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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

기업은 일반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능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유형으로

정부 (국민)과의 대리인 관계에 있다. 대리인 관계에서 공기업의 성과를

책임지는 공기업 기관장의 역할유형에 따른 성과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기업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으로, 공공정

책 목표달성을 위한 간접적 정책수단(Salamon, 2002)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기업의 공공서비스 기능과 역할은 일반정부 부처 못지 않게 중

요한 공공기관으로 부각되어왔고, 공기업의 성과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성과

는 외부의 정치적 환경과 조직목표의 추구에 제약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유형으로 외부 정치적 요

인에 제약되어 있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목표의 갈

등관계에 놓여있다. 공기업의 기관장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최종임명에 따른 정치적 임명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공공요금의 규제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직목표의 달성에 제약적 요인이 존재한다. 따

라서, 공기업의 성과연구에서 정치적 영향과 조직의 특성은 주요요인으

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대리인 이론을 적용한 공

공기관 성과 연구들은 성과급 제도의 효과와 (권일웅, 2012; 김헌, 2007;

김유미·정순여, 2015; 김철회·조만형·김용훈, 2006; 전영한·금현섭, 2011;

하혜수·정광호, 2014). 기관장의 출신성분의 효과 (김병록·박태양, 2014;

김태형·장용석, 2013; 김헌, 2007; 민병익·김주찬, 2015; 안성규·곽채기,

2013; 안숙찬, 2014; 이명석, 2001;유승원, 2015)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

들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조직특성의 차이에 따른 성과제도의 공공조

직 적용의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대리인 이론에서 제기하는 제약적 여건

내에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따른 성과의 요인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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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정치적 연계는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일치된 상황으로 전제

할 때 왜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일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즉, 임명된 출신배경이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논리는 기관장의 조직 내 리더의

역할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때 공기업 성과연구는 조직의 공공성과 수익성 조직목표

의 상충의 조직목표의 제약 내에서 국민 (정부)와 대리인 관계에 있는

기관장의 역할은 어떻게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인가? 에 실마리

(puzzle)를 풀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또는 국민)과 대리인 관

계에 있는 공기업의 기관장의 역할이 공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

는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목표가

불일치되어 기관장의 역할이 조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인가? 또

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목표 일치되어 기관장이 조

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또한, 기관장의 임명 후에 조직에서의 리

더십의 역할이 어떻게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인가? 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경영성과제도의 발

전단계에 있는 2007년부터 2014년의 8개연도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기업의 성과요인의 기관장의 역할유형과 관리역량의 요인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지방공기업은 국가공기업과 달리, 공공서비스의 재화와 서비

스의 성격이 분배과 재분배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Sharp, 1990). 또한, 문화와 체육시설을 제공함으

로써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단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

시철도, 도시개발, 지역개발 공사들로 구성되어 공공조직의 다양한 조직

유형을 관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공기업을 임명하는 지방자치단

체장은 대통령의 5년 단임제가 아닌 3선의 12년 동안 공식적으로 4번의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공식적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다양한 상황 조건 내에서 공공조직의 다양한 성과요인을 분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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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성과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8개연도의 패널

데이터를 기초로 표준오차를 보정한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 model

by Driscoll and Kraay (1998))을 이용하여, 패널데이터의 이분산성과 자

기상관관계를 보정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 관료출신 기관장유형이 정치임명된 기관장유형보다 수

익성 성과가 높았고, 2) 변혁 지향적 리더십이 거래 지향적 리더십보다

수익성 성과가 높았다. 3) 관리역량의 영향은 조직관리역량과 인적관리

역량은 수익성 성과에 (-)의 영향을 주는 반면, 재무관리역량은 수익성

성과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관리역량이 크게 수익성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사와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은 기관

장임명, 리더유형, 관리역량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역소

속의 지방공기업은 관리역량보다는 기관장의 임명과 리더의 유형이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임기간과 관련하여,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은 기관장의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의 변화가 나

타났고,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임명 동기의 변화가 반영

되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장 재선

이후에 임명된 정치 이명된 기관장은 관료출신 기관장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고, 변혁지향적 리더십의 유형으로 성과를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

혀졌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관리자의 임명은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계에 관한 오래된 명제였다. 정치

적 임명은 실적주의 (merit system)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

임명은 직업관료를 통제함과 동시에 민주적 대응성을 높이는 점이 강조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의 연구는 간과되어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정치임명된 기관장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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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출신의 기관장은 오랜 기간 근무해 온 공공조직문화 내에서 관료의 전

문성과 능력이 짧은 임기의 외부임명된 정치임명의 기관장보다 높은 성

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일반부처,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의 기관장의 임명유형에 따른 성과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을 공단과 공사로 유형화하고, 기초소속과

광역소속으로 유형화했을 때에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그동안 공공조직의 성과요인으로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되었지만, 뒷받침하는 실증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공기업 기관장의 공개모집에 따른 임명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기관장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의 관료출

신의 기관장이 외부임명 기관장보다 더 많이 임명되고 있다. 소속 지방

자치단체장 및 일반정부 관료의 퇴직 후 인사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전문

성 있는 인사의 임명보다는 정실인사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 왔다. 이

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관료출신의 정년자들이 퇴직 후 산

하 기관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관피아’

의 현상 (예, 일본의 아마쿠다리 현상)으로 사회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임명된 외부임명 기관장은 관료출신 기관장보다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일까? 기존의 선행연구는 정부조직, 국가공기업

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구와 다양한 성과지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염두

하더라도,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공기업의 관료출

신 기관장은 상대적으로 관피아 현상에 의한 정실인사로 보다는 지방자

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퇴직 시점에서 후배 관료들의 인사적체를 해소

하는 내부승진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임명되는 관료출신의

기관장은 특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관료들 중에서 퇴직 후 소속 지

방공기업의 기관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소속 관료들의 생산성과 능력을 높

이는 유인구조가 제도화됨으로써 우수한 관료들이 기관장으로 선출될 가

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관료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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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료의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고,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

책적 성향을 공유함으로써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목표의 일치가 일어남

으로써 성과에 높은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리더십의 역량이 지방공기

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기관장의 임명유형에

따른 영향 이 후에 조직 내 실질적 역할이 성과의 중요한 요인 (Jung et

al., 2008)임을 보여주었다. 공공기관 내 기관장의 역할은 결과 지향적 성

과를 강조하는 역할 (거래적 리더십)과 구성원과의 신뢰와 조직목표의

협력적 공유를 강조하는 역할 (변혁적 리더십)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

었다. 본 결과에서는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변혁적 리더십의 역할이 거래

적 리더십의 역할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결과 지향적 성과제도

가 도입된 공공조직의 제도적 여건 내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과의 신뢰와 협동을 통한 조직목표의 일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 중에서 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

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지만, 수익성을 제한하는 공공요금의 규제를 받는

외부환경적 제약요소가 있다. 특히, 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가 그 예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외부환경과 조직특성 내에서 기관장의 역할은

제한적 외부환경 내에서 결과를 토대로 한 보상과 처벌의 거래적 리더십

보다는 구성원들의 경제적 유인 외의 동기부여를 부여하는 리더의 역할

이 조직성과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대리인 이론은 주인-대리인 관계를 목표 불일치의 관계로 가정

하고, 두 당사자의 목표를 일치하기 위한 제도(계약)의 유인과 처벌의 영

향력이 조직성과의 주요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조직의

주인-대리인 관계는 정치적 임명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주인-대리인의

목표 일치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제기되었다.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

대리인이 목표가 일치될 경우에는 결과지향적인 계약이 아니라, 행태지

향적인 관계를 통한 조직의 성과의 영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대리인 이론에서 제시하는 두 당사자 간의 목표의 불일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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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일치된 관계 (청지기 이론의 가정)가 지방공기업에서 나타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두 당사자 간의 일치된 관계는 정실인사에 따

른 비합리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아닌, 정책 지향적 정치임명으로 공공조

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임명권자와 목표를 공유하는 대리인으로서 공기업의 기관장은 높은 자율

성과 변화와 개혁의지로 조직 구성원을 화합하여 공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섯째, 지방공기업의 관리역량요인은 조직의 유형에 따라 역할이 다

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재무관리역량이 수익성에 (+)를 주고 있

지만, 조직관리역량과 인적관리 역량은 (-)의 영향을 주고 있다. 공공조

직의 목표가 모호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조직의 특성

(Chun and Rainey, 2005)을 고려할 때, 조직의 관리역량은 조직목표 달

성을 위한 관리수단으로 관리자들의 역할, 조직구조, 조직과정의 다양한

여건 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공조직 내에서

도 다양한 조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Rainey, 2009),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조직, 학교,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공공조직의 특

성에서 기인되고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1) 첫째, 성과지

표의 주관적 측정을 배제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는 목표

대비달성의 계량적 지표와 활동을 평가하는 비계량적 지표로 구성되어

심사자들의 주관적 평가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2) 둘째, 본 연구에서 사

용하고 있는 리더의 유형은 주어진 자료 내에서 주관적인 개념으로 조작

화되어 측정의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3) 셋째, O’Toole and Meier

(2014)에서 제시하였듯이, 불확실한 환경, 다양한 이해관계자, 제약된 재

원의 외부환경에서 조직관리자가 어떻게 환경과 연계되고, 조직관리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적 모형 및 설

명까지 이르지 못한 점이 있으며, 4) 넷째, 공공조직의 관료제 관성

(inertia)은 공공서비스의 성과효과성 만큼 단기적인 변화와 개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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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Rainey (2009)의 지적처럼 공

공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이 장기적 차원에서 공공조직의 문화를 변화하면

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고려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

라서, 짧은 임기의 기관장의 역할이 성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관료

제의 조직문화와 관계없이 기관장의 역할에 큰 영향이 있다고 확대해석

될 여지가 있다. 특히, 조직관리역량과 연계되어 기관장의 역할을 설명하

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

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성과제도 도입 이래, 대리인 이론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밝혀온 성과급 유인영향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기관장의 역할이 공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

과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환경의 제약적 여건 내에서 주인-대리인의 관

계에 변화에 따라 기관장의 유형과 리더의 역할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

을 밝힘으로써 대리인 이론의 공기업의 적용가능성을 높였다.

주요어 : 공기업, 지방공기업, 성과, 기관장, 임명유형, 정치적 임명,

리더십, 관리역량

학 번 : 2004-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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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과 목적

1. 연구필요성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성과평가는 1960년대 심사평가제도 때부터 역

사가 오래되었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정으로 정부투자

기관경영평가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1년 5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중앙부처에 대한 기관평가가 실시되었고, 공공조

직으로 성과평가는 확대되었다. 한편, 지방공기업은 1993년「지방공기업

법」제3차 개정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1999년 제5

차 개정으로 대폭적으로 변화가 되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

후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한인섭, 2011). 공

기업의 경영성과평가는 공공조직의 “경쟁”과 “자율성”을 토대로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적 개혁논의가 확산되면서

공공부문 성과관리체계의 중요한 제도로 발전되고 있다.

