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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디커플링 행동 분석:
대학입학사정관제 참여대학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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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조직이 외부 환경의 압력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순응하면서 내부의 기존 관행이나 방법

을 고수하려는 행동을 신제도주의에서는 ‘조직의 외부적 행동과 내부적 행동 간의 분리’라는

점에서 ‘디커플링(decoupling)’이라 부른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정책이라는 외부의 압력에 대해
대학 조직이 어떻게 자신의 내적 여건과 맥락에 따라 상이한 유형과 정도의 디커플링을 보이
는지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소재지와 규모, 자원 보유, 조직 문화 등에서 대조

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대학이 사례로 선정되어 두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
한 문헌자료와 핵심 실무자들에 대한 심층면담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에 대한 분석 결
과, 두 대학 모두에서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정책 목표를 자의적으로 해석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면서 기존의 입학 업무의 관행은 최대한 유지하려는 디커플
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두 대학의 디커플링의 내용과 양상, 정도 등은 두 대
학의 교육 철학이나 고등교육시장 내부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 보유 자원의 규모, 조직 문화
등 신제도주의가 중시하는 내적 맥락으로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고등교육정책 집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와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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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이라는 독립적인 조직을 매개로 하여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에서 정책 집행자가 고등교육기관들의 조직적 생리나 행동 방식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만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소기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것
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루어진 고등교육정책들은 대학 조직의 특성이
나 행동을 특별히 조명하지 않은 채 정책 운영자의 관점에서 집행되고 그 성과 역시 동
일한 관점에서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하향식(top-down) 정책 집행이 당연시
되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정책 집행을 연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은 독립기관인 대학
을 초중등학교처럼 정부의 하위 기관처럼 간주하던 풍토와 관련이 깊다. 급속도의 경제
성장이 고등교육 대중화를 넘어 보편화 시대를 앞당기면서 고등교육분야 전체의

80%를

사립대학들이 차지하는 민간 중심의 고등교육 시장구조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여러 정
치․사회적 이유들로 인해 국․사립대 구분 없이 대학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규제
를 중시하는 정책들을 주로 운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학의 대응이 정
치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에 대한 대학의 해석이나
반응, 전략적 대응 방식 등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대학의 자각과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정부 역시 일방적 규제보다는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각종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정책에 대한 대학의 반응은 보다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특히 신자유
주의의 물결이

2000년대

이후 정치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국내는 물론 국

제적 경쟁에 직면한 대학들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자세로 외부 환경의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 자율화의 기조에서 다양한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
여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고유한 조직적 특징을 이해하고 그 행동에 영
향을 주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디커플링(decoupling)이라는 개념을 통

해 대학입학사정관제라는 정책 사례, 특히 정책에 대한 대학의 대응 원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신제도주의가 말하는 디커플링이란 조직이 외부의 제도적 환경에 1차적으로 순응
하여 공식 제도나 구조를 도입하지만 내부의 기술적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조직
의 공식구조와 관행 사이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신제도주의 조직 연구
자들은 디커플링을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대한 조직의 대표적인 반응으로

isomorphism)와 함께 외부 환경 변화에
간주하였다(Meyer & Rowan, 1977). 디커플링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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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 과정에 적용한다면 정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명목상으로만 운영
하려는 '형식적 순응(ceremonial

compliance)'

자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집행한 두 대학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학들이 신제도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책이라는 외부의 제도적 압력에 대해 디커플링으로 대응했는지,
그랬다면 그러한 디커플링은 대학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지 혹은 다양한 양상을 나
타냈는지, 대학들의 디커플링의 원인을 초래한 대내외적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탐색하
려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2.

두 사례 대학은 대학입학사정관제 집행 과정에서 외부적으로 표방한 제도의 공식
목표나 업무 방법과는 다른 내적 행동을 취하였는가? 이와 같은 디커플링은 두 대
학에서 유형이나 정도 면에서 차이를 나타냈는가?

두 사례 대학의 디커플링의 차이를 초래한 대내외적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특히

대학의 조직적 특징이나 맥락들은 디커플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Ⅱ
1.

.

이론적 배경

조직의 디커플링: 구제도주의에 의한 신제도주의의 보완

·

가. 신 구제도주의의 대립
조직 행동에 대한 제도(institutions)의 영향력은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로

1950년대를
부상하였다. Selznick, Clark

전후로 하여 사회 조직
등으로 대표되는 구제도

주의 이론가들은 조직 내에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구성원들
의 상호작용과 행동에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틀을 제도(institutions)라

정의하였다. 이들은 주로 특정 조직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제도의 형성 과정
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조직이 중시하는 가치나 규범, 권력구조와 기득권 갈등 등 이
른바 조직 내의 역동성(intraorganizational

dynamics)이 곧 제도 형성의 재료이자 토대
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Selznick(1949)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통해 개별 조직 내에 확립되는 조직의 독특한 특징과 능력을 강조하였다.
구제도주의 조직학자들이 제도를 종속변수로 삼고 개별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제도화
과정을 분석했다면, 신제도주의 연구자들은 제도를 독립변수로 삼아 보다 거시적인 차
원의 제도가 개별 조직을 넘어 이들이 속한 분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에 주목하
였다. 신제도주의의 출발을 알린 신호탄과 같았던

Meyer & Rowan(1977)의

연구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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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1)

이론을 통해 조직이 외형적으로 취하는 공식

구조 자체가 제도화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전까지 조직 행동을 포함한 여러
사회 현상을 설명해 오던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의

핵심 가정을 뒤흔

들었다. 즉, 사회 조직의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보편화되었던 관료주의가 실은 효율성이
아닌 정당성(legitimacy)을 토대로 하여 확산되었으며 조직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성을 얻은 조직의 형태를 모방하거나 그에 순응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는 불합리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제도주의는 이처
럼 조직이 합리적 선택이론의 예측과는 다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규제적이고 규범
적이며 문화인지적인 제도의 특성(Scott;

1995)을

분석하는데 부심하였다.

신․구제도주의 간의 입장 차이는 제도의 형성과 그것의 결과에 대해 논할 때 특히 두
드러졌다.

DiMaggio & Powell(1991)은 구제도주의를 '합리적-행위자 모델(rational-actor
model)'로 간주하고, 특정 조직과 그것의 규범체계보다는 조직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구성원들의 가정·상징·의미체계 등 인지적 요소들이 제도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다(하연
섭, 2008). 반면 Selznick나 Stinchcombe와 같은 구제도주의자들은 제도의 핵심 재료에
대한 신제도주의자들의 구분이 작위적이고, 이들이 거시적 제도만을 강조하면서 조직
행동 메커니즘의 특정 측면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구제도주의자들은
조직 내의 가치나 이해관계 충돌이 제도 형성의 주된 동력이라는 점에는 합리적 선택이
론에 동의하지만, 합리적 선택이론과는 달리 제도의 영향 하에서 조직이 취한 결정이나

행동을 '불합리한(irrational)'한 결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구제도주의
자들은 조직의 '비합리(non-rational: 합리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적인 행동이 가능
하며, 조직 문화와 같은 조직의 미시적인 제도들이 그러한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나 행
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

