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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에 따른 개인 심리변화에 관한
현상학적인 연구:
지방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곽명신

국문요약
이 연구는 지방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현상학 활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
지는지에 대해 현상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행정학 분야에서 정보통신 관련 연구들은
엄격한 실증주의 관점에서 효과성･효율성 향상을 염두에 둔 관리자 중심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왔는
데, 이는 탈인간화, 물화, 인간소외 등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자 현상학적 관점에서 정보통신 기술 도입에 따른 공무원의 심리변화에 대
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도입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심리변화는 업무방식 변화에 따른 부적합성에 대한 부담감, 업
무증가에 따른 부담감, 권한･책임에 따른 부담감 등의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러
한 심리변화는 업무 수행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
는 단순히 특정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계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함께 고려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정보통신기술, 현상학, 심리변화.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사람의
생활 조건이나 근무환경, 조직구조 및 운영 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영향은 행정(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일반, 정책과정, 행정서비스 전달
등의 영역에서도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효율성이나 행정개혁의 수단 또는 관리론적 입장에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
에서 정보통기술의 유용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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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소외나 물화 등에 대한 관심은 적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탈인
간화의 문제를 극복하고 업무 담당자의 시각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어떠한 의미
를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 관리론
적 시각 위주의 기술 활용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도
입과 활용이 업무 담당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최근 들어 기존 연구경향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일환으로 현상학적
인 시각에서 행정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
현상학에 대한 소개나 행정학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 수준에서 정
보통신기술이 어떠한 이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제기되었던 행정학적･방법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통신기술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데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우선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경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현상학에 대
한 소개와 함께 행정학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4장
에서는 실제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1차 분류작업, 코딩작업, 유형화 작업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이 가지는 다양한 차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5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논의들과의 비교를 통
해 이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방법론적 의의 또는 기여를 중심으로 결론을 대신
하고자 한다.

Ⅱ. 기존 연구 경향
1. 행정학 분야에서의 현상학의 적용 가능성
실증주의적 시각에서 행정현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서 오는 한계와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상학적인 접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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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주의에서는 사물의 본질적인 모습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를 찾기 위한 노
력을 전개하지만, 현상학에서는 대상이 주관적 의미에 따라서 상이하게 구성된
다고 주장하며, 본질주의적 접근을 거부한다는 특징이 있다(소영진, 2004; 김선
명:2005; 한세억, 2001:133). 즉, 실증주의가 사물의 본질을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현상학에서는 인간의 경험을 통한 의미로서의 본
질을 의미하며, 이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어떻게 이해를 하였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상학에서 말하는 실제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기억, 상상, 상징방식 등을 통해 인지되
고 구성된다는 점에서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이라 할 수 있다. 또 현상학에
서는 실재나 존재가 아닌 그들에 대한 의미(meaning)1)를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
시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현상학에서는 ‘존재’에서 ‘되어
감’(from being to 'becoming)', ‘발견’에서 ‘창조’(from finding to 'making')으
로서의 존재론적･인식론적인 전제(원숙연, 2002:6-7)를 강조한다.
이와 함께 현상학에서 강조하는 특징 중 하나는 인격주의적 시각이다(김선
명:2005:8-9; 한세억, 2001:133). 이는 사람이 어떠한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식작용
을 통해 그 대상을 인지할 경우에만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의 능동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수동성을 간주하는 실증주의적 시각과는 또
다른 인간관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이러한 특징에 의할 경우 기존의 실증
주의적 연구에서 발생하였던 인간소외나 배제, 물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현상학의 행정학분야로의 적용 가
능성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는 연구들의 경우 물화현상, 탈인간화, 인간소외, 정
책도구로서의 인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김선명,
2005; 소영진, 2004; 한세억, 2001).
그러나 현재 현상학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의 경우 주로 현상학에 대
한 소개나 행정학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신충식･이광석, 2009; 윤견수,
1) 예를 들어 명품이나 강남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강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제가치(유용성)에 대한 평가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때문에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소영진,
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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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김선명, 2005; 소영진, 2004; 원숙연, 2002)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한세억,
2001)가 있기는 하지만, 논리구조는 실증주의적 논리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점
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상학적 연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의한 효율성, 관리론적 연구 경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소외, 물화, 배제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하고 있는 인간의 시각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에 따
른 행정학적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정보화 연구에서 현상학적 접근의 필요성
행정학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주로 관리론적 시각에
서 효율성이나 객관성을 강조한 특징이 있다. 즉,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기술 도입에 따른
조직 구조변화 또는 변화전략에 대한 연구(채진, 2009; 이윤식･김판석･오철호:
1997)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행정개혁 측면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행정과정에 있어 일
반 대중의 참여나 수용성에 대한 연구(김찬곤･노승용; 2008; 윤상오, 2003; 이
근주, 2003; 하영수, 2002), 정책결정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명승
환･최영훈･허철준: 2007) 역시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방법론에 있어서 주로 과학성･인과론･효율성･탈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실증주의적에 기반을 둔 합리주의적 시각을 전제로 하였으며(김선
명, 2005:1-2), 따라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실증적인 문제해결방식에서는 주로 사실전제에 기반
을 둔 의사결정, 변수들간의 인과관계 검정, 변수분석과 행태적 예견, 기능적 통
제와 효율성, 구조와 기능의 배치 등에 초점을 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선명,
2005:3 재인용).
이와 같은 연구들은 효율성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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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증주의적 연구과정에서는 가치와 사실의 분리가 강조되고 정책을 실
행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구상과 실행의 분리로 나누어 평가하게 된다. 이에
‘탈인간화’ 또는 인간소외나 물화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김선명, 2005:5).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경우 인간을 통제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김종길, 2009; 김종성, 2004; 함영언, 2001)에서 실증주의적 시각
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나 평가만이 강조될 경우 인간이 배제되고 소외
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인간중심의
행정 또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해서 새로운 시각과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Ⅲ.연구설계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기도 A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a2)씨를 대상으로 총 2차
례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한 한 차례의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우선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일반적인 근무조건, 환경 등에 대한 내
용들을 물어보았으며, 1차 인터뷰에서 알게 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2차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약 한 달 후에 2차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TMS 도입과 이에 따
른 심리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두 번째 인터뷰의 경우 해당공무원이 근
무하는 연구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일부 업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3).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문헌들을 통해 정
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위한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 일반적으로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때 (만)나이나 직급 등을 표시하나, 수질관리팀의
경우 인원수가 적어 이러한 정보가 표시될 경우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공무원 a씨로만 표시하기로 하였다.
3) 원래 계획은 a씨가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어 서울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인터뷰 전날
업무와 관련하여 출근하게 하게 되어 장소를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66 ｢정부행정｣ 제13권(2017)
<표 1> 자료수집 방법
구분

