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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노력이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간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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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이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에 관계적 노력(의사소통)과 비용적 특성(생산비용, 행정비
용, 감독비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
려고 하였다.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관계적 노력과 관리를 도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가 형성
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비용적 능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논문의 연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고 AMOS v.2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관계적 노력은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탁비용적 특성은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
과 믿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능력에는 완전매개효과, 믿음에는 매개효과 없음)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
과는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계적 노력의 제도화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준다. 수탁업체의
역량과 실력이 전제되어야만 조직 간 신뢰가 높아진다고 인식하는 것은 수탁업체에게는 부담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자
치구에게는 공공서비스 생산과 제공의 안정성 측면에서 위기이지만, 동시에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민간위탁, 관계적 노력, 위탁비용적 특성, 조직 간 신뢰
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relational effort (communication) and cost
characteristics (production cost, administrative cost, supervision cost) of private consignment affect trust(ability
and belief) between the Seoul autonomous district and the trustee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eck whether the contracting-out costs have mediating effects and influence them. It was
assumed that the introduction of relational effort and management for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public
services does not automatically form trust(ability and belief) between organizations, but it is assumed that the
cost capability to manage it continuously and stably is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paper, a survey was conducted, and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assumed in the research model,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constructed and the AMOS v.27.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relational effort did not directly affect the trust (ability and belief) between the Seoul
autonomous district and the organization of the consignee.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nsignment
cost had different effects (completely mediating effect on ability, no mediating effect on belief)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rust (ability and belief) between the Seoul autonomous district and the organization of
the trustee compan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lational effort is not the only
important factor affecting trust (ability and belief) between organizations. Recognizing that trust between
organizations increases only when the competence and competence of the trustee is a prerequisite is a burden
but an opportunity for the trustee, and a crisis in terms of the stability of public service production and
provision for autonomous districts, but at the same time, it can be an opportunity.
KeyWords：Contracting-out, Relational effort, Contracting-out Cost, Trust between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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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효과3)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해주고 있다(Savas, 1987; Stein, 1990; Ferris,
1988; Ferris & Granddy, 1991; Sclar, 2000;

공공서비스 생산자로서 지방정부의 독점적 지

김재훈, 2005; Verkuil, 2007).

위는 1980년대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부 관

특히, 우리나라 공공부문 민간위탁 연구에서 분

료제가 갖는 본질적 특성 때문에 정부가 비효율

석된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가 가지는

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도록

자산 특정성과 공공재화의 특성에 따라 경쟁 시장

만들었고, 정부조직은 가급적 많은 분야에서 직접

이 성립하지 못할 수 있고, 재화의 특성에 따라서

적인 관여를 줄이고자 하였다.1) 이때 민간위탁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기

(contracting-out)2)은 효율성 향상과 작은 정부

때문에 실제 정치와 행정, 사회 현실은 완전한 계

만들기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처방으로서 각

약방식(경쟁적 또는 거래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

광받는 제도로 등장하였고,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

라 관계적 계약방식4)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을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위

(김재훈, 2005). 이러한 국내 민간위탁 연구의 함

탁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공공선택론의 핵심적 가

의 중에서 관계적 계약방식이 주목받은 점 중 하나

정들이 정치와 행정, 사회 현실에서 어느 정도 충

는 때때로 감독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안정성 등 그

족되는지, 어떠한 특성을 가진 공공서비스가 민간

운영의 성과 측면에서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위탁에 가장 적합한지 등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철주·강영철, 2007; 김난영. 2008; 이철주 외,

1) 미국의 경우 ‘전문 관료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생산’에 몰두했던 복지국가형 지방정부들이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공공서비스
가 생산될 수 있음을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분권적, 네트워크적 생산방식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 활동에도 확산되었다(최흥석, 2002).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의 사정과 결이 조금 다른데,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공공서비스 공급(예: 병원, 학교 등)이 이루어지고 있
던 과정에서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공공서비스 공급과정에서 민간영역의 참여(중앙정부의 경우, 1998년 한 해 동안 26개 부처 중
96개를 발굴하여 추진)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박중훈, 2000; 최순영, 2019).
2) 민간위탁은 정부가 민간 또는 비영리조직과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고 해당 조직이 정부를 대신하여 제3자인 정책의 대상 집단에
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DeHoog & Salamon, 2002).
3) 긍정적 효과로서 비용절감은 일시적일 뿐이며 책임감 약화 등 민간위탁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지적이 보고되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전쟁 수행 시 참가한 외부용역 인원들(전투병 등)의 인권침해 논란(Verkuil, 2007), 영국의 경우 보호관찰 및 감독서비스 위탁을 수행하는
업체의 비용부당청구 사건(김대인, 2019),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다나의료원 사건, 2016년 구의역 김군사망 사건,
2019년 태안발전소 김용군 사망 사건 등에서 밝혀진바 대로 정부의 관리감독 소흘, 정부와 수탁업체 간의 유착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기사를 참조(“청소 민간위탁에 숨은 부패 고리.” 서울신문, 2007.12.5.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
20071205025009, 2021.4.22.검색 / “권익위,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부패유발요인 다수.” 연합뉴스, 2018.11.30.일자, https://www.yna.
co.kr/view/AKR20181130039700001 2021.4.22. 검색).
4)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은 완전계약, 불완전계약, 관계계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Sclar, 2000), 완전계약은 경쟁이론이 제시하는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낮은 거래비용(예: 다수의 경쟁자,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장벽 낮음)을 초래하는 서비스에 적합하다. 불완전계
약은 완전한 경쟁을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경쟁자들을 관리하여 수탁업체로서 대리인의 문제와 역선택,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극복하려 시도
한다. 관계계약은 소수자의 경쟁자, 높은 시장장벽 등 높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시도하는 계약으로서 위탁업무를 주는 주체와 수탁을 받으
려는 주체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구매자 혹은 공급자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Williamson, 1985; Powell, 1990; Holstrom & Roberts, 1998; 김재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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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김주애, 2012; 조정래, 2013; 신가희 오,

역할(Whitney, 1994; 노현혜, 2013)을 하며, 공공

2016). 위탁업무를 결정하는 주체와 위탁업무를

부문에서 신뢰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수행하는 수탁업체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조

강화하는 중요한 관리적 기제로 주목을 받고 있기

직 간 신뢰 관계가 구축·형성되어 해당 공공서비스

도 하다(Barney and Hansen, 1994; Lamothe

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생산, 제공할 수 있기

and Lamothe, 2012). 더욱이, 조직 간 신뢰는 업

때문이다(Kramer, 1999; Zaheer et al., 1998;

무추진을 원활하게 하여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며

서혁준·함요상, 2009; 함요상·서혁준, 2009; 김이

불확실한 사회환경, 사회문제의 복잡성 증가, 많은

수, 2014). 물론, 오랜 시간 계약했거나 완전한 계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경향 등의 현실에서 조직 간

약방식의 적은 횟수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펼쳐지는 다양한 상황을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간 신뢰가 형성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수 있다(Sydow, 1998).