나. ’신 구제도주의의 결합 고리: 조직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대의 복잡한 사회적 환경과 조직 행동의 다면성을 포착하여 사회 정책 운영자나 조
직의 리더십 모두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제도주의와 신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Abrutyn & Turner, 2011; Greenwood & Hinings, 1996; Hirsch & Lounsbury, 1997;
Selznick, 1997; Stinchcombe, 1997). 신․구제도주의의 결합 주장은 신제도주의가 사회
주의의 관점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1) '제도적 동형화'란 신제도주의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같은 분야에 속한 조직들이 그 분야 내
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얻은 대표적 조직의 외형, 혹은 공식 구조를 모방하거나 그에 순응하
면서 조직들의 외형이 유사해지는 현상을 뜻한다(Meyer & Rowan, 1977). DiMaggio &
Powell (1983)은 제도적 동형화 현상이 강압적(coersive),
모방적(mimetic), 규범적
(normative) 방법에 의해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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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분석틀로 인기를 얻은 이후 구제도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들은 신
제도주의가 한 분야에 속한 여러 조직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제도의 생성과 확산 과정은
잘 설명하지만, 동일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러 조직들 사이에 다른 반응이나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은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Rowan(1977)은 ‘디커플링(decoupling)2)’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지만, 이들

Meyer &
역시 '제도

화된 조직의 공식 구조와 실제 기술적 활동의 의도적 분리'라는 개념적 정의만을 제시

하였을 뿐이다. 그 이후에 진행된 신제도주의 연구들도 디커플링이 어떤 과정을 통해,
누구에 의해, 얼마나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주로 디커플링의 존재나 정도를 나타내는 특정 변수를 종속 변수로 삼
아 그것에 영향을 주는 조직 내외의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Behnam

& MacLean,
2011; Delucchi, 2000; Levin, 2006; Park, et al., 2011; Westphal & Zajac, 1994).
디커플링은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를 연결하여 서로의 강점을 통해 조직 행동을 설
명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Selznick(1996)는

관료주의적 전통 속에 단단하

게 결합된 조직을 가정하던 구제도주의적 조직관에서 벗어나 이완결합체제(loosely

coupled system)적

특징과 자율성, 다양성, 조직 경계의 유동성(permeable

등 개방체제의 특성을
디커플링이 현대 조직

boundaries)
표방하는 신제도주의의 조직관을 적극 수용할 의지를 밝히면서,
운영에 필요한 많은 교훈을 시사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즉,

구제도주의 입장에서는 디커플링이 신제도주의가 제시한 현대적 의미의 조직의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동시에 신제도주의는 조직 내부에서 숨겨
진 채 발생하는 디커플링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이해관계나 권력 구
조, 내부적 가치 등 구제도주의의 기본 개념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디커플링의 근본

원인이나 주된 행위자, 발전 과정과 결과 등을 알지 못한다면 디커플링의 발생 자체를
아는 것이 별다른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제도주의가 조직의 대응
으로서의 디커플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나친 제도 결정론에 빠져 제도와 조직 사이
에 일어나는 현실, 즉 조직과 제도가 상호 영향을 나누며 부단히 변화하는 현상을 제대
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디커플링에 관한 구제도주의적 접근 방식은 같은 제도가 왜 다른 조직들에서 장기적

2)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1970년대 중반에 조직이론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완결합
(loosely coupling)'(Weick, 1976)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 이전까지 조직 이론을 주도하던 '
체제이론(system theory)'은 하위 요소들이 단단한 결합(tight coupling) 관계에 있다고 보았
으나, 제도주의 조직 연구자들은 조직의 구성 요소들 간의 느슨한 연결이 오히려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한 외부 변화에 조직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Birnbaum, 1988; Weick, 1976). Meyer & Rowan(1977)은 디커플링을 '조직의 상부 구조
(structure)와 하부 관행(practices) 사이의 분리'로 정의하고 디커플링을 통해 조직이 외부
환경 변화에서 오는 압력을 내부적으로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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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제도의 확산 이후의 변화
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하는 신제도주의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도의 내재화를 뜻하는

(deinstitutionalization)’, '제도

'조직 변화'와
변화'가 제도와

그것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탈제도화

조직 사이의, 혹은 조직 외부의 거시적

제도와 조직 내부의 미시적 제도 사이의 상호 작용 속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신제도
주의와 구제도주의의 시각이 결합될 때 비로소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디커플링의 원인과 발현 양상
디커플링의 개념 및 발생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공백은 구제도주의적 전
통을 이어받고 있는

Oliver(1991)

Greenwood &
있다. Oliver(1991)는

등의 조직의 전략적 대응 이론과

Hinings(1996)의 조직 변화 이론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표 1>과 같이 조직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 다섯 가지의 전략적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타협하기(compromise)'과 '피하기(avoidance)'는 내용상 디커
플링의 다양한 양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Greenwood & Hinings(1996)는 조직 내
역동성 요소와 급진적인 조직 변화 간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조직 구성원의 '가치 부여
구도(value commitment)'3)가 구성원의 이해관계의 갈등을 급진적 변화로 발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조직에 가해지는 변화의 압력에 대해 구성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조직의 불평등한 권력 구조나 이해관계의 갈등이 급진적
변화를 초래하는 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정책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가치 부여 구도에 따라 디커플링이 심하게 발생하여 조직 변화를 저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디커플링이 억제되어 근본적인 조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표

<

1>

제도화 과정에 대한 조직의 전략적 대응(Oliver,
세부전략

1991: 152)

예시

순응하기

습관 따르기(habit)
모방하기(imitate)
순응하기(comply)

비가시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규범 준수
제도화된 모델을 그대로 모방
규칙과 규범에 대한 복종

타협하기

균형 맞추기(balance)

다양한 구성원의 기대를 균형적으로 충족

3) Greenwood & Hinings(1996)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변화의 압력에 대해 보통 ① 현상 유지
구도(status quo commitment: 구성원 모두가 조직의 현재 구조나 상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
는 상태), ② 무관심 구도(indifferent commitment: 구성원 대다수가 조직의 변화에 관심이 없
는 상태), ③ 경쟁 구도(competitive commitmen): 구성원의 일부는 변화를 요구하는 반면, 나
머지는 변화에 반대하는 상태), ④ 개혁 구도(reformative commitment: 구성원 전체가 변화
를 지지하는 상태) 중 하나의 가치 부여 구도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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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기(pacify)
거래하기(bargain)
숨기기(conceal)
완충하기(buffer)
떠나기(escape)

피하기

반항하기

조종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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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요소를 약화시켜 혹은 부분적으로 수용
제도적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
불응의 위장
제도에 대한 결합을 약화, 외부 감독 회피
목적, 행동, 영역의 변화

무시하기(dismiss)
반대하기(challenge)
공격하기(attack)

명시적 규범과 가치를 무시
규칙과 요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적 압력의 근원을 공격

외부자 흡수하기(co-opt)
영향 끼치기(influence)
통제하기(control)

제도적 구성원을 수입
가치와 기준을 구성
제도적 구성원과 과정을 장악

고등교육기관의 조직적 특징

Greenwood & Hinings(1996)가

말한 조직 내부의 역동성 요소, 특히 가치 부여 구도

는 조직의 여러 특징들의 결합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대학의 역사나 미
션, 보유자원의 정도, 조직 구조 등의 여러 특징들은 조직의 미시적 제도를 구성하는 주

요 요소들이다. 따라서 대학의 디커플링을 분석함에 있어 대학 조직의 기본적 특징과
특수한 맥락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조직적 특징과
맥락을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하였다.
가. 역사, 정체성, 미션

