 공존하는 인간관계를 배우게

한다. 감수성훈련은 인간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원활하제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를 배우도록 한다.

자) 모형연습(Simulation)

이것은 업무수행중 피교육자가 척변하게 될 상황을 가상척으로 만률어

놓고 거기에 대처하도룩 요구하는 방법이다. 모형연습하면 넓게도 해석할 수

있으나 보통운 관리자훈련방법 (management game) 올 가터킨다. 측 조칙운명의

상활올 가상하여놓고 피교육자가 관리상의 여러가지 결정옳 내려보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며 이론과 현셀칸악

차이률 따악하게 하는 실감나는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5). 교육훈련상의 유의첨

교육훈련은 시간과 돈 등 투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훨히 비용이상으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생산척이고 질효성이 있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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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 되기 위해셔는 다옴과 같은 점이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에 참여하는 띠교육자틀이 차출계획에 의해서 형식척으로 동원

되어서는 딴훤다. 따라서 획일적인 입장에서 의무척으로 교육에 참여 시키게

:할 것이 아니라 자발척인 입장에서 회망자부터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셔 교육에 부정척인 자제률 가진 개인율

교육장에 필어률이면 본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물

끼친다는 것이다.

툴째， 주업식교육에서 벗어나서 사고력올 키우고 과학적 사고를 강조하는

교과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세부적인 절차나 기법중섬의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아울러 의식구조의 변화와 개방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 지나친 윤리의식이나 사명감의 강조는 톡선과 교조척 사고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섬할 필요가 있다.

세째， 교육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명가하여 개선과정올 밟아나가야

한다. 펑가는 천문가에게도 의뢰할 수 있지만 피교육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피교육자들의 반용이 좋지 않은 교과목은 수정 • 보완

또는 폐지하여 야 한다.

네째， 교육훈련에 인사행정상의 보상이나 혜택올 연결시키는 것이다. 즉

교육훈련올 마치고 오면 장래에 승진이나 배치전환에 유리하다는 것율 관례

화시켜야 한다. 여하간 교육훈련에 들어가는 컷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나. 근푸성척협정

1) • 근무성적협정의 의미

근무성척평청(performance evaluation) 은 개개인의 칙무수행능력 및

설적올 펑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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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끈무성척명정의 목표

가) 개인과 조칙의 발전

근무성적명정은 개인의 능력발전올 돕고 보다 나은 칙무수행방법올 탐색

하게 함으로써 조칙발천에 기여하게 한다.

명정대상인 개인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운 무엇이며 다른 사람률과의

인간관계논 어떠하며 조칙에의 기여도를 평가함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발천에 노력하도록 한다.

나) 인사처리의 기준제시

인사는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근무성척펑정윤 그 기문율 제시하여

준다. 즉 배치전환 • 승진 • 감원 • 보수의 결정 등에 객관척인 기준율 제공

하는 역할율 함으로써 인사의 입의성올 배제하여야 한다.

다) 인사기술의 평가기준 제시

여러가지 인사행정의 거술의 타당성올 검증하는 데에 기준으로 사용

된다. 예컨데 시험성적이 채용수단으로 타당한가를 근무명가를 통해서 검증

할 수 있다.

3). 명정방법

가) 도표석 방법 (Graphic Rating Scale)

근무성척펑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우선 협정

요소롤 나열하고 각 요소마다 등급올 설정하여 해당등급에 표시함으로써 명정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표식 방법올 중심으로 절명하면 명청

요소로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정도， 청렴도툴 툴 수 있다.

다옴에 이러한 요소들을 보다 세분해서 세분항목에 약간의 설명을 불인다.

예컨대 칙무셀척을 칙무의 질 과 양으로 나누어 직무의 양은 처리건수를 나타

나게 하고 칙무의 질은 처리의 우수성정도를 나타나게 한다. 칙무수행

태도는 책입성，적극성， 협조성요로 세운하고 각 요소에 대해서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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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부착된다. 다음에 셰분된 각 요소에 탁훨 • 우수 • 보통 • u1 홉의

등급을 배겨놓고 평정자가 해당되는 난에 체크한다.

이 방법운 우션 그 작성과 사용이 용이하다. 이미 표가 만들어져 있어

.명정자는 해당한에 체코만 하면 되기때문에 많윤 사람둘올 명정해야 할 때

에 륙히 현리하다. 그러나 혐가자의 주관이나 현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다.

나) 강제배분법(Forced-Distribution System)

이것은 펑정성척의 분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척분포의

비융올 청해놓는 방법이다. 예컨대 수툴 받는 사람을 전체의 15%로 잡아놓는

경우이다. 이 방법은 집단내의 성적분포가 정상분포(normal distribution) 에

가까우리라는 가정 하에 채택하고 있지만 무리한 상혐이 벌어질 경우도 많으

리라고 생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옐리트만 모여 있올 수도 었고 열등자만

모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셔열법

이것은 피명가차풀을 서로 비교해서 서열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규모가

작윤 칩단애셔만 사용할 수 었다. 서열법운 특정집단내의 전체적인 셔열율

알려주기논 하나， 다틀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척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

셔혈법에는 대인비교법 (man-to-man comparison) 과 2인조비교법 (paired

comparison) 등이 었다. 2인조 바교법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률 되풀이

하는 방법이다.

대인비교법은 기본척도를 ttl 명정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다음， 피펌청자

중 에셔 가장 우수한 자와 가장 열등한 자를 골라 양극에 배치하고， 다옴에

중깐정도의 사람올 중깐에 배치한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사람틀율 이미

선정된 기준척도와 비교하변셔 배치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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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출기록법 (Prodution Records)

이 방법은 산출실적에 따라 펌가하는 방법이다. 이것운 단순하고

반복척인 업무를 평가하는데 척합하다. 그러나 생산량올 혹정하기 어려운

직무에는 사용하기 어려훈 방법이다. 그리고 산출의 결과만율 따지기 때문에

피명정자의 성격이나 인깐관계에 대해서는 컨혀 알 수가 없다.

마) 강제션택법

피팽정자의 성격 • 지도력 • 업무수행능력에 관해서 50여 개의 평가함북율

만들고 협정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 예컨대 시간을 찰 지킨다 라는

항목을 만들어놓고， 선핵항목으로 그렇다， 보통이다，그렇지않다를 만률어

놓고 평정자로 하여급 하나만 택하게 한다. 표1 평정자에 대한 최종척연

펌가는 펌가항쭉틀몰 함산함으로써 한다. 이 방법은 피명정자의 햄동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점수를 가감하는 가감점수법과

비슷하다.

바) 셔술척 보고법

이것윤 피명정자에 대해서 그의 성격과 인간관계 및 업무수행능력에

관하여 혐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렵게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칙속상환이 아넌 다른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중요한 인사에 의견올 개진하게

하는 보조척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 칙무기준법

이 방법온 칙부수행의 기준올 미리 청하여놓고 실척올 여기에 비교시키는

방법이다. 칙무기준은 칙무수행의 양， 정확성， 시간단위， 방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평정을 객관화하고 업무의 개선올 촉구한다는

장첨도 있오나 매 단위마다 평정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단점이 었다.

아) 칩단혐첨법

보통 근무성척펌정은 칙속상관이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셔는 동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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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부하도 한다. 동료명정이나 부하평정은 집단평정의 일종이다. 한

사람올 펑정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율 제고시키지만 시간이 많이 컬리고 관리하기가 불편하다.

라. 펌정상의 유의첨

첫째， 협정방법의 선택문제인데， 명정방법은 조직의 실청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방법율 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조칙의 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운 조칙의 목척 • 기능 • 규모 • 업무 • 조직구성원의 성향 등이다.

둘째， 평청은 여하한 경우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올 상칠해셔는 안 된다.

따라셔 명정이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지않도록 유약해야하며 협정자의 자의와

과오를 예방하도록 제도척 창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근무성척명정에 대한 부정척 견해

곤무성척평정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문제

평정의 타당도와 신뢰도 문제는 표의 작성에도 있자만 운영상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표를 작성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평정자의

명정능력과 성실성의 문제가 덧붙여져 여러한 것들이 올바른 명정의 도구가

훨 수 없다는 것이다.

나) 펌정의 공정성문제

공정한 명정자가 드불다눈 것이다. 본래 인사관리에는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기 쉬훈데， 근무성척명정의 경우에는 더욱 섬하다는 것아다. 특히나

혈연 • 지연 • 학연 등의 원초적 연고관계를 중요시하는 귀속주의문화속에서는

공정한 펑청자를 가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 관대화 • 집중화 • 연쇄화의 경향

관대화경향은 펌점차가 부하칙원으로부터 욕먹기 싫으니까 후하게 명정

하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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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환대화와 비슷한 현상인데， 이는 가장 , 무남한 충간에 쩔대다수률

칩중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페 반드시 중간만은 아니고 상위이듣 하위이든

어느 지점에 집중되는 현상율 말한다.

연쇄화는 첫번째의 펑정등급이 다음 것올 펑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펑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친다.

라) 표훈화의 곤란성

표준화는 부서별로 기관별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명정자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셔 표준화나 평정의 통일척인 기준이 없기때문

에 펑청은 조직단위별로 다르다. 따라서 A부서의 펑균형점이 B부서의 형점

보다 숫자상으로는 높올 수 있지딴 실제로는 떨어질 가능성도 많윤 것이다.