있다. 관계적 계약방식의 경우 주인-대리인적 관계

이러한 조직 간 신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위탁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수탁업체가 기만행위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결정 주체와 수탁업체 관

한다든가5),

수의계약은 위탁 총비용과 사업의

련자들의 인식과 생각을 확인하는 작업은 더더욱

성격, 시장의 독점적 구조 등의 다른 요소에 따라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몇 십 년간 한 기관과

치, 행정적 현실과 제도적 제약(소수의 경쟁업체,

지자체가 장기간 재계약한 경우는 위탁할 기관만

비교적 장기인 계약 기간, 수의계약 방식 등) 속에

이 독점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

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간의 신뢰 인식은 어

례가 많아 반드시 조직 간 신뢰 때문만은 아니기

느 정도일까?’, ‘신뢰가 있다면 양 조직 간 신뢰 관

때문이다.

계를 구축·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를

다만, 이러한 부정적·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라도

일까?’ 등에 관심을 두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관련 서비스를 해당 사용자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간의 신뢰 인식에 영향

에게 지속 전달하려면 시간의 축적을 통하여 민간

을 미치는 요인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

위탁 결정 주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 관계의

적 노력 측면과 공공서비스 생산과 제공과정에서

밀도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그 과정이 더 원활하게

발생하는 비용적 특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관계적

진행될 것이라고 유추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력과 비용적 특성의 하위차원에 따라 지방자치

(Huff and Kelley, 2003; Bunchel, 2003; Fang,

단체와 수탁업체 간의 신뢰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

2008; 신중경, 2013; 정갑영·김동훈, 2019). 신뢰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좋

는 조직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핵심(Fukuyama,

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적 노력이 지방자치

1995)일 뿐만 아니라 조직을 순환시키는데 중요한

단체와 수탁업체 간의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5) “혈세 5억 대행업체 꿀꺽”(고양신문. 2019.4.1일자.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03, 2021.4.2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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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공서비스 생산과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때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산(pro

비용적 특성’의 매개적 역할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duction) 및 제공(provision)하는 주체와 방식은

그 이유는 대체로 조직 간 신뢰에 영향을 주는 특성

다양한 조직(예: 지방공기업, 공단, 민간기업, 시민

으로서 의사소통 등 관계적 노력과 관리를 제시하

사회 등)과의 파트너십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다

는 데(서혁준·함요상, 2009; 함요상·서혁준, 2009;

양한 조직과의 파트너십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

김이수, 2014), 관계적 노력과 관리만 도입한다고

려면 조직 간 협력이 필요하다(Behn, 1995;

해서 저절로 조직 간 신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

Lewicki and Bunker, 1996; McGuire, 2002).

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

조직 간 협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들

하도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비용 측면의 역량과

은 조직 간 신뢰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능력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조직 간 신뢰가 구축,

데, 조직 간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줄여 양질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

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함이다(Ford et

에서 이 연구는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al., 1988; Dodgson, 1993; Tyler and Kramer,

간 신뢰 인식의 실증연구에서 간과되어온 관계적

1996; Parkhe, 1998; Sako, 1998; Blomqvist,

노력과 비용적 특성의 역할을 검증하였다는 점에

2002; Zaheer and Harrise, 2006; Seppänen

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et al., 2007).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거래비용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 연구는 서울시

(예: 감독, 감시비용)으로 인해 조직 간 신뢰가 부

25개 자치구의 주요 서비스 중 민간위탁 서비스를

족하여 유지하고 있는 협력적 관계가 해체될 수도

담당하는 운영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있기 때문이다(Limerick and Cunnington, 1993;

수탁업체 간 신뢰와 두 조직 간 신뢰에 미치는 영

Bunchel, 2003; Fang, 2008). 조직 간 신뢰는 공

향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

식적이고 제도적인 감독과 감시의 형태보다 자율

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

적 협력과 조정dmfh 거래비용을 줄이고(Mayer

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t al., 1995),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효과적·안정
적인 서비스 생산 및 제공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Zaheer and Venkatraman, 1995; Zaheer
et al., 1998). 이러한 조직 간 신뢰는 ‘상대방이

Ⅱ. 이론적 배경

행동하는 것에 대한 믿음’(Ring and van de Ven,
1992) 또는 ‘조직 간 거래 시 각 조직이 가지는 약
점을 사용하여 본인 조직의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

1.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간 신뢰: 조직 간
신뢰

이라는 확신’(Barney and Hansen, 1994)이라든
지, ‘상대방에 대한 인지된 신용과 선의’(Doney
and Cannon, 1997)라거나 또는 ‘상대방의 능력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주민에게

과 신념을 믿는 것’(Huff and Kelley, 2003), ‘본

효율적·효과적·안정적으로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인의 기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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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기업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Bouchbout

1) 관계적 노력: 협력적 관리

and Alimazighi, 2008) 이라고 지적된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정부 주도의 법적·공식적

특히, Mayer et al.(1995)은 조직 간 신뢰를

강제력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것으로 생각하여 나 자

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협력, 협조 등을 바

신을 위험에 노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믿는 행동’

탕으로 새로운 규칙, 규율, 공유된 지식 안에서 주

으로 정의하면서 조직 간 신뢰의 구성요소로서 능

체 간의 상호작용, 정보교환, 의사소통, 네트워크

력(ability: 구체적인 상황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기

등을 강조하여 사회적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노

술에 대한 지각), 성실(intrgrity: 상대방의 수용 가능

력한다(Rhodes, 1997; Peters and Pierre, 1998;

한 원칙보유와 이에 대한 지각), 선의(benevolence:

김준기, 2001; 이명석, 2002; Salamon, 2002).

나에게 이익을 준다고 믿는 정도)을 제시하고 있

특히, 효과적인 조직 간 관계에 대한 규범적 논의

다. 또한 Moorman et al.(1992)은 조직 간 신뢰

는 행위자 간의 결속력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행위

를 ‘파트너에게 의존하려는 행동적 의도’라고 정의

자가 관련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적극 조정하

하면서 신뢰대상에 대한 본인의 의도를 중요시하

려는 노력을 강조한다(McGuire, 2002; 김준기·이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 간 신뢰를 정리해

민호, 2006; Adam and Kriesi, 2007).

보자면 ‘1) 본인 조직이 신뢰대상에 대해 능력, 성

원활한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조

실, 신의 등을 지각하고, 2) 신뢰 대상에 대해 의존

직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수평적·상호의존적 관계

하려는 믿음 또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를 유지하고(Turnbull, 2003),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영역의 행위자들과의 연계에 관심이 있다
(Stocker, 2006; Shergold, 2008; 은재호·오수

2.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의

길, 2009; 이지형 외, 2020). 정책의 성과를 높이

영향요인: 관계적 노력 vs. 민간위탁 비용적

고 민주성을 강화하며 최대치로 산출 가능한 공공

특성

가치를 생산(Goldsmith and Eggers, 2004)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이 민간영역을 거쳐 공공서비스를

조직 간 신뢰의 정의에서 ‘신뢰 대상의 능력에

제공하고 처리하는 데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

대한 지각’과 ‘신뢰 대상에 의존하려는 믿음과 태

고 제시한다(Ansell and Gash, 2008; 신상준 외,

도’ 등 2개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점을 적극

2015). 다만, 이와 같이 정부와 관련 이해관계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

간에 수평적·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 영향을 줄 수 다양한 원인 중에서 1) 신뢰 대상

는 소통과 협력을 관리해야 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의 믿음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협력적 관리로서

의사소통의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

관계적 노력, 2) 신뢰 대상의 능력에 대하여 지각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Mandell, 1984; Lawless

할 수 있는 생산비용, 행정비용, 감독비용으로서

and Moore, 1989; Provan and Milward, 2001).