Cohen, March & Olsen(1972)은 대학 조직의 일반적 특징을 불분명한 목표(unclear
goals), 불분명한 기술(unclear technology), 유동적 참여자(fluid participant) 등 세 가지
로 요약하였다. 비영리 휴먼서비스 조직인 대학은 이윤창출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기업에 비해 교육, 연구, 봉사 등 다양하고도 계량화하기 힘든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도 매우 복잡하고 불분명하다. 동시에 대학은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학생 구성원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유출되면서 조직 전체가 매우 유동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대 대학의 다면적인 임무와 특징을 집약하여

Kerr(2001)는

‘Multiversity’라고 표현하였고 신제도주의 조직학자들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organized anarchy)'의 전형이라고 주장하였다(Cohen et al, 1972; Birnbaum, 1988).
이처럼 대학의 목표와 임무가 매우 불확실하고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학들이
표방하는 교육 목표나 철학, 역사 등은 대학의 조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미국

Schwarz(2006)의

주정부의

주립대학

입학기준

강화

연구와 대학의 보충교육(remedial

정책

education)

집행

사례를

분석한

감축 정책 집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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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s(1998)의

연구 등에서 대학의 역사와 전통, 핵심적 교육미션(엘리트 교육이냐 보편

적 교육이냐의 문제와 같은) 등은 제도에 대한 대학의 대응에 상당한 차이를 유발하였
다. 다양성 증진 정책의 집행 과정에 대한

Kezar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대학의 종교

적 교육이념이나 다양성 가치와 연관된 대학의 역사와 경험 등이 정책의 집행 태도와
집행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명망, 시장적 지위, 자원
대학에게 있어 기관적 명망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명문대학(prestigious

colleges

and universities)’이란 용어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국가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
(World Class University)’을 육성하겠다고 나서는 현상도 기관적 명망이 대학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asset)이자 화폐(currency)임을 시사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Deephause & Suchman(2008)은 조직의 명망을 “호의적인 사회의 평가를 누림으로써 자
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p.66)”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
음의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했다. 이를 대학에 대입하자면 대학의 명성은 대학이 사회
조직으로서 가지는 정당성에 더하여 그 대학이 고등교육분야 내에서 점하는 지위나 사
회 전반에서 얻는 평판,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작용의 합으로 형성된다.
명성(prestige)= 정당성(legitimacy)

+
정당성*(지위(status)+평판(reputation)+[지위*평판])
대학이 가진 유형적 자원과 기관적 명망은 대학 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대학의 행동
을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자원이 풍

부한 대학은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반면, 위상이 낮은 대학들은 일단 외부
환경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의 디커플링에 대한 연구에서도 규모와 자원이 풍부
한 대학은 반대의 특징을 가진 대학에 비해 디커플링의 발생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ucchi,

2000; Park et al., 2011).

즉, 위상이 높은 대학일수록 외부로부터의

제도적 동형화 압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형식적 순
응보다는 자신의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동형화를 선도하는 것을 선택한다.
반면, 위상이 낮은 대학은 제도적 압력의 수용을 강요받기 때문에 외부 구조와 내부의
관행 간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들은 보통 수동적인 자세
로 제도적 동형화 압력을 추종하거나 제도를 외면적으로는 수용하나 내면적으로는 이를
자신의 여건에 맞게 변형하여 운영하는 디커플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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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구조, 조직 문화, 리더십
대학 조직의 구조적인 특징은 복잡한 개방 시스템(open

문가 중심의 하부비대구조(bottom-heavy

structure)

system),

느슨한 결합구조, 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Birnbaum,

1988; Clark, 1983). 단일 시스템 상에서 운영되는 기업에 비해 행정시스템(행정)과 기술
시스템(교육)이 동시에 운영되는 열린 시스템으로서의 대학은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Bess & Dee, 2008; Birnbaum, 1988).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수평적으로 확장된 조직 형태로 귀결된다. 구성원들의 높은 전문성과 비대한 하부구조
는 하부조직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느슨한 결합체제4)로 발전한다.
대학의 느슨한 결합체제적 성격은 정책 집행이나 변화 시도와 같은 문제에서 특히 중
요해진다. 느슨한 결합체제는 말 그대로 조직내 여러 요소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약화시
켜 조직 변화 시도의 효과성을 제한하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같은 원리에서 느슨한 결
합체제는 조직의 일부분에서 발생한 모순이나 문제의 확산을 막고, 갈등을 조절하며, 하

위 부서의 자율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을 제고하는 등의 기능
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직의 생존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도 한다(Orton

1990; Pinelle & Gutwin; 2006; Weick, 1976). Birnbaum(1988)은

& Weick,

느슨한 결합체제 내에서

는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결정에 대해 비선형적이며 상황중심적

(contingent) 사고를 하며 변혁적 변화(transformational change)보다는
(adaptive change)를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적응적 변화

다음으로 조직 문화는 매우 거대한 개념이어서 여러 차원의 분류가 가능하나 본 연구
가 주목하는 대학의 조직 문화의 특징은 바로 전문가 조직의 문화이다.

Scott(2003:
조직'과 ‘자율적

259-260)은 전문가 조직을 크게 '이질적(heterogeneous) 전문가
(autonomous) 전문가 조직’으로 구분하고 두 조직의 상이한 업무 방식과 문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질적 전문가 조직은 도서관, 중등학교, 사회복지단체, 소규모 종교계 대학
이나 사설 연구업체, 응용학문연구소 등 주로 전문성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전문가 조직
들로서, 구성원들에게 행정적 틀에 종속되어 낮은 수준의 자율성(예: 중등학교 교사가
교실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종합병원, 대형 명
문대학, 기초학문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율적 전문가 조직’은 전문가가 행정적 틀에
직접 참여하면서 즉 조직의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그것의 유지를 감독하는 책임

4) '느슨한 결합(loose coupling)'이라는 개념은 Glassman(1973)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Weick(1976)는 느슨한 결합체제를 "구성요소들이 결합되어 어느
정도 상호 반응하고 있지만 각자의 정체성이 구별성, 경계 등을 상당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
는 상태, 그래서 구성요소들이 서로 매우 약하거나 드물게, 혹은 느리게 반응하며, 이러한
반응의 여부나 정도가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라고 정의했으며 교육조직이 전형적
인 느슨한 결합체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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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담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문가들의 자율권이 존중되고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
도 전자에 비해 확장된다.

Kouzes & Mico(1979)의

도메인 이론(domain

theory)도

이와

같은 전문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높은 휴먼서비스조직에서는 전문성을 공인받은 구성원(대학에서는 교수)과 그

렇지 못한 구성원(대학에서는 행정직원) 간의 영역(domain) 구분이 일어나고 각각 다른
규범과 규칙, 업무 구조 등을 상이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조직 구조 및 조직 문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앞서 설명한 대학 조직의 독특한 특성들로 인해 조직 행동에는 큰 영향력을 끼
치지 못하는 요소로 알려져 왔다. 최근 들어 대학의 혁신적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최고경영자(CEO)형 총장의 중앙화된 리더십(Cohen

& March, 1986)

의 성공 및 실패 사례도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의 리더십의 유약한 이미지는 좀처럼 바
꿔지지 않고 있다.

Trow(2010)는 UC Berkely의

생명공학학부 혁신과정에서 대학의 리더

십이 보인 한계를 조명한 연구에서 대학의 유약한 리더십이 ①지식 중심의 극단적인 조
직 분화 구조와 ②다양한 활동과 기능에서 기인하는 복잡성, ③교육 민주화, 교육 기회

확대, 행정적 효율성 등 새로운 가치에 밀려 감소하는 대학의 자율성 등에서 주로 기인

한다고 주장했다. 즉, 대학의 구조적인 복잡성과 하위비대구조, 그리고 느슨한 결합구조
등으로 인해 총장의 리더십은 매우 형식적이고 제한된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3.