1차
자료

2차
자료

시기

장소

시간

주요 내용

1차 인터뷰
(또는 예비
(pilot)인터뷰)

2010.
4. 21.

A시 카페

오후 8-9시

근무환경, 업무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2차 인터뷰
(또는 실질적인 1차
인터뷰)

2010.
5. 29.

수질관리팀
사무실

오후 4-6시

TMS 및 심리변화에
초점

이메일 질문

2010. 5. 14(수신날짜 기준)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등

공무원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사업소는 A시의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수,
하수를 법적 기준에 맞도록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수질관리팀은 계장 1인(공업 6급), 7급 3인 그리고 8급 1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4), 이 중 a씨는 하수처리 공정관리, 수질분석 및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
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질문자의 생각이나 의견보다는 응답자의 의견이 최대
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질문을 할 때에도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응답자가 자연스럽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응답자의 답변을 바탕으
로 질문을 하였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백(pause)을 통해 몇 분 동안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2. 분석절차
우선 본 연구에서는 a씨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주 자료로 활용하였다. 정리
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비슷한 질문내용이나 주제, 방향을 바탕으로 몇 가
지 유형으로 1차 분류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글
에서는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line-by-line coding과 focused coding을
실시하였다(Lofland, John. et al, 2006). 이러한 작업을 통해 원자료로부터 중
요한 문장이나 내용에 대한 추출작업(line-by-line coding)이 가능하며, 이를 토
대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focused coding). 이후
4) 1차 인터뷰 때에는 7급이 2인, 9급이 1인이었으나, 2차 인터뷰 실시 전에 인원변동이 생겨 9급
1인 대신에 7급 1인이 충원되어 총 3인의 7급 공무원이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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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거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개념들끼리 묶어 하나의 범주로
표시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정보통신기술(TMS) 도입에 따른 심리변화가 가지
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3. TMS 소개
TMS(Tele Monitoring System, 원격감시체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
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질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를 파
악하고 감시하는 장비를 의미하며,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TMS는 수질을 관리
한다는 측면에서 정식명칭은 waterTMS(이하 TMS)이다. 따라서 TMS는 하수
처리 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에 장착되어 실시간으로 수질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사업장의 오염물질 제어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이는 2004년 환경부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TMS관리 계획을 수립한 이후 사
업장의 규모의 시설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TMS 장치부착을 의무화하였으
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기도 A의 경우 2009년 11월부터 TMS 를 운영하
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적 수질관리 기준은 BOD 10mg/L이하 COD
40mg/L이하, T-N 20mg/L이하, T-P 2mg/L 이하 S-S5) 10mg/L이하 대장균
군 3000마리 이하이며, 이 중 TMS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COD, TN, TP, SS
이상 네 가지6) 이다.