이에, 공공조직의 성과제도의 도입은 공공조직의 성과연구의 지식을 확

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공공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조직의 목표특성

및 공공조직의 특성(Chun and Rainy, 2005; Rainey and Chun, 2007), 관

리역량 (Donahue et al. 2000; Moynihan and Ingraham, 2004, Andrews

and Boyne, 2010), 리더십 (Rainey and Steinbauer, 1999; Van Wart,

2003)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다른 한편으로 성과측정의 다차원

(Boyne, 20021)), 성과모형 (전영한·금현섭, 2011; Hill and Lynn; 20052);

1)  Boyne (2002)은 공공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성과정보를 통해서 투명

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공공조직의 성과지표가 예전의 3Es (efficiency, 

effectiveness, equity) 이외의 민주적 가치와 대응성의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Hill and Lynn (2005)는 조직관리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조직성과연구는 외부환경,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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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oole and Meier,2011), 공공조직의 분야 (Walker and Andrews, 201

33)), 리더십의 역할 (Getha-Tayler et al, 20114))의 차원에서 공공조직

성과의 차별화 논의를 지속되어 왔다. O’Toole and Meier (2014)는 최근

연구에서 지난 공공조직의 성과연구는 외부환경, 정치적 외부상황, 조직

내부의 관리 등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 이론 (general theory)을

토대로 한 실증연구보다는 주요 공공조직의 대상을 토대로 한 관리 요인

들을 검증하는 단절된 연구가 다수라는 점을 지적5)하였다.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일반정부를 넘어서서 다양한 혼합조직 (mixed

organization)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Bozeman, 1987) 속에서 다양한

공공조직 성과연구는 공공조직 일반적 이론을 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연구의 부분이다.

특히, 공기업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으로, 공공정

책 목표달성을 위한 간접적 정책수단(Salamon, 2002)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기업의 공공서비스 기능과 역할은 일반정부 부처 못지 않게 중

요한 공공기관으로 부각되어왔고, 공기업의 성과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성과

는 외부의 정치적 환경과 조직목표의 추구에 제약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유형으로 외부 정치적 요

인에 제약되어 있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목표의 갈

등관계에 놓여있다. 공기업의 기관장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조직관리와 외부환경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성과연구모델이 필요함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지적은 Rainey and Chun (2007)의 공공조직의 특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3) Walker and Andrews (2013)은 공공조직론에서 지방정부의 성과가 중요함을 강조하면

서 40년 간 88개의 논문을 메타분석하여 조직성과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4) Getha-Tayler et al (2011)은 공공조직의 복잡한 환경, 다양한 이해관계, 공공가치들의 

갈등, 재원의 한계의 상황에서 공공리더십 (Public Leadership)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공공리더십을 특징 (character), 기능 (function), 범위 (jurisdiction)의 기준에

서 공공리더십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5) O’Toole and Meier (2014)는 조직연구의 결과는 조직대상 및 국가별로 다양한 맥락 

(context)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지적하면서, 조직연구에선 정치적 맥락, 환경적 변

화와 조직관리의 연계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4개의 잠재

적 가설들을 설정하여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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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임명에 따른 정치적 임명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공공요금의 규제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직목표의 달성에 제약적 요인이 존재한다. 따

라서, 공기업의 성과연구에서 정치적 영향과 조직의 특성은 주요요인으

로 인식되었다. 제도적으로 공기업은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어서, 이론적

으로 정부 (또는 국민)과의 대리인 관계에 기초한다6). 대리인 이론은 정

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두 당사자 간의 목표의 상충 (goal conflict)이

발생할 때 주인의 목표에 일치할 수 있는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계약)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대부분의 공

공기관의 성과연구는 두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대리인 이론을

적용한 공공기관 성과 연구들은 성과급 제도의 효과에 주목하였다(권일

웅, 2012; 김헌, 2007; 김유미·정순여, 2015; 김철회·조만형·김용훈, 2006;

하혜수·정광호, 2014). 선행연구들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조직특성의

차이에 따른 성과제도의 공공조직 적용의 시사점7)을 제공하지만, 대리인

이론에서 제기하는 제약적 여건 내에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따른 성

과의 요인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대리인 이론에서 대리인 이론

에서 강조하는 당사자 간의 관계 및 제약된 조건하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장 (대리인)의 역할에 따른 공기업의 성과영향요인을 간과하였다. 둘

째, 공기업 성과요인으로 공기업의 정치적 제약여건을 고려한 기관장의

6) 주인-대리인의 두 당사자가 직접적인 관계를 넘어서, 간접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을 경

우에는 이를 복대리인 (double agency)관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권순만·김난도, 1995).  

특히, 국민-정부-공기업  또는 국민-정부-공공서비스 계약기관의 경우이다. 하지만, 대

리인 이론은 조직의 소유권과 운영권의 분리를 전제로 한 조직의 소유권자인 주인 

(principal)과 조직 운영을 책임지는 대리인 (agency)의 관계에 주목하여, 당사자 간의 

정보, 위험의 선호, 목표의 선호를 일치하기 하기 위한 감시 및 계약의 형태를 강조한

다. 따라서, 복대리인 이론은 대리인 이론의 특수한 형태로 봐도 무방하다 

(Eisenhardt, 1989)   

7)  대리인 이론은 경제적 이해관계 (self-interest)가 다른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목표

의 불일치 (goal conflict)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contract) 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토대로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Jensen and Meckling, 1976).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대리인 이론에서 전제하는 당사자 간의 목표 불일치 관계를 토대로 공공기

관의 제도적 특징을 주인-대리인 관계로 가정하고 둘 간의 제약적 여건을 반영하지 않

고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과유인제도의 효과에 주목하여 시사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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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유형의 연구들은 (김병록·박태양, 2014; 김태형·장용석, 2013; 김헌,

2007; 민병익·김주찬, 2015; 안성규·곽채기, 2013; 안숙찬, 2014; 이명석,

2001;유승원, 2015) 공기업의 기관장의 임명권자의 정치적 연계가 공기업

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기관장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연계는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일치된 상황으로 전제할 때 왜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일치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임명된 출신배경이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준

다는 논리는 기관장의 조직 내 리더의 역할을 간과8)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때 공기업 성과연구는 조직의 공공성과 수익성 조직목표

의 상충의 조직목표의 제약 내에서 국민 (정부)와 대리인 관계에 있는

기관장의 역할은 어떻게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인가? 에 실마리

(puzzle)를 풀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또는 국민)과 대리인 관

계에 있는 공기업의 기관장의 역할이 공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

는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목표가

불일치되어 기관장의 역할이 조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인가? 또

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목표 일치되어 기관장이 조

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또한, 기관장의 임명 후에 조직에서의 리

더십의 역할이 어떻게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인가? 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구를 흥미롭게 한다.

지방공기업은 국가공기업과 달리, 공공서비스의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이

8) 리더십의 연구에서 초기에 리더의 출신배경과 개인적 자질을 강조하였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리더의 주어진 개인자질에 따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의 치명

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Northouse, 2001; Yukl, 1998). 이에 리더십

의 이론은 조직 내의 상황과 제약적 여건 내에서 외부환경과 구성원의 관계에 따른 리

더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공공부문에서 리더의 역할 또한 리더의 출신배경 뿐만 아

니라, 리더의 제약적 여건 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계 및 조직관리의 차원에서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Getha-Tayler et al.,2011; O’Toole and Meier, 2014, Rainey and 

Stenbau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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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과 재분배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Sharp, 1990). 또한, 문화와 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성

을 추구하는 공단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철도, 도시

개발, 지역개발 공사들로 구성되어 공공조직의 다양한 조직유형을 관찰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공기업을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

령의 5년 단임제가 아닌 3선의 12년 동안 공식적으로 4번의 지방공기업

의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공식적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 조건 내에서 공공조직의 다양한 성과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앞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질문을 구체화한다.

첫째, 지방공기업 기관장 임명권자와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관계에 주

목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임명권자와 기관장의 관계를 기관장의 전

직경력에 따른 임명유형에 관심을 두었다 (김태형·장용석, 2013; 민병익·

김주찬, 2015; 민인철, 2008; 김헌, 2007; 이명석, 2001; Gilmour and

Lewis, 2006; Gallo and Lewis, 2012). 선행연구들은 전직경력을 임명권

자와 정치적 연계가 있는 외부임명과 관료출신으로 구분하여 성과의 차

이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들은 임명권자와 정치적 연계가 있

는 인사들은 정실인사로 간주하였다. 이들 연구의 시사점은 공공조직에

서 대리인이론과 청지기 이론에서 제시하는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의 일

치와 불일치에 따른 관계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

다. 즉, 정실인사의 전문성부족, 경력의 부족, 조직문화의 적응과 같은 조

직관리의 능력이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의 연

구들은 정치적 임명을 정실인사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임명권자와 기관

장의 목표일치에 따른 정책 지향적 임명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반면, Van Skyke (2006) 연구에서는 New York 주의 정부와 비영리기

관과의 계약관계에서 정부와 비영리기관의 신뢰와 목표일치에 따른 청지

기 이론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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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명권자와 기관장의 사이에서 그러면 언제 목표일치가 발

생하고, 언제 목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일까? 임명권자와 기관장 사이

에 목표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대리인 이론에서 제시하듯이 계약과 감시

처벌의 제도적 제약은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임명권자와 기

관장 사이에 목표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결과지향적인 제약조건보다는

주인의 대리인의 관계지향적인 유인 (예를 들면, 신뢰와 조직 자율성 확

대)를 통해서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isenhardt (1989)는 대

리인 이론에서는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를 일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 1)

계약의 조건, 2) 정보의 확대, 3) 성과결과의 측정, 4) 주인의 위험선호,

5) 조직관리의 측정여부, 6)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기간, 7) 결과달성의

불확실성여부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조

직의 특성과 상황적 연계에 기초하여 주인-대리인의 관계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주인-대리인의 관계에 따라 조

직의 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경력에 따른 임명유형에 따라 성과에 어

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언제 자치단체장과 지

방공기업 기관장이 목표의 일치가 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

구를 검증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점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서 주인-대리인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초선과 재선이후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지방

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최종임명권자임과 동시에, 지방공기

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방공기업의 기관장 임명이 정실주의적 정치적 임명과 정책지향적

정치적 임명의 행태 또한 변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리더로서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의 역할이다. 기관장의 임명유형

에 따른 성과영향요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주인-대리인

의 관계에 기초한 조직성과논리는 대리인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자로서 제약적 여건 내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 7 -

그렇다면, 기관장의 임명유형에 따른 조직성과의 요인을 분석할 경우, 기

관장의 개인적 자질에 따라 모든 조직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

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듯이 정실인사(정치적

임명)로 임명된 기관장은 어느 조직에서도 낮은 성과를 도출한다는 점이

다. 이와 같은 논리는 조직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간과하거나, 리더의 역

할을 개인적 자질에 의존하여 성과영향을 설명하는 리더 개인자질접근

(individual characteristics approach)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리더의

역할은 조직과 외부환경의 상황에 따른 실질적 역할이 성과에 중요한 영

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검증해왔다 (Northouse, 2001; Yukl, 1998). 또한,

공공조직의 공공리더십의 강조하는 연구 (정광호·문명재, 2013; Rainey

and Steinbaur, 1999; Getha-Tylor et al. 2011; Jung et al., 2008; Terry,

1998; Van Wart, 2003;2013a)는 공공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리더는

리더의 개인적 자질보다는 조직의 환경 내에서 실질적 역할을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9)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공기업에서는 기관장의 어떠

한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줄 것인가? 공기업의 기관장 임명유형과

기관장 리더의 유형에는 어떤 관계가 있고, 임명유형과 리더유형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인가?

9) 하지만, 많은 리더십 이론들 역시, 어느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조직의 성과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Kraiser et al. 2008). 특히, 공공조직에서 리더

의 역할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Moynihan and 

Pandey (2012) 연구에서는 국가적 관리연구 프로젝트 4 (National Administrative 

Studies Project IV)의 설문을 바탕으로 성과정보이용도에 변혁적 리더십 유형의 영향

력을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유형은 조직목표의 명확성과 조직문화의 매개효과

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힌 반면, 이스라엘 군대를 대상으로 연구에

서는 변혁적 리더십은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lle, 2013). 또한, 

Kapucu and Van Wart (2008)은 미국의 katrina와 Rita의 재난상황에서 리더의 역할

은 주어진 조직의 자원과 외부협력적 요인들과의 빠른 대응적 역할 없이는 리더의 역할

은 예기치 않은 극단의 상황에서는 무의미함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보상과 처벌의 제도적 거래에 따른 관리 지향적 리더의 역할을 가정하고 있는 반면, 청

지기 이론에서는 대리인의 내재적 보상, 신뢰와 참여에 따른 역할을 가정하고 있다. 