대학입학사정관제

2007년 7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입시제도로서 현재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 불리고 있다. 교육부
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을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다가,‘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 발표된 2013년
이후로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대학입학사정관제가 표방하는 새로운 대입 전형 방식은 참여정부가 2004년 10월에 발
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에서 처음 등장한다. 당시 교육부는 고교가 작성한 학
대학입학사정관제는 참여정부 집권 마지막 해였던

생의 교육이력철의 해독하여 중등교육의 과정적 측면을 평가하는 질적 평가 방식의 대
입 전형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2007년 7월에

10개 시범실시대학에는 서울대,
건국대, 연세대 등 총 10개 대학들이 참여하였으나 2008년 사업부터는 총 40개 대학에
158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2007년 12월 정권교체를 이
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내에 3불정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명실상부한 대입
발표된

자율화를 실현하겠다고 공표하고 후속 절차를 시행하자 대입 전형 자율화에 대한 대학

정책 집행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디커플링 행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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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기대감은 한층 부풀었다.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3차년도(2009년)부터
는 지원금액을

236억으로

확대하고 지원대학을 선도대학과 일반대학으로 나누어 지원대

학들 간의 경쟁을 가열시켰다. 이같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느낀 대학들은
년
에
가

2008
12월에 대교협에 보고하여 변경할 수 없었던 2010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2009년 2월
수정하여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모집인원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 카이스트
가장 먼저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 모집인원을 전체의 20%로 확대한다고 발

표한데 이어 포항공대 역시 모집인원 전체를 수시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매우 소극적
인 자세를 보였던 소위

'7대

주요 사립대'들이 경쟁적으로 입학사정관제 전형 모집인원

20%대로 올리겠다고 발표5)하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전국 주요 대학들로 급속하게 확산될 때까지 잠재력 평가 중
심의 새로운 입시 제도로 각광받던 입학사정관 전형은 2010학년도 입시를 치르면서 공
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기 시작했다. 우선 입학사정관
전형에 '성적이 낮은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이미지가 부여되면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경쟁률이 20:1 이상까지 치솟아 대학들이 내실있는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에 2009학년도의 고려대학교 수시
2-2 전형에서 발생한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이 확대되고, 2010년 초에는 입학사정관제 전
을 전체의

형 지원서류를 위조한 브로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입학사정관제가
당초 기대했던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대학들의 고
교등급제 적용을 부추기고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교사나

2009학년도 입시까지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별다른
학부모단체, 각종 시민운동단체들도 입학사정관제의 공정

성 문제에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도 이와 같은 의견에
동조하거나 독자적인 여론 형성에 나섰다.6)
이처럼 입학사정관제가 공정성 논란에 사로잡히자 교과부와 대교협은

2010년

입학사

정관제 사업계획 발표에서부터 참여대학들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규제
강화에 나선다. 대교협은
련

2010년 4월 각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토플, 토익, 교과관
교외수상, 구술영어면접, 해외봉사활동 및 사교육 의존 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 등의

5) 고려대는 전체 모집정원의 23.5%까지, 연세대는 16.3%, 성균관대는 17.4%(수시 정원의 60%),
한양대는 19.8%, 한국 외대 18.6%, 숙명여대 22.2%, 서강대 27.5%, 울산과기대는 80%, 한동
대 65.3%를 사정관제 전형에서 선발한다고 발표함.
6) 입학사정관제 대학 쌈지돈 사 전 8개 대학 사 분 , 자기식구 기기 심각 국회의원
(2009.10); 국회의원 정두 교육정
론회, 입학사정관제 제대로 가고 있나 (2010.2.11);
력 쟁으로
도 하게 해...재집 위해 할 은 해야 다
공정사회
론회 연
정두 한나라당 고위원의 로(주간조선, 통 2124호, 2010.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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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유발 전형요소와 사교육 관련 지원자격을 철폐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대학

의 자율적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이하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어 발표된

2010년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시행 계획에는 그간 대학들의 자율적

해석에 맡겼던 정성적 평가 대상 역량들의 하위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와 평가방법(서류평가 혹은 면접구술고사)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교과부와 대
교협이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대학들은

2012학년도

2011학년도와

입시를 걸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일반고 출신자들이 대거 지원하는 각종

추천전형과 사회기여․배려자전형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이와 같은 5년간의 시행 결과는 정량적 지표들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일단 성공적이

다. 대다수 대학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2차년도(2009년) 이후 참여대학들의 입학
사정관제 전형 선발인원은 집행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 입학사정관
제 지원사업에서는 30개 선도대학들이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 모집인원의 비율
을 전체의 24.5%까지 늘린다고 발표했고, 우수대학 20개교(18.4%)와 8개 교원양성 운영
대학(47.3%)들도 이에 동조하였다. 입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서울대(64.7 %→ 81.2%), 한
양대(23.0% → 40.9%), 성균관대(18.7%→27.8%), 경희대(21.0%→25.6%), 이화여대(18.5%→
22.6%) 등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대교협이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와 더불어 강력히 추진해 온 입학사정관 정규직 확대도 일단 양적인 기준에서
는 매년 성과를 보였다.

<표 2>와 같이 2008학년도 입시기간 동안 각 대학에서 근무하
던 입학사정관 42명 중 7.1%에 불과하던 정규직 비율은 2011학년도에 전체 512명 중
21.7%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표

<

2>

학년도

2009
2010
2011
2012
*

연도별 입학사정관제 모집인원 및 입학사정관 채용 현황
대학수*

40
90
118
122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인원 비율*

1.3%
7.6%
10.1%
11.9%

입학사정관 수

정규직 비율

42명
229명
346명
512명

7.1%
8.3%
19.7%
21.7%

정부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을 포함하여 산출한 수치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2)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이러한 정량 지표의 이면에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성적 목표들, 즉 잠재력
있는 학생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발하고 입학사정관 조직을 대학의 필수적인 전문
가 조직으로 정착시키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여
전히 알 수 없다.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전형의 선진화라는 정책 목표 자체가 이러한

정책 집행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디커플링 행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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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지표들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을 너무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집행 분석 연구들도 정책의 다른 주제들에
비해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제도의 집행 초기의 연구들(김일혁,

2009;

홍후조, 김정희,

2008)은

주로

2007년

시범 사업의 참여 대학

10개의

2009;

박혜림,

실시 현황을

공식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 대상을
행 분석 연구로는

(2012)

등의 연구를

2007년 시범사업 참여 대학 이상으로 확대한 집
김미란 외(2010), 김병주(2012), 김신영(2011), 남형우(2012), 노명순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대학들이 발표한 공식 자료나 입학사정관

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참여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실무자와 면담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문헌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변
천 과정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등 연구 및 분석 방법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김신영(2011)과 김병주(2012)는 주로 대학과 정부가 발표한 정량적 수치들을 바탕
으로 5년간의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정부와 대학, 고교, 시도교육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노명순(2012)은 정책 오차
와 오차 수정의 개념을 통해
으로 분석하였다.