Ⅳ.현상학적인 이해와 분석
제4장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도입이 a씨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터뷰 내용을 정보통신기술 도입
5) 이들 약어는 각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 총질소량(Total Nitrogen), 총인양(Total Phosphorus), 부유물질
(suspended)을 의미하며, 수치가 높을 수로 오염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6) BOD, 대장균군의 경우 기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TMS 적용 기준을 받지 않고 있다
(이메일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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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인터뷰 대상자의 유사한 심리적 변화별로 유형 A, B, C로 표시하였다.
이 후 코딩작업과 유형화 작업을 통해 각 유형별 중요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a씨가 TMS 도입에 대한 느낌이나 의미는 무엇인
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 제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른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지는 행정학적･방법론적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인터뷰 내용에 따른 유형분류
유형 A

처음 공무원 a씨와 인터뷰를 하게 된 목적은 소수 직렬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근무환경이나 조건, 승진, 처우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TMS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항상 감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R7): 처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위생과에 부임했고, 한 1년 반 정
도 그곳에서 근무한 후에 지금 이곳 환경위생과에 전보되었지요. 환경위생
과에 근무했을 땐 민원인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서 힘든 점이 많았어요.
..(중략)... 지금은 민원인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편안합니
다. (pause). 그런데 요즘에는 TMS라는게 있는데 그게 도입된 이후에는 항
상 감시받는다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크네요.(1차 인터뷰 내용
중)8)”
“R: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시간으로 자동분석 장치를 통해서 분
석을 하지요. 환경부로 24시간 실시간으로 전달되는데, 기준에 미달될 경우
에는 이에 대한 공문작업을 해야 해요. 이전에는 3개월 단위로 사람이 와서

7) 이 글에서 I는 Interviewer(연구자)를 의미하며, R은 Respondent(참여자, 응답자)를 의미한다.
8) 인터뷰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line-by-line coding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며, 강조체는 중요한
의미나 개념을 나타낸다고 생각한 것을 표시(focused coding)한 것이다. 실제분석에서는 비슷한
내용이나 주제에 따른 인터뷰내용 정리, 코딩, 재정리, 유형화 등의 순서를 거쳤으나, 이 글에서는
논문의 구성을 생각하여 인터뷰 내용, 코딩, 유형화 순으로 진행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개인 심리변화에 관한 현상학적인 연구: 지방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69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수질을 감시하지요. 사람이 직접 와서 검
사를 할 땐, 검사 나올 때만 신경 쓰면 됐지만, 지금은 항상 신경을 써야 하
니깐 불편하지요.(1차 인터뷰 내용 중)”

위 2개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TMS 도입 이전에는 주로 3개월
마다 사람이 찾아와 수질검사를 했지만, TMS 도입 이후에는 24시간 실시간으
로 수질결과에 대한 정보가 공정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a씨뿐만 아니라 환경
부 등과 같은 상위 기관으로도 그 정보가 전송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담감
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 업무의 경우 기계나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수질을 개선시킬 수 도
있지만 많은 경우 미생물에 의한 수질개선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미생물 역시 주변의 상황에 따라 활동정도가 달라지며, 이 경우 수질
개선 정도가 약해지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
게 된다고 한다. 사람이 직접 검사를 할 경우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가게 되지만, TMS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
문에 도입 이전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할 땐 수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솔직히 이 상황은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와서 검사
를 할 땐 상황을 설명하면 그 사람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기계를 통해서
감시를 하다 보니 이런 점이 부족하지요. 그렇다고 근무를 소홀히 한다는
건 아니고..(웃음). 아무튼 이게(TMS)가 도입된 이후로 신경 쓰이는 건 사
실이네요..(pause)(1차 인터뷰 내용 중)”

위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1차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서 혹시 실시간 감시로 인해 TMS 도입 이전보다 근무 소홀이나 태만 등의 가능
성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건 아
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에 2차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a씨가 수질관리팀에
부임한 이후 수질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았으나, a씨
가 부임하기 이전･후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음을 알 수 있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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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통해 TMS가 도입된 이후로 수질과 관련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 역시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a뿐만 아니라 상부기
관(환경부 등)으로 직접 전송된다는 점에서 도입 이전보다 많은 부담감을 느끼
고 있으며, 동시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수질
결과에 대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평가결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사람이 직
접 수질을 검사하는 방식의 경우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가능
했지만, TMS의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느끼
는 부담감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 B