Burns (1978)는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공

봉사동기를 통한 하위자의 동기유발과 함께 조직의 신념과 일치시키는 변혁적 리더십 

(transformational leadership)과 하위자들의 주어진 업무의 달성성과에 따른 보상의 

교환과정과 감시활동을 통한 거래적 리더십 (transactional leadership)으로 유형화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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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기관장 리더의 유형에 따른 성과의 영

향 요인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기관장의 임명유형과 리더의 유형을 연

계한 성과영향을 분석을 하고자 한다. 거래적 리더십은 주인-대리인 관

계에서 목표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제약적 여건 내에서 결과지향적인 성

과를 강조하는 대리인 이론에 기초하는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주인-대

리인간의 목표 일치의 제약적 여건 내에서 관계지향적인 행태를 통해서

성과를 강조하는 청지기 이론에 기초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기관장

을 리더십의 유형을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으로 유형화하여 기

관장의 리더 역할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고자 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관리역량이다. 조직성과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

는 관리역량이 성과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미 밝혀왔다(Hou,

Moynihan, and Ingraham 2003; Moynihan and Pandey 2005; Andrews

and Boyne, 2010; O’Tool and Meier, 2011). 관리역량의 개념은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의 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다. Ingraham &

Moynihan (2000)에 의하면, 정부는 관리기능과 정책집행을 수행하는 조

직의 구조, 과정, 기술로 구성된다. 관리기능은 재무관리, 인사관리, 자본

관리, 정보기술관리의 기능적 활동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관리역량은

조직의 리더가 조직성과를 도출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다양한 유형별로 관리역량이 어떻게 성과에 영

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공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

기업은 일반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능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유형으로

정부 (국민)과의 대리인 관계에 있다. 대리인 관계에서 공기업의 성과를

책임지는 공기업 기관장의 역할유형에 따른 성과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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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론은 주인-대리인 관계를 목표 불일치의 관계로 가정하고,

두 당사자의 목표를 일치하기 위한 제도(계약)의 유인과 처벌의 영향력

이 조직성과의 주요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조직의 주

인-대리인 관계는 정치적 임명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주인-대리인의 목

표 일치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인-대리

인 관계에서 목표의 일치와 불일치가 발생하는 제약적 환경요인을 고려

하여 임명된 기관장의 유형과 역할에 따라 어떻게 공기업의 성과가 다르

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기업의 기관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기관장의 임명권

자를 주인으로 상정하여 기관장의 임명권을 둘러싼 주인-대리인의 관계

를 토대로 공기업의 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우선, 주인-대리인 관

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명유형(예, 정치적 임명)과 임명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여건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주인)의 선거주기를 통한 기관

장 (대리인) 임명행태의 변화에 따른 성과영향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기

관장의 조직 내에서 리더의 역할과 조직의 관리역량의 영향이 어떻게 지

방공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기관장의 임명유형, 기관장의 리더유형, 조직관리역

량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크게 보면, 기관장의 특성요인과 조직관

리역량 요인으로 구분된다.

첫째, 기관장의 정치 임명은 공공조직이 가지는 특수한 특성이다.

민주주의 내에서 일반정부의 대표는 투표에 따른 선출(election)이지만,

지방공기업 기관장은 공개모집에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임

명한다. 선행연구들은 관료임명과 정치임명의 형태에 따라 성과에 영향

을 준다는 점이 밝혔지만, 단임제의 임명자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과 달리 4년 임기의 삼선까지

선출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12년 동안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을 제도 내

(기관장 임기 3년)에서 4번의 교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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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임명 기관장과 관료출신 기관장의 성과의 차이를 살펴본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기간에 따른 많

은 임명권을 토대로, 정치 임명 기관장이 정실 인사의 임명인지, 또는 정

책지향적 임명인지를 살펴보고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기간별로 비교분

석을 한다. 3) 정치 임명자와 관료출신 임명자 출신 배경은 지방공기업

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들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지방공기업

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기관장의 리더십 유형 (변혁 지

향적 리더십과 거래 지향적 리더십)으로 유형화하여 어떻게 성과에 영향

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조직성과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관리역량이 성과개선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미 밝혀왔다(Hou, Moynihan, and Ingraham 2003;

Moynihan and Pandey 2005; Andrews and Boyne, 2010; O’Tool and

Meier, 2011). 관리역량의 개념적 속성을 볼 때, 관리역량은 조직이 자원

을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조직의 성과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왔

다. 정부는 관리기능과 정책집행을 수행하는 조직의 구조, 과정, 기술로

구성된다. 그리고, 관리기능은 재무관리, 인사관리, 자본관리, 정보기술관

리의 기능적 활동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를 조직관리역량으로 측정하여 지방공기업

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여도가 있다.

첫째, 지방공기업은 공공-민간조직의 경계에 존재한다.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공조직의 유형에 따라 성과요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제시된 공공조직의 성과연구

의 지식을 넓혀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둘째, 공공조직의 복잡한 환경,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 공공가치의 갈등, 재원의 제약과 같은 다양한

상황의 변화 내에서 공공관리자의 역할이 어떻게 조직역량과 연계되어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함으로써, 공공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실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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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의의가 있다. 또한, 공공조직의 대부분 성과연구는 미국과 영국 등

의 한정된 국가 및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공성과 연구의 일

반화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정치·사회·문화의 환경적 맥락이 다른 아

시아 국가의 공공조직을 연구함으로써 공공성과 연구지식에 기여한다.

둘째, 공기업이 지니는 특성으로 외부환경과 연계된 기관장의 역할이

어떻게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기관장의 임

명유형에 따른 성과연구와 기관장의 리더십 유형의 따른 성과연구를 통

합하여, 기관장의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에 따라 어떻게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간과된 공공기관의 리더십 연구지식

을 확장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공공서비스는 국가공기업의 서비스와 비교할 때,

자원배분과 재분배 (redistribution)의 기능이 강하다 (Michell, 1983). 공

공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에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기업 성과평가

제도가 수립되어 집행된 지 20여 년이 넘어가지만, 국가 공기업과 비교

할 때, 지방공기업의 성과평가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다. 국가공기

업과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제도는 감시 및 처벌의 제도적 유사성에

기인하여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성과요인 차별성이 간과되어왔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규모 및 공공서비스의 유형, 외부 정치적 환경 (지

방자치단체장의 다년제 임기와 대통령의 단년제 임기)에 차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행정의 성과영역에서 차별적 특성이 부각되지 않아서, 연구

가 많이 축적되어 오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공기업과 차

별화된 지방공기업의 성과요인연구를 통해서 지방공기업의 성과제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넷째, 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성과제도 도입 이후에 이론적 기초가 되

고 있는 대리인 이론의 공공조직 적용에 관한 연구로, 기존의 선행연구

에서 성과급 유인제도의 공공조직 적용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대리인

이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인-대리인 관계 변화에 따른 성과요인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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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성과연구의 지적확대에 기여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과급의 유인제도의 여부에 따른 대리인 이론의 적용여부의

논의를 넘어서서, 주인-대리인의 관계변화 및 공공조직의 리더의 역할에

따라 조직성과의 영향분석한다. 이와 같은 연구분석은 행정학에서 논의

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정치적 환경과 연계된 성과제도의 정착 및 제도의

정책적 개선점의 함의를 줄 여지가 크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지방공기업이다. 그 중에서 경영성과평가대상

이 되는 지방공단과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016년 1월 현재 「지방공기업」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은 410개에 이른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1) 공공서비스를 직접

운영 (상·하수도), 2) 위·수탁 (지방공단: 환경공단, 시설관리공단, 기타공

단), 3) 법인설립에 따른 독립운영 (지방공사: 도시철도, 도시개발, 기타

공사), 4) 민간자본과 공동출자를 통한 법인운영 (제3섹터)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제3섹터를 제외한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의 대상 및

지도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 직영기업을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역할의 성

과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즉, 상·하수도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정부의 한 단위부서로 내부적 승진에 따라 운영된다. 조직의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조직의 기관장의 역할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은 지방공기업 중에서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기관장을 공개모집하고 있는 지방공단과 지방공사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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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2007년부터 2014년의 8개 연도로 한정한다. 2007년부

터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제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10)이다. 특

히,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

라 방만한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효율적 감시의 제도적 개선이 추진

되었다. 이 시기에서는 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가 개선된 제도 내에서 기

관장의 역할과 내부관리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장점이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성과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제도적

변화를 고려한 다년도의 범위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

전의 지방공기업의 정보는 현재 시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4년의 연구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 3번의 변화 (2006년, 2010년,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

체장의 임기변화와 기관장의 임기변화 (기관장 3년 임기, 재임가능)를 살

펴볼 수 있는 가능한 범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0) 한인섭 (2011)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유형화하면서, 지방

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제도는 1993년부터 도입기를 거쳐 2008년부터 평가제도의 성장

기로 경영평가의 효율화를 모색하는 시기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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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제1절 공기업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조직특성 논의-공공성(publicness) 개념 

조직이론 (organization theory)은 조직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분류는 조직현상과 그와 연관된 요인의 상호관계

를 분석연구이다.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분류 논의는 일찍이 조직이론

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경제변동에 따른 정부의 역할이 팽창되고, 다

양한 공공조직이 나타나면서 논의의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었다. 즉, 기존

의 Wilson의 정치-행정 이원론에 기초한 행정원리론과 Appleby의 정치

-행정이원론에 기초한 경제학적 및 정치학적 접근법으로는 현실에서 나

타나는 다양한 혼합조직 (mixed organization)의 조직현상 및 공공조직

의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의 한계가 나타났다 (Pesch, 2005).

행정원리론적 관점에서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구분이 없이 일반

론적 접근 (generic approach)로 시작되었으나, 경제학적 관점과 정치학

적 관점에서 조직을 구분하면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구분은 논의가

되었다. 이후, Wamsely & Zald (1973)과 Bozeman (1987)에 이르러서,

공공조직의 특성을 소유권 (ownership), 재원조달 (funding)의 정치학적

권위 (political authority)와 경제학적 권위 (economic authority)로 구분

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정치적 특성과 경제적 특

성에 따라 차원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논의 (Wamsely & Zald, 1973;

Bozeman, 1987)가 진전되면서 조직연구를 포괄할 수 있는 구분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Rainey & Chun, 2007).

행정관리론적 관점은 19세기 말부터 1930년 대 초반 행정원리를 강

조하는 시기에는 일반조직이론 (generic organization theory)을 개발하는



- 15 -

시기에는 공공조직-민간조직의 구분이 대두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는 과

학적 관리론적 입장에서 조직의 외부환경 보다는 조직내부의 능률적 관

리에 중점을 두었고, 과학적 행정원리에 따라 운영될 경우 조직의 성과

는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행정원리를 강조하는 시기에는 공공조

직과 민간조직이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조직의 성과는 조직의

특수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직의 관리에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경제학적 접근은 정부-시장 부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에 따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가 나타난다. 경제학적 접근은 공공

조직과 민간조직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생산성

(production)이 다르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비교할 때, 비효율적인 관

리구조 (예, 비효율적 의사결정구조, 조직의 목표의 모호성), 정치적 영

향, 경쟁 및 시장의 부재로 인해 민간조직보다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치

부한다. 반면, 정치적학 접근은 공공조직의 정치적 영향력에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강조한다 (Pesch, 2009). Appleby (1945)는 공공조직은 행정은

정책결정과정의 일부로, 공익 (public interest)을 제공하는 공공조직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신행정학의 사조와 함께, 1960

년대 Minnowbrook movement와 1980년대 Blacksburg menifeso로 이어

지면서 공공조직의 민영화에 따른 공익 감소를 비판하였다. 즉, 정치적학

접근은 공공조직의 공익의 추구는 정치적 환경과 과정을 토대로 실현되

고, 이러한 점은 민간조직의 관리 및 경영과 차별되는 점이라는 점이라

고 구분하였다.