5년간의

대학입학사정관제 집행 과정을 보다 비판적 시각

전술한 집행 연구들이 지적한 대학입학사정관제 집행 상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매우
거시적인 문제로부터 대학 내부의 미시적 수준의 문제까지 다양하였다. 거시적인 문제

(1)입학사정관 전형의 급격한 확대가 초래한 사교육 유발(김병주, 2012; 김신
영, 2011; 노명순, 2012)과 (2)입학사정관제의 전문성 및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김미
란 외, 2010; 김병주, 2012; 김신영, 2011; 노명순, 2012; 홍후조, 김정희, 2009), (3)대입
전형의 사회적 통합 기능 약화(김신영, 2011; 박혜림, 2009) 등이 지적되었다. 보다 미시
적 문제로는 (1)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 부족과 신분 불안(권승아, 성태제, 2009; 김병주,
2012; 김신영, 2011; 노명순, 2012; 박혜림, 2009), (2)입학사정관의 부진한 참여로 인한
정책 취지의 퇴색(남형우, 2012; 홍후조, 김정희, 2009), (3)전형의 지나친 다양화(박혜림,
2009; 홍후조, 김정희, 2009), (4)학업능력의 높은 비중으로 인한 기존 전형과의 유사성
지속(김병주, 2012; 김일혁, 2009), (5)무늬만 입학사정관제 운영(김미란 외, 2010; 김병주,
2012; 노명순, 2012) 등이 제기되었다.
점들로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미시적 문제점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대학의 운영 방법 및 태
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디커플링과 연관이 깊어 보인
다. 특히 '무늬만 입학사정관제 운영'이라는 항목은 입학사정관의 신분 불안이나 전문성

문제, 전형 운영에 대한 미미한 역할, 학업능력 기준의 지나친 비중 등 다른 문제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실제로 이것이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언론의 뭇매를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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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슈였고, 교과부와 대교협이 가장 집중적으로 단속해 온 사항이기도 했다. 그
러나 이러한 현실을 뒤집어 생각하면 대학입학사정관제가 대학의 디커플링 동기를 촉진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책과 대학 조직의 요소들이 어떠한
상호 작용을 일으켜 디커플링으로 이어졌는지를 대학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문제의 근
본적인 해결책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대

학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적 압력과 대학의 조직적 특징과 맥락, 그리고 대학의 디커플
링 등으로 구성되는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입학 정책 변화에 대한 대학 구성
원의 가치 부여 구도가 대학의 조직적 특징 및 맥락과 대학의 디커플링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대학의 조직적 특징과 맥락은 그 자체로 대학의 디커플
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변화에 대한 가치 부여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디커
플링에 간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

1]

III.

1.

본 연구의 분석틀

연구방법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정책 사례로 하여 대학 조직의 디커플링 발생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 연구는 연구 대상이 된 현상이

'왜(why)', '어떻게(how)' 발생했는지를 탐구하기 때문에 사례가 가진 다양한 맥락
(context)들을 중시한다(Yin, 2009). 그런 점에서 사례 연구는 대조적인 조직적 특징과 맥
락을 가진 두 대학의 집행 과정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 적절한 방식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선정 과정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대학입학사정

정책 집행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디커플링 행동 분석

관제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던
으로 선정된

5개의

와

15개

200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대학들을 1차 선정 대상으로 정했다. 당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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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선도대학
10개의 종합대학교

소규모․특성화 대학을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가 대조적 특징을 가

진 두 대학의 디커플링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이 두 그룹에서 각각 1개씩을 사례로 선정

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사용된 사례 선정 기준은 연구자의 접근성이었다. 연구의 주
제가 대학의 공식적인 행동 이면에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연구자가 조직의 내부자들
에게 쉽게 접근하고 내부의 맥락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매
우 중요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종합대학교 중에서는 연구자가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했

A대학이

던

선정되었다. 대규모 종합대학교 중에서 입학생 선발 규모가 큰 사립대들은

연구자의 접근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구자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면담자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B대학을

선정하였다. 두 대학을 대조적 특징을 가진 대학으로

판단한 근거는 분석의 대학의 조직적 특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자료수집 및 도구

가. 문헌 자료
본 연구는 두 대학의 일반행정 및 입학정책 자료(규정집과 내규,

2008학년도부터 2012

학년도의 수시 전형계획)와 다양한 입학사정관제 사업 자료(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
업 신청서 및 보고서, 대학이 주최하는 각종 워크숍 자료집, 대학 내부 보고자료 등), 대

교협과 교과부의 보도 자료 및 정책 자료, 두 대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대학입학사정
관제 시행 관련 언론보도 등 두 대학의 입학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정부와 수험생, 고

교 등에 전달하는 다양한 공식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두 대학의 입학
정책의 성과나 기타 조직적 특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대학알리미 홈
페이지와 두 대학의 입학 정책 홈페이지, 두 대학의 경쟁대학의 입학 홈페이지, 입시전
문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각종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다.
나. 면담 자료
연구자는
사정관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3~4명에

대학별로 입학부서 보직교수

1명과

전․현직 입학

대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문헌자료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맥

락적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면담 대상자의 선정은

A대학의

경우 면담자의 경력과 개인

적 특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면담자 확보가 용이치 않았던

(snowball sampling)방법을

B대학은

눈덩이 표집

사용하였다. 면담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녹취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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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연구자는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틀에 따라 코딩하였다.
이 두 대학의 입학처장과

B대학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

전직 입학사정관 실장은 두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과정을 실제로 주도했으며 전직 입학사정관들은 모두 사례 대학에
근무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사례 대학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험과 시각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A대학의

경우 연구자가 집행 초기부터 2년간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직접 참여하면서 관찰한 경험
이 있어 면담자들의 답변 내용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었다. 면담자료는 ‘지속적인 질
적 자료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 of qualitative analysis)’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즉, 녹취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제별 약호화
(coding), 의미범주화(categorization), 의미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과정을 거쳤다.
면담 내용이 방대하여 세 차례의 개방코딩을 실시한 후 분석틀의 기본 요소를 기준으로
축 코딩(axial

coding)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고 이 단계에서 약호들 간의 인과관계를

구성하였다. 분석을 마친 후에는 두 대학의 대표적인 면담자 2명에게 분석 내용에 대한
멤버 체킹(member
표

<

3>

checking)을

두 사례 대학 면담대상자들의 인적 사항
직위

전직 입학사정관A
전직 입학사정관B

1년 4개월

전직 입학사정관C

1년 9개월
2년 여

현직 입학사정관 팀장
전직 입학사정관
현직 입학사정관
전직 입학처장
전직 입학사정관 실장

B대학
(6명)

근무경력

2년 4개월
2년 3개월
3년 10개월
3년 7개월
3년
1년 9개월
1년 6개월

전직 입학처장

A대학
(4명)

실시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현직 교수사정관

특이사항
입학사정관제 도입 추진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근무
입학사정관제 도입 추진
입학사정관제 도입 추진
이전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
이전 대학 및 현재 대학에서도 입학사정관으
로 근무
현재 대학에서도 입학사정관으로 근무

3번의

입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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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두 대학의 조직적 특징과 변화에 대한 가치 부여 구도

두 대학은 모든 하위 요소에서 매우 대조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시에 위치한 신생 기독교대학으로서 개교 이래 학부 정원

A대학은

810명의

지방 중소도

작은 규모를 유지해

오고 있다. 신입생 입학 성적은 대학 서열화 구도에서 중상위 층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도
생 선발 시장에서

A대학은

20위~30위권의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신입

중상위권의 대다수 대학들과 경쟁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으

나 무전공입학제와 같은 독특한 교육프로그램과 기독교적 교육철학 등을 기반으로 고유
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반면
학부 입학정원

3,800명의

B대학은

서울에 위치한 최고의 명문대학으로서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서열화의 최첨단에 위치한 대학