마) 칙장분위기의 긴장화

조칙내에셔 명가하는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이 같이 었으변 낀장감율

조성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인깐은 자기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긴장감을 느껄 가능성이 커진다. 그려고 직무수행변에서 능력이 부쭉하다고

느끼는 피펑정자는 칙무이외의 방법으로 상관의 호감을 사려고하여 칙장의

분위기툴 흐리게 한다. 또 평가관계는 상하깐의 관계를 지배 북종의 관계로

더욱 몰고 갈 가농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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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의 본질

일반척으로 과학이란 체계성·방법성·개념성·검증성·객관성올 지넌

인간사회의 지식체계로서， 고집 • 권위 • 칙관 등에 의한 주관척안 신념체계와

는 다르다. ”과학기술”이라고 할 때 이는 ”과학과 기술”의 뜻으로 불 수

있으며 이때의 과학운 자연과학올 의미한다. 자연올 대상으로 하는 자연

과학올 탐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말할 수 있는 바， 첫째 순수한 지척

탐구， 둘째 기술적 용용을 위한 것이다.

기술이란 원시인류사회 이래 생산과 전쟁에서의 도구의 기능올 해왔으며，

도구(수단) , 즉 효율율 생산힐 수 있눈 능력을 의미한다. 이률 달리 표현

하면 기술이한 문제툴 인식 • 파악하고 문제대상을 완하는대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인류사회의 변천은 수렵사회 • 농경사회 • 산업사회 • 정보화사회로 이햄

하면서 변천해 왔는데， 이들 인류사회의 획기적 변혁의 근저에는 늘 ”과학

기술”이 변혁의 동인으로 작용해 왔다. 족 수렵사회는 농경기술의 습륙이

요인이 되어 야기된 농업혁명에 의해 정확문화와 농업사회로 이햄했으며，

농협사회는 종기기관등 동력기술이 요인이 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

혁명올 시발로 오늘날의 산업사회로 이행했으며， 또한 오늘날의 산업사회눈

각종 요소기술들이 북합된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혁명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셔 인류사회는 청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었다.

야러한 인류사회의 변천과정에서 농경혁명 • 산업혁명 • 정보혁명 등 신기술

의 확보옹용에 성공한 인류집딴(국가 • 민족등)은 기술력에 기초한 국부 •

국력의 상대척 우위툴 획톡하였고， 따라서 강대국의 지위를 획득 •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에 설때한 집단은 쇠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역사가 증명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최근의 논자로서는 미국 예일대 Paul Kennedy 교수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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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수 있다.

요컨대 인류역사상 집단칸의 경챙수단은 크게 무력과 경제력앤떼 기술운

무력과 경제력올 향상시키기 위한， 즉 부국강병율 위한 필수 수단이며， 또한

오늘날 북지사회에셔의 북지의 수단으로도 중요한 기능올 한다. 또 미래

학척으로 볼 때 A. Toffler 의 제3의 물쩔의 원동력이 바로 기술의 진보이다.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자주척으로 생좀하기 위한 길운

과학기술의 개발이며， 이를 통해 산업의 국제경제경쟁력올 때양 하면셔

국제사회에서의 경제경쟁에 입해야하는 절실한 과제툴 안고 었다.

과학기술이 한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보다 직접척인 연관율 강게 될 것올

산업혁명에셔 버롯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기술의 진보는 생산파청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적 통찰력과 기술척 재능에 주로 의존하였으며，

기술의 변화가 체계척이거나 규모화하지 봇하였고 더우기 과학과의 유기척인

관계는 갖지 않았다. 역사척으로 폭럽흰 경로로 발전해왔던 과학과 기술이

보다 유기척이고 긴밀한 관계를 갖가 시착한 것은 미국 • 톡일 동 후발선진국

의 추격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과학에 토대를 둔 발명 (invention)은 거의 없었고， 장인들의 개인척인 재능에

천척으로 의폰하는 발명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과학에 바탕을 둔 기술(science-based technology)

의 비중이 매우 커점에따라 과학과 기술간의 상호의폰 및 연계는 심화되고

있으며， 산발척이고 분산척이던 연구개발활동 (R&D)이 보다 체계척이고 조칙척

이며 종합화하는 경향올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솔자의 연구개발의

성과는 결국 사회에 환원되었고， 국가 자신도 그 가치를 인정하여 이률 칙첩

간접으로 지원하는 태세를 휘하게 되었다. 이것올 과학기술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라 부르는데 이눈 과학기술정책이 탄생하는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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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기 제1차세계대전 당시 기초를 다져 놓았던 과학기술의 동원체제는

제2차세계대전 때 척극적으로 전개되었고， 정부 • 산업 • 대학사이의 결합운

더욱 강화되었다. 이 경험야 천후에 다시 살아나‘ 신생 여러국가도 과학

.기솔정책의 필요성율 명확하게 인석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처멈 과학

기출정책이 확럽된 현셀척인 배경으로셔는 다음과 같은 것올 들 수 있다.

첫째， 기술혁명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됨에 따라서 경제발전을 혹진하기

위한 척철한 산업정책 빛 과학기술정책이 요청되었으며，

둘째， 과학기술의 국방상 기능이 점차 증대되면서 국가전체로서의 과학

기솔정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셋째， 거대과학등의 출현과 함께 정부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투자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대하고， 그 때문에 기획조정을 조칙적으로 해야 하는

과학기술청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넷째， 산업계 • 정부 • 학계의 공동연구프로젝트가 많아점에 따라셔 이툴

합리척으로 조절하기 위해셔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했으며，

다섯째， 현대의 경제발전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축

공해 • 환경문제 • 도시문제 • 자원 빛 에녀저문제 등올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환경정책 • 도시정책 • 에너지정책 등의 제정책과 관련하여 이틀 문제해결올

위한 과학기술의 동원 • 개발을 정책척요로 하게 되었다.

2. 연구 • 재발와 ·정의

따라셔 오늘날 어느 국가에서나 정부차원과 기업차원에서 연구 • 개발에

총력율 기울이고 있으며， 이 연구개발활동의 승패가 기업은 물론 국가의

국제경쟁력율 좌우하는 것이다.

여기셔 연구 • 개발의 정의를 표로 나타내면 〈표 2-2>와 같다. 이 표에셔

연구 • 개발의 진전과정은 일반적으로 (순수 또는 목적기초연구 • 웅용연구

• 개발 • 제품제조)의 과정을 거치나， 정부와 기업의 과학기술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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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연구단계 또는 개발단계가 외부로부터 도임되기도 한다.

분구 쉬운표현정 외 예

순수기효연구 | 순수한 화문척인 연구 | 。 소립자의 연구

(Pure Basic I욕정한 용용， 용도에 관계없이 | 。 홉작의 Mechanism
Research) I학문척인 지식탐구를 사명으로 | 。 산화의 ”

합

목척기초연구

(Objective
Basic R.)

옹용연구

(Applied
Research)

특정한 용용， 용도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삭울 얻으려고，

또는 생산척인 문처l의 곤본적

해결올 목척으로 기초연구적

방법으로 설시하는 연구 • 기업
체에서 실시하는 기초연구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됨.

기초연구로 얻윤 지식올 용용

하여 신제품， 신공정， 산재료

또는 신기술의 기본올 만들어

내눈 연구 • 새로운 용도의
개척올 위한 연구

。핵융합반응로의 실

현올 위한 데이터률 i 발 견
얻기 위하여 실시하

는 Plasma와 연구

。 반도체의 역전튜툴

감소키 위한 표면산

화에 관한 연구

。 방사선으로 겹게 변

화하지 않는 Glass
의 연구

。 원자력의 셜계

O 결정의 이방성율

웅용한 새로훈 | 발 명
Record용 바늄의

연구

0 방사선검출기의 연구

개 발 !기초연구， 융용연구의 결과 또
(Development) 는 지폰지 식을 이용하여 (또는

조립하여)신제품， 신공정， 신

재료 또는 신기술을 확정하기

위한 생산올 전제로 할때 실시
하는 기술활동

(연구는 아넘)

。 새로운 Record 바늘
의 試作 (제조기술

의 확립)

0 방사선 검출기의

훌￡作 (상동)

。원자로 열량의 생산

기술의 확럽

노·하우

(Know
•how)

〈표 2-2> 연구 • 개발의 정의

3. 연구 • 개발조칙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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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개발조직은 조칙의 목척이 두뇌집단의 창의력에 의한 연구와

개발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지시 • 복종 • 보고로 특정져워치는 관료

조칙 • 문대조칙과 같운 엄격한 계층제조칙으로는 소기의 목책율 탈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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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깨발조칙은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유 • 명등의 기용율 존중하

면셔 자연스볍게 횡척 상호간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칙이라야 하며，

따라서 표1라빗구조보다는 납작한 구조(Flat System) 가 보면척이다.

또한 소수의 천문가칩단으로셔 다수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Matrix System이 척합하며， 특수과제의 경우 Project Team을 현성하여

연구 • 개발물 수햄하고， 목표가 달성화변 해체하눈 방법도 보편척이다.

나. Project Leader의 자질

위에셔 협거한 어느 조칙형태가 되었건 연구 • 개발조직에셔 핵샘이

되는 사람윤 상설조칙의 長(Head) 이 아니라 과제책임자(PL) 이다. PL운 과거

또는 현재 프로젝트를 훌륨허 성공시킨 업척을 가저고 있으면서 동료 연구

• 개발 참여자에게 신입이 있어야 하고， 미래블 보는 눈이 예리하면셔

공과사(公파私)가 분명한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소속원틀에 대한

지도력， 휩척 교섭능력， 상충의사결정기구와의 의사소통농력등이 필수책이다.