위탁 비용적 특성 등 2가지를 선정하여 검토한다.

특히, 정부만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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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 효율적·효과적·안정적으로 제공하려 했지

영을 위해서 생산을 위한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정

만, 기대만큼의 사업비용 감소와 서비스 질이 올라

부와 수탁업체 간 계약 내용을 결정하고, 계약 내

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

용을 확인하는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고려

감하게 되었고, 정부는 다양한 측면의 개혁을 통해

하여야 한다고 지적된다(김준기 외, 1999; 김재훈,

수탁업체를 사회책임에 대한 협력적 존재로 인식

2005; 이근주, 2010; 신가희 외, 2016). 거래 당

하는 관리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유영철, 2008:

사자를 탐색하고 거래를 형성하며 타협하고 집행

27). 수탁업체와 정부조직의 상호작용은 필수(Doig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모두를 거래비용

and Hardgrove, 1987)이며, 이러한 수탁업체를

(transaction cost)6)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민간

협력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

위탁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

여 이들 간의 관계를 순방향으로 이끈다면 더 좋은

감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업체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가져온다는 것이다(O'Toole

의 계약과정 처리, 업무에 대한 감시비용 등 관리

et al., 2005). 다만, 협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비용을 크게 유발할 수 있다.

상호 조직 간 협력을 했을 때 각자가 가지고 가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이익(예: 조직 성과 등)이 손해(처리 비용 등)보다

하는 비용은 크게 생산비용, 행정(계약)비용, 감독,

많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Huxham, 1996;

감시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Ferris and Graddy,

Bardach, 1998). 그렇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협

1991; Globerman and Vining, 1996; 김준기

력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는 조직 간 협력 과정에

외, 1999). 우선 생산비용은 해당 사업의 산출물

서 협상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생산을 위하여 수탁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면서 행위의 결과가 선

민간위탁이 정부조직의 외부적인 조직팽창과 내부

형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

적인 경직화 현상을 견제하여 정부의 직접적 생산과

때문이다(Ring and Van de Ven, 1994).

전달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관련되
며(Savas, 1987; Ross, 1989; Donahue, 1989),

2)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 생산비용, 행정비용,
감독비용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위하여 정부의 직

민간위탁이 가지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Ferris and Graddy, 1986; 김순양, 1998; 박
경효, 1992).

접적인 개입을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행정비용이란 정부조직이 외부 민간업체와의 계

하는 과정의 초기에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생산하

약을 통하여 서비스 생산과 전달내용(예: 계약의 범

는 직접적 비용만 고려되었지만, 점차 바람직한 운

위, 의무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관리비용이며,

6) 거래비용은 거래비용경제학에서 제시된 개념으로서 합의된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며, 완벽하지 않은 시
장에서 관련 주체들이 거래를 시도할 때 지불해야 하는 관련된 모든 비용(집행비용, 협상비용, 운영비용, 감독비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Commons, 1934; Coase, 1937; Williamson, 1985; North, 1990). 특히, Wiiliamson(1985)은 해당 조직이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시
장에서 거래하려고 할 때 불확실성이 클수록, 거래의 횟수가 낮을수록 관련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간 신뢰를 높여 낮추지
못할 경우 해당 거래는 시장이 아닌 해당 조직의 계층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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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비용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의 성실수행의무

(Plewa, 2008). 조직 간 신뢰에 필요한 것은 의사

를 이행하는지 파악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

소통과 상호작용(Loomis, 1959)이며, 더 자주 그

두 가지 비용은 거래비용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리고 밀도 있게 접촉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

있다(Williamson, 1985·1996; DeHoog, 1990;

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들이 중요

Brown and Potoski, 2003a·2003b; 최병선,

하다는 것이다(Paine, 2003). 더욱이 공공서비스

2006). 거래비용적 시각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정부

제공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들로부터

조직 내에서 생산 및 전달할 때 드는 비용보다 정

책임을 위임받아 공공서비스 생산을 직접 담당하게

부조직 밖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를 통하

될 수탁업체 간 관계에서 해당 공공서비스의 성과

여 생산 및 전달할 때 드는 비용이 더 크게 되어

를 위해서는 경쟁적 계약방식, 비용적인 문제도 중

정부조직의 비용 절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비용

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신뢰, 믿음, 기만하지

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Hefetz and Warner,

않는 행위,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헌신 등도 매우

2004; Ferandez, 2005). 더욱이 공공서비스를 생

중요한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Schlesinger et al.,

산 및 전달하기 위한 생산비용의 효과를 파악하기

1986; Milward and Provan, 2000; Fernandez,

어려운 상황(예: 서비스의 공급환경이 다르고, 서

2007; Lamothe and Lamothe, 2012).

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

하지만, 관계적 노력과 관리만 시행한다고 해서

정이 어려움)에서 위탁계약에 따른 행정관리 및 감

조직 간 신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이고

독비용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도록 이를 관

가 직접 개입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은 민간

리할 수 있는 비용 측면의 역량과 능력이 갖추어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생산 및 제공되는 비용보

야만 비로소 조직 간 신뢰가 구축, 형성될 수 있는

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된다(Prager, 1994;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의 위탁 계약방식을 정하는

Aulakh, Kotabe and Sahay, 1996; Brudney,

방법은 관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용적 특성이

et. al., 2005; Dias ad Moody, 2007; Van

고려되는 측면이 강하며, 이러한 비용적 특성이 조

Slyke, 2007).

직 간 신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Lamothe et
al., 2008; Lamothe and Lamothe, 2010). 더욱

3)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의 매개변수로서 정당성

이 자원(예: 예산)의 압박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대체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

수탁업체 간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강

직 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간 협력을 위

조하는 관계적 노력에 비해 조직 간 신뢰 형성을

해서는 활발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하는 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성과 역량을 조

마련이다(Ball et al., 2004). 더욱이 정부-민간 영

금 더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적

역 간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조직 간 신뢰가 매우

은 관계적 노력과 조직 간 신뢰 간의 관계를 검토

중요하며, 이러한 신뢰에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과

하는 과정에서 위탁비용적 특성이 매개역할을 할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된다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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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2.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설정
1) 관계적 노력이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에

1. 연구모형

미치는 영향(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
능력과 믿음)

이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앞에서 검

조직 간 신뢰를 위한 관계적 노력은 ‘비공식적이

토한 바와 같이 조직 간 신뢰의 정의에서 ‘신뢰 대

고 유연한 구조를 가지며, 반복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상의 능력에 대한 지각’과 ‘신뢰 대상에 의존하려

활동들의 결과’(Powell, 1990)라든가 ‘평판을 중요

는 믿음과 태도’ 등 2개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

시하며, 상호의존적으로 이타주의가 강조되는 관

는 점을 고려하여, 1) 관계적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계’(Macneil, 1985), ‘탈중심적 관계를 바탕으로 민

와 수탁업체 간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간영역과 공공영역 간 상호작용을 통한 정책결

2) 다음으로 위탁 비용적 특성(생산비용, 행정비용,

정’(Adam and Kriesi, 2007)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감독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간 신뢰에

한 이러한 협력은 ‘행위자가 그들 간 관계를 맺는 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3) 마지막으로 관계적

칙과 결정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식적, 비공

노력과 수탁업체 간 신뢰의 관계에서 위탁 비용적

식적 협상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Thompson,

특성(생산비용, 행정비용, 감독비용)의 매개역할을

2001)으로서 ‘상호의존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

분석할 것이다.