다차원적 접근방법은 Wamsely & Zald (1973)과 Bozeman (1987)에

의해서 논의 중심이 되고 있다. 다차원적 접근방법은 이론적 접근방법이

라기 보다는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조직을 유형화하는 점에서

기존의 접근법과 다르다. 다차원적 접근방법은 정부-시장, 공공-민간의

이분법적 접근11)의 조직유형의 접근방법은 경계를 넘어서는 (blurring

11) Sayre (1958)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 기본적으로 유사

하다 (fundamentally alike in all unimportant respect).” (p. 102). 그리고, Knott 

(1993)에 따르면, Simon, Smithburg, and Thompson (1958)은 공공관리와 민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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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조직의 유형이 나타나면서 조직성과를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는 점을 강조한다 (Bozeman, 1987; Rainy & Chun, 2007).

공공성에 기초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구분의 조직적 논의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연구에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구분은 조

직의 성과요인을 분석하는 근본적인 특성을 제공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

였다. 일반론적 접근방법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근본적 차이

(fundamental differences)의 차이가 없이 과학적 관리원리에 따르면 성

과가 같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조직의 환경적

요인을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지않고 관리적 요인에 따라 변화된다는

논리다. 이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공공조직 민간관리

기법 (예,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의 도입에 따라 공공조직의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한다. 결국, 현재 공공기관에 성과제도를 통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접근법은 행정원리론 접근법의 또다른 접

근법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의 적용가능성을 염두해야한다. 즉, 과학이 발달하면

서 원리 (principle)과 원치 (law)의 개념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경제적 접근과 다차원적 접근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은 조직의 특성을 구분짓는 조직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

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접근법은 공공조직의 특성을 정리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공공조직의 특성을 정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과 연구

가 진행되어 왔고, 명확하게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지는 못하지

만 공공조직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성과요인 분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erry and Rainey, 1988; Rainey & Chun, 2007).

의 차이에 대해서 “is much too sharp to fit the facts (p.94).”라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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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1] 다양한 공공-민간조직 분류 접근법

접근법
(approa

ch)

일반
(generic)

핵심 (core)
규범적

(normative)
다차원적

(dimensional)경제학 정치학

대표학자
및

추세

Simon
(1948/1997)

Weber
Taylor
Pugh et
al. (1969)

De Alessi
(1980)

Alchian &
Demset,
1972)

Appleby
(1945/1967)
Benn &
Gaus
(1983)
Dewey
(1927)

Lambright
(1971)

Minnowbrook
movement
(1960)

Blacksburg
movement
(1980)

Dahl & Lindbloom
(1963)

Wamsley & Zald
(1973)

Bozeman (1987)

조직차이 공공=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영역
(sphere)

정부-시장
정부-사회
행정-정치

정부-사회
행정-정치

정부-시장
정치-경제

차이기준
과학적원리

적용

관료의
비효율성
시장부재
정치영향

정책결정
관여

정책결정과정
을 토대로
공익추구

시장부재
소유권-재원

정치적 권위-경제적
권위

자료: Bozeman & Bretschneider (1994) & Pesch (2009)을 토대로 재구성

위에서는 조직의 공공성 개념에 기초한 정치적 속성 (소유권)과 경제

적 속성(재원)에 따른 공기업의 조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공공성 개념

에 비추어 볼 때 공기업은 조직분류체계상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연속

선상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성 조직

특성에 기초한 이론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과 결부지을 때,

한계점이 나타난다. Bozeman (1987)이 제시한 분류에 따르면,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정부의 지원금액이 민간기업의 R&D　지원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 오히려 민간기업의 서비스가 더 공공성이 높은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성 조직분류의 한계는 정치적 속성의 개

념과 경제적 속성 개념이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정책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다. 전영한 (2007)은 정책도구의

유형분류에서 강제성 (coerciveness)와 직접성 (directiveness)의 분류12)

에 따라 정책도구의 유형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의 분

12) 그는 강제성과 직접성의 차원을 정책도구의 핵심적 분류 기준으로 보는 이유는 강제성 

(coerciveness)는 공공정책이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개념으로 보

았고, 직접성 (directiveness)는 개별정책도구가 공공조직의 특성상 다양한 공공조직들

이 개별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분류기준에 볼 때, 정책도구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약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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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따르면 공기업의 역할은 정책도구의 유형화에 분류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강제성과 직접성의 기준에 따라 공기업에 의해서 제

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범주 안에서 공기업의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다

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기업의 기능 및 역할 관점

공공조직에서 공기업 (public enterprise)의 관심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성과를 높이고자 정부소유권에서 민간 및 관리소유권의 변화에 따라 관

심의 대상이 되었다. 공기업은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의 중간형태로 조직

목표와 비추어볼 때, 정부조직의 “공공성”과 민간조직의 “효율성”을 동시

에 추구하는 조직으로 혼합조직 (mixed organization)으로 분류된다.

[그림2- 1] 공기업의 조직형태

공공성 ⇐ + ⇒ 기업성

⇓ ⇓ ⇓

행정기관 → 공기업 → 사기업

• 중앙정부 → 정부부처형, 공사형, 주식회사형 민영화된 공기업

• 지방정부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지방공사 제3섹터

구 분 행정기관 공기업 사기업

생존목표 공익 추구 공익 추구 사익 추구

목표의수 다수 다수 단일

주변환경 단일적 독점적 경쟁적

산출물성격 공공재 공공재․사적재 사적재

자료: 이상철 (2007) 재구성

공기업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일부 담당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기업을 정부의 간접적 정책수단의 기능을 강조한다. 간접적 정책수단

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공기업이 정부조직의 일부로 증가하는 공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 (policy tool)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Sala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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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그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분류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

의 속성을 1) 공공서비스 제공 유형과 활동, 2)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delivery vehicle), 3) 조직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delivery system), 4)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법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13

개의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정책수단을 1) 직접성

(directiveness), 2) 강제성 (coerciveness), 3) 가시성 (visibility), 4) 자율

성 (automaticity) 유형으로 분류한 후, 이러한 정책수단이 1) 효과성,

3) 효율성, 3) 형평성, 4) 관리지향성, 5) 법적·정치적 지원의 유형으로

평가하였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중에서 상

대적으로 공기업은 정부의 간접적 수단 (indirect tools)으로 낮은 직접

성, 중간정도의 강제성, 높은 가시성과, 낮은 자율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

다. 또한, Hood (1986)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정보, 강제, 재정,

조직적 자원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목적에 따라 효과성목적 또는 탐지 목

적에 따라 공기업의 공공서비스 전달을 효과성을 목표로 하는 조직형으

로 분류하였다 (전영한, 2007).

반면,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시장에서 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

다. 공기업은 정부주도의 자연독점 산업을 담당하는 혼합과점 (Merrill

and Schneider, 1966)의 형태로 민간기업의 이익극대화 목적과 달리 사

회적 후생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 (De Fraja and Delbono, 1989)하는 조

직으로 개념화한다. 우리나라 학자들 역시, 공기업의 개념을 조직특성,

정부규제, 경제학적 접근에 따라 개념화 (이원희, 2009; 김준기, 2007)하

고 있으나, 공공조직법의 개념13)에 맞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

13) 공기업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주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으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재원을 출자하여 소유권을 갖거나 운영의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소유 및 지배에 관한 논의가 있다. 즉, 정부가 재원을 100% 출자해서 지원한 

공기업은 소유권이 인정되어 공기업의 범주에 넣을 수 있으나, 정부가 일부 재원을 출

자할 경우에는 소유권이 아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부 출자한 공

공조직을 공기업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유훈 외 (2011)은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사기업을 보족하기 위해서 투자의 목적으로 기업을 일부출자 하였지만, 지배

권이 결정적이 아닐 경우에는 공기업의 범주에 넣지 않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한다.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의 범주에 제3섹터 (지방자치단체 50% 미만 출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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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여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유훈·배용

수·이원희, 2011)”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공기업의 기능 및 역할의 관점 역시, 다양한 공기업의 유

형에 따른 통일된 분류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전영한,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공공성 개념에 기초한 조직특성분류와 기능 및 역할

의 관점 분류는 공기업이 정부라는 외부 정치적 환경 및 외부의 제도적

환경과 연계되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적 특성

을 찾을 수 있다. Bozeman (1987)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공공조직의 특

성은 기능, 역할, 조직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조직적 형태로 분류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조직의 범위는 일반적 분류는

힘든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공기업의 조직

적 특성, 기능 및 역할이 주는 의미는 공공조직의 유형 내에서 공기업이

외부의 환경적 제약여건 내에서 공공조직의 성과의 영향이 다양한 요인

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성과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는 점이다.

사) 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하지만, 제3섹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행정자치부의 경영성

과평가에서 제외되고, 이들의 회계 및 감시활동도 아직까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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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기업 성과의 이론적 배경 

1. 대리인 이론, 청지기이론, 정치적 임명접근 

1) 공기업의 성과요인의 주요 쟁점

공공조직의 성과연구는 많은 지식을 축적해왔다. 공공조직의 특성을 반

영한, 공공조직의 목표특성 및 공공조직의 특성(Chun and Rainy, 2005;

Rainey and Chun, 2007), 관리요인 및 관리역량 (O’Toole and Meier,

2011; Moynihan and Ingraham, 2004, Andrews and Boyne, 2010), 리더

십 (Rainey and Steinbauer, 1999; Van Wart, 2003)은 대표적 연구로 공

공조직의 성과요인으로 공공조직의 특성, 관리요인, 리더의 역할 및 외부

환경과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조직의 성과연구는

대부분 공공성이 강한 정부조직, 학교, 병원을 대상으로 한정 (O’Toole

and Meier, 2011;Andresen, 2008; Andrews et al. 2011)하고 있고, 영국

과 미국의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있다 (Walker and Andrews, 2013). 상

대적으로 공기업의 성과연구는 간과되어 왔다14).

공기업은 조직특성과 목표 상충 (공공성과 수익성), 정치적 임명에

따른 외부 정치적 영향력의 제한, 공공서비스의 요금규제 등의 외부적

환경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볼 때, 공기업의 기관장 역할은

외부의 환경에 대응하는 리더의 역할과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내부 관리

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당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

히 공기업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정부-공기업의 복대리인 관계

(double agency relationship)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국민 책임성

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복대리인의 관계에서 공공서비스의

궁극적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기업의 감시역할을 더욱

14) 공기업의 성과연구가 간과되어 온 이유는 국가적으로 공기업의 발생과 역할이 상이한 

차이에서도 있다 (유훈 외, 201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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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기업 기관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당사자 간의 주인-대

리인의 관계에 따라 공기업의 성과는 영향을 받게 된다. 정치적 영향을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대리인 이론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에서는 공기업

의 자율적 경영과 성과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

하고 성과급과 같은 보상적 기제가 공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

장한다 (Shleifer and Vishny, 1994; Horn, 1995).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

은 공기업의 성과를 책임지는 기관장의 역할을 단순한 정치적 영향력에

한정하고 기관장의 조직 내에서 관리자 또는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

과하고 있고, 공기업의 보상과 같은 성과기제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2) 공기업의 조직이론: 대리인 이론과 청지기 이론

(1) 대리인 이론

대리인 이론 (agency theory)은 경영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개념적 틀이다 (Eisenhardt, 1989; Shleifer

& vishny, 1994). 대리인 이론15)은 두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행태에

주목한다. 대리관계는 하나 또는 이상의 당사자들이 있을 때 한 쪽 당사

자 (위임자)가 다른 당사자 (대리인)에게 일부의 결정권한과 함께 위임자

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부여하여 수행하도록 고용하는 계약관계이다. 이

러한 대리인 관계는 소유과 통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Jensen and Meckling, 1976). 따라서, 소유과 통제가 분리된 조직에 적용

될 수 있는 이론으로 평가받는다 (Davis et al. 1997). 대리인관계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대리인은 주인보다 우월한 정

15) 대리인이론의 주요 가정은 1)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2) 주인과 대리인 

모두 효용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3)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

하며, 4) 주인은 불확실한 정보상황에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권순만·김

난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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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이용하여 도덕적 해이 및 역 선택과 같은 이기적인 행위가 나타나

게 된다. 이에 대리인 이론은 주인은 대리인의 이기적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제한적 여건 하에서 대리인에게 경제적 유인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양자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당사자의 관계를 설명한다 (Jensen

& Mecking, 1976). 하지만, 당사자들은 각자의 이익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의 상충 (conflicts of interest)가 발생하게

된다. 대리인이 주인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주인은 대리인의 행위

를 감시하는 비용, 행동을 약속하는 다른 보증비용, 계약이 이행되지 않

았을 때 기대했던 이익의 손실 등의 대리비용 (agency costs)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주인은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와 행위를 이행

했을 때 경제적 유인을 포함하는 계약의 체결을 통해서 대리비용을 감소

시킨다.