다. 연구기술자의 자철

연구자 또눈 기술자는 항상 자신의 전문분야애 대하여 깊이있는 조예률

가지고 있어야 하며， 따라서 명소 꾸준히 최신의 정보수집과 스스로의 천문성

심화에 노력율 기울이는 자세가 충요하다. 또한 전문성이외에도 폭넓은

지식 또는 상식을 기르변서 자신의 전문성과 연관되는 타 분야에 대한 쪽넓윤

이해가 필요하다.

라. 연구 • 개발 조직관리의 특성

1) 인샤(A事)

연구 • 개발조칙에셔의 인사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향옳 중시하여야

한다. 본인의 의향과 맞지 않는 상의하달식의 일방척 인사를 하게되는 경우

연구 • 기술자의 의욕과 장의력을 기대하기 힘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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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

또 연구 • 개발조직에 최소한의 통제논 필요하나 통제가 도률 지나치면

조직이 관료화되어서 연구 • 개발업무에 필수척인 눔똥성율 상설하게 된다.

연구 • 개발의 분위기는 자유로워야 하며 ”창의”가 생명인 바， 통제가 지나철

경우 요구되는 형식에 맞추눈 일과( 日體)가 되며， 이때 연구 • 개발조칙의

생산성은 현격히 저하되는 것이다.

마. 지도자(소장， 실 • 부장， 프로젝트 책입자)의 차질

연구 • 기술조칙에서 책입자들이 지녀야 할 자질 • 자격 • 입무 등올 정리

하면 다옵과 같다.

1) 연구소장의 차질

가) 과학자일 것 - 과학정신(Scientific Mind) 올 갖눈 것으로 이것윤

타에 우선하여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가 갖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결한 근본

척인 자질이다.

나) 교육자일 것 - 겸손하고 이상을 향하여 돌진하는 열의를 갖고

있어야 하며 연구의 본철을 찰 이해하고 있는 좋은 지도자인 동시에 좋은

후계자률 육성하는 교육자이다.

다) 정치성올 가질 것 - 포용력 • 통제력 • 셜득력을 구비하고， 인정과

비정율 구분하고， 위로는 신뢰를 받고 밑으로부터는 신복율 얻으므로， 자신의

소신올 향하여 단환올 뚫고나가는 노력과 수완올 발휘하는 것이 요망훤다.

라) 왕성한 활력 - 활력(Vitality) 이 왕성하고 척극척으로 일율 쳐리

하는 투지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마) 낙천자일 것 - 연구자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는 항상 많은

고난 • 노고 • 질왜등에 부딪치게 되며 여하한 난관에 부딪쳐도 굴하지않고

천진하며 주위 시람들에게눈 명랑한 분위기를 유치하는 성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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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력 ·관리능력

가) 좋은 ”지도자”의 자격

- 과거에 자신이 연구블 실시한 경험이 있논 자

- 현재에도 연구의혹이 왕성한 자

- 경험 • 지식어 풍부하여 창조 • , 톡창력이 우수한 자

- 건강하고 명랑하여 상대에게 활력올 줄 수 있는 자

- 설득력 ·‘감화력이 있는 자(연구자 또는 상급자에 대하여)

나) 좋은 ”관리채’의 자격

- 예견 및 경셰판단이 능한 자

- 강한 의지와 결단력이 있고 맹진할 만큼의 실행력이 있는 자

- 포용력 • 통제력에 능하고 인정 빛 비정을 겸하여 구비한 자

- 지식에 대하여 이해력아 있고 스태프 활용을 찰 하는 자

- 연구자금을 획득하는데 능력이 있는 자

3) 연구셀장·프로젝트 책입자의 입무

가) 관리변

- 명령 및 기율올 지키게한다.

- 신상필벌을 실행한다.

- 물건올 중요히 여기고 낭비를 않는다.

- 진행관리블 캘저히 한다.

- 계획관리를 철저히 한다.

- 상의 하탈을 철저히 한다.

- 적극척 보좌를 철저히 한다.

- 횡적 연락을 철저히 한다.

- 협력체제를 철저히 한다.

- 적시보고(Memo의 활용)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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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비에 노력한다.

- 뀐한이양을 척극척으로 수뺑한다.

- 책입은 자신이 진다.

- 건강(섬신)관리에 주의한다.

- 자진해서 하고자 하는 연구 분위기를 조성한다.

- 때로는 Relax 시킨다.

- 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습관을 키운다.

나)연구지도변

- 과제(Theme) 흘 핫아서 준다.

- 접근(Attack) 방법을 가르친다.

- 기술정보률 제공해 준다.

- 섣험 빛 시제를 손쉽게 활 수 있게 한다.

- 고민을 셔로의 대화로 푼다(상담역 수행)

- 선입관으로부터의 해방에 노력한다.

- 세상은 무엇올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린다.

- 조직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블 알린다.

- 공간(Space) 의 제공

- 조수의 제공

- 설비 빛 제료의 제공

- 기기를 사용하기 용이하게 정돈

- 시작품올 만들어 준다.

- 기술서비스(지원)의 활용을 쉽게한다.

- 청보원올 알려준다.

- 특허등의 업무절차를 경감시켜 준다.

- 정얼과 자신을 갖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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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생과 사고 및 설행을 징려한다.

4. 연구 • 개발조칙에서의 기획 • 청보

가. 기획 • 정보분석업무의 성질

1) 정보의 조사분석활동 - 연구 • 개발조직의 기획활동올 위해서는

국 • 내외기술동향과 관련환 모든 관련자료룰 수집하여야 하며， 국내외

정치 • 경제 등의 변화와 그의 영향에 관한 자료로부터 청부 • 관련기업의

방첨 • 북표， 국가간 기업간 기술의 우혈， 조칙내 척입자의 유무， 자금능력，

안전성， 환경관련문제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결쳐서 수집·분석되어야

한다.

2) 기획 • 정보분석엽무 담당자의 역할

일반척으로 연구 • 기술개발조직에서의 기획활동은 기획부문 사람딴

으로는 어려우며 조칙내 관련 부품의 전문가똘과 공동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칙하다. 이률 위해서는 기획부문에 상당수의 연구 • 기술전문가들이 기획

요원으로 충원되어야하며， 그래야 연구 • 개발 기획업무(일종의 칸사 업무)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나. 장기계획

장기계획이란 장래에 수행해야 할 업무의 계획이 아니라， 장래에 해야

할 일올 생각하면서 ”현재에 대처”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기계획(장래의 Vision) 은 현실문제에 대한 해석 •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장기계획윤 매년 수정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초기업안과 수정단계에셔

유의해야 할 사항폰 다음과 같다.

(1)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명빽한 목표가 결정되어 있는가) 

무엇올 우선척으로 활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목표자체를 결정한 후는

그것올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변에셔 동원은 찰되고 있는가， 능률 또는

- 86 -



효과는 올리고 있는가， 낭비되는 것은 없는가 등옳 철저하게 검토한다.

(2) "정조”에 대한 분석올 하고 있는가 (현재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가， 이미 나타나 있지는 않는가) - 이같은 것올 철저하게 주의해야 하며

경미한 현상일때 발견하여 조치를 해야한다. 사람들은 찰못하면 환경에

찾어 추위의 옴칙입에 무의식적으로 순웅해 버리는 경향이 었다. 그리고

의외로 보수척한 면이 있어 종래의 관습에 이끌려 가기 쉽다. 알게 모르게

마이녀스 (Minus) 의 씨를 뿌려 그것올 키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을 감지할때는 역으로 플러스(Plus) 가 되눈 기법(연구의 조칙화， 또는

우수한 연구자의 동원 등)올 척극척으로 사용하므로셔 콘 효파툴 올릴 수

있다.

(3) 10년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창래의 상황을 추륙할 수 었는가) 

01를 위해 미래예혹기법률올 활용한다.

(4) 장래의 발전 가능성운 어떠한가 - 발전에 대한 가능성율 누락

사키지 않고 확실하게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찾아내면 척극척으로 그것율

쭉성하여 의욕척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무엇이 가장 문본척이고 중요한 것인가 -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엿인가률 분명하게 한다. 이 경우 종래의 문제에 영향율 받아셔는 안된다.

즉 북표 또는 방캠일지라도 변경되어서는 안되는 것온 아니다 하는 것이다.

자기분석이라 할까， 항상 새로운 눈으로 사물율 보는 훈련이 필요 하다.

다시 말한다면 끊입없이 새로운 기회를 구하고 척극척으로 노력하는 의혹올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장기계획은 기술경제의 예측， 기술정보분석， 연구자금에 대한 검토 등율

토대로 운영에 대한 구상의 단계를 거쳐 장기계획으로 입얀 • 결정되나， 일단

결정된 후 다시 재검토되고 수정입안의 단계를 거쳐 다시 결정되며， 이러한

과정율 계속 반복하면셔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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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 | 제 1 차 5개년계획 i 제 2 차 5개년계획 | 제 3 차 5개년계획

〈그림 2-6> 장거계획에 대한 수정의 예

다. 미래 담당부서

위에셔 셔술한 바와 같이 연구에는 조사 • 분석업무뿐 아니라 미래

담당업무가 필수척이며， 장기계획 • 미래 예측 • 진행관리 등 계획관리기법에

대한 연구와， 이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연구 • 개발조칙내 환경

가. 자유로훈 환경과 연구제일주의

연구 • 개발의 주체가 연구자인 이상 그들여 무엇을 요구하고 어떠한

불만올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었는가는 연구 • 재발조칙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연구자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자유로운 환경” 이다.