유형 B는 a씨가 느끼는 또 다른 차원의 심리적 변화로서 이는 업무 증가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TMS가 도입된 이
후 수질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유용한 장치임
은 확실하나 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근무환경의 변화, 업무 방식의 변화 등
으로 인해 또 다른 차원의 감시로 느낀다는 것이다.
“R: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대상 사업자에서 그만큼 조금 더 나은 수질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좋은 거지요(이메일 내용 중)”
“R: 공정관리 측면에서는 TMS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지요(2차 인터뷰 내용 중)”

위 내용들을 통해 TMS를 통해 이전 보다 풍부한 수질정보를 알 수 있다는
9) 물론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것은 아니다. “혹시 TMS도입 이후 기준 초과로 인해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었나요?”, “요 몇 년 동안 수질기준이 크게 초과된 적은 있었나요?” 등과
같이 a씨의 부임 이전과 이후, TMS 도입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우회적으로 질문하였다. 물론 a씨가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답변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이메일을 통한 사실확인, 2차 인터뷰 시 간접적으로 몇 차례 확인 질문
등을 통해 a씨의 답변에서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또 공문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자료를 확인하면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
안하여 사실확인 및 인터뷰 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역시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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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MS의
경우 실시간으로 운영이 된다는 점에서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근무환경, 업무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R: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실시간으로 방류수가 샘플링 되어 분석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늘 현재의 방류수질이 어떤가, 공정상에 특이사항은 없는가
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인터넷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도 몇 번씩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게 되지요. 쉽게 생각하면 주간은 현장근
무.... 퇴근 후에는 자택대기근무?!10)(이메일 내용 중)”
“R: TM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류수질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니깐 예전
같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일도 알게 되고 그럼 행동하게 되고.. 행동한다는
것은 야밤에도 출근한다는 이야기이고.. 물론 숙직근무자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다 그 대책요령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깐.. 다들 자기 분야
가 따로 있어서..(이메일 내용 중)”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TMS가 도입 된 이후에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자택 등에서도 수질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24시간 근무를 하
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도입 이전에도 휴일근무나 당직근
무가 있었기는 하지만, 도입 이후에는 언제 어디서나 수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
게 되었으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긴
장감이나 부담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한 가지 주목
할 점은 TMS 도입 이후 수질검사를 기계가 담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육체적
인 측면은 편해졌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인터뷰 결과 오히려 육체적인 부담
역시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R: 이전에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만 수질 결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간주했을 텐데 지금은 전체수준에서 수질상태를 알고 기계
(TMS)가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니깐 항상 공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
10) 여기에서 사용된 문장부호(?!)는 이메일 답변에 적혀있는 그대로를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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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그래서 몸도 힘들어 지고..(2차 인터뷰 내용 중)”
“R: 우리가 또 기계에 대한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적인 부담
도 증가했지요. 또 기계의 측정오차 때문에 사람이 다시 한 번 수질검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은 똑같지요... 오히려 늘어나
면 늘어났지요.. 기계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하는 거니까
요.(2차 인터뷰 내용 중)”

즉, TMS를 통한 수질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사람이
다시 한 번 수질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과 공정관리자가 TMS에 대한 운영･관
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육체적인 부담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불어 TMS도입 이전의 근무조건과 비교를 통해 감시받는 다는 느낌이나 업무에
대한 부담에 대한 정도를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 법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여러 장치들이 추가되고 공정들이 추가되면
서..(중략).. 게다가 실시간 감시프로그램까지 가동되고 있으니깐.. 옛날하고
는 근무환경이 많이 달라진 거죠. (다른 공정관리자도) 옛날하고 많이 다르
다고 말씀을 하십니다.(2차 인터뷰 내용 중)”
“R: 다른 공정관리자도 B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10년 전에 A시도 옮기셨죠.
B시에서 근무를 할 때도 공정관리를 담당하시다가, A시로 오신 후론 계속
시청에서 근무를 하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 수질관리팀으로 오셨으니깐 거
의 10년 만에 다시 공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예전 생각
으로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쉬운 곳이 아니구나.’라고 말씀을 하십
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미생물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똑같은
데 수질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2차 인터뷰 내용 중)”
“I: 만약 이곳으로 처음 발령을 받아 이런 환경에서 시작한다면.. 원래 그런
가 보다.. 할 수도 있을까요?”
“R: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일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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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힘든 거야?’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겠지요.(2차 인터뷰 내용 중)”