으로서 극소수 대학들과의 오래된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는 것이 기관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조직 구조의 성격 면에서

A대학은

초대 총장이 장기간 재임한 이후 2년 전에 두 번째

총장이 취임한 소규모 신생 대학으로, 총장의 독특한 리더십과 가족적이며 교회 공동체
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B대학은

전형적인 대형 종합대학교로서 방대하고 복잡

하며 전문성을 중시하는 느슨한 결합구조의 조직 문화를 유지해 왔다.
문가 조직 구분을 적용하자면

A대학은

Scott(2003)의

전

이질적 전문가 조직으로서 구성원의 전문성보다

는 조직에 대한 헌신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고,

B대학은

고도의 전문성과 자

율성이 최고의 규범이 된 자율적 전문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리더십의 성격에

A대학은 초대 총장이 줄곧 재임하면서 리더십 교체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면담을 진행할 당시까지) A대학의 드라마틱한 역사와 함께 카리스마틱한 리더십
이 뿌리깊게 자리잡은 조직이었다. 반면 B대학은 최근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잠시 경험
있어

하였지만 조직 전체가 그에 대한 피로감과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강력하게 저항한 바 있
다. 면담 시점의 총장은 그러한 조직의 경험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일반 대형 종합
대학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징적이면서 형식적인 리더십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직의 여러 특성들은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입학 정책 변화에 대한 상이
한 가치 부여 구도를 형성했다. 고등교육의 주변부에 위치한

A대학은

변화에 대해 전반

적으로 무관심했지만 적절한 환경에 조성될 때에는 경쟁적, 혹은 개혁적 가치 부여 구
도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 고등교육시장의 핵심에 위치한

B대학은

기존 관

행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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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상의 디커플링

두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의 공식 구조는

<표 4>와

같

이 제도적 동형화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사했다. 가장 큰 차이는

A대학이 B대학에 비해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중이 훨씬 높았고, A대학의 입학사정관들
이 B대학의 입학사정관들에 비해 입학 정책 관련 업무 영역이 넓다는 점이었다.
표

<

두 사례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구조 비교(2012년

4>

A대학
660명/80.5%
서류평가+ 심층면접
추천전형, 사회배려자, 대안학교,
해외학생/선교사자녀, 농어촌학생,
기회균형 등 총 9개 전형

B대학
924명/22.8%
서류평가+ 심층면접c
추천전형 ( 학교장추천 / 사회배
려자 자기추천), 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출신자 등 총 5개

전임입학
사정관 수a

9명

11명

신분안정화
상황b

총 4명
(정규직1명+ 무기계약직3명)

총 4명
(무기계약직)

구분
모집인원/비율
전형 방식

전형
운영

전형 유형

(2012학년도)

조직
운영

월)

10

입학사정관의
공식 역할

대입 제도 연구, 입학전형 관련 통
계 분석, 입학사정관 전형 평가,
입시 상담, 합격생 추수관리, 정보
수집 및 DB 구축 등 입학 업무 전
체에 관여

a,b: 전환사정관과 교수사정관은 제외함.
c: 전형별로 1단계를 학생수 교과점수로 평가하기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 전문
성 강화, 고교-대학 연계, 합
격생 추수관리 등 입학사정관
제 사업 내용에 국한됨

하나 전반적으로는 종합적 서류심사를 채택하고 있음

반면 두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공식구조와 실제 집행에 사이에 발생한 디커플링은 내
용과 정도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두 대학의 디커플링의 내용을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과 입학사정관 조직 운영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디커

Oliver(1991)의 조직의 전략적 대응 이론을
[그림 2]과 같이 디커플링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Oliver(1991)는 디커플링의 세부
사이에도 순응 및 불응에 대한 조직의 적극성(activeness)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

플링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연구자는
토대로
전략들

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연구자는 디커플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타협과 피하기의 강도
를 1과

6

사이의 숫자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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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 대응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한 디커플링 척도

2] Oliver(1991)

가.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의 디커플링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 면에서

A대학은

미국 대학들이 사용하는 세부적인 서류검토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자의 학업능력과 기타 역량, 인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7)를 시

도하였으나, 전임 입학사정관 수나 평가기간 등 안정적인 평가 환경을 조성하지 못해
지원자 1인당 심사시간이 타 선도대학들에 비해 부족하였다.

A대학은

이러한 상황을 개

선하기 보다는 초기에 도입한 서류검토서 시스템을 축소하고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수
시추천학생 전형에는 서류검토서 작성 없이 위촉사정관들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다.
즉 수시 전체 전형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진행한다는 큰 목표는 있었던 반면, 종합적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는 면에 있어서는 집행기간이 길어질수록 후퇴하여 축소된 의미의
종합적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의 디커플링은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의 공식 자료의 내용과 배치되는 관행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정
부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최소한으로 준수하려는 ‘완화하기’(2)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제화 관련 전형들의 평가기준이 정부 규제안과 충돌하자 이를 ‘국고지
원금 적용 자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따로 떼어 내어 정부의 평가 대상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디커플링 정도가 강한 ‘떠나기’의 전략(피하기)(6)이기도 하지만 정부와의 암묵
적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타협의 ‘거래하기’(3) 로도 해석되었다.

B대학의

경우 종합적 심사를 위한 평가환경은 잘 조성되어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내

부적으로는 여전히 학생부 교과성적의 비중이 높고 입학사정관들의 평가대상은 비교과
영역과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주관적 자료들에 국한되어 있어 정부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며 내세웠던 '학생부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거의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B대학은

학생부 교과점수는 일정 공식을 통해 산출한 후 그것을 직

접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정성적 영역만을 입학사정관들의 평가에 맡기는 방법을 사용
7)

A대학은 학생부 교과를 평가할 때 학생부에 여러 정보 즉, 지원자가 이수한 심화 및 전문교
과 종류와 총 이수단위, 등급, 이수자수, 표준편차, 교내외 학업관련 수상과의 연관성, 학습동
아리 활동과의 연관성, 학생의 희망 전공 및 진로 등과 연결하여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고교를 이수한 학생의 경우 공인영어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다양한 학업 관련 자료를 통해 학생의 학업능력과 어학능력을 가늠
해 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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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 이전에 사용하던 수시 전형의 평가

B대학이

방식과 매우 유사하여

과거의 전형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변화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1단계 서류평가에서 겨우

10%에

불과한 정성적 평가를 과거에는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했다면 지
금은 비교과 활동 실적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와 같은 자기보고식 자료들까지
감안하여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B대학은

정부가 요구한 정성적 평가

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요구를 최소한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완화하기’(2)전략
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학사정관들의 역할을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에만 국

한시켜서 전형 개발이나 전형 요소 결정, 선발 결과의 분석 등 관련된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 역시 정책의 외형은 받아들이되 그것을 최소한으로 해석하여 집행하
는 소극적 타협 전략으로서의 ‘완화하기’(2)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입학사정관 조직 운영의 디커플링
다음으로 입학사정관 조직 운영 측면에서 두 대학의 디커플링은 미묘한 차이를 나타
냈다. 두 대학 모두 전임사정관들의

50%

정도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으나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 체감하는 신분안정화의 정도나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상이하였다.