이블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변 첫째， 주어진 연구 • 개발조칙의 목표에

기여하는 법위내에서 ”연구과제선택의 자유”와 둘째， 창의적인 연구업무에

충실할 수 있기 위한 연구환정의 자유로 표현할 수 었다. 연구자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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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부커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자진하여

하겠다는 입장에 설때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열섬히 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연구자의 자유가 연구 • 개발조칙의 북표률 벗어나셔는 안되는

것이며， 바로 야점이 연구 • 개발조칙의 관리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다.

따라셔- 연구·개발조직내의 연구환경형성의 비결온 첫째， ”연구제일주의”

로셔 연구자 이외에 관리자·기술지원부문·사무부문 사람륭까지도 모두

연구우선에 철저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환챙을 형성하는데

최선율 다하는 조직분위기와， 둘째， 연구 • 개발조직의 관러자들윤 항상 명항

하고 활기있는 조칙분위기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관리자졸의 자세

연구 • 개발조칙의 관리자들은 다음사항에 유의활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 개발단계에서 기초연구분야는 당장 조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빛올 보지 못할 가능성이 상폰함으로 환리자들은 이에 유념

하여야 한다. 기초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부문에 조사하는 사람들

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으며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기초분야의

토대없이 응용 • 개발단계가 순조로울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스스로 연구경험이 없는 사람을 연구 • 개발분야에 종사하도룩 하는

것윤 가급척 피해야 한다.

셰째， 연구·개발조직의 총무·인사·경리 ·기획 ·기술 및 사무셔벼스 둥

지원부문은 [연구 • 개발]에 대한 [서버스 업무]라는 인식에 루철해야 한다.

6. 연구 • 개발조칙에셔의 인재양성

，연구자(또는 기술자)들을 신입연구자， 중견연구자， 숙련연구자의 쩨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견연구자는 신입후 대략 5년정도 어상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자이며， 숙련연구자는 연구경력이 10년 내지 20년 된

연구자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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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입연구자의 교육

신입연구자툴윤 우선 본인의 적성에 따른 연구분야 배치가 중요하며，

연구 • 개발조칙 전체에 대한 포괄척 이해를 돕는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

.그러나 무엿보다도 선입연구자로부터 실질척인 연구자로셔의 차세와

천문쳐식융 찍히는 것이 중요하며， 대략 2년청도 실시한다. 교육의 초챔올

챈불지식도 중요하나 연구자로셔의 정신 또는 마융가점율 단련시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신입후 2년정도는 1/2인분의 일올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

1인분의 일울 담당하기 위해서는 약 5년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셔 약 2년 청도는 연구보조차역할을 담당케 하며， 5년후에는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별하여 주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중견연구자의 교육

중견연구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조직내 또는 학계에셔 타인들이

인정하는 존재가 되어 었다고 볼 수 있다. 이틀에게는 본인의 당당가농

연구분야불 넓힐 수 있는 폭넓올 교양과 소양을 함양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칙하며， 통솔혁을 키우도혹 하여 관리자 특히 프로젝트 리더 등 Team

Leader 로 육생함이 바람직하다.

다. 숙련연구자의 교육

연구경력이 10년에서 20년 또는 그 이상된 연구차률은 관리자형의 경우

연구 • 재발조칙의 관리요원으로 육성하고， 계속 천문가로 발천하려는

연구자들은 천문가(Technical Staff) 로 육성하여 연구부문 또는 개발부문

(소장 또는 부장)의 전문보좌역활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유도함이 바랍칙

하다.

이경우 연구 • 개발조직의 관리책임자는 관리자형과 기술전문가형이 조칙

내에셔 동등하게 대우받올 수 있도록 배려함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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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자와 관리자의 차이

연구 • 개발조칙의 관리자는 연구자출신이 맡는 것이 가장 바람칙하다.

그러나 관리자가 되었다는 것이 연구자로서의 위상보다 높아졌다고 생각

하거나 행동하는 것옴 곤란하다. 연구 • 개발조칙에셔는 어디까지나 연구차

(또는 기슐자)가 중싱이며 이들 연구자들의 창의척 업척이 연구 • 개발조칙의

폰재북척인 것이다. 그러나 연구 • 채발조칙도 조직인 이상 조책의 훈형율

답당할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다. 야러한 관리자를 환리자협 연구자툴로

충훤할 수 밖에 없으나， 여 경우 관리자로 변신하는 연구자률에게는 연구자

로셔의 긍지와 자부섬올 잃게 되는데 대한 고빈도 따르는 것이다.

일단 환라자가 된 연구자들은 여타 연구자들이 최대한의 창의롤 발휘하여

조칙의 묵표툴 달성할 수 있도북 ”연구자에 대한 봉사자”로셔 최선올 다해야

하는 것이다.

8. 연구 • 개발조칙에 부적합한 사람의 처리

연구자의 연구능력은 반드시 연령에 화우되는 것은 아니며 젊은

연구자도 연구에 부척합한 사람이 있올 수 있다.

연구·개발조칙운 의식척으로 젊고 정력척인 연구자의 채용·육성에

척극척이어야 하나， 동시에 연구 및 연구소에 척합하지 않운 사람윤 연구칙

이외의 다른 칙부로 이동시키는 배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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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처III철에서는 조칙에 관한 일반이론율 소개하면셔 일반척으로 조칙의

목표달성율 위해 효율척으로 조칙을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조칙구성원인 ”연깐(사람)존중의 조칙관리”가 조칙의 북표달성과 조칙의

효율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제2철에셔는 정부 또는 민간기업 연구 • 개발조칙의 얼반적 성격율 논하면

셔 연구 • 개발조직의 고유목표달성올 위해셔 조칙구조와 조칙의 구성원률이

갖추어야할 기환적 조건올 제시하고， 연구 • 개발조칙의 타 조칙과는 다를

조직 내부의 환경척 특성과 조칙내 인재양성의 기본방향율 제시했다.

본철에셔는 1 ， 2절의 내용틀을 기초로 연구 • 개발조직의 겸쟁력올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힐 것인치를 구체척

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조칙의 시스템척 구조

일반적으로 시스템윤 투입 • 전환 • 산출로 구성되며， <투입 • 전환 •

산출〉 의 과정올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산출(0) 은 투입(1)과 전환

과정의 효율(E) 의 함수로셔 o = I x E의 관계가 있는 바， 0 = F(1, E) 로 나타

낼 수 있다.

여기셔 I는 주로 인력과 루자로 이루어진다. 조칙의 경쟁력운 산롤의

크기어1 좌우되고 산롤의 크기는 생산성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분야에서 국제경쟁을 한다고 활 때 투입(1)의 요소인 인력과 투자

를 선진국수준으로 증가시키기는 어려우며， 따라셔 인력의 철과 전환과정의

효물을 제고시키는 걸이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논 최선의 길이다.

전환과정의 효율은 조칙의 목표체계， 조적의 구조， 리더집 등에 의해 좌우

되는데 이들 모두는 조직내부의 인간(사랍)에 의해서 관리되는 요소들로셔，

결국 전환과정의 효률도 지도 • 관리를 답당하는 인력의 질에 의해 화우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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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칙의 산출은 인력의 칠의 함수쿄 귀결되며， 록 (산훌)=F( 인력의

질)로 표시되므로 조칙의 경쟁력을 화우하는 것은 인력의 질인 것이다.

연구 • 개발조칙에서 투입과정의 인력은 연구자 • 기술자틀이 핵심올 이루며，

전환과청의 주제는 PM (Project Manager) , 소장， 실 • 부장 등 지도 • 관리자

들이라고 볼 수 있다.

2. 조칙목표의 록정

연구·개발조칙의 경우 그 조칙의 목표는 다른 조칙과는 달러 양(量)의

창출보다는 창의력을 훤동력으로하는 질(質)의 창출이 특정이다. 발명 •

발견 • 특허 • 실용신안 • 연구논문 등 모두가 질( 質) 로 표현될 수 있다.

x ‘-

- 연구기술인력의 양 • 질

- 연구투자

- MANAGER의 자절

(PM , 소장， 실 •
부장 등)

- 질(質)의 창훌

(연구기술논문，

특허 등)

〈그림 2-7> 연구 • 개발조직의 투입 • 전환 • 산출

3. 연구 • 기술자 일반에 대한 교육훈련의 목표 - 전문가로셔의 자질

연구 • 개발조칙목표의 성격은 연구개발의 질(質)의 창출에 있으며 연구

• 개발조칙의 주체는 연구 • 개발에 종사하는 연구 • 기술칙요원들이다. 따라

서 연구소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가장 콘 요인은 연구 • 개발조칙에셔 투입

부문、 인력의 주체인 연구기술자들의 자질과 자세로 귀결된다.

-최근 대학 또는 대학원 졸원생들중 우수인력은 기업이나 정부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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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연구 • 개발부문올 선호하지 않으며， 따라셔 철척 우수성확보에

문제가 있는 셀정이다.