위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TMS 도입 이전에 근무했던 경험이 부담감
에 영향을 주는 데 촉매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급된 바와 같이 만약
처음부터 실시간 감시 체제 하에서 근무를 시작한다면 a씨나 다른 공정관리자
가 느끼는 부담감과는 다른 차원의 부담감을 느끼거나 그 정도가 낮을 수도 있
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TMS가 도입된 이후 수질개선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수질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입 이전에는 현장에
서만 근무를 하면 되었지만, 도입 이후 사실상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
다는 점에서 근무환경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공정관리자로
서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TMS 도입 이후 기계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질검사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 TMS 도
입 이전에 근무했던 경험과의 비교 등으로 인해 a씨가 느끼는 그 부담감의 정도
는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관리자로서 TMS에 대한 생각은 아래의
인터뷰 내용으로 요약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R: 공정관리자로서는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는 대상 사업자에서 그만큼 조금 더 나은 수질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노
력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좋은 거지요. 이것에 대해 토를 단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요. 공정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결과물은 방류수질인데. 그에
대한 데이터를 알아서 만들어 주니까 공정관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됨으
로 고마운 존재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상부
기관으로도 일러바치니깐 부담스럽지요. 이 기계는 워낙 거짓말을 못하니
깐.. 곧이곧대로 다 말해버리니까. 결국엔 관리자인 저로써는 부담스럽지
요..(이메일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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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C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의 경우 크게 수질관리팀, 시설관리팀, 업무
지원팀, 하수처리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선 시설관리팀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공문서 작성 및 전달, 임금관리 등을 담당하
고 있다. 시설관리팀은 전기, 기타 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안
정적으로 공정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수처리팀은
공정기계의 운용･보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질관리팀에서 지시
한 대로 공정기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수질관리팀은 수질분석 및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모드 변경을 통한 작업지시를 내리게 된다. 환경사업소
가 A시의 하수처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질관리팀이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
다11). 그러나 a씨의 경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감과 중요성에 비해 다른 업무적
측면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에 또 다른 차원의 심리변화임을 알 수 있었다.
“I: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TMS에 따른 책임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는 건가요?”
“R: 음..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곳은 수직적으로 업무나 책임이 부
여되어 있는 곳이라 저를 중심으로 책임이 올라가겠죠. 우선은 내가 주로
담당12)을 맡고 있으니까요. 제 책임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세게
맞겠죠.(2차 인터뷰 내용 중)”
“R: 수질관리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중략).. 일단은 제
가 공정관리자이기 때문에 저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11) 물론 다른 팀의 입장에서는 서로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질개선이라는
조직의 목표를 고려했을 때, 수질 검사 및 분석, 이에 따른 작업 지시 업무를 수행하는 수질관리
팀이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관리책임자가 정･부 책임자로 나뉘어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a씨의 경우 정의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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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 계장, 그 다음이 소장일 겁니다. (중략) 오늘처럼 휴일일 경우 당
직자도 책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의 책임이 가장 클
것입니다.(2차 인터뷰 내용 중)”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무원 a씨의 경우 수질관리 및 개선이라는 환
경사업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수질개선에 대한 처벌 시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특히 이러한 문제는 인력을 충원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TMS가 도입되고 난 후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상부기관
으로도 공개가 되고, 이에 따라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처벌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a씨가 느끼는 부담감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하겠다. 더불어 이와 같
은 내용은 자신에게 하나의 평가 결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아래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R: 수질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 자
료를 상부로도 그 정보가 전송되고, 우리에게 다시 역으로 화살로 날아올
수 있다는 점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하나의 평가 자료로 활용된
다고나 할까요?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왔을 땐 우리에게 신분상의 제약
이 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2차 인터뷰 내용 중).”

한편 이러한 부담감은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성과 책임감에 비해 환경사업소 전체적으
로는 그렇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의 괴리감이라는 측면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다.
“R: 하수처리장이 존재하는 것은 더러운 하수를 끌어다가 맑게 만들어서
하천으로 방류하려고 있는 곳이고, 제가 공정관리를 통해 그 작업을 하는
것이니깐 모든 게 제가 원하는 대로 서포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책은 말단이지만 다른 팀들은 제가 수질관리팀에서 하고자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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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중
략).. 그러다 보니 하수팀이나 시설팀은 수질팀을 지원해 주기 위한 팀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수질적인
면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 같긴 한데...”
“R: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2차 인
터뷰 내용 중)”
“R: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니깐 인력을 늘린다고
해도 업무적인 건 약간 경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책임은 한 사람이
지는 거니깐.. 담당자는 한 사람이 지는 거니깐... 그렇다고 해서 업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황을) 모르니깐..(pause).. 그런 거 같
아요.(pause). ”
“I: 외로운 길이군요?(웃음)”
“R: 그렇죠..(웃음).. 그냥.. 때리면 맞아야 하는 거니깐.. 이 자리가 그리 좋
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똑같을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상당한 효과
가 있는 건 확실하지만...(pause)”
“I: (pause) 환경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R: 음... 그런데 왜 제가 힘들어지냐 이거지요..(웃음) 환경적으로는 정말
좋은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중략).. 그런데 왜 저만..(웃음).. 어
쩔 수 없는 거죠 뭐..(웃음)(2차 인터뷰 내용 중)”
“R: (중략).. 그래서 전보를 희망하지요.(웃음). 순환주기도 되었고(웃음)(1
차 인터뷰 내용 중)”
“R: 일한지 일 년 반 정도 되었으니깐 곧 다른 곳으로 가게 될겁니다. 그리
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번쯤은 인사개편이 있을 겁니다. 그때 시청으
로 들어가고 싶지요. 그리고 그날까지 무사하길..(웃음).(2차 인터뷰 내용
중)”