이와 같이 대리인 이론은 1) 계약에 참여하는 주인과 대리인은 개인

이익을 최대화하는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고 있고, 2) 합리적 경제적 인간

을 가정하기 때문에 둘 간의 목표가 서로 불일치하고, 불신(distrust)를

가정한다, 3) 주인은 대리인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

해 보상, 감시, 제재 (sanction)수단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줄인다. 4) 따라

서,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은 대리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제어하고, 보상과

감시의 수단으로 사전적으로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을 줄이며, 구체적 계약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대리인의 도덕

적 해이 (moral hazard)를 줄여서 조직의 성과 (주인의 이익)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인-대리인 모델을 공공조직에 적용할 때, 국민과 정부를 주인과 대

리인으로 한정될 수 있고, 세분화하면, 다시 정부와 공기업, 정부와 계약

민간기업, 국민과 정치인 등 단순하게 주인과 대리인의 일대일 관계가 아

니라, 다양한 주인과 대리인, 주인과 다양한 대리인 등 복대리인 구조

(double agency structure)가 나타난다 (권순만·김난도, 1995). Van Slyke

(2007)은 공공부문에서 주인-대리인 모델은 단순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



- 24 -

보다는 국민-정치인-정부-공기업 또는 비영리단체 계약의 다층의 대리인

구조 (multiple agency structure)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관

계를 단순한 주인-대리인 모델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의 다양한 조직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거버넌스 구조로 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조직에서 계약관리 (contract management)에 시사점을 주고 있

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주인-대리인 모델은 정치인의 권력과

예산을 확보하려는 부처의 행동 간의 목표의 불일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정부관료는 공공서비스 계약하는 당사자 (예를 들면, 비영리

단체, 정부보조금 사업 대상자)보다 많은 정보를 통해서 계약당사자의 이

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16).

대리인 이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조직현

상에 따라 계약의 가정을 완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다. Eisenhardt (1989)는 대리인 이론의 가정은 계약의 상황, 계약기간, 계

약서비스의 종류, 당사자 간의 목표 갈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대리인이론에서 주목하는

상황은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인이 대리인과의 계약 (contract)의

내용이 주인-대리인의 관계와 조직적 특성에 따라 1) 행태 지향적 계약

(behavior-oriented contract)와 2) 결과 지향적 계약 (result-oriented

contract)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직의

성과가 측정가능하고 미래의 성과가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대리인과 목표

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결과 지향적 계약을 행태 지향적 계약보다 선호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리인과의 다년간의 계약을 통해서 신뢰가 확

보된 상황에서는 결과 지향적 계약보다는 행태 지향적 계약을 통해서 조

16) 하지만, 반대로 계약당사자 (비영리단체 및 정부보조금 사업 대상자)들이 많은 정보로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계약당사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다층의 대리인 구조에서 발생하는 주인-대리인의 

관계로 궁극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상황에 따른 설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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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설명17)한다. 즉, 대리인 이론

에서 주인이 재계약 등의 상황에서는 목표를 더욱 상세화하고, 대리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재량의 확대와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강화된 감시활

동을 토대로 대리인의 이기적인 행태를 줄이고 조직목표와 행동을 일치

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주인

은 대리인과 계약적 연계 (alignment)를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감시비

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대리인은 주인과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주인의

목표와 본인의 행동을 수렴하는 조정된 행태로 조직목표에 긍정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Eisenhardt, 1989; Shleifer and Vishny, 1994; Agarwal et al., 2014). 첫

째, 대리인 이론은 계약을 통해서 대리인의 이기적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가정을 단면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리인은 조직의 목표와 사명에 따른 충성과, 내재적 동

기 부여가 가능하고 주인에 의한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

다. 또한, 주인-대리인 이론에서는 당사자들을 제한적 합리성을 토대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거래비용, 부패 등으

로 대리인의 이기적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완벽한 계약의 성립은 불

가능하고, 계약을 측정하거나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 째, 사전적으

로 완벽한 계약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전적인 (ex ante) 수단에

불과하다. 즉, 계약 이후 감시와 보상의 수단으로 대리인의 사후 재량권

(residual discretionary right)을 제한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셋 째,

대리인 이론에서는 대리인이 오직 이익극대화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대리인의 이익추구현상만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공공부문의 대리인 현

상은 공공조직의 목표의 다양성 (goal diversity)와 다양한 주인

(multiple principal)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이익추구 행위의 한계

17)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리인 이론은 청지기 이론에서 제기하는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

에, 청지기 이론은 대리인 이론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이 되기도 한다 (Davis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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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적하였다. 넷째, 대리인 이론에서는 성과계약에 따른 물질적 동기부

여에 따른 대리인의 행태를 변화하려는 가정이 있지만, 공공조직의 동기

부여는 인사권에 있다 (권순만·김난도, 1995). Fama (1980)은 대체동기

요인이 있는 활발한 민간노동시장에서는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평

판(reputation)을 개발하여 업무성과를 높이려는 기능발휘가 가능하나,

공공조직은 외부노동시장을 통한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다.

(2) 청지기 이론

청지기 이론 (stewardship theory)는 대리인 이론과 달리, 주인과 대

리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Van

Slyke, 2007). 대리인의 이론은 두 당사자의 경제적 이익에 한정하여 설

명함으로써 복잡한 조직상황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청

지기 이론은 심리학적, 사회학적 배경으로 대리인이 청지기로써 어떤 상

황에서 주인의 목적과 일치될 수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Davis et

al., 1997). 청지기 이론에서는 조직적, 집단적 행동이 개인의 이기적 행

태보다 높은 효용 (utility)가 있다고 가정한다. 대리인의 행동은 개인적

이익행동과 협력적 행동이 상충되지 않고, 협력적 행동을 우선시 하면서

주인의 목적과 동일 시 한다. 또한, 조직의 성공과 주인의 만족도는 유사

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조직의 성과를 최대화함으로써 주인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본인의 효용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청지기 이론은 대리인의 행태에 주목한다. 대리인의 심리적으로 내재

적 동기요인과 성취감과 같은 높은 욕구실현을 추구한다. 또한, 사회적

이상형으로 주인과 같은 사람과 비교하며, 높은 가치의 몰입 및 실행에

따른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으며, 본인의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

을 보상이나 강제성성의 제도적 차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문성의 향상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관리철학은 통제 지향적이

아니라 참여지향적인 점을 강조하고 오랜 기간 주인과 구성원의 신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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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함으로서 집단적 문화 속에서 구성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조직

성과에 몰입하는데 집중한다. 이렇게 볼 때, 이와 같은 청지기 이론은 공

공조직에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Van Slyke (2007)은 정부와 비

영리단체의 공공서비스 계약관계에서 잘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New York 주와 카운티 시가 비영리단체와 계약을 통한 성과측정

을 통해서,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관계보다는 청지기

관계 (stewardship relationship)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렇게 볼 때, 청기지 이론은 1) 대리인은 개인적 이익의 효용보다는

조직적 집단적 행동에 따른 성취에 효용이 더 높다고 가정하고 있고, 2)

주인과 대리인 간의 목표의 연계 (goal alignment)에 따라 참여지향적인

관리 행태를 가정한다. 3) 주인은 대리인에게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재

량권을 확대함으로써 대리인의 책임성을 높이고, 조직규범과 문화를 공유

하며 구성원과의 신뢰를 창출한다. 4) 따라서, 청지기 이론에서는 주인과

대리인은 신뢰와 공유된 목적을 바탕으로 내재적 동기유인을 통한 보상

을 지급한다. 또한,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통해서 대리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보비대칭에 따른 도덕적 해이 행태 또한 줄일

수 있다.

3) 공기업의 적용: 기관장 임명유형의 논쟁과 역할

공기업의 경우 민간조직과 공공조직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혼합조직

으로서 정부의 정책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Horn, 1995)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토대로 한

민주적 책임성의 요구는 기관장의 임명과 기관장의 리더의 역할이 성과

관리나 행정개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공공조직의 기관

장의 임명은 실적제 (merit system)에 의한 전문성과 중립성에 기초한

임명과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엽관제 (spoils system)에 따른 정

치적 임명 논의로 출발된다. 이러한 논의는 책임성18) (responsibilit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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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확대되어,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관료제의 효

율성(efficiency)과 대응성 (responsiveness)의 관계로 환원19)된다. 특히,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의 임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 내

에서 공공기관 임명은 일반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책임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임명된 관리

자에게 관료적 효율성 뿐 만 아니라 민주적 대응성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Bourdeux, 2001). 따라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은

정치적 통제와 관료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된다.

공기업의 정치적 임명에 따른 관료통제 필요성은 비단 관료의 이기적인

행태 (Niskanen, 1971; Dunleavy, 1991)를 완화하여 공공서비스의 대응

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 이외에, 임명권자의 정치철학과 연계된 국정운

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Lewis (2008)는 임명

권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임명을 정치적 임명으로 개념화하고, 정치적

임명은 임명권자의 주체에 따라 1) 전략적 정치임명 (strategic

appointment), 2) 관료적 임명 (bureaucratic appointment)로 구분하고,

임명권자의 임명동기에 따라 1) 정책중심적 임명 (policy-motivate), 2)

정실주의적 임명 (patronage-driven)으로 구분하였다 (박상희, 2009). 그

는 공공기관의 정책수행 운영이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다르게 나타날 때,

정책 중심적 정치임명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정책 중심

적 정치임명은 선거에서 선출된 임명권자가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18) Friedrich의 공무원의 직업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공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관

료의 자율성을 통한 관료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반면, Finer는 민주주의 제도 내

에서 권력 (power)의 남용을 경계하면서 관료를 통제하여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야한다고 주장한다 (Finer, 1941).    