움이 된다는 믿음과 의지’(McCaffrey et al., 1995)
가 있어야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특히, 이러한 관계적 노력과 관련되는 의사소통
수단은 명확한 역할, 책임성, 조정의 강화, 협력을
위해 계층적이고 표준화된 소통 채널보다는 일상
적이고, 비공식적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
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된다(Alter and
Hage, 1993; Bardach, 1998; Plewa, 2008). 이
러한 의사소통 채널들을 관리하는 기술적 능력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참여자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
하게 되고, 구축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시도되는 깊은 수준의 상호작용은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Wood and Gray, 1991; Kickert et al., 1997;
Agranoff and McGuire, 2001; Paine, 2003;
서혁준·함요상, 2009). 이러한 관계적 노력과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계적 노력이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간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관계적 노력이 조직 간 신뢰에 미치지는 영향(관계적 노
력 → 조직 간 신뢰: 능력과 믿음)
가설 1-1: 관계적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
(신뢰 대상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
가설 1-2: 관계적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
(신뢰 대상에 의존하려는 믿음과 태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

2) 관계적 노력이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적 노력→민간위탁 비용적 특성)
관계적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조직 간
신뢰는 일반적으로 타 집단의 말 내지는 약속,
구두, 혹은 문서상의 진술에 대한 의존성과 집단
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적, 정치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관련 비용을 줄여
준다고 지적된다(Rotter, 1971; Coleman, 1990;
Kramer, 1999; 김우택·김지희, 2002; Moynihan,
2008). 그러므로 계약이나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신

관계적 노력의 반영이 계약기간에 따른 상대적, 비
선형적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
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
하현·나태준(2011)은 관계적 노력과 조직의 성과
인식이 긍정적인 관계임을 검토하고 있으며, 함요
상·서혁준(2009)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관
계가 지방공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적 노력을 반영한 수평적 관계가 지
방공기업의 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관계적 노력과 거래비용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
출하였다.
가설 2: 관계적 노력이 위탁 비용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적
노력 → 위탁 비용적 특성)
가설 2-1: 관계적 노력은 공공서비스 생산비용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관계적 노력은 공공서비스 행정비용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관계적 노력은 공공서비스 감독비용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배신
과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3)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이 조직 간 신뢰(능력과

행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감시하며, 또 배신을

믿음)에 미치는 영향(민간위탁 비용적 특성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

→ 조직 간 신뢰: 능력과 믿음)

만 관계적으로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에는

조직 간 신뢰에서 신뢰 대상의 능력에 대한 지각

이러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데, 관계적 노

은 중요하다. 신뢰 대상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력을 기반으로 형성된 조직 간 신뢰는 본질적으로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효율성에 기반을 둔 성과

배신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

의 향상일 것이다. 특히, 다양한 성과 가운데에서도

영하므로 신뢰하는 상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주목받는 것 중의 하나는 비용 절감으로 해당 조직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Zaheer

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and Venkatraman, 1995; Zaheer et al., 1998;

비용을 줄이는 조직으로 판단될 경우 그 조직은 유

임혁백, 1999).

능하다고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은 해당 조직을 ‘믿

이와 관련하여 김주애(2012)는 지방자치단체의

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해줄

것이다

민간위탁 성과로서 비용절감에 비공식 업무협의가

(Noordewier, John & Nevin, 1990; Moorman,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동시에

Zaltman & Desphande, 1992; Morgan & 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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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이와 관련하여 김완섭·김달곤(2001)은 비용
이 발주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능력과 믿음의 관계
에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능력과 믿음이라는 조직 간 신뢰에
비용적 특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영환·홍준형(2009)은 다양한 비용의 유

가설 3-4: 공공서비스 생산비용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신뢰 대상에 의존하려는 믿음과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5: 공공서비스 행정비용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신뢰 대상에 의존하려는 믿음과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6: 공공서비스 감독비용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신뢰 대상에 의존하려는 믿음과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형에 따라 거래적 속성이 달라지는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계약 후 감독비용과 집행비용이 높아

4)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의 매개역할(관계적 노력

질 가능성을 제기해 해당 조직의 신뢰를 얻기 위한

→ 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 능력과 믿음)

관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조근식

앞에서 조직 간 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관

(2013)은 위탁비용 요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계적 노력과 위탁 비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관

입 간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위탁비용 요인이

계적 노력을 도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능력과 믿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지방자치

이라는 조직 간 신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

단체와 다른 이해관계자 간 능력과 믿음과 관련되

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갖

는 조직 신뢰의 선행변수로서 의미를 확인하고 있

추어져야 한다(O’Toole and Meier, 1999·2001;

다. 강성호·이한근(2020)은 조직의 위탁비용적 특

Lamothe, S. et al., 2008; Lamothe, M., and

성이 조직의 신뢰와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

Lamothe, S. 2010; Lamothe, M. and Lamothe,

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이수(2014)는 자

S. 2012). 또한, 정병순 외(2018)는 실효성 있고 협

원봉사조직을 대상으로 위탁 비용적 특성을 가지

치친화적 평가체계를 통하여 파악한 서울시와 수탁

는 협력적 관리구조가 능력과 믿음이라는 조직 간

업체 간 관계의 비용적 특성이 능력과 신뢰를 기반

신뢰가 사회적 자본과 연결되며 이러한 사회적 자

으로 하는 통합형위탁관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본에 따라 조직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적 노력은

다. 위탁비용적 특성과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

생산비용, 행정비용, 감독비용의 절감과 관련되는

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위탁비용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능력’과 ‘믿음’적

도출하였다.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조직 간 신뢰에 영향을 미치

가설 3: 위탁 비용적 특성이 조직 간 신뢰에 미치는 영향(위탁 비
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 능력과 믿음)
가설 3-1: 공공서비스 생산비용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신뢰 대상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공공서비스 행정비용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신뢰 대상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공공서비스 감독비용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신뢰 대상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
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 위탁 비용적 특성의 매개역할(관계적 노력 → 위탁 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 능력과 믿음)
가설 4-1: 공공서비스 생산비용 인식은 관계적 노력, 지방자치단
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의 관계(신뢰 대상의 능력
에 대한 지각)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2: 공공서비스 행정비용 인식은 관계적 노력, 지방자치단
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의 관계(신뢰 대상의 능력
에 대한 지각)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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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3: 공공서비스 감독비용 인식은 관계적 노력, 지방자치단
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의 관계(신뢰 대상의 능력
에 대한 지각)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4: 공공서비스 생산비용 인식은 관계적 노력, 지방자치단
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의 관계(신뢰 대상에 의존
하려는 믿음과 태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5: 공공서비스 행정비용 인식은 관계적 노력, 지방자치단
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의 관계(신뢰 대상에 의존
하려는 믿음과 태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6: 공공서비스 감독비용 인식은 관계적 노력, 지방자치단
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의 관계(신뢰 대상에 의존
하려는 믿음과 태도)를 매개할 것이다.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고 AMOS v.2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구성타당성
을 검정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고,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통하여 연구가설
을 검정하였다.8)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이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의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에 대한 관계적 특성, 거래비용
적 특성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표 2>의 측정