위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질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이 가장 중
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질관리팀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지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개인 심리변화에 관한 현상학적인 연구: 지방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77

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느끼는 책임감은 더욱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현장에서 수질관리팀에 대한 최우선적인 지
원과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생각으로 인해 a씨가 느끼는
감정은 단지 책임감이나 부담감의 차원뿐만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외로움이나
현재 상황에서 해방되거나 탈출하기 원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R: 여기에 와서는 민원인을 상담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마
음은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게 법적용(TMS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되고 나서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고 말하고 다
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I: 만약 순환보직으로 통해 다시 이 보직에 오게 된다면? 시청에 갔다가
다시 공정관리 임무로 오게 된다면요?”
“R: 오호..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큰 웃음). (중략) 물론 사람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깐 다시 여기로 와서 이 업무를 할 수도 있겠죠?(웃음)(2차 인
터뷰 내용 중)”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했을 때, TMS가 도입된 이후 심리적 변화에는 관리
책임자로서 역할에 따른 차원 역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수질개선이라
는 조직의 목표를 생각했을 때 공무원 a씨 또는 수질관리팀에 대한 지원과 관심
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책임감이라는 측면과 조직의 지원이라는 측면 간 비대칭에 따른 괴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MS가 도입되고 난 후 관리책임자로서 느끼는 부담감
이나 책임감은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처벌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감정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변화
는 a씨로 하여금 현재의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해방이나 탈출을 원하는 감
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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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딩작업 및 분석결과에 따른 유형화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3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TMS 도입에 따른 심리변화에 대한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같은 현
상이나 개념이라 할지다로 공무원 a씨를 둘러싼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
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무원 a씨에게 있어 TMS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Lofland et al.(2006),
Rienmen(1998) 그리고 홍현미라 외(2008)의 유형화 작업을 바탕으로 공무원 a
씨의 심리변화에 따라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석학을 비롯한 질적연구분야 자료를 코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원자료(raw
data, 인터뷰 내용, 현장노트 등)를 바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장을 추출
하고(line-by-line coding), 이를 바탕으로 중심이 되는 개념을 추출하여
(focused coding) 코딩을 하는 것이다. 이 코딩 방식을 통해 원자료를 몇 가지
범위로 유형화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응답자)가 특정 대상이나 현상, 경험을 어떠
한 의미로 이해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Lofland, et al, 2006:200-2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토대로 인터뷰 내용에 대한 코딩작업을 하
였으며, 차원에 따른 유형화 작업 및 개념화 도출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2>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한 코딩의 예
Line-by-Line Coding

인터뷰 내용(요약)

Focused Coding

그런데 요즘에는 TMS라는게 있는
데 그게 도입된 이후에는 항상 감시
받는다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
감이 크네요.

지금은 민원인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는 편안합니다. (pause). 그런데 요즘에는 TMS라는
게 있는데 그게 도입된 이후에는 항상 감시받는다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크네요.

항상 감시
부담감

항상 공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
지요... 그래서 몸도 힘들어 지고.

지금은 전체수준에서 수질상태를 알고 기계(TMS)가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니깐 항상 공정관리에도 신
경을 써야 하지요... 그래서 몸도 힘들어 지고.

신경쓰임.
육체적 부담

우선은 내가 주로 담당을 맡고 있으
니까요. 제 책임이 가장 크겠죠. 그
리고 제가 가장 세게 맞겠죠.

이곳은 수직적으로 업무나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곳
이라 저를 중심으로 책임이 올라가겠죠. 우선은 내가
주로 담당을 맡고 있으니까요. 제 책임이 가장 크겠
죠. 그리고 제가 가장 세게 맞겠죠.