19) 공공조직의 임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역시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논의는 공공관료의 유능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 자율성을 높이는 측면과 민

주주의 제도 내에서 관료의 권력을 견제와 통제함으로써 민주적 대응성을 높이는데 귀

결된다. “정실 (patronage)”와 “실적제 내의 공공관료 (civil servant)” 의 구도에 중점

을 두면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권력과 관계되어 정파성 (partisan)과 연합의 이익

(coalitional interest)과 관련된 정치학적 접근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립성 

(neutral)” 과 “대응성 (responsive)”의 구도에 중점을 두면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관료

의 경력과 전문성과 정치임명에 따른 임명권자의 정책의도와 연계된 행정관리론적 접근

으로 나타난다 (Barberia and Prac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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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정 또는 정책에 대한 목표의 단일화와 통합

을 목적으로 임명권을 행사에 기초하여 임명되는 것을 의미한다 (Gallo

and Lewis, 2014). 그의 실증연구 (2008)에서는 보수적인 대통령은 진보

적인 공공기관의 정치임명을 높이는 반면, 진보적인 대통령은 보수적인

공공기관의 정치임명을 높인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반면, 정치임명의 대

통령의 정치철학보다는 정실인사 (political patronage)에 의한 임명에 따

른 임명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재임 및 정권교체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임명은 주인-대리인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일치된 상황에 기초한다. 하지만, 대리인 이론은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의 목표

를 일치하기 위한 계약, 보상 및 처벌의 제도적 관계에서 조직의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Jensen and Meckling, 1973). 대리인 이론은

1) 계약에 참여하는 주인과 대리인은 개인 이익을 최대화하는 경제적 인

간을 가정하고 있고, 2) 합리적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기 때문에 둘 간의

목표가 서로 불일치하고, 불신(distrust)를 가정한다, 3) 주인은 대리인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해 보상, 감시, 제재 (sanction)

수단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줄인다. 4)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은 대

리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제어하고, 보상과 감시의 수단으로 사전적으로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을 줄이며, 구체적

계약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줄여

서 조직의 성과 (주인의 이익)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리

인 이론에 따르면, 사전적으로 임명권자가 목표일치의 보상적 계약

(contract)을 체결함으로써 공공기관장의 행동을 조직성과에 극대화하도

록 설계한다. 대리인 이론의 견해에서는 소유권과 운영권의 분리된 상황

에서 소유권을 지닌 당사자를 주인으로 상정한다. 하지만, 공공분야에서

궁극적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기업을 직접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임명권

자가 주인의 역할을 하게된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기초한 신공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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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합리적 선택론자들은 정치인의 이기적인 행태에 따른 정치적 임명

은 정실인사를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관료와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하고, 관료적 이해에 따라 의도적으로 공

공기관의 예산극대화 (Niskanen, 1971)와 공공조직의 확대 (Dunleavy,

1991)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정치인들의 선거 당선을 위한

단기적인 시각 (short-term horizon)과 연합 (coalition)의 행태

(Buchanan, 1978)는 정실주의적 정치임명의 정치화는 정부의 실패를 초

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임명권자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확장

하고자 공공기관의 정책수단화하기 위한 정실적 정치임명은 정부부처보

다 비효율적인 비용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실인사의 경

우에는 임명권자와 공공기관장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목표가 일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문성부족, 경험부족, 조직문

화의 부적응, 빠른 임기교체 등의 이유로 조직에 낮은 성과를 낼 수 있

다고 설명한다 (Gallo and Lewis, 2012).

하지만, 대리인 이론은 정치적 임명과 같은 공공조직에서 주인과 대

리인 사이에 계약에 의한 행동보다 관계적 행동에 따른 목표 일치 가능

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즉, 당사자의 개인 이익극대화의 가정에

따라, 당사자의 비경제적 요인의 유인수단을 간과하고 있고, 두 당사자의

목표 일치에 따른 행태변화의 설명을 간과하고 있다. Davis et al.(1997)

은 심리학적, 사회학적 배경으로 대리인이 청지기로써 어떤 상황에서 주

인의 목적과 일치될 수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대리인의 행동은 개인적

이익행동과 협력적 행동이 상충되지 않고, 협력적 행동을 우선시 하면서

주인의 목적과 동일 시 하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통해서 대리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최소

화함으로써 정보비대칭에 따른 도덕적 해이 행태 또한 줄일 수 있다. 따

라서, 청지기 이론에서는 임명권자는 공공기관장과의 같은 정책적 지향점

을 공유하면서, 공공기관장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조직의 자율성을 부여하

여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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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대리인 이론의 공공분야의 적용은 두 당사자의 목표

불일치에 따른 감시와 처벌의 제도적 장치에 따른 제약이 공공조직의 성

과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두 당사자 간

의 목표 일치에 따른 성과요인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즉, 공공기

관의 정치임명에 따른 임명권자의 정치임명은 제도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목표 불일치에 따른 사후적 제도장치의 효

과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설명하기 때문에, 정치적 환경 내에서

성과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치적 임명을 긍정적으로 보

는 견해는 정치적 임명을 정실주의적 임명에 한정된 선입겹에 따른 비판

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Maranto, 2005). 정치적으로 가치판단이 요구되

거나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분야의 수단으로 공공조직을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수단화하고 (Payne and Skelcher, 1997), 중앙정

부의 정책방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임명을 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임

명자는 정치적 환경과 연계에 따른 정치적 충격완화와 조직관리 사이에

서 중요한 역할과 동시에 임명권자의 정책을 이해함으로써 자율적인 정

책추진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임명자는 외부의 경험과 정치적 판단으

로 루틴화된 관료조직의 조직 및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eclo, 1987).

이와 같은 논의는 정치임명의 동기에서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

실인사 (patronage appointment)와 정책 지향적 인사 (policy driven

appointment)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이론들은 임명권자와 기관장의 사이에서

그러면 언제 목표일치가 발생하고, 언제 목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Eisenhardt (1989)는 대리인 이론에서는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를 일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 1) 계약의 조건, 2) 정

보의 확대, 3) 성과결과의 측정, 4) 주인의 위험선호, 5) 조직관리의 측정

여부, 6)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기간, 7) 결과달성의 불확실성여부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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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Lewis (2008)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우에 대통령의 정치적 교체

(공화당에서 민주당 또는 민주당에서 공화당)의 시기에는 정치임명이 증

가하지만, 재임의 시기에는 정치임명의 수가 감소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정실임명과 정책중심적 임명의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인 맥락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정치적 임명과 관련된 논

의는 일본관료의 퇴직 후 재취업의 관행으로 “아마쿠다리(天下り)”용어

를 빌어 “관료, 특히 고위관료가 재직 중 특히 관련이 있던 민간기업이

나 특수법인 등의 중역·임원·관리직 등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개념화하

고 이와 같은 임명의 부정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아마쿠다리는 일

본사회의 폐쇄적 공공관료 조직의 구조 하에서 관료가 퇴직 후 자신의

권한을 재취업에 유리하도록 하는 경력관리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길

종백·하정봉, 2013).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정치가 관료를 중심으로 한

후견주의 (clientalism)의 요소에 따른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전통적 요

소가 결부되어 관료자신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료적 이해

(bureaucratic interest)에 기초한다 (김상준, 2003). Yoshimoto (2006)은

아마쿠다리의 현상은 공공부문의 인사문제와 재정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정부에서 좌천된 인물들이 퇴직후 공공기관에 관례적으로 재취업되어 공

공기관의 관료의 사기 저하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길종

백·하정봉 (2013)은 아마쿠다리의 임명방식은 일본사회 내에서 관료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재취업을 통해서 공공조직의 낮은

급여를 보상함과 동시에 행정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합구조를

만드는 긍정적인 면과 조직구성원의 사기저하, 관료전문성의 회의적 태

도, 관민 네트워크에 따른 부정부패와 정치·경제의 불평등 강화의 부정

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아마쿠다리의

문제는 1990년 이 후 공무원 인사제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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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 이론: 민간조직

심리학적 접근의 리더십이론은 조직연구를 지배해왔다 (Chemers,

2000) 리더십의 이론은 리더의 자질, 인식, 환경변화 및 행태에 따른 리

더의 유형에 따른 조직성과 연구의 일반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지

식을 확대해왔다 (Kaiser et al, 2008). 심리학자들은 리더십의 유형이 하

위자들의 직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체계화된 리더의 행태들

은 팀의 성과에 영향을 주며, 변헉적 리더는 하위자들의 조직몰입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대다수가 공감한다. 또한, 이들은 목표(과업) 지향적 리

더는 리더가 조직을 장악(높은 수준의 통제)했을 때, 목표 (과업) 지향적

리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중간 수준의 통제에서는 관계지향적

인 리더의 효과가 크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Northouse,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론은 측정의 문제, 환경 및 상황에 따라 개

별적 효과를 보여주지만, 리더십의 조직성과의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

다는 점 또한 인지되고 있다 (Kaiser et al, 2008).

심리학적 접근의 리더십이론을 공공조직의 공공리더로 적용할 때, 공

공조직의 복잡한 환경, 다양한 이해관계, 공공가치들의 갈등, 재원의 한

계, 조직목표 및 성과측정의 모호성, 정치과정에 따른 관리권한의 변화의

특징 (Rainey and Chun, 2007)의 과제는 공공리더의 이론적 확산을 더

디게 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Getha-Taylor et al., 2011). 특히, 리더십

이론이 하위자 및 상황과 상호작용을 통한 과정으로 인지하고 있는 기본

적 가정에서 볼 때, 장기적 차원에서 조직문화의 변화와 조직성과를 평

가할 때 리더십이론을 검증하는 실증연구들의 함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에 발생하는 환경차이는 공공리더의 역량과

권한에 영향을 주고 이는 곧 관리역량에 영향을 주게되어 리더의 효과가

성과에 영향을 주는데 아직까지 불투명하다(Rainey, 2009). 이에, Rainey

는 민간조직의 리더이론에서 간과한 리더의 조직문화의 연계를 통한 공

공리더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Ingraham and Getha-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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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는 공공리더는 민간조직과 다르게 관료출신, 정치적 임명과 선출된

리더에 의해서 창출되는 공공조직의 관리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비판은 리더십과 조직성과 간의 연계에 밝혀야 할 조직연구의 지

식의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고, 공공조직의 리더십의 이론과 지

식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Van Wart, 2013b).

따라서, 리더십이론에서는 심리학적 접근에 따른 리더십이론과 공공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리더의 접근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심리학적 접근에 따른 리더십이론 

많은 리더십의 이론들이 학자들의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

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주장한 모든 리더십 이론을 반영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연구의 뒷받침에 따라 분류된 리더십

이론들을 토대로 리더십이론을 소개한다 (Yukl, 1981; Northouse, 2001;

Rainey, 2009).

(1) 리더십 특성론적 접근

리더십 이론 초기에는 리더의 특성론적 접근 (trait approach )에 따

라 따른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성론적 시각에 따르면, 리더십의 본질은

(nature) 타고난 특성과 자질로 설명하고 리더와 비리더 간의 차이를 보

여주는 리더의 개인적 자질이 무엇인지에 주목하였다. Northouse는

Stogdrill (1948;1974), Mann (1959), Lord et al. (1986), Kirpatrick &

Locke (1991)의 리더자질 연구에 기초하여, 리더는 1) 지능

(intelligence), 2) 자신감 (self-confidence), 3) 결단력 (Determination),

4) 성실성 (Integrity), 5) 사교성 (sociability)에서 비리더와 다른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리더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은 올바른 인물

(right people)을 선발이 조직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요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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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고, 특정한 직위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특성이나 성격특성을 구

체화하고, 어떤 사람이 조직의 직위에 어떻게 적합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리더의 특성연구는 리

더에 초점을 맞추고 추종자 및 상황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일련의 가정과 가설보다는 바람직한 리더의 특성을 보유하는 것이

조직의 성과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리더의 개인적

자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근래에 와서는 리더의

개인적 자질이 추종자와 관계 및 상황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접근법은 1) 리더의 특성

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 2) 학자들마다 리더의 개인적 특

성의 목록을 유형화하지만, 공통된 자질을 찾기가 어렵고, 3) 성과와 연

계된 경험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단점, 4) 리더의 자질은 이미 타고난 특

성을 간주하기 때문에 리더십 훈련이나 개발을 위한 유용성이 낮다.