3. 자료수집과 연구방법

지표를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먼저 ‘조직 간 신뢰’는 ‘신뢰 대상의 능력

1)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에 대한 자각’과 ‘신뢰 대상에 의존하려는 믿음과

이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9년

태도’ 등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생산하는 공공서비

2월 말에서 6월 말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7)에서

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탁업체가 해결할 수 있

민간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환경위생, 체

는 역량에 대하여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능력에 대

육·청소년·여성, 경영수익사업, 문화예술 분야의 담

한 자각)와 수탁업체에 대한 존재적 의미(의존하려

당자들(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는 믿음과 태도)에 대하여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를

이 중 120부를 회수하고, 충실한 응답지 95부를

중심으로 7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분석 방법은

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자치구 공무원들은 수탁업체와의 조직 간 신뢰를

7) 2016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 수는 1,202건이며, 사업 총예산은 6천2백8십여 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낙찰자 선정방
법은 수의계약(419건)이 적격심사 방법(187건)보다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과평가 실시(618건)와 미실시(450건)가 비슷하게 나
타나는 등 관계적 계약방식의 경향을 짐작하게 해준다(배성기, 2016).
8)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설문지 배포 및 수거 시에 5개 자치구의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연구자의 접근성이 고려되었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공무원을 인터뷰한 이후에는 그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진행하는 등 눈 굴리기(snow-ball) 방식을 통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인터뷰
는 대면방식으로 공무원 1인당 대략 1~2시간 정도를 진행하였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직급

담당업무

코드

서울시 자치구

인터뷰 일자

7급

사회복지

참여자1

KW 자치구

2019. 2

7급

환경위생

참여자2

D 자치구

2019. 3

8급

체육·청소년·여성

참여자3

J 자치구

2019. 4

6급

경영수익사업

참여자4

K 자치구

2019. 5

7급

문화예술

참여자5

S 자치구

2019. 6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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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로서

은 수탁업체가 공공서비스를 생산할 때 드는 생산

관계적 노력은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와 수탁업체

비용, 수탁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

담당자 간 의사소통의 횟수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정비용, 수탁업체가 공공서비스 공급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7점 척도(1점=전혀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독비용 등에 대하여 얼마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

나 절감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7점 척도(1점=전

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치구 공무원들은 수탁업체

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와의 의사소통 소통 횟수가 많으며, 관계적 노력을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치구 공무원들은 생산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수

비용, 행정비용, 감독비용의 절감을 더 높게 인식

로서 위탁비용적 특성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측정지표의 구성
구분

변수명
조직 간 신뢰:
실력
(α=0.755)

종속
변수
조직 간 신뢰:
믿음
(α=0.747)

문항구성
1) 생산하는 공공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탁업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항상 어려움이 없다.
2) 생산하는 공공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탁업체는 대체로
관련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편이다.
1) 수탁업체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협력해야 할
정책추진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2) 수탁업체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있어 필요한
상호협조적인 관계이다.
1) 수탁업체 담당자와 (비)공식회의 등 대면면담을 월 1회 이상 실시
한다.

독립
변수

관계적 노력
(α=0.803)

2) 수탁업체 담당자와 전화통화 및 전자우편을 평균적으로 주 1회 이
상 실시한다.
3) 수탁업체 담당자와 온라인 대화메신저(예:카카오톡 등)를 수시로
실시한다.

생산비용
(α=0.844)

매개
변수

비
용
적
특
성

행정비용
(α=0.853)

감독비용
(α=0.799)

이론적 근거
Rempel and Holmes(1986),
Barney and Hansen(1994),
Huff and Kelley(1995),
Mayer et al.(1995),
Sabel(1993),
Zaheer et al.(1998)
Lamothe and Lamothe(2012)

Kumar and van Dissell(1996),
Falcone and Lan(1997),
Larsson et al.(1998)
Bouchbout and Alimazighi
(2008),
Lamothe and Lamothe(2010)

1) 수탁업체와 오랫동안 계약할 경우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생
산하는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2) 수탁업체와 오랫동안 계약할 경우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생
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1) 수탁업체와 오랫동안 계약할 경우 계약 시 처리할 업무서류의 양
을 줄일 수 있다.
2) 수탁업체와 오랫동안 계약할 경우 계약 시 처리할 업무시간의 양
을 줄일 수 있다.
1) 수탁업체와 오랫동안 계약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감독시간을
줄일 수 있다
2) 수탁업체와 오랫동안 계약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감독비용을
줄일 수 있다.

주: α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크롬바흐 알파값(Cronbach’s α)을 뜻함.

DeHoog(1990),
Ferris and Graddy(1991),
Globerman and Vining(1996),
김준기 외(1999),
Brown and Potoski(2003a
·2003b),
김재훈(2005),
Van Slyke(2007),
신가희 외(2016)
Lamothe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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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관계적 노력, 위탁
비용적 특성, 조직 간 신뢰와의
관계분석

1. 기술 통계 분석
이 연구의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응답자에게 인지된 조직 간 신뢰(능력)는 평균
4.28로 확인됐다. 개별 문항별로 평균을 비교하면

<표 3> 변수의 기초통계량

등이며, 조직 간 신뢰(믿음)는 평균 4.01로, 정책추
진에 중요한 파트너(평균 3.50), 사업체와 상호협
조적인 관계(평균 4.51) 등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노력에 대한 응답자 인식은 평균 4.32로서 보통을

평균

표준
최대 최소
편차

조직 간 신뢰: 능력

4.28

1.4

7

1

수탁업체의 해결 능력 정도 4.41 1.38

7

1

종속 수탁업체의 해결 시간 정도 4.15 1.42
변수 조직 간 신뢰: 믿음
4.01 1.41

7

1

7

1

3.50 1.50

7

1

사업체와 상호협조적인 관계 4.51 1.31

7

1

정책추진의 중요한 파트너

관계적 노력(독립변수)

4.32 1.23

7

1

월 1회 이상 대면면담 진행

4.60 1.08

7

1

주 1회 이상 전화통화 및 전자우편 4.31 1.42

7

1

대화메신저를 통한 수시 연락

4.04 1.19

7

1

생산비용

4.14 1.19

7

1

서비스 생산시간 절감

4.20 1.20

7

1

서비스 생산비용 절감
위탁
행정비용
비용적
특성 업무처리의 양 절감
(매개
업무시간의 양 절감
변수)
감독비용

4.08 1.18

7

1

3.73 1.37

7

1

3.62 1.36

7

1

3.84 1.39

7

1

4.66 1.07

7

1

해당업체 감독시간 절감

4.42 1.08

7

1

해당업체 감독비용 절감

4.90 1.06

7

1

문제발생 시 수탁업체의 해결 능력 정도(4.41), 문
제발생시 수탁업체의 해결 시간 정도(평균 4.15)

구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월 1회 이상
대면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4.60), 주 1회 이상 전화통화 및 전자우편(평
균 4.31), 대화메신저를 통한 수시 연락(평균

연구에 포함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표
4>와 같다.