책임감
부담감

위의 <표 2>는 이와 같은 코딩작업을 거쳐 각 인터뷰에서 주요 개념을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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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focused coding)이다. 이러한 코딩작업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분류를 할 수 있었으며, 또 각 차원 내에서도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차원별, 하위범주별 핵심개념
을 도출하여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 각 차원별 유형화
차원(유형)

유형 A
(변화된 업무방식의
부적합성에 대한 부담감)

유형 B
(증가된 업무량에 대한
부담감)

유형 C
(권한에 따르는 책임
부담감)

하위범주

개념(의미)

감시기제로서의
부담감

항상 감시받는 다는 느낌
부담감
감시에 따른 불편함

처벌에 따른 부담감

처벌에 대한 부담감
신분상의 제약
기계적 기준의 엄격성에 따른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

긴장감, 부담감

근무대기에 대한 긴장감, 부담감

육체적 부담감

육체적 부담의 증가

부담감, 어려움

TMS 도입 이전의 근무환경, 조건과의 비교에 따른
부담감, 어려움

부담감, 책임감,
해방감

관리책임자로서의 부담감, 책임감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함

괴리감,
소극적 인정

업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현실과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현상에 대한 소극적 인정

아쉬움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터뷰 자료를 통해 비슷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중요 개념에 대한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었
다. 공무원 a씨의 경우 TMS 도입 이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심리적 변화를
느낀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술도입에 따른 업무방식의 부적합성에 대한 부담감(유형
A)으로, 이는 도입 이전에는 특정한 수질검사 일정에 맞춰 수질기준을 충족시키
기만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도입 이후에는 항상 24시간 수질감시체제가
구축되고, 이러한 수질관련 정보는 a씨뿐만 아니라 상위기관(환경부 등)에서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감시기제로서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80 ｢정부행정｣ 제13권(2017)
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는 점 역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황에 따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률적인 법적 기준을 적용받는 다는 점에서 그 이전보다 업무
의 유연성 역시 약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TMS 도입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기준 위반 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증가된 업무량에 대한 부담감 차원(유형 B)이다. 이는 실제로 공
정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TMS 도입이후 근무방식의 변화, 도입 이
전의 환경과 비교 등으로 좀 더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TMS가 도입됨
에 따라 나타난 가장 큰 근무방식은 시･공간의 제약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도입
이전에는 근무시간동안 사무실에서만 업무를 담당했지만, 도입 이후에는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인터넷으로 수질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업무에 따른 긴장감이나 부담감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TMS의
경우 수질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됨과 동시에 상부로 보고가 되기 때문
에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부담감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TMS 도입에 따른 육체적인 부담감이 늘어났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a씨
의 경우 기계가 도입된 이후 공정관리자로서 기계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기계의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고 점검하기 위해 도입 이전 하루에 한 두
차례 실시하였던 수질검사를 도입 이후에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체적인 부담 역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a씨의 경우 TMS 도입 이전
의 근무조건과의 비교를 통해서 정신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비단 a씨뿐만 아니라 TMS 도입 이전의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던 다른
공정관리자 역시 a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 C는 공정책임자로서 권한에 따르는 책임 부담감에 관한 것
이다. 수질관리팀이 수질분석 작업, 개선 및 유지 작업이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질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a씨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방금 언급한 공정관리자로서 느끼는 심리변화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심리변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질관리팀의 다른 동료의 경우 수질관리
를 위한 공정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수질기준이 법적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직접적인 처벌이나 책임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a씨가 느끼는 심리변화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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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인터뷰 내용이나 유형화 작업을 통해서
도 알 수 있었는데, 결국 모든 책임은 a씨가 최우선적으로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TMS 도입에 따른 책임감의 정도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
한 책임감은 다른 인력의 충원을 통해서 해결될 수도 없으며, 오직 자신만이 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부담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러한 사실은 a씨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업무에 대
한 a씨의 생각과 현실과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역시 a씨가 느끼고 있는 심리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질개선업무라는 원래의 조직 목표를 생각했
을 땐 수질관리팀을 중심으로 업무가 지원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는 점에서 괴리감 내지는 현 상황에 대한 소극적 인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는 않는다는 상황 역시 아쉬움의 상황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했을 때 TMS 도입으로 인해 공무원 a씨가 느끼는 심리
변화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크게 3가지 차원(유형)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으
며, 특히 각 차원(유형) 내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
에 이러한 유형별에 따른 의미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 <그림 1>처럼 정리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적 흐름에 따른 각 유형별 심리변화가 어떻게 나타
났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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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적 흐름에 따른 각 차원별 변화에 대한 도식화