반면, Northouse (2001)는 리더십을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집단의 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20)하였다. 즉, 리

더십은 과정 내에서 다른사람과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과

업이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관계에 있다. 리더-추종자의 관계라는 맥락

20) Northouse (2001)은 1) 리더는 집단변화와 집단활동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고 집단의 

의지를 통합하는 지위, 2) 리더십을 성격의 시각 (personality perspectives)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과업을 완성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성격특성이나 그 밖의 

특성들의 조합,3) 리더십의 행위 또는 행동 (behavior), 즉 집단내 변화를 도모하기 위

해 리더가 취하는 행동, 4) 리더십은 리더와 추종자 간의 권력관계로 보는 리더십으로 

리더는 권력(힘)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사람들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

람, 5) 리더십을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보고 리더는 집단성원들을 도와 그들의 목표와 

욕구를 성취·충족시키는 사람으로, 비전설정, 역할모델, 개별적인 배려를 통해 추종자를 

변화시키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Chemers (2000)은 리더십을 공동의 과업

을 성취하기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

하는 과정 (a process of social influence)로 포괄적으로 개념하는데 반해, Kaiser et 

al. (2008)은 리더십을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적 노력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collective effert)로 정의하면서, 1) 리더십은 구성원이 조직의 공공성에 기여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2)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내 그룹을 지도

하고 조정하는 역량을 포함하며, 3) 한정된 자원을 통해 조직경쟁의 환경 내에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특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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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ander, 1992)과 집단 내에서 맥락 (Burns, 1978)과 특정 상황 속에

서 리더행동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후천적 학습과정 (Jago, 1982)을 포

함하고 있다.

(2) 리더십의 과정론적 접근 

과정론적 접근에서는 1) 행동주의에 따른 리더십유형이론 2) 상황적

합적 이론 (contigency theory; situational theory), 3) 경로-목표 이론

(path-goal theory), 4) 리더-구성원 교환이론 (leader-member exchange

theory), 5) 변혁적리더십과 교환적 리더십이론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으로 구별된다 (Northouse, 2001; Yukl, 1999).

행동주의에 따른 리더십 유형이론은 대표적으로 1) 오하이오주립대학

교의 연구, 2) 미시간대학의 연구와 3) Blake and Mouton

(1964;1978;1985)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유형연구는 리더의 행동유형을

개념화하는 연구로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에 리더십유형연구는 리더의 행동을 1) 과업행동 (task behavior)과 2)

관계성행동 (relationship behavior)으로 구성하여, 과업행동은 목표달성

을 수행하는 행동으로 보고, 관계성 행동은 하위자들과 인간관계를 형성

하면서 업무만족도를 높이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는 Stogdill (1948)의 리더십 자질연구를 토대로 리더들이 집단이나

조직을 지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그들은 리더의 행태가 1) 구조주도행동 (initiating structure

behavior)의 과업행동과 2) 배려행동 (consideration behavior)은 관계성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미시간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리더행동이 소집단의 업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였고,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 유형을 확인하였다. 그들이 발견한 유형은 1) 종업원지향

(employee orientation)은 종업원들에게 대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강조하

는 리더들의 행동을 2) 생산지향 (production orientation)은 직무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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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과 생산측면을 강조하는 행동으로 과업완성을 위한 수단의 행동

이다. 반면, Blake and Mouton (1964;1978;1985) 연구는 리더십그리드

(leadership grid)모형으로 성과를 위한 관심 (concern for production)과

사람을 위한 관심 (concern for people)의 두 요인을 토대로 리더가 어떻

게 하면 조직을 도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설명하였다. 성과에

관한 관심과 사람을 위한 관심을 두 축으로 5가지 리더십 행동을 유형화

하였다. 1) 권한-순응형 (성과높음-사람낮음), 2) 컨트리클럽형 (성과낮

음-사람높음), 3) 방관형 (성과낮음-사람낮음), 4) 중도형 (성과중간-사람

중간), 5) 팀형 (성과높음-사람높음). 이후에 온정주의 리더 (권한-순응

형과 컨트리클럽형을 활용하는 유형으로 하위자들이 과업과 분리되어 있

는 것으로 취급하되, 충성과 순종의 대가로는 인정과 보상을 주고, 순응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과 임기응변적 리더 (위의 5가지 유형을 조합)

유형을 추가하였다.

상황적 접근법은 Hersey and Blanchard (1969)와 Fiedler (1964)이

대표적인다. 이 접근법은 상이한 상황은 상이한 유형의 리더십을 요구하

다는 가정하에 다양한 상황의 요구에 적합한 리더십의 유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Hersey and Blanchard의 연구는 리더십의

주요 기준을 1)지시적 차원 (directive dimension)과 2) 지원적 차원

(supportive dimension)으로 분류하고 특정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요구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종업원의 유능성과 헌신성 (competence and

commitment)로 측정하였다. 이에, 1) 높은 지시적-낮은 지원적 리더유

형, 2) 높은 지시적-높은 지원적 리더유형, 3) 낮은 지시적-높은 지원적

리더 유형, 4) 낮은 지시적-낮은 지원적 리더유형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리더유형은 종업원이 과업이나 활동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유능성과 헌신

성의 발달정도에 따라 네 가지 차원의 리더형태를 적용해야한다고 강조

하였다. 반면, Fiedler (1964)는 군대조직의 상이한 리더들의 행동유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성과가 좋은 리더와 성과가 나쁜 리더들의 리더십행

동유형을 분석한 후, 주어진 조직상황에서 적합한 리더의 유형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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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였다. 그는 1) 과업지향적 (task motivated), 2) 관계 지향적

(relationship motivated)의 리더로 구분하여, 과업지향적 리더는 목표달

성에 관심을 두는 반면, 관계지향적 리더는 대인관계 개발에 관심을 둔

다. 그는 리더유형의 척도21)를 개발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리더는 관계지

향적이고, 낮은점수를 받은 리더는 과업지향적 리더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상황의 요인으로 1) 리더-구성원의 관계, 3) 과업구조, 3) 지위권력으로 구

성하였다. 리더-구성원의 관계는 조직의 분위기, 신뢰정도, 충성도, 리더의

호감으로 측정하고, 과업구조는 과업내용과 과업수행절차의 명확성으로 측

정하고, 지위권력은 리더가 하위자를 관리하는 합법적 권력으로 상·벌의

권한, 승진, 해고, 채용의 권한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세 가지

상황요인들을 조합하여 조직 내 상황의 유리한 상황 (favorableness)을 결

정하고, 가장 유리한 상황 (높은 리더-구성원 관계, 높은 과업구조, 높은

지위권력)과 가장 불리한 상황 (낮은 리더-구성원 관계, 낮은 과업구조,

낮은 지위권력)에서는 과업 지향적 리더가 적합하고, 중간정도의 상황에서

는 관계 지향적 리더가 선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로-목표이론은 리더가 하위자들에게 업무 동기를 유발하여 조직의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로-목표이론은 기대이론

(expectancy theory)에 따라 하위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리더

가 제공하면서 하위자들의 만족을 증진시킴으로서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정이 있다. 구체적으로 경로-목표이론은 리더의 행동을 1) 지

시적, 2) 지원적, 3) 참가적, 4) 성취지향적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리더의

행동이 하위자들의 특성 (내부통제와 외부통제)과 과업의 특성의 관계에

서 어떻게 결합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틀을 제공

21) Fiedler는 LPC척도 (Least Preferred Co-Worker Scale)을 개발하였는데, 18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 당 1-8점 사이의 배점이 이루어진다. 최종점수가 57점 이하

면 리더의 행태를 과업지향적으로 구분하고 58-63점 사이에는 중간정도의 수준, 64점 

이상은 관계지향적 리더로 구분하였다. 문항들은 리더의 성격 (personality measure)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리더의 

자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Northhouse, 2001). 예를 들면 1) 쾌활

한 사람, 2)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 3) 수용적인 사람, 4) 여유로운 사람, 5) 친근한 사

람, 6) 신뢰할 사람, 7) 성실한 사람, 8) 배려깊은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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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경로-목표 이론에 따르면, 리더는 특정한 작업상황에서 하위

자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을 제공하는 리더십유형 (지시적, 지원적, 참가

적, 성취지향적)을 선택함으로써 목표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

지시적 리더십은 모호한 과업의 상황에서 선호되고, 2) 지원적 리더십은

반복적인 과업의 상황에서 선호되며, 3) 참가적 리더십은 과업이 불확실

하고 하위자들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선호되며, 4)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도전적인 과업상황에서 선호된다.

리더-구성원 교환이론은 리더십을 리더와 하위자간의 상호작용의 과

정으로 개념화하는 것으로 리더의 특성과 행동이 하위자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존 리더십이론의 가정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리

더-구성원 교환이론은 리더와 하위자가 형성하고 있는 수직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1) 리더와 고용계약에 의해 명시된 역할에 근거한 공식적

관계를 외집단 (out-group), 2) 리더와 공식적 역할 외에 확대된 역할에

근거한 관계를 내집단 (in-group)으로 구분하였다. 외집단의 구성원은

리더와 공식적 관계에서 기본적인 직무상 규정의 혜택을 받는 반면, 내

집단의 구성원은 규정혜택 외의 책임과 보상의 영향을 받는다. 실증연구

들은 리더-하위자들 간의 교환관계의 질에 따라 낮은 이직률, 긍정적인

업적평가, 빠른 승진, 조직헌신성 등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Garen and Uhl-Bien, 1995; Liden, Wayne and

Stilwell, 1993). 이후의 리더-구성원 교환이론은 하위자들과 양질의 교환

관계를 개선을 위한 리더십만들기 연구를 강조하였다. 하위자들과의 관

계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1) 낯선관계, 2) 친지관계, 3) 협동단계로 구

분하여 각 단계별로 리더와 새로운 역할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신뢰

와 존경 및 의무감을 쌓아서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론은 Burns (1978)에서 구체화되었

다.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의 가치관, 윤리, 행동규범을 변화시켜줌으로

써 부하들의 동기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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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는 리더 본인의 목표와 부하의 목표를 효

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부하의 동기를 유발하는 사람으로 정의

(Burns, 1978; p. 18)하여, 권력행사하는 리더십과 구별한다 (Northouse,

2001). 반면,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 사이에 발생하는 교환관계에

초점을 두고, 목표달성하는 하위자에게 외재적 보상을 지급하는 관계로

설명하였다. Burns의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은 부하들의 자아개념을 변화

시키고 부하의 정체성과 조직의 정체성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House

(1976)의 카리스마 리더십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변혁적 리더

십은 1) 카리스마, 이상적 영향력, 2) 영감적 동기부여, 3) 지적자극, 4)

개별화된 배려의 요인으로 구성되고, 거래적 리더십은 1) 업적에 따른

보상, 2) 교정적 거래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비리더십과 비거래적 리더십

요인으로는 1) 자유방임적, 2) 비거래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Bass, 1985;

Northouse, 2001).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은 리더의 도덕적·윤리적 행

동으로 구성원의 존경과 신뢰를 구축하고, 동시에 하위자들에게 공유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하위자의 동기유발과 배려를 통해 조직의 신념과 일

치시키는 광범위한 리더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거래적 리더십은

하위자들의 개인적 발전보다는 업무의 달성에 따른 보상의 교환과정과

감시활동을 통해 하위자들의 동기유발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1970년대 Eden and Leviatan (1975)의 보고서에서는 리더

십의 효과는 하위자들이 리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따라 리더의 자질과 이미지에 따라 하위자들의 리더십평가가 다르게 나

타나고, 이는 곧 하위자들의 동기유발에 영향을 미치어 조직몰입도와 조

직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론적 모형이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의 리더

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Grester, 1965; Henning and Jardim,

1977). 그리고, Vroom and Yetton (1973)은 규범적 의사결정모형을 통해

서, 상황에 따른 리더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주목하여, 상황이 확실 (목표

의 명확성, 과업구조의 명확성, 정보의 유효성)할 때 지시적 리더의 역할

의 유효성이 높지만,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참여적 리더의 역할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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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Fiedler (1964)의 상황적합적 이론을 리더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한정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1980년 대 이후에는 조직문화에 따른 리더와

조직성과에 주목하여 조직의 권력적 관계, 불확실한 환경의 회피, 개인주

의적 또는 집단주의적 조직문화, 남성(여성)위주의 조직문화에 따라 조직

의 성과가 영향을 받는다는 조직문화적 접근의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Hostede, 1980;1983).