4.04)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위탁 비용적 특성
의 3가지 하위차원을 살펴보면, 생산비용(평균
4.14), 행정비용(평균 3.73), 감독비용(평균 4.66)
모두 보통이거나 보통을 넘는 정도로 분석됐다. 구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 조직 2. 조직
3.
구분 간 신뢰 간 신뢰 관계적
(능력) (믿음)
노력

4.
생산
비용

5.
행정
비용

체적으로 생산비용은 서비스 생산시간 절감(평균

1

1

4.20)이 서비스 생산비용 절감(4.08)보다 조금 더

2

0.443**

높았고 행정비용의 경우, 업무처리의 양 절감(평균

3

0.061

0.072

4

0.165*

0.093 0.031

5

0.323** 0.102 0.344** 0.270**

1

6

0.511** 0.068 0.453** 0.195*

0.183*

3.62)과 업무시간의 양 절감(평균 3.84) 인식이 비
슷하였다. 감독비용은 해당업체에 대한 감독시간
에 대한 절감(평균 4.42)보다는 감독비용에 대한
절감(평균 4.90)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6.
감독
비용

1
1

*p<0.01, **p<0.05, ***p<0.001

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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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수는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으며, 관계적 노력과 행정비용, 감독비용에
인식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관계적 노력과 거래비용적 특성인 행정비
용과 감독비용 절감에 대한 인식 간의 인과관계가
가능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해준다. 또한,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와 위탁 비용적 특성의 3가지 비
용 역시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돼 다양한 차원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관계적 노력과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밝혀져
인과관계에서 역시 둘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관계적 노력, 위탁 비용적 특성, 조직 간 신뢰

<표 5> 관계적 노력, 위탁 비용적 특성, 조직 간 신뢰의 확인적
요인분석
구성변수

측정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값

조직 간 해결능력정도 1.000 0.851
신뢰: 실력
(α=0.755) 해결시간정도 0.880 0.744*** 0.035 6.650
정책추진
1.000 0.940*** 0.025 4.771
조직 간
파트너
신뢰: 믿음
(α=0.747) 상호협조적인 0.852 0.837*** 0.036 8.743
관계
관계적 관계적 특성 1 1.000 0.817
관계적 특성 2 0.846 0.852*** 0.032 7.279
노력
(α=0.803) 관계적 특성 3 0.818 0.891*** 0.030 3.535
생산비용 생산비용 1
(α=0.844) 생산비용 2

1.000 0.790

행정비용 행정비용 1
(α=0.853) 행정비용 2

1.000 0.825

감독비용 감독비용 1
(α=0.799) 감독비용 2

1.000 0.950

0.920 0.845*** 0.035 8.560

1.010 0.791*** 0.032 5.680

0.754 0.855*** 0.022 4.334

χ2(df): 110.687(61), p-value(0.000), RMSEA(0.054),
NFI(0.957), CFI(0.922), PNFI(0.502), PCFI(0.577)
*p<0.01, **p<0.05, ***p<0.001

(능력과 믿음) 등 구성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을 위하여 측정항목 중 한 개를 1로 고정하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여 다른 변인과 비교하였는데, 조직 간 신뢰(능력
과 믿음)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0.75~0.94, 관계적
노력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0.81~0.89, 위탁 비용
적 특성에서 생산비용이 0.79~0.84, 행정비용은
0.79~0.82, 감독비용이 0.85~0.95로 나타나 측
정항목이 구성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9)

1) 관계적 노력, 위탁 비용적 특성, 조직 간
신뢰(능력)
이 연구를 위하여 구성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
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6>에 나와 있는 바와 같
이 모델 1, 2, 3 모두 적절한 수준에서 적합 수준
이상으로 확인도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한 적합한 모
형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9)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에 나와 있다. 먼저, 절대적합지수(χ2)의 경우 연구모형과 분석 자료가 적합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이제곱통계량에만 의존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절대적합지수 RMSEA(0.054),
표준적합지수(NFI=0.957), 비교적합지수(CFI=0.922) 등이 모두 1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하였다.

관계적 노력이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간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구성 개념 간 표준화된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
을 살펴보면 <표 6> 및 <그림 2>와 같다.10)

먼저, ‘가설 1-1’인 관계적 특성과 자치 및 수
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의 경우 모델 1, 2, 3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표 6> 연구모델 1, 2, 3의 적합성,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

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이는

가설
채택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업체와의 대화를 많이 한다고

구
분

모
델
1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능력)

0.030

관계적 노력 →
생산비용적 특성

-0.013 0.033 0.273 기각

생산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능력)

0.141** 0.037 3.250 채택

지는 못하며, 구성원의 거래비용에 대한 인식이 어

χ2(df): 532.018(74), p-value(0.000), RMSEA(0.068),
NFI(0.945), CFI(0.921), PNFI(0.720), PCFI(0.697)

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능력)
모
델
2

표준
오차

C.R
(t)

0.038 0.587 기각

0.021

0.034 0.493 기각

0.457*** 0.030 3.408 채택

행정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능력)

0.321*** 0.034 5.493 채택

이다. 다시 말해, 접촉의 빈도가 신뢰를 보장해 주

조직 간 신뢰(능력)가 생길 수 있는 매개 효과에 대
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11)
둘째, ‘가설 2’인 관계적 노력과 거래비용적 특
성 간 관계의 경우, 관계적 특성이 공공서비스 민

χ2(df): 464.188(67), p-value(0.000), RMSEA(0.058),
NFI(0.959), CFI(0.943), PNFI(0.567), PCFI(0.551)

모
델
3

하고 나서야 외부 업체들과의 관계를 터득하게 되
고, 비로소 신뢰가 하나씩 쌓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관계적 노력 →
행정비용적 특성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능력)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위탁비용을 인식

0.043

0.036 0.398 기각

관계적 노력 →
감독비용적 특성

0.480*** 0.028 6.743 채택

감독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능력)

0.541*** 0.045 10.041 채택

χ2(df): 593.099(86), p-value(0.000), RMSEA(0.051),
NFI(0.908), CFI(0.910), PNFI(0.534), PCFI(0.503)

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경로계수 0.4
5)과 감독비용(경로계수 0.48)에 매우 유의미한 수
준(p<0.001)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와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이는
관계적으로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과정에서는
신뢰하는 상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용
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확인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12) 다만, 관계적 노력

*p<0.01, **p<0.05, ***p<0.001

10) 단일 설문조사를 통해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전체를 묻는 자기보고 방식은 단일자료편향(common method bias)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Harmon’s 단일요인검증을 통해서 분산설명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분산설명력에서 한 요인의 설명력이 절대적인가(50% 이상)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요인이 22%로 나타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1) 이러한 점은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수탁업체와 업무 연락은 자주 하는 편이긴 해요. 면대면 미팅도 하지만, 메신저나 메일로 많이 하는 편이죠. 업체와의 관계는 무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해당 분야 서비스 공급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문이 있지만 무엇보다
민원소지가 적고, 정부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19. 2. KW자치구 사회복지 업무 참여자 1과의 대화)
12) 이러한 점은 다음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일수록 이야기하기가 편하죠. 계약을 갱신해야 할 때는 신규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민원소지나 문제가 없으면, 지금 업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문도 알아서 하는 편이
니 저로서는 믿을만한 거죠.” (2019. 3. D자치구 환경위생 업무 참여자 2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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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산비용(경로계수 -0.01)과는 통계적으로 유

체가 여러 거래비용을 줄이는 조직으로 판단할 경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가설 2-1은 기각되

우 그 조직은 유능하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은

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노력이 중요하기는 하

해당 수탁업체를 믿을 수 있다고 가정한 이 연구의

지만,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투입비용 그 자체를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소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
각해 보게 해준다.