과학기술입국이 향후 국가 • 민촉의 운명을 확우한다고 볼때 이러한 현상

.에 대해 큰봉척으로는 정부의 인력정책측변에서 해답을 모책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에 대쳐하는 연구소의 척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파제 답당자들이 한국원자력여구소내 여러분야의 중견·고참

연구기솔칙 칙원률로부터 자주듣는 이야기눈 〈연구소의 기폰 연구기술칙

칙원들의 자질(실력)을 가지고는 연구소 폰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극단척이

표현이다. 이는 현재의 연구기술칙 적원들의 자질로는 원자력 분야에셔 국제

경쟁운 엄두도 뭇 낸다는 것올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인력정책의 최우선 의 초점은 연구기술자들의 자질향상이다.

PM (Project Manager) 을 비옷한 연구소 간부들은 자신이 책입치고 있는

분야의 연구가술칙 칙원들의 자질향상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주어진

업무수햄에 바빠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나 전문강화 개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기술자들의 자철(엄격히 말하면 해당분야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에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눈 업격히 말해

전문가칩단이기 보다는 단순히 학위소지자 및 대학 졸업자가 모여있는 단순

집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1992년도에 일본 문부성이 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대학

교수률외 60엉가 f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가 세계제1] 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기술칙 칙원들은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현구업무

의 수준이 세계저11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선진기슐습득

한계이기에 세계제1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멸다 하더라도 선진기술습득의

단계를 거쳐 언제홈이변 세계체1이 될 수 있다는 VISION은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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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국내에셔는 내가 전문가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연구기술적 칙원틀이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의 위상에 오료고 세계속

에셔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조칙의

책임자률은 무엿보다도 이툴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차철물 갖추어야 한다.

주간에 주어진 업무로 바쁘다면 야간에라도 전문가로셔의 킬올 닦기 위해

독학이나 ::l톱세미나 • 야간강화 등으로 연구실의 불이 꺼철수 없는 것이다.

연구기술자들은 우선 해당분야 전문가로서의 능력올 갖추어야 하며， 이

능력올 토대로 새로훈 연구엽척이나 기술적 개선올 창출하여야 한다.

연구기술칙 직원들의 전문가로서의 능력부족으로 각 연구실에셔 나오는

연구보고셔의 수준이 대학(원) 학생의 REPORT수준이라는 연구소 칙원들간의

자조척 표현운 무엇을 뜻하는가?

4. MANAGEMENT 탐당차들에 대한 교육훈련목표

연구 • 개발조칙에서의 핵심인력은 연구기술칙 칙원들이며， 연구기슐분야

에서의 창의척 혁신을 조칙의 묵표로 하고 었으므로， 연구 • 개발 초칙에셔의

MANAGER들운 우선 PM (연구 • 기술분야 Project Manager) - 과제 책입자롤

의미하며 기존의 연구소 조직의 경우 과제책입을 벌운 실장(室훌) - 률과

연구 • 개발 조칙활동의 관리와 관련된 소장 • 부장 등을 의미하나， 현질책으로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책임급연구기술칙 칙원들이 각종 연구과제에 대해

대 • 소의 과제책입을 맡고 있고 또 원급 • 선입급직원률에 대해 지도척 입장에

있으며， 보칙자들도 주로 책임급 연구기술적 칙원들이므로， 여기셔 연구소

MANAGER는 책입급 연구기술칙 칙원을 의미한다.

가. 연구 • 개발조직의 성격에 대한 이해

MANAGEMENT 담당자률에게는 조칙에 대한 기초척 이해와 연구 • 개발

조칙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인 바， 연구 • 개발조칙에

서의 권한 • 북종의 유형은 차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력 창출에 기초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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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척 • 규법적 유형이어야 한다는데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다시말해 조직의 가치기준은 권위주의적 관료조직의 속성옳 탈피하여

ZOl 론에 입짝한 창의성 • 민주성 • 합리성 • 능률성 등이 가치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오늘날 연구소에서 보직선호경향파 보칙충싱의

가치가 지배척이나， 이는 연구 • 개발조칙 고유의 성격과 거리가 먼 권위

주의척 조칙행태의 잔채이다. 연구 • 개발조직의 핵섬은 창의력율 가지고

새로훈 업척올 창출하는 연구 • 개발조칙의 천문가들이다.

나. 조칙북표에 대한 이해와 기획능력

1) 조칙북표에 대한 이해

관리자들은 연구소의 최종목표를 향한 목표체계속에셔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프로젝트 또는 부서의 목표가 부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 단위조칙의 복표을 토대로 직훤들의 업무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리자들운 ”목표관리”청신에 투철하여야 하며， 자신와 책임하에

있는 단위조칙의 업무계획에서부터 환류(feed back)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원률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참여척 관리”에 바탕율 둔 조칙운영의 민주화롤

통해 칙원률의 사기와 반촉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리청신과 관리기법올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

2) 기획능력

관리자들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눈 프로젝트 또는 부셔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연구 • 개발 동향에 대한 정보에 밝아야 하며， 이틀 과학

기술정보툴 토대로 조칙의 연구 • 개발복표(장기계획)를 설정하고 그 타당성울

수시로 점검하며， 아에 기초하여 ”연도별 실천계획”을 수럽할 수 있는 농혁올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이러한 미래계획수립을 위한 수단(Tool) 으로서

해외 i과학기술정보수집의 효과척 방법과 미래예륙기법 등올 익히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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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봄의 경우 원자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원자력기술개발 관련 장기계획

(5개년계획입)올 수럽하는데， 먼저 관련조칙들(연구소， 사업체 풍)이 각

분야벌 계획물 확성하고 이를 종합 • 수정 • 보완하여 원자혁위원회가 최종안올

확청하면， 관련 조칙들운 이 최종확정훤 ”국가원자력이용개발 5개년계획”에

입각하여 단위조칙(관련연구소 등)은 다시 5개년계획을 수정 • 작성한다. 이

계획올 셰우는 데는 단위조직(예툴 툴어 일본원자력연구소)의 모둔 연구

• 개발 부셔가 장기계획착성에 참여하며， 연도벌 실행계획운 이 장기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경우 연구 • 개발에 관한 부셔별 장기계획과 이에

입각한 연도별 철천계획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우리는 ”계획능력

과 계획의 습관화”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국력의 차이를 느끼지 않올 수 없다.

”계획”이 없다는 것은 ”미래의 VISION"이 없다는 컷을 뜻하며， 미래의

VISION과 미래에 대한 준비없이는 경쟁에서 도태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제경쟁은 연구실에서 연구기술칙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연구소

소장 둥 몇몇 간부들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셔 연구소나

국가의 원자력기술개발 장기계획은 단위 연구실의 계획서를 로대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부서의 관러자들은 헤당천문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

에셔의 기출경쟁에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수립의 천문가이어야 한다.

이툴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해외기술정보에 밝아야하며， 기술획득 또는 개발율

위한 천략 • 전술가로셔 기술외교능력과 이에 부수되어야 할 어학 퉁 제반

능력올 겸비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경우 연구 • 개발부서의 관리자틀은 관련천문분야의

해외기술정보지률 얼마나 열섬허 구톡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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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능력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기술용역사업율 수행하눈 것이 좋으냐 아니면 벌도의

사업체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논외

로하고 사업수행추체의 관리농력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웬자력연구소의 R&D 수행부문운 크게 〈연구 • 개발〉뿌문파 〈사업〉부문

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셔 ”사업”의 뜻은 외부업체(주로 한국천력공사)

로부터의 기술용혁을 의미한다.

기술용쩍은 제품생산과 성격어 본질척으로 같은 셔비스의 생산 • 판매와

이에 따른 이익창출의 영업(비지니스)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연구실 •

질험실에셔 수행되눈 R&D:활동과는 그 성격에 콘 차이가 있으며， 사업부문

관리자률은 경명의 이론과 셀처1에 대한 소양은 물론 비지니스 감각과 사업체

률 훈영할 수 있는 능력， 대외교섭능력 등올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사(A專)에 있어사도 R&D수행능력운 있으나 사업관리능력에 폰제가

있는 사람율 사업부서의 관리자로 충원하는 것은 조칙의 효울에 콘 문체점율

야기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업관리 • 사업추진능력의 한계가 사업수햄

과정에서 외부업체와악 마찰과 갈등의 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불 수 있다.

4) 연구 • 개발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능력

연구 • 개발의 철올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연구 • 개발의

결과률 보호하는 일과 연구 • 개발의 성과를 실제 체폼생산으로 연계시키는

”연구 개발 의 사후환리”가 매우 충요하다.