A대학의

무기계약직은 신분은 안정적인 반면, 보수는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는

정부 정책의 핵심에 대해서는 순응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대학 내부의 상충
되는 요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행동임(균형 맞추기(1)- 교내 타부서의 수준과 유사하

게 맞추는)과 동시에 정부의 요구를 자신의 여건에 맞춰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완화하
기’(2)에 해당한다. 반면
한 고용 조건(프로젝트

B대학은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계약직)을 적용하고, 교내의 다른 ‘무기계약직’에

계약직과 동일
준하는 수준으

로 보수를 삭감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디커플링은 신분 안정화 정책의 외형과 실행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에서 피하기의 ‘숨기기’(4)전략에 해당된다. 이러한 신분 안정화 계획
상의 디커플링은 두 대학 모두에서 경력과 전문성이 가장 높은 인력들의 외부 유출을
초래하였으나
한편

B대학이 A대학에

A대학에서는

비해 그 정도가 높았다.

입학사정관팀이 규모를 확대하고 교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입학

관리팀의 업무 대부분을 대체하였고 그 중 입학 홍보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발전
시키는 디커플링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입시 홍보비용을 예산 편성 항목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율을
높이는 대신, 입시 홍보 비중을 확대하는

A대학의

행동을 정부가 묵과했다는 점에서 이

러한 행동은 양자간의 ‘거래하기’(3)라고 볼 수도 있고,

A대학이

정책의 본래 취지 보다

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며 정부의 기준을 변화시키는데 영향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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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후자의 행동은 형식적 순응을 넘어 적극적인 조종 전략인 ‘영
향 끼치기(influence)’에 해당된다.

상술한 두 대학의 디커플링의 유형 비교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A대

학의 경우 균형 맞추기(1), 완화하기(2)(이상 타협), 거래하기, 떠나기(6)(피하기), 영향 끼
치기(조종) 등 불응의 정도가 다양한 반면

(4)(피하기)에

을 고려할 때

B대학의

대응은 완화하기(2)(타협)와 숨기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고찰한

A대학은

A대학의

조직적 특성과 맥락

대학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개혁적/

경쟁적 가치 부여 구도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외부의 압력을 소화할 여러 방법
들을 시도하는 가운데 다양한 대응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B대

학에서는 새 정책에 대해 입학 정책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구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대응 자세가 그리 다양화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3.

디커플링에 대한 대학의 조직적 특징의 영향

가. 정체성, 자원, 시장적 지위, 변화에 대한 가치 부여 구도
두 대학이 보유한 자원이나 시장적 지위, 그리고 기관의 정체성 등은 대학들의 대학

입학사정관제 집행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는 대학의
여러 다른 맥락들과 함께 이해해야 하는 현상이었다. 즉, 자원의 보유 정도나 시장적 지

위 정도가 디커플링의 발생 정도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기 보다는 두 대학에 각각
다른 문제를 발생시켜 다른 내용의 디커플링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조직적
특징이 대학의 디커플링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이를 다른 특징들, 혹
은 제도적 압력의 핵심 요소들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
구의 분석에서는 대학의 조직적 특징과 여러 내적 맥락이 입학사정관제의 정책 수단과
결합하면서 두 대학의 디커플링에 상이한 영향력을 끼쳤음이 나타났다.

A대학의

경우에

는 부족한 자원이 충분한 수의 입학사정관 선발과 그들의 신분 안정을 가로막고 입학사
정관을 평가보다는 입시 홍보에 사용하는 디커플링을 초래했다. 그러나 동시에

A대학의

부족한 자원 보유 상태는 국고보조금이라는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정책 수단의 매력을 증
가시켜

A대학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 부여를 하도록 만듦으로써 다른 부분에서

는 정책에 대한 순응 의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반면 자원과 시장적 지위가 높은
행 수단이 아니었다. 실제로

B대학에게

B대학을

있어 국고보조금은 그다지 효과적인 집

비롯한 많은 대학들에게 국고보조금은 제도 도입

시에는 어느 정도의 유인력을 발휘했지만 제도의 본격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 사용
상의 많은 제약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 유용성이나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여기에

B대

58

교육행정학연구

학의 높은 시장적 지위가 입학 정책에 대한 조직의 민감도를 높이고 입학 정책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가치 부여 구도를 형성하면서 디커플링의 동기도 형성한 것으로 보인
다.

B대학이

소수의 경쟁대학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도 대학입학사정

관제의 국고보조금이나 대학간 경쟁방식, 입학사정관제가 주장하는 지원자의 다양한 잠
재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제도에 대한

B대학의

순응 의지를 감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부여 구도의 형성과 매개 역할에 대한 이
와 같은 발견은 한 분야에서 핵심 위치(core)를 차지하는 조직(지위가 높은 조직)이 주

변부에 있는 조직(지위가 낮은 조직)보다 기존 관행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변화에 소극
적이라는

Leblebici et al.(1991)의

결론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비교 내용을 종합하자면 대학의 전반적인 명망(prestige)을 구성하는 정체성이

나 자원, 시장적 지위 등의 조직적 특징은 대학이 도입하는 제도의 정책 수단이나 핵심

기술에 따라 디커플링을 유발할 수도 있고 반대의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는 양면적인 성
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즉, 제도의 핵심 기술이나 집행 수단이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어느 정도의 정합성(fit)을 이루면 조직의 디커플링 동기가 줄어들기 마련인
데, 대학입학사정관제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주요 집행 수단으로 삼는 국책 사업의 경우

자원 부족이나 낮은 기관적 지위는 디커플링 시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 또한 제도의 규제적 성격이 강해지면 지위가 낮은 조직은 제도에 대한
디커플링 시도가 감소하지만 지위가 높은 조직은 오히려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경우가 증
가한다는

Levin(2006)의

분석 결과도 두 사례 대학에서도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나. 조직 구조, 리더십, 조직문화
한편 조직 문화와 조직 구조, 리더십 등의 요소들도 두 대학의 디커플링에 직․간접적

으로 상이한 영향을 끼쳤다.

A대학의

단단한 결합 중심의 조직 구조는 기획처나 총무처

가 입학사정관의 채용이나 신분 안정화 계획을 비용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만듦으로써,
입학처가 이들과 대립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디커플링을 선택하도록 만들
었다. 그러나 동시에 총장과 각 부서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단단한 결합은 총장의 리더
십을 강화함으로써 총장이 입학처와 기존 부서의 힘겨루기에서 입학처의 입장을 지지하

A대학이 더 심한 디커플링을 선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B대학의 느슨한 결합 구조에서는 입학사정관 조직 확대 및 신분 안정화

면서

문제가

비용보다는 복잡한 조직 구조 내의 균형과 합의의 문제로 인식되어 정부의 의도대로 집
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B대학은

정책의 요구와 조직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프로젝트 계약직의 채용 관행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를 무기
계약직이라는 용어로 숨기는 피하기식 디커플링으로 해결하려 했다. 또한 느슨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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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조직에서 자주 나타나듯 총장의 리더십은 매우 형식적이었고, 총장 개인이 원하
거나 외부 맥락이 요구하는 사항도 관철시키지 못할 만큼 유약하였다.

두 대학의 상반되는 조직 문화도 디커플링에 대조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두 대학의

조직 문화는 특히 조직이 입학사정관이라는 새로운 조직의 역할을 해석하고 인정하여
이들을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유발하였
다.

A대학의

종교단체적 조직 문화와 이질적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조직 문화는 구성원

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낮게 평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새

로운 구성원에 대해 높은 전문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예비 전문가’로서의 입학사정관
을 조직의 일원으로 보다 쉽게 받아들이게 했고 이들에게 기존 담당 부서의 권한을 적
극적으로 이양하게 했다. 이러한 점에서

A대학의

조직 문화는 입학사정관 조직의 역할

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방식의 디커플링을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똑같
은 전문성 경시의 조직 문화가 입학사정관 조직이 어느 정도 안착한 후에는 입학사정관
의 고유 역할을 결정하거나 이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
였다. 즉,
이들에게
반면

A대학은 이제 자신들에게 입학사정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입 전형 전문가’보다는 ‘대학 홍보 전문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였다.