2) 관계적 노력, 위탁 비용적 특성, 조직 간
신뢰(믿음)

<그림 2> 연구모델 1, 2, 3의 결과(조직 간 신뢰: 능력)

이 연구를 위하여 구성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
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7>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모델 4, 5, 6 모두 적절한 수준에서 적합 수준 이상
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한 적합한 모형으
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구
성 개념 간 표준화된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표 7> 및 <그림 3>과 같다. 먼저, ‘가설
1-2’인 관계적 특성과 자치 및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믿음)의 경우 모델 4, 5, 6 모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어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모델 1,
2, 3과 마찬가지로 관계적 노력을 시도한다고 해서

셋째, ‘가설 3’인 위탁 비용적 특성과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 관계의 경우, 공공서

당연하게도 조직 간 신뢰(믿음)이 생기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스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비용(경로

둘째, ‘가설 2’인 관계적 노력과 거래비용적 특

계수 0.14), 행정비용(경로계수 0.32), 감독비용(경

성 간 관계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모델 1, 2, 3의

로계수 0.54)의 조직 간 신뢰에 유의미한 수준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적 특성이 공공서비스 민

(p<0.05와 p<0.001)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경로계수 0.3

것으로 확인돼 가설 3-1, 3-2, 3-3은 채택되었

0)과 감독비용(경로계수 0.20)에 유의미한 수준

다.13)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우, 공공서

(p<0.001)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탁업

나타나 가설 2-5와 가설 2-6은 채택되었다. 셋째,

13) 이러한 점은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수탁업체들을 그렇게 믿진 않아요. 경험해 보니 업체가 거기서 거기예요. 하지만, 민원소지도 없게 하고 신경 덜 쓰이게 알아서 잘하
는 업체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업체들은 고맙죠..” (2019. 4. J자치구 체육·청소년·
여성 업무 참여자 3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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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인 위탁 비용적 특성과 자치구와 수탁업체

<그림 3> 연구모델 4, 5, 6의 결과(조직 간 신뢰: 믿음)

조직 간 신뢰(믿음) 관계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비용(경로계수 0.01), 행정
비용(경로계수 0.05), 감독비용(경로계수 0.02) 모
두 조직 간 신뢰(믿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4 3-5,
3-6은 기각되었다.
<표 7> 연구모델 4, 5, 6의 적합성,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
구
분

경로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믿음)

관계적 노력 →
모 생산비용적 특성
델
4 생산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믿음)

표준화된
경로계수

가설
표준
C.R(t) 채택
오차
여부

0.022

0.036 0.585 기각

-0.016 0.031 0.272 기각
0.013

0.039 0.251 기각

χ2(df): 521.011(74), p-value(0.000), RMSEA(0.067),
NFI(0.936), CFI(0.911), PNFI(0.710), PCFI(0.667)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믿음)
관계적 노력 →
모 행정비용적 특성
델
5 행정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믿음)

4.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분석
‘가설 4’에서 가정하고 있는 관계적 노력에 대한
인식이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에 미치는

0.017

0.035 0.491 기각

0.305*** 0.031 3.403 채택

영향과 관련하여 위탁비용적 특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한다. 매개효과 유의성은 AMOS 27을 활
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으로 검

0.030 0.495 기각

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χ2(df): 454.174(67), p-value(0.000), RMSEA(0.055),
NFI(0.953), CFI(0.931), PNFI(0.553), PCFI(0.540)

를 살펴보면 먼저, 모델 1인 관계적 노력 → 생산비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믿음)
관계적 노력 →
모 감독비용적 특성
델
6 감독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믿음)

0.057

0.019

0.032 0.394 기각

용 →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
인식의 관계에서 생산비용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beta값: -0.002, p=0.705)

0.207** 0.029 2.745 채택
0.021

0.049 0.242 기각

χ2(df): 561.043(86), p-value(0.000), RMSEA(0.050),
NFI(0.910), CFI(0.904), PNFI(0.528), PCFI(0.510)
*p<0.01, **p<0.05, ***p<0.001

으로 나타나 가설 4-1은 기각되었으며, 매개 효과
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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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매개효과 분석 결과
구분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믿음) 인식의 관계)와 모델
부트스트래밍 B(β) 가설채
(p-value)
택여부

6(관계적 노력 → 감독비용 → 지방자치단체와 수탁
업체 조직 간 신뢰(믿음) 인식의 관계)의 경우 각각

모델 1 관계적 노력 → 생산비용
-0.002(p=0.705)
→ 조직 간 신뢰(능력)

기각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모델 5 beta값: 0.006,

모델 2 관계적 노력 → 행정비용
0.098**(p=0.045)
→ 조직 간 신뢰(능력)

채택

p=0.748, 모델 6 beta값: 0.003, p=0.832)으로 나

모델 3 관계적 노력 → 감독비용
0.067**(p=0.032)
→ 조직 간 신뢰(능력)

채택

모델 4 관계적 노력 → 생산비용
-0.001(p=0.721)
→ 조직 간 신뢰(믿음)

기각

모델 5 관계적 노력 → 행정비용
→ 조직 간 신뢰(믿음)

0.006(p=0.748)

기각

모델 6 관계적 노력 → 감독비용
→ 조직 간 신뢰(믿음)

0.003(p=0.832)

타나 가설 4-5와 가설 4-6은 기각되었다.
<표 9>는 관계적 노력, 위탁 비용적 특성, 조직
간 신뢰 관계(능력과 믿음) 모형의 직접 효과와 간
접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모
델 1은 생산비용적 특성이 조직 간 신뢰(능력) 인
기각

*p<0.01, **p<0.05, ***p<0.001

식에만 직접 효과를 가질 뿐 관계적 노력의 조직
간 신뢰(능력)에 대한 직접 효과는 없었으며, 생산
비용적 특성은 관계적 노력과 조직 간 신뢰(능력)

모델 2인 관계적 노력 → 행정비용 → 지방자치
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 인식의 관계
에서 행정비용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beta값: 0.098, p=0.045)으로 나타나 가설
4-2는 채택되었으며, 긍정적(+)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모델 3인 관계적 노력 →
감독비용 →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
뢰(능력) 인식의 관계에서 감독비용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beta값: 0.067, p=0.032)
으로 나타나 가설 4-3은 채택되었으며, 긍정적(+)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14)
모델 4인 관계적 노력 → 생산비용 → 지방자치

에 있어 매개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모델 2와 3은 관계적 노력의 조직 간 신뢰(능
력)에 대한 직접 효과가 없었으며, 관계적 노력은
조직 간 신뢰(능력)에 행정비용(0.124), 감독비용
(0.219)을 통한 간접효과만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
났다.
모델 4는 생산비용적 특성이 조직 간 신뢰 인식
(믿음)에 직접 효과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
계적 노력의 조직 간 신뢰에 대한 직접 효과는 없
는 것으로 확인되어 생산 비용적 특성은 관계적 노
력과 조직 간 신뢰에 있어 매개 효과가 없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믿음) 인식의 관계에
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beta 값: -0.001,
p=0.721)으로 나타나 가설 4-4는 기각되었으며,
모델 5(관계적 노력 → 행정비용 → 지방자치단체와