따라셔 특허 • 실용신안 등과 같은 독창척 연구 • 개발 결파의 법척보호에

대한 지식과 설부요령 및 연구·개발과 제품기술·공정기술과의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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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칙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

1) 연구 • 개발업무에 적절한 Flat System

연구 • 개발조칙의 구조는 계충척 구조보다는 명변척 구조(Flat System)

가 바람칙하다는 것운 본 보고셔 본론의 저11철， 제2철에셔 원론척인 타닿성올

논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1'겹 조칙개훤에셔 ”소장 - 환장 

셀장" 3계충 구조에셔 ”소장 - 단장 - 본부장 - 부장 - 실장”의 5계충 구조로

계충화하여 명면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충화하였다. 개현전의 조칙의 계충화

수춘올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련한과 책임이 대폭 본부장에게로 위입이

되어야 하나 권한과 책입의 하향적 위입이 없이 두 계충이 더 늘어난 것이며

이눈 창의척 • 민주척밤향으로의 조칙구조 보다는 권의주의책 • 관료척 조칙

구조툴 강화한 것으로， 연구 • 개발조칙 에셔의 조칙구조원칙에 어굿단 조칙

개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연구 • 개발조칙내에서는 연구 • 개발담당자들의 천문가척 차질이 조척

목표 달성의 핵섬이며， 따라서 연구 • 기술직 요원들이 전문가로서 국제경쟁에

입할 수 있는 실력과 창의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는 조칙이라야 하나，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5계층의 관료주위척 구조는 칙원들로 하여금 전문가로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눈 보칙지향올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셔 칙훤들로 하여곰 연구개발분야에셔의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보칙자가 되려고 노력하게 함으로써 연구 • 개발의 질율 떨어 뜨린다. 이에

따라 자유로운 연구분위기를 선호하는 외국에셔 교육받을 유능한 연구 •

기술자률은 권위주의적 연구소관리행태를 떠나 칙장을 옮기며 따라셔

연구 • 개발의 일반척 질척수준율 다시 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본이나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에서조차 대학이나 연구소의 계충화는

3계충올 념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정부의 중앙부셔 조칙조차도 (장관

- 국장 - 과장)의 3계충 구조가 기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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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 연구소의 조척운영방첨은 여전히 햄렬체계(Matrix System) 에 의한

연구 • 개발과제수행을 기본방침오로 하고있다. 햄렬체계는 연구기술직

직원률의 충분한 전문성파 민주척 조칙풍토가 전체되어야 운영의 효파률 거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칙구조가 5계충구조로서 보칙지향의 가치불

암시하고 있고 권위주의척인 풍토룰 나타내면셔 한편으로 햄렬체계률 조칙

운영의 방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이론율 기초로 검토해 보건데 이는

분명한 조칙운영 행태의 모순이라 하겠다.

따라셔 3계충제에서 5계층제로의 조직개현은 ”자리의 증설” 이상의 아무런

기준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2) 행렬조칙 (Matrix System) 에 대한 이해

행렬조칙운영의 첫번째 기본적 천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충분한 기술적

전문성률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칙구성원들의 자철이 기술책

천문성올 결여하고 있올 때에는 행력조직운영은 아무런 뜻이 없다. 과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개발부서직원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인가? 외부의 용역사업은 행렬조직운영율 통해 수행되나

용역의 결과에 대해 외부로부터 우수하다눈 명가를 받고 있는가?

뺑렬조칙운영의 두번째 기본적 전제는 권위주의척 위계질셔 본위의 조칙

분위기보다는 개언의 전문척능력을 중시하는 능력본위의 민주척 조직분위기

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조직분위기는 타 연구소보다 권위주의척이며，

아러한 초칙분위기에셔 햄렬조칙은 운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조칙이론이 암서하는 바야다. 하나의 예로서 현재 연구소에서 행렬조칙이

훈영되고 있으나 인사고과권자는 여전히 소속부서장이 100엉 고과권율 행사

하고 있다. 햄혈조직의 본래의 뜻에 충실하자변， A라는 연구자(가솔자)가

50%는 X파제， 30%는 Y과제， 20%는 Z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A칙원에 대한

얀사고과는 X과제 책임자가 50%, Y과제 책임자가 30%, Z과제 책입자가 20%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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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해야 ↓한다.

연구소가 당변하고 있는 조칙구조와 관련한 이같은 문제는 연구소의

MANAGEMENT툴 답당하고 있는 주요 관리자들이 신충하게 옴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며， 연구소가 행렬조칙운영의 효과률 거푸기 위해셔는 우선

연구 • 개발 부셔 칙원들의 전문가척 차질올 향상시키고， 소원교육율 몽한

행렬조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인사고과제도의 개선이 뤼따라야 한다고

본다.

3) 지원부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

현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조칙내 기능은 대략 다옵과 같다.

연 구 ~‘-

R&D R&D 지원부셔

(연구개발) (사 업)

·원자력연구개발

·원자로개발

·원전사업 ·정책·정보·기획

.인사·교육훈련

·홍보

·햄정

가)정책·정보·기획기능

현대사회에셔 급변하는 환경에 척용하면셔 조칙의 목표달성과 발천 율

기하기 위해셔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조칙의 활로롤 모색하는 기능이

매우 충요하다. 이러한 핵심척 기능은 정책 • 정보 • 기획기능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연구개발조칙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진기술습득천략이

중섬이 되어 자체개발능력이 이를 보조하변서 그 영역을 확대해 가야 하는

기술개발천략의 특성에 비추어 볼때， 전문분야별로 세계기술지도롤 그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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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술정보수집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셰계기술지도위에 분야벌

기솔개발전락융 셰올 수 었어야 한다. 이러한 암무는 연구 • 개발조칙의

청책 • 정보와 기획담당 부서가 수행해야 하는데 이들부서 인혁의 자철운 대학

.다옵과 찰다.

- R&D 수행경험이 있어셔 R&D현장에서 연구개발관련 문제의식올 기획

감각과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한다.

- ..청책”과 ”기획”에 대한 사회과학척 소양

- 연구 • 개발부서의 해당 천문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논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률파 함께 문제해결에 대한 해답올 도출할 수 있는 능력

- 기타 임무수햄에 부수되는 외교능력， 외국어 구사능력 등

일본원자력연구소의 경우 기획실이 있어서 연구 • 개발의 현장근무경력

자률 2-3년깐 기획실근무툴 시키며， 기획실에서 원자력연구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함， 즉 예산 • 충원 • 연구기획 • 연구관리 • 장기계획 • 대정부대책 둥에

대해 폭 넓은 경험올 체험하도록 한후 다시 연구 • 개발현장으로 보내며， 연구

• 개발부셔의 부서장 결원시 이러한 기획실근무 경력을 거친 사람올 부셔장

으로 입명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경우는 연구 • 개발부서의 부서장들은 정책 • 정보 •

기획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며， 정책 • 정보 • 기획부서 직원들의 경우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은 물론 R&D현장에 대한 감각의 결여로 기솔청책 •

기술기획 • 기술행정업무를 처l대로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에 분제가 많윤 것이

현질이다.

나) 인사 • 교육훈련 기늄

어느 조직이건 조칙의 효율적인 목표달성툴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람”이다.

92년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셔 한 • 일 양국의 기업풍토를 정밀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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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경제전문가 대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의 결몽운 〈한 • 일 양국의

경제력의 차이는 한 • 일양국의 기업에 몸답아 일하는 회사원의 화이〉라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 모든 문제해결의 핵심인 것이다.

이 토론회는 구체척으로 일본인들의 근검절약청신， 공과 사(公과 私)의

엄격한 구벌， 져셔는 안된다는 특별한 경쟁의식， 관료주의척 경영이 아년

전문기술자 숭상의 싱질주의적 경영풍토， 업무에 있어서의 명확한 혹표의석，

조칙에서의 단결력 • 책임감 등을 일본의 국부(國富)의 요인으로 지척하고

있다.

일본사회논 한국사회보다 실질척이며， 바로 이첨이 조칙의 힘율 짜내는데

콘 역할올 한다. 설질척인 힘과 아무관련 없는 낭비척인 풍토인 형식추의，

권위주의 등윤 일본에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례로 일본의 연구 • 개발조칙

에서는 ”학위”는 콘 뜻이 없으며， 그 사람이 얼마나 자타로부터 ”천문성”울

인정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학위 = 전문성의 형식은 통하지 않는다.

전문성과 함께 일본조칙에셔 중요시하는 것이 ”기여도”이다. 기여도 역시

학위 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학위가 있어야 인정

받는다는 형식주의척 풍토에 의해 담당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수단 • 방법울

가리지않고 학위획득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학위논문의 내용과 -질운

물지 않고 학위소지여부반이 관샘의 대상이 되는 예가 흔하다. 포 학위

획득후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셔 전문가가 되기위한 꾸훈한 연구노력이

따르지 않고 일반척으로 보칙추구의 성향율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더해

연구소률운 전문인력보유현황의 기준으로 이러한 학위소지자의 머릿수률

들어 연구소 질척의 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한 • 일 양국간 연구 • 개발조칙의 생산성의 차이는 자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척으로 조직의 인사(A事)의 3대요소는 충원 • 근무의욕 고취 •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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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으로서 첫째， 자철이 우수한 칙원을 채용하면셔‘척채척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둘째， 、소속칙왼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담당업무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척 의욕을 북톨는 조칙환경이어야 하며， 셰째， 계숙해셔

.개재인의 능력발전율 위해 개인과 조칙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효율척으로 초칙북표를 달성하는데 었어서 필수척인 요소이다.

인사(A事)가 이렇게 중요하나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경우 인사관련 연구，

조사， 개선방향의 도출등을 담당하는 기능이 독립척으로 조직화 되어 있지

않으며， 인사의 원칙과 인사관련 문제해결방향 둥이 공식화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교육훈련 및 흉보담당업무부서의 요원들도 교육훈련 및 홍보불야

전문가로서의 자철올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척절한 인사기준의 확립과

이틀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올 위한 교육훈련계획도 장기계획운 물몬

연도별실천계획의 내용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다) 사무， 기자재 • 설비 서버스 기능

관료주의척 조칙에서는 일반척으로 분야별 실무부서보다는 행정통제의

수단율 장악하고 있는 인사 • 경리 • 구매 등 부서의 입김이 강하다.