B대학의

부서간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느슨한 결합체제의 조직문화

와 대형 명문대학의 자율적 전문가 조직의 문화는 입학사정관의 공식적인 역할과 그 역
할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정을 확립시키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이 부분의
디커플링을 유발하였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교원의 조직 문화는 아직 대입 전형의 전문
가라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들에게 전문적 역할이나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게 했고, 효

율성과 위계적 관계, 공식 직급 등을 중시하는 행정직원의 조직 문화는 계약직 직원인

입학사정관들을 조직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협업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중요한 입학정책 상의 의사결정권을 나누어주며 조직 내에서 일정한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조직 구조나 조직 문화, 리더십 등은 모두 연결되는 개념이며 이들의 유형이나 정도

에 따라 디커플링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즉
느슨한 결합체제를 가진 조직은 전문가 조직의 복잡한 구조와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쉽
고 그 안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의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적 환경을 가

진 조직은 근본적으로 디커플링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강력한
리더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결합된 조직에서는 의사 결정의 파급력이 높고 조직 문화도
효율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내적 환경을 가진 조직은 리더의 의지에 반하는
디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외적 상황이나 조직의 형편에 따라 디커플링을 포
함한 다채로운 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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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두 대학의 사례에서 나타난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집행 과정을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적
틀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조직의 디커플링이 정책의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며, 그 내용
과 성격, 정도가 대학 조직의 내적인 특징과 맥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 주
었다. 물론 두 대학의 사례를 통해 위의 결론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사례 대
학들이 나머지 대학들을 어느 정도 대표하는 선도대학들이라는 점에서 디커플링이 대다
수의 고등교육정책 집행에 있어 흔히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일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디커플링이 대학의 조직적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디커플링으로 해

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응, 혹은 형식적 순응을 정책운영자들이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들의 일반적 특징을 가진

B대학의

사례를 볼 때 디커플링이 대학

리더십의 핵심부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계획하여 발생했다기 보다는 느슨한 결합체
제를 구성하는 여러 실무부서들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들에게서 디커플링의 동기를 자극한 것은 각 부서들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조
직의 미시적 제도였다. 각 하위 부서 수준의 디커플링은

A대학처럼

서로 상충되기도 하

면서 대학의 전체적인 목표나 형편, 맥락 등에 의해 한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이와 같은
디커플링의 발생 과정에 대한 고찰은 대학의 여러 조직 행동에 대한 대학 밖의 이해와
해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대학 외부의 사회는 디커플링과 같은 대학의 조직 행동
을 리더십의 치밀한 의도와 조작의 산물로 보기 쉽지만 실상은 대학 조직의 독특한 특
징과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 제도와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직 전반에서 발생한 결
과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제도의 성격이 대학 조직의 내부
구성요소나 여건과 심하게 상충될수록 대학과 같이 복잡한 조직의 행동은 대학 자신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디커플링의 역동적 측면을 무시하고 대학의 리더
십만을 표적으로 한 통제에 나설 경우 대학은 보다 더 방어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커플링
을 시도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디커플링에 대한 탐색은 고등교육정책 운영자들에게 다음의 세 가
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 운영자는 대학의 독특한 내적 맥락이 디커플링에 대
해 일종의 조절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핵심 수단이 대학의 대표적인
특징과 어떤 결합을 이룰지를 숙고하여 정책 수단이나 주요 정책 대상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들 간의 상이한 특징과 내적 맥락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궁

극적으로 극복하여 달성해야 하는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이 실제로
대학들의 다양한 맥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 방법을 사용하되, 나머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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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목표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셋째, 정책 운영자는
정책 집행 상에 나타나는 조직의 디커플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정책
집행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입안시 예측하지 못했거나 집행 환경의 변
화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 중

심의 접근 방식은 실현 가능성(feasibility)을 기준으로 정책 집행 성공을 해석하고,

(Pressman & Wildavsky, 1984), 정책을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부단히 진화하는 대
상으로 이해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시각은 정책 집행 과정을 보다 즉각적이며
역동적인 방법으로 개선시키는 방법들을 발견할 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자는 디커플링이 신․구제도주의의 강점을 결합하여 제도와 조직 간의 상
호 작용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제도 변화 혹
은 조직 변화에 대한 후속연구를 위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
직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제도에는 조직 외부의 거시적 제도와 내부의 미시적 제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조직 외부의 환경으로서 거시적 제도는 같은 분야의 모든 조직
에 유사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조직 내부의 미시적 제도는 조직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조직 안팎의 제도는 조직 구성원과 구성 요소를 사
이에 두고 부단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영향력의 강도에 따라 궁극적인 변화
의 방향을 결정한다. 거시적 제도의 변화를 탈제도화, 혹은 제도 변화로 부른다면 미시

적 제도의 변화는 조직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두 제도의 종단적인 상호작용은 [그
림

3]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

3]

조직과 제도적 환경의 상호작용 메커니즘

이 도식에서 제도적 동형화는 조직 변화를 촉진하는 신제도주의적 요소인 반면 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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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링은 제도 변화를 촉진하는 구제도주의적 요소이다. 조직이 외부의 거시적 제도에 순
응하는 행동이 제도적 동형화라면 거시적 제도가 미시적 제도에 제약을 가하는 과정에
서 조직이 미시적 제도에 순응하려는 행동이 디커플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디커
플링은 조직이 거시적 제도와 미시적 제도 모두에 순응하려 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분
열 상태이자 타협의 행동이다. 디커플링이 심화되면 결국 미시적 제도가 거시적 제도를
제약하게 되어(거시적 제도의 효과성이 감소할 것이므로) 제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디커플링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본 연구는 조직 내의 미시적 제도의 영향력을 조명하
려 했지만 조직 내의 구성요소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미시적 제도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구제도주의의 주장대로 조직이 그 자체로 제도는
아니듯이(Selznick,

1996),

조직의 구성요소들도 그 자체로 미시적 제도일 수는 없다. 본

연구가 디커플링의 결정요소로 고찰한 대학의 조직적 특징 중 조직 문화나 조직 구조
등은 조직의 여러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미시적 제도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Greenwood & Hinings(1996)의

분석틀에서 도입한 변화에 대한 가치 부여 구도도

미시적 제도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후속연구들이 위에서 제시한
제도와 조직 변화의 큰 틀에서 조직의 미시적 제도의 개념과 영향력을 심도 있게 탐색
한다면 신제도주의적 시각을 통한 대학 조직 및 정책 집행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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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Decoupling Behaviors of

Organizations

Implementing a Public Policy: A Comparative Case S tudy
Approach

*

*
Byoun, S uyou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non-comliance
behavior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ith public policy.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decoupling behaviors of social organizations were reviewed in
order to establish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Based on this
framework,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case study to examine how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pressure of College Admission Officer System
penetrated two universities’(A and B) implementation process, and how the
intra-organizational features reacted to the institutional pressure and, eventually,
brought about decoupling in the two universities. Various forms and degrees of
decoupling were identified in both institutions. Organizational features and
unique contexts of the cases were found to contribute to determining types and
extents of decoupling behaviors of the two institutions. Interpret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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