변화된 업무방식의 부적합성에 대한 부담감(유형 A)의 경우 그 유형 내에서
심리적 변화에 따른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공정관리자 및 책임자로서의 심리변
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도입 이전보다 더 많은 부담감이
나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a씨의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낸 기본적인 배
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TMS 도입 이후 공정관리자 또는 책임
자로서 느끼는 부담감, 책임감이 더욱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
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소극적 이해)이나 업무의
대한 자신의 기대와 생각이 현실과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등 역시 a씨가 경험
하고 있는 심리적 변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결국
a씨가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
망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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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다른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한 이론적･방법론적
의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통해 정보통신기술(TMS)도입에 따른 개인의 심리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각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정보통신기
술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변화는 다양한 유형(차원)으
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각 유형(차원)별 심리 변화 역시 세부적으
로 다양한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선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효율성이나 관리론적 시각 또는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에 대해 언
급하였다면, 이 연구는 인간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도입이 어떠한 의미를 갖
는 지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효율성이나 관리론적 시각에서 발견하
지 못했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관리론적
시각에서는 TMS 도입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기술의 적용을 받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분명 불편
하고 새로운 감시체제로서 정보통신기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무
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와 장점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인간이 이
전보다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나아가 그 업무를 회피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기술 이용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한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만약 a씨와
비슷한 심리적 변화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의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고체계의 개선이나,
징계절차 변화(완화) 등과 같은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도입에 따른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학 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김선명, 2005; 한세억, 2001) 현재까지는 주로 사회학이나 노동부문 등에
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김종성, 2004; 김왕배･이경용, 2003; 함영언, 2001). 물
론 다루는 학문분야의 성격이 다르고 같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시각 역시 차이
가 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분야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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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13) 적어도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역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활용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이 연구는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실증주의적 연구들이 가지고 있
던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실증
주의적 철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가치와 사실의 엄격한 배제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효과성, 효율성에 따른 정책이 우선적으로 채택되고 선호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배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정책을 실제
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실행 수단으로 간주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궁극
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탈인간화, 인간소외나 물화, 통제대상으로서의 인간을 설
정하게 되며(김선명, 2005:1-3), 이러한 현상은 앞서 지적한 효율성이나 관리론
적 시각과 결합하여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시각이 가지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행정학에서도 다양한
방법론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상학적인
연구방법이다. 현상학적인 연구방법에 의할 경우 인간의 지향성과 능동성을 강
조하고, 가치지향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실증주의적 시각에
서 나타난 인간이 배제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현상학과 관련된 연구들의 경우 현
상학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 및 행정학 분야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내용(신충
식･이광석, 2009; 윤견수, 2008; 김선명, 2005; 소영진, 2004; 원숙연, 2002)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세억(2001)의 경우 현상학적인 시각에서 정보화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 논리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론을 따랐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현상학적 연구로 보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반면 이 글의
경우 현상학적인 시각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현상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들이 가
13) 예를 들어 함연언(2001)의 연구의 경우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감시체제보다 더욱 강한 의미의
노동통제 기제로서 정보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김종성(2004)의 연구의 경우 같은
콜 센터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자감시에 대한 노동통제에 대한 반응은 다르며, 일부 응답자의
경우 욕설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감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이러한 전자감시에 대한 상반된 시각은 본 연구에서 a씨가 환경
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관리자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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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우
선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되
었다는 점이다. 추후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보통신기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좀 더 다양한 해석이나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는 2차례의 인터뷰밖에 진행되지
않았는데, 추가 인터뷰를 통해 심리변화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만약 추가 인터뷰가 이루어진다
면 이 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인간소외나, 물화, 배제 등과 같은 좀 더 확
장된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현상학을 바탕으
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현상학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철학적･방법론적인 지식
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다. 따라서
현상학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다음 연구를 진행할 경우 좀 더 탄탄한 이
론적･방법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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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hange of Individual Psychology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Focused on the
Local Lower-level Public Official
Myeongshin Kwak
This study is a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the adop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focused on lower-level public
officials. Generally, studies on ICT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have been
concentrated on a managerial perspective to enhanc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based
on a positivist perspective. It caused the negative problems such as dehumanization,
reification, and human alienation(entfremdung).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will propose a new implication based on the psychological change of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the adoption of ICT by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nterviews, the psychological change of the public officials is
categorized as below: the burden of nonconformity due to changes in work methods,
the burden due to increased work, the burden due to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Ultimately, this research confirms that these psychological changes could be cause a
negative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the work. This discussion suggests that the
adoption of ICT requires a management plan that considers not only instrumental
efficiency but also individual psychological changes.

Key Word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henomenology,
Psychological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