그러나 연구 • 개발조칙에서눈 어디까지나 연구.• 개발의 성과가 핵심목표

로서 여타기능윤 연구 • 개발성과의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빛 서비스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인사 • 겸리관계 행정사무， 설비지원， 기자재구매， 문헌의

열람·북사 등의 담당부서는 연구·개발부서에 대한 효율척 지원 (서비스)

이라는 근무자세가 갖추어져야 하며， 조직내 • 외의 업무관련 부셔나 업체에

대해서 통체 • 군림하려눈 권위주의척 자셰는 버려야 한다. 또 연구 • 개발

부셔의 요구에 충설히 웅하변서 연구 • 개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한

풍토개선과 업무철차상의 개선에 대해 펑소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를들어 기자재 납기의 지연， 불필요한 사무적통제 등은 불식되어야 한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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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리더성( (Leadership) 에 관한 소양 • 능력

조칙구성핸의 자질이 아무리 우수하여도 그 자질이 단위조칙의 묵표

달성올 위해 충질히 기여하도록 조직화되지 않으면， 조칙운 효율율 기할 수

없으며 경쟁력율 상실하게 된다. 따라셔 어노 조칙에셔나 효과척인 리더집이

매우 충요하다. 특히 조칙의 전환과정의 효율은 전척으로 지도 • 관리자

(Manager) 률의 지도럭에 의해 화우된다.

1) 민주척 리더섭

연구 • 개발조칙의 경우 기본척인 리터섭유형을 놓고 불 때 조칙의 특성상

권위주의적 el더집이 가장 척합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방입형으로 빼져셔는

안된다. 연구 • 개발업무의 성격은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율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소기의 복표률 달성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보통 연구 • 개발분야의 전문가들은 차가긍지가 강한 개성올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셔 연구 • 개발조칙에셔는 관리자가 혼자

결청하려고 하면 안되며 조직구성원의 의견율 토대로 집단토롤파 첩단결정율

근간으로 하는 민주형 리더섭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형 리더집

에셔는 관리자는 목표달성올 위한 방향유도의 역할과 조정자 (Coordinator)

로셔의 역할을 동시에 효과척으로 수햄활 수 있는 차질파 눔력율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연구의 단위조칙(주로 연구실)에서 연구계획셔률 작성할

때 연구질칙훤이 모두 참여하며， 협조툴 받아야 할 부셔의 전문가률이

추가로 참여한 가운데 연구의 기본계획과 연구수행방법， 연구진햄의

time-schedule 등올 상세히 논의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연구조칙의 지도과청은 민주척 리더십유혐의 범주에셔

이루어지며 의사결정과정에 모두 공동참여하므로， 연구수햄과청에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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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기본연구과제 수행기간중 과제책입자가 일본원자력연구소률 방문

하여 일본원자력연구소에처의 리더섬유형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읍.

개개인의 연구업무의 북표가 뚜렷하며， 또 결정된대로 충실히 자신의 천문성

.율 과제수햄율 1 위해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셔 연구 • 관리자률에게 리더집에 대한 이해와 자질함양이 필수책으로

요청되며， 단위조칙의 team-work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구성원 툴의 불만이

많거나 할 경우 인사권자는 그 전문분야에서 민주적 리더집의 소양올 바탕

으로 지도력올 지난 사람으로 대채해야 하고， 향후 관리자로 육성할 대상자

률에게 미리 리더십에 관한 교육훈련올 통해 지도 • 관리자로서의 자질함양과

적격 • 부척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셔 지도 • 관리자들에 대한 펑가에서는 상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올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소속부서의 직원들이 그 사람올 어떻게 보고

있느냐와 수명적 협조관계의 원만성 여부를 반영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2) 지도 • 관리자틀와 자세

첫째， 자신이 몹담아 있는 전문분야에 관한 한 국제기술겸쟁에서의 일선

지휘관이라는 사명캅올 가지고 조칙원들을 정신척으로 지도 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자신이 책입지고 있는 조직의 목표의식에 투철해야 하며 조칙

구성원의 전문가척 차질올 연구 • 개발의 소기의 질(質)올 산훌하기 위해 연마

시킬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능력

셰째， 솔선수법의 정신 동올 들 수 있다.

조칙의 천환과정의 효율율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도 • 관리자

들의 자질 • 자세 등과 관련하여 관련 인사제도의 개선과 척철한 교육훈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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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칙구성원의 능력발전에 대한 이해

1) 쿄육훈련에 대한 이해

연구 • 개발조칙의 관리자툴은 자신의 책입하에 있는 단위조칙 구성원률에

대한 교육자로셔의 자질과 능력올 지녀야 한다. 따라셔 조칙구성원률에 대한

천문가척 자철향상， 연구 • 기술자로셔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훈련외 북표툴

셜정하고， 교육훈련의 필요성올 조척원들에게 셜득시키며， 척절한 교육훈련의

방법올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의 성과툴 혐가 • 환류시켜， 교육

훈련의 소기의 목표블 달성하는 목표관리 책입자라야 한다.

2) 칙원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해

조칙내에 조직원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능력발전올 돕고 보다 나은 업무

수행방법옳 모책하게 함으로써 조칙발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펌가의 원리률 찰 이해하고 명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었도몹 ”펌가’녁1

대한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

인사과에셔 정기척 • 획일척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표식명가방법이 안고

있는 많온 문제점틀은 인사관행의 쇄신을 통해 고쳐져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혼 협가자로서의 관리자들의 ”펑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까)1 다.

명가의 방법과 각각의 장 • 단점， 펑가가 소기의 개인의 능력발전올 유도

하는 효과툴 가져오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 명가결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평가자로서의 자세로 중요하다.

!£ 명가결과는 칙원들의 척재척소배치에 반명되어야하며 칙원률 본인의

회방올 배려하여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인사부셔의 객관척 • 톡립척

기능올 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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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첼 조객개혁

이상 제3철에셔는 제1철과 처112절에서의 조칙에 대한 일반이론척 기초와

연구 • 개발조칙의 특성에 입각하여 연구 • 개발조칙에 대한 분석척 시각으로

부터 연구 • 개발조칙에셔의 조직원틀에대한 교육 • 훈련의 목표도롤올 시도

하여 보았다.

1. 조직개혁의 뜻

그런데 여기셔 중요한 것은 연구 • 개발조직의 생산성올 높이고 경쟁력율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 • 개발종사자의 전문가적 자질올 높이고， 천환과정의

효옳율 높이기 위해셔는 기존조직의 문제틀 효과척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칙

개혁까지 훨연척이며， 교육훈련은 조직개혁의 일환으로셔 역할율 한다는

것이다.

즉 조칙이 급변하는 환겸속에서 살아남고 더우기 경쟁력을 가지고 벌천

하려변， 조칙내외의 변동하는 조건에 끊임없이 척융해야 하는데， 의식척인

노력에 의해 조칙을 척용시키는 문제 즉 ”조칙개혁”이 조칙의 생존에

필수척인 것이다.

조칙개혁은 조칙구성원들의 의식개혁으로부터 조칙구조의 개현， 조칙구성

원플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조칙의 외부환경과의 관계개선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나， 이 모픈 노력은 결국 조칙의 효율화， 효율화툴 용한

생산성제고， 생산성제고를 통한 겸쟁력 우위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2. 21세기의 중국과 일본

채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자본주의적 • 경쟁적 시장경제의 도입과

사회 경제구조의 능률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을 통해 향후 연9%의 경제성장

으로 2010년에는 GNP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세계경제대국이지만 21세기에 도전하면셔 기업틀은 더육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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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률의 창의성배양과 간부사원의 농협재충전 등 인재양성올 제1의 과제로

삼아 마래에 대비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은 푼명한 미래에의 VISION올 가지고 힘올

촉척하고 있는 반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한국기업운 장비율 • 설비투자율이 낮으며 91년도 노동생산성운 일폰의 철반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4년동안의 국산폼의 국제경쟁력올 5.8엉

떨어져셔 한국제폼의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동북아시아에셔의 한국의 위상운 무엇일까?

3. 한국이 갈 길

한국사회가 경제 • 산업부문에서 국제경쟁에 입하기 위해셔는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율 막론하고 연구·개발조칙의 조칙개혁올 통해 조척의 생산성

(효율)율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천문인력을 양성하는 길이다.

미국 뉴욕의 뉴스쿨 경채학교수 앨리스 엠즈덴과 미국 MIT 경제학교수

레스터 더로 교수도 미래는 두뇌력이 화우하며， 특히 한국의 산업정책의

과제가 바로 인력양성이라는 것이다.

그간 연구조칙에서 혼히 화제거리로 이야기되어온 것이 ”한국윤 일본율

따라 갈 수 있올 것인.7}'’여다. 요즈읍의 공무원， 기업， 연구개발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질문에 대해 ”한국은 앞으로 결코 일본올 따라갈

수 없다”는 것으로 체념척인 대답 뿐이다. 그 이유로는 지금까지의 촉척된

힘 • 정신력 • 조칙럭 • 미래에 대비하는 능력에셔 한국이 일본올 결코 눔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의 의미는 한국언은 이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제경쟁， 측 싸우겠다는 의욕율 상실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또 ”단위조칙내에셔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조칙생활관행과 모순되고 불합리

한 제도 등율 고쳐야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연구 • 재발조칙의

깐부들픈 ”벌 문제 없지 않느냐， 문제없는 조칙이 어디 있느냐， 어햇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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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가지 않느냐”는 대답이다. 조칙의 인력양성과 조직운영의 효률화률 통해

경쟁력율 배양하겠다는 정신자세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회의 미래률 어디서 찾을 것인가? 피눈물나는 쓰라련 고통이 따르

.다라도 철저한 각 단위조직내부에서의 조직개혁 없이는 한국의 미래는 불루명

하다고 본다.