14) 이러한 점은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수탁업체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이 서비스에 만족해야 해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이상해도 구청에 항의전
화 옵니다. 가성비가 좋던지, 어이디어가 좋던지 서비스의 질과 콘텐츠에 대한 평가가 좋아야 해요. 물론 그런 업체들이 우리와의 관계도 좋
구요.” (2019. 6. S자치구 문화예술 업무 참여자 5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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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결과
구분

경로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능력)

직접효과 간접효과b 결과c
0.030

-0.02

모
관계적 노력 → 생산비용
델
-0.013
적 특성
1
생산비용적 특성 → 조직
0.141**
간 신뢰(능력)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능력)

0.021

0.043

0.124**

0.219***

0.022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믿음)

0.017

0.019

모
관계적 노력 → 감독비용
델
0.207**
적 특성
6
감독비용적 특성 → 조직
0.021
간 신뢰(믿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력과 조직 간 신뢰 관계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

-

협력관계를 밀접하게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하

완전
매개

는 것으로 의사소통기제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 간

게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인식이 높아지는 것
은 아니며, 위탁비용적 특성인 행정비용과 감독비
용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과 맞물려야만 지방자치
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특히, 능력)가 향상
되어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 시 최대한의 공공가
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해준다.15)

매개효과
없음
-

0.03

모
관계적 노력 → 행정비용
델
0.305***
적 특성
5
행정비용적 특성 → 조직
0.057
간 신뢰(믿음)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믿음)

비용(0.02)을 통한 간접효과만을 가지고 있어 매개

완전
매개

-

모
관계적 노력 → 생산비용
델
-0.016
적 특성
4
생산비용적 특성 → 조직
0.013
간 신뢰(믿음)

노력은 조직 간 신뢰(믿음)에 행정비용(0.03), 감독

먼저, 매개변수인 행정비용과 감독비용이 관계적

-

-0.02

신뢰(믿음)에 대한 직접 효과가 없었으며, 관계적

-

-

모
관계적 노력 → 감독비용
델
0.480***
적 특성
3
감독비용적 특성 → 조직
0.541***
간 신뢰(능력)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믿음)

매개효과
없음
-

모
관계적 노력 → 행정비용
델
0.457***
적 특성
2
행정비용적 특성 → 조직
0.321***
간 신뢰(능력)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능력)

모델 5와 6의 경우 역시 관계적 노력의 조직 간

-

0.02

Ⅴ. 결론

매개효과
없음

이 연구는 관계적 계약 경향을 가지고 있는 서

-

울시 25개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

매개효과
없음

과 믿음)에 관계적 노력(의사소통)과 위탁 비용적

-

*p<0.01, **p<0.05, ***p<0.001
a) 표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을 나타냄.
b) 간접효과는 좌측의 경로에 매개변수인 거래비용적 특성(생산
비용, 행정비용, 감독비용)을 포함하여 나타낸 회귀계수임.
c) 직접 및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결과치를 바탕
으로 함.

특성(생산비용, 행정비용, 감독비용)이 어떻게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관계
적 노력과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
(능력과 믿음)와의 관계에 위탁 용적 특성이 매개
효과를 가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확인해 보
고자 하였다.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관
계적 노력을 도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조직 간 신뢰
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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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관리할 수 있는 위탁 비용적 능력이 갖추어져

시에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야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본다.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를 구축, 형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민

성하여 나오는 결과는 결국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

간위탁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분석

비스의 생산과 제공이다. 이러한 산출물과 결과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25개 자치구

고려한다면 관계적 노력뿐만 아니라 위탁 비용적

와 관련 수탁업체들의 조직 간 신뢰는 능력으로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결과는 자치구 입장

수탁업체에 대한 해결 능력 정도, 해결 시간 정도,

에서나 수탁업체 입장 모두에서 염두해 두어야 할

믿음으로서 정책추진의 중요한 파트너, 사업체와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상호협조적인 관계 등의 하위요소 측면에서 대체로

둘째,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위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적 노력은 직접

비용적 특성 중 생산비용(투입적 요소)보다는 행정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에 영향을

비용(과정적 요소)과 감독비용(결과적 요소)에서 통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비용적 특

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생각

성은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

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분석결과에 의한다면

과 믿음)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직 간 관계의 밀도와 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민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배경에서 관계적 노력과 서

간위탁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울시 자치구 및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에 위

민간위탁의 투입적 요소로서 생산비용은 다른 상

탁비용적 특성(행정비용, 감독비용 등)을 완전 매개

황적 조건이 필요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해준다.

로 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생산비용이 중요하다고 보여지

이러한 결과는 먼저,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

는 공공서비스 분야와 행정비용과 감독비용이 더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계적 노력의 제도화 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구분하여

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정

있다. 물론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를 유지하고

치, 행정, 사회적 제약 속에서 특정 분야(예 복지)

관리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의 경우 단일 혹은 소수업체가 공공서비스를 생산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탁 비용적 특성

하게 되는데, 경쟁적 계약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보

이 함께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조직

다는 관계적 계약을 통한 행정비용과 감독비용을

간 믿음과 신뢰도 중요하지만, 역량과 실력 역시

최소화하여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공공서비스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수탁업체에게는 부담이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수

지만 동시에 기회를, 자치구에게는 위기이지만 동

있을 것이다.

15) 이러한 점은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간 신뢰가 높아지면 질수록 계약기간도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다 그렇진 않다. 계약기간의 평균 기간이 2년이
많기는 하나, 3년, 5년 이상, 무려 10년 이상도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의 경우 경쟁이 활성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치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문도 있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업체를 선택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다. 안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19. 5. K자치구 경영수익사업 업무 참여자 4와의 대화)

관계적 노력이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간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셋째,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를 위해서는 관

형성시킬 계기를 마련해 주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계적 노력과 위탁 비용적 특성 모두 중요하지만,

역설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자치구 입장에서

현재 민간위탁의 계약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관계를 유

요인에 대하여 생각하게 해준다. 현재 서울시 자치

지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과정으로 고착화될 수 있

구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 계약(예: 수의계약)이

어 새로운 시장진입자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생산

조직간 신뢰에 바탕을 두어 구성했을 수도 있지만,

을 막고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

본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적 노력이 많은

시켜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자치구와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앞서 논의한 다양한 시사

수탁업체 간 조직 신뢰(믿음)를 넘어서 업체의 능

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

력, 위탁 총비용과 사업의 성격, 시장의 독점적 구

자인 수탁업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조 등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지금의

한계를 가진다. 과거는 물론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

위탁계약방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유추

안 수탁업체들을 조금이라도 접촉하려고 했지만,

해보고 이를 개선할 대안이 필요하다.

접촉한 업체들 대부분이 관련 내용에 대한 인터뷰

넷째, 이 논문의 심사위원이 지적한 대로 위탁

및 설문조사를 꺼려하였다. 앞으로 비교 인식조사

기관과 수탁기관의 대면면담, 전화, 이메일, 온라인

를 통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인식의 간극이 어느 정

메신저 상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이에 따른 상호

도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작용의 의미를 현실사례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위탁기관 담당자가 수탁기관 담당자와
온/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의사소통 자체가 위탁기
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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