비단 연구 • 개발조칙뿔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조건윤

사획개혁이며 이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식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의 관주도 ”새마올운동”에 대산하여 ”새정신운동” 또는 ”새마옴운동”

으로서의 시민운동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러한 시민운동올 동해 근검절약

정신 • 근로청신 • 협동정신 • 솔선수범의 정신， 합리화정신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에의 도전운동”이 있어야 하며 올 국민이 이러한 새정신 시민운동에

동함할 때만이 한국사회는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4. 연구 • 개발조칙의 조직개혁

최근 언혼에서는 기술민족주의시대에 국가 • 민족이 살아남기위해 93년 도를

기술시대 원년으로 선언하고， 대학의 교육개혁과 정부홈연연구소의 개혁 및

기업의 각성율 혹구하고 있다. 차리에 연연하면서 과학기술인으로셔의

본연의 칙무률 유기하고 있는 정치성 과학기술인들의 행태는 제거되어야

하며， 연구하지 않는 연구원 역시 도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장 제3절에셔 논한 연구 • 개발조직으로서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공식화단계툴 거쳐 향후 개혁방향과

방법에 대한 연구 • 검토가 뒤따라야 하며，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연구소는

망한다” 는 철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칙개혁에 입해야 한다고 친단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현주소는 부엇이며 국제기술사회에셔의 위상은 무엇인가?

앞으로 무엿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구소 칙원플은 국제경쟁에 염활 자세와

전문가적 자질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연구소내 각 부서별 Team Work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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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척 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모든 직원둡은 각자의 명확한 칙무상의

목표률 가지고 조칙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경우 ”장기계획의 수립”과 함께 ”연구소 발천계획” 율

수립하여야 활 것인데， 이에는 ”조직개혁”의 추진이 필수척이라 하겠다.

일본의 경우 각 대학은 정부와의 협조하에 1990년부터 조칙개혁에 확수하여

1992년 10월에 완료하였다. 조칙개혁의 목표는 2000년 이후의 일본의 기업

체질올 예측 • 검토하며， 2000녀대에도 기업이 국제경쟁우위률 확보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어떠한 연구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비한 대학의 체질개선으로셔

2000년대에 대비하기 위해 90년대 초반에 미리 대학 이 • 공학부의 체질개선율

통하여 학과외 통폐합， 첨단분야 • 환경개발분야 학과의 신설 둥 조칙개펀과

함께 혈구인력에 대한 조정올 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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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개인의 천문가척 차질

연구 • 개발쪼칙의 최종목표는 국가에너지정책이 제기하는 기술적 문제룰

어떻게 하변 경체성과 자럽생을 유지하변셔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척

기술적 해답올 쳐l시하는 것야며， 이에는 연구 • 개발 종사자들의 국제경쟁력올

지난 전문가로셔의 셜력이 가장 기초적인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따라셔

연구소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연구·기술적직원들이 천문가적 차철올

갖추늠 것이 연구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연구 • 기술칙 직원들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능력배양은 연수훤의 전문교육

과정운영만으로는 달성합 수 었으며， 천문분야별로 관리자들이 교육자척

입장에서 드라이브해 가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것이다.

2. 연구 • 개발분야 관리자의 차질

따라서 연구 • 개발분야 관리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는

첫째， 소숙 연구 • 개발요원틀이 국제경쟁에 입할 수 있는 수준의 천문척

능혁올 배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능력

둘째， 교육훈련에 관한 갚은 이해와 펌가에 대한 이해

셰째， 소숙 연구 • 개발요훨틀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조칙이념올 제시

하고 公과 私의 분벌이 분명하며 솔선수범하는 정신척 • 도댁적 힘의 소유자

네째， 따라셔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개인의 전문가척

능력배양올 위해 별도의 과제를 부과하여 이를 세미나·전문강화식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특수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훈련율 척극척

으로 주도하는 척극성툴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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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개혁

연구소는 연구·개발의 질(質) , 측 연구·개발의 우수성올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 기술칙칙원의 자질향상과 이률 위한 책임급칙원들의 지도능력함양에

교육훈련의 최우선목표를 두어야한다. 이의 실현과 목표의 달성에는 조칙

개혁의 뒷받첨이 필수척이다.

조직개혁의 목표는

첫째， 연구소내 가치체계의 전환과 이에 따르는 의식개혁으로셔， 보칙여

주종가치로 되어 있는 조칙내 가치의식이 전문가로셔의 전문성이 주총가치가

되는 가치의식으로의 의식개혁，

둘째， 연구 • 개발의 철(質)의 산출을 효율척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칙구조

합리화가 가장 종요한 핵심복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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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본본의 내용들올 토대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소원교육훈련의 목표툴

원급 • 선입급 • 책임급으로 나누어셔 체계화하면 표<3-1>과 같다.

북표체계에셔 연구소 소원교육훈련의 최상위북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조칙북표에 따라 ”원자력기술부문 국제경쟁력배양”이며， 이롤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로셔， 하나는 조칙의 투입부문 인력의 질척향상올 위한 ”소원의 능력

및 자철향상”파， 다픈 하나는 조칙의 천환과정의 효률화를 위한 ”관리자의

능력 및 자질향상만)1 다. 여기서 신업소원으로부터 선임급까쩌 (대략 입소후

10- 15년간)는 꾸춘히 국제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전문가척 자질함양에 노력

해야하는 시기로 보았고， 그 이후 책임급에서는 관리자로셔의 능력 및 자철

향상울 교육훈련의 목표로 설정했다.

연구 • 개발조직의 교육훈련은 기업체의 사원울 대상으로하는 교육과는

그 내용이 같율 수가 없다. 이는 연구 • 개발조칙이 공무원조칙이나 일반기업

조칙파는 그 목표와 활동의 성격여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 개발

조직의 구성원률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은 고유의 조칙복표에 입각하여 새로이

개발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사기업체들의 수요에 의해 능롤협회 • 표준협회등 교육훈련서비스기관들이

기업경영합리화 또는 효율화블 목표로하여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올 그대로

연구 • 개발조칙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도입하기 보다， 연구 • 개발조칙의

조직특성울 고려한 자체프로그램개발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들 기업체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들올 분석 • 검토하여 선별척인

채태 • 용용과 함께 미흡하거나 빠진분야는 새로 개발하여 보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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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술부문

국제경쟁력배양

소원의 능력 ·자질향상 조칙 전환과정의 효율화

(관리자의 능력 • 자질함양)

• 과학기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
(과학기술사， 과학기솔청책몬 둥)

〈연구 • 기솔칙〉

• 천문가로서의 능력

• 원자력개발의 본질에 대한 이해
(완자력개발사， 에녀지정책 등)

• 연구개발요원으로셔의 사명감

연구 • 개발업무관련 소양

조칙에 대한 이해

• 연구 • 개발활동의 특성애 대한
이해 (국내외사례 등 포함)

.- 국내외 기술정보수집 • 분석능력

- Team Work에 대한 이해

- 어학 등

• 연구 • 개발결과의 사후관리능력

• 과학기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
목표관리에 대한 이해.

• 원자렴개발사에 대한 이해
• 기획농력 (leadership)

연구관리(사업관리)농력

연구 • 개발조직구조에 대한 이해
(행렬조직훈염 기법 등 포함)

〈행정칙〉

지원업무의 성격에 대한 이해.
• 지도능력지원업무 담당자의 자셰

교육훈련에 대한 이해.• 업무분야별 전문지식

• 명가에 대한 이해•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합양

조칙개혁에 대한 이해

• 정책， 정보， 기획， 인사，

교육훈련， 홍보，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의 소양

•• 원자력에 대한 기초 함양

• 기타 업무수행에 부수되어야활 능력
(어학 등)

그B임책원급·선임급

〈표 3-1>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원교육훈련의 목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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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셔는 조직올 투입 • 전환 • 산출의 시스템척 구조로 보고， 투입

파청에셔의 인력의 질과 전환과정의 효율극대확툴 통한 조직의 생산성향상，

록 조칙의 국제경쟁력배양을 논했다.

그환데 이률 위해서는 조칙에 대한 일반이론과 연구 • 개발활동의 특성에

비추어， 우선 거존의 조직운영행태를 분석하여 문제의 성격옳 파악해야 하며，

다옴으로 조칙구성원의 의식개혁 • 제도개선 • 기구개편 • 인사(A專) • 교육훈련

둥 일련의 ”조직개혁”이 따라야 한다.

따라셔 첫번째 전제조건은， 교육훈련은 ”조칙개혁의 일환”으로서

71 획 • 설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개혁의 추진없이

교육훈련만을 시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두번째는 교육훈련은 조직의 인사정책의 일환인 바， 어느 조직이나 인사

(A事)일반에 대한 사항에 관해 조사 • 연구， 기획， 정책대안 도출， 집행 등의

업무툴 총팔하는 똑럽부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교육훈련의

목표설청， 계획수휩， 서행， 평가 등 제반절차는 인사정책의 일환으로서

인사(A專)와 맞물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인사(A事)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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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첼 향후 연구계획

본 연구과제는 3년 계속과제로서 ”원자력연수원의 교육훈련과정개발”율

북표로 수행되고 있다.

연도벌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차년도 (92년도) :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원교육훈련의 목표 첼정

‘ 2차년도 (93년도) : 설정된 목표에 따른 교육훈련과청개발 빛 제시

- 3차년도 (94년도) : 교육훈련체제 개선방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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