2) 심리학적 접근에 따른 리더십이론의 특징 및 논의

위에서 살펴본 심리학적 접근에 따른 리더십이론은 조직성과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1) 리더 개인의 자질, 2) 리더-구성원의 관계, 3)

조직구조 및 외부 환경적 요인 (조직특성과 문화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리더 자질 및 특성의 접근법은 조직의 지위에 적합한 리더 개인의 자질

과 특성에 주목하여 리더가 타고난 성격에 따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구성원과 상황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리더의 타고난 자질이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가정이 현실

에서 적합하지 않지만, 이러한 리더 자질 및 특성의 연구는 리더가 조직

내에서 구성원과 관계, 조직구조, 및 상황에 따라 어떠한 행태와 유형으

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초적 특성연구로 의의가 있다. 특히, 하위자들의

인식론적 접근에 따른 리더의 효과성과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은 리더의 자질과 특성의 영향을 반영한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Lord, et al. (1986)은 리더의 성격특성들이 개인 리더십에 대한 지각과

강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연구들은 변혁적 리더십

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데, 효과적인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Chemers, 2000).

반면, 대부분의 심리학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과정적 접근을 가정하고 있다 (Northouse, 2001; Yukl,

1981; Kaiser et al. 2008). 즉, 리더는 1) 리더십정의는 리더십을 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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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group process)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리더가 집단변화와 집단활

동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고 집단의 의지를 통합하는 지위에 있고, 2) 리

더십을 성격의 시각 (personality perspectives)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

금 과업을 완성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성격특성이나 그 밖의

특성들의 조합, 3) 리더십의 행위 또는 행동 (behavior), 즉 집단 내 변화

를 도모하기 위해 리더가 취하는 행동, 4) 리더십은 리더와 추종자 간의

권력관계로 보는 리더십으로 리더는 권력(힘)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5) 리더십을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보고 리더는 집단성원들을 도와 그들의 목표와 욕구를 성취·충

족시키는 사람으로, 비전설정, 역할모델, 개별적인 배려를 통해 추종자를

변화시키는 포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리더십의 행태에 주목한 접근법들은 리더의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때, 리더의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들은 리

더의 행태가 1) 목표달성을 위한 과업지향적 행태와 2) 구성원과의 관계

지향적 행태로 구별되어 조직의 상황과 접목하여 리더십의 유형을 제시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많은 실증연구들이 특정상황에서 유효한 리더

십의 유형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리더가 타고난 자질이 아

니라, 조직의 유형에 따라 유능한 리더를 만들 수 있다는 실무적 리더훈

련모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적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Northouse, 2001). 특히, 이들은 목표(과업) 지향적 리더는 리더가 조

직을 장악(높은 수준의 통제)했을 때, 목표 (과업) 지향적 리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중간 수준의 통제에서는 관계지향적인 리더의 효과

가 크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Kaiser et al., 2008) 그럼에도 불

구하고 상황적 접근에 따른 리더행태 이론은 높은 과업행동과 높은 관계

성행동이 조직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리더유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험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22). 또한,

22) Vecchio (1987) 연구는 300명 이사의 고등학교 교사와 교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규로 채용된 교사들의 경우 고도로 구조화된 리더십유형 (높은 과업행동)에서 더 높

은 만족과 업적을 보이고 있었으나, 기존의 교사 (경험이 있고 성숙성 수준이 높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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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자질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합한 행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에게 모든 상황에서 적합해야한다는 점을 요

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상황

적합이론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조직상황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

다. 예를 들면, 조직 내부 승진자가 리더가 되었을 때, 이 리더는 관계지

향적 리더의 특성을 지녔다고 가정할 때, 만약 조직의 상황이 유리한 상

황 (높은 리더-성원 관계, 높은 과업구조, 높은 지위권력)이라면, 내부

승진된 리더는 관계지향적 리더이기 때문에 조직에 선호되는 리더가 아

닐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심리학적 접근에 따른 리더십 이론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사)의 업적과 만족수준에서 리더십유형과 관련성이 없었다. Vecchio 연구결과에 따르

면, 높은 지시적-낮은 지시적 리더의 유형은 성숙수준이 낮은 종업원과 적합하지만, 나

머지 유형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Fernandez and 

Vecchio (1997)는 대학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상황적 접근 리더유형을 검증

한 결과 한 부서 내에서 종업원의 발달상황이 중간정도에 있는 수준에서는 검증이 되었

으나, 조직 차원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리더의 감시와 배려는 낮은 

발달수준의 하위자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Vecchio and Bullis 

and Brazil (2006)의 연구에서는 군대에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결과 하위자의 성

과는 하위자의 발달상태가 낮은 수준 또는 높은 수준에서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

다. 이후, Thompson and Vecchio (2007)은 Blanchard (2007) 연구에서 수정된 이

론을 검증하였다. 그들은 하위자들의 발달정도는 리더가 부여하는 “자율성”에 주목하여 

발달정도를 하위자들의 자율성과 경력을 대리측정변수하고 발달정도를 준비성 

(readiness)와 성숙성 (maturity)로 구체화하였다. 노르웨이의 은행업에 종사하는 357

명을 대상으로 종업원의 발달상황을 자율성과 경력으로 검증한 결과, 높은 준비성과 성

숙성의 하위자들에게는 낮은 지시적-낮은 지원적 리더의 유형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하위자들의 경력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리

더-구성원 교환이론 (leader-member exchange theory)와 연계되어있다고 대안적 결

과를 보여주었다. 즉, 높은 리더-구성원의 교환관계는 하위자들에게 많은 권한의 이양 

(delegation)과 임파워먼트 (empowerment)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직의 헌신이 높아서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Papworth et al. (2008)은  

영국의 교육을 받고 있는 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관리자의 교육 대화

(speech)를 녹음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교육 중인 치료사의 상황에 맞는 관리자의 효

과성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결과는 높은 유능성- 낮은 헌신성의 치료사들에게서 관리자

는 높은 수준의 설득과 낮은 수준의 지시와 설명의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간 발달정도의 발달의 치료사들에게는 이미 치료업무가 익숙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관리자의 행태는 치료사들에게 업무의 몰입과 책임을 부여하는 변화과정에

서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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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관계 또는 상호작용적인 관계의 가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 리더의 자질 접근법, 경로-목표 이론,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이론들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리더와 하위자들의

관계에서 리더의 지시적 또는 지원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서 하위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변혁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의 자질,

하위자의 동기유발, 상황적 요인을 통합하는 광범위한 개념적 분석틀로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의 행동과 관련하

여 부하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하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리더의

행동이 개인적 특성과 성향을 의존하기 때문에 리더와 하위자 간의 상호

작용이라기보다는 리더가 주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리더가 제시

하는 가치관, 비전, 및 신념들은 어떻게 도출되고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

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한계

가 된다 (Northouse, 2001; Van Wart, 2003).

한편, Kaiser et al. (2008) 연구는 심리학적 접근에 따른 리더십 이론

은 조직이 좋은 인재를 모집을 원하고 있지만, 인적자원은 재무와 같이

어떤 상세한 수준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한계에 따라 리더십의 개념, 측정

방법, 새로운 접근의 리더십 이론을 제안하였다. 주목할 만한 제안은 다

음과 같다. 1) 리더의 출현 (emergence)와 리더십의 효과성

(effectiveness)을 구분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이론들

은 대부분 설문에 기초하고, 설문에 기초할 때 응답자들의 인식의 오류

를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또한 리더십의 역할은 개인적 효과

성 (individual effectiveness)와 조직차원의 효과성 (group effectiveness)

로 구분되어야 하고, 조직차원의 효과성은 과정상의 팀 효과성 (team

function as a process)과 조직차원의 결과효과성 (achievement as a

result)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심리학적 리더십 이론들은 리더의 행태 및 개인적 동기가 조직성과

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간과하였다. 리더십 이론들은 기본적

으로 리더의 개인적 동기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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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리더가 개인의 경력 성공 (career success)과 조직몰입도 (조직성

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성)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론들은 리더

들은 선택된 사람들로 물질적 보상이 높고, 승진이 빠른 경력을 쌓아오

면서 성공된 경력에 다라 조직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리더 개인의 경력성공과 조직성과를 위한 몰입도

의 관계가 항상 높을 수만 없다. 관리자들의 경력몰입도와 조직몰입도가

서로 다른 효과 (Ellemers et al. 1998), 리더들의 실패 (Hogan and

Kaiser, 2005), 리더의 보상과 성과 (Jensen and Murphy, 1999)의 연구

들은 리더의 개인적 동기와 조직성과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Luthans (1998)의 연구는 경력성공에 목적을 둔 관리자는 사회·정치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반면, 조직성과에 몰입된 관리자는 구성원과의 의

사소통, 동기유발, 훈련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

국,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리더의 역할은 리더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경력성공과 외재적 보상 등의 동기들이 리더십의 행태와 어떻게 연

계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한편, 심리학적 접근에 따른 리더십이론은 조직성과의 주요역할을 리

더십의 유형과 행태를 강조한 나머지, 하위자들 특성, 조직의 특성, 관리

자원과 연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조직성과는 환경적 특성, 조직적

특성, 역사문화적 특성과의 비선형적 관계 (nonlinear interaction)에서 불

확실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리더의 개인적 역할로 설명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O’Toole and Meier, 2014). Bloom and Van Reenen (2006)의

연구는 미국,영국, 프랑스, 독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구에서

시장의 강한 경쟁과 관리의 질(quality)이 성과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반면, 약한 경쟁과 가족중심기업 (family oriented firm)의 리더

십은 조직성과를 악화시킨다고 보여주였다. Bloom et al. (2012)는 20개

국가의 10,000개 조직 (공공과 민간)의 종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서 미국, 일본, 독일의 제조업 조직들의 관리가 우수한 반면, 브라질, 중

국, 인도는 관리가 나쁜 것으로 분석하였고, 기업들의 성과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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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으로 소유권의 형태에 따른 관리의 영향을 밝혔다. 개인소유의

기업은 소유개인이 운영할 때와 외부 CEO를 영입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관리 악화를 가져온 반면, 시장의 경쟁과 종업원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리더

십과 조직의 특징, 구성원과의 관계, 환경적 요인들의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리더의 역할은

이들과의 상호관계에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심리학적 접근의 리더십 이론은 리더십을 조직효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과정 상에서 리더역할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Gordon and Yukl (2004)은 다양한 환경적 변화의 유형에

대한 리더의 역할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리더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이외에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키는 간접적 역할 (indirect role)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고,

환경적 변화에 따라 선형적 인관관계가 아닌, 상호관계 및 다중적 관계

로 나타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들은 조직효과성을 실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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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이론 대표학자 주요이론 및 내용 특성 및 한계

~1960

년

자질

이론

Stogdrill

(1948;1974),

Mann (1959),

Lord et al.

(1986),

Kirpatrick &

Locke (1991)

위인이론 (Great man theory)

특성이론 (trait thoery)

-Stogdill (1948;1974): 9가지 특성

-Mann (1959(: 5가지 특성

-Lord et al. (1986): 2가지 특성

-Kirpatrick and Locke (1991): 5가지

특성

리더와 비리더 간의 차이

조직업무에 적합한 리더의 특성

일관된 특성 발견이 어려움

상황적 이론과 연계되어 자질특성의 중요성 인식 (변

혁적 리더십)

1960

년 -

1970

년

리더

십유

형이

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

미시간대학교

연구

Blake and

Mouton

(1946;1978;1985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연구

-리더행동 구별 : 구조주도형과 배려

미시간대학교 연구

-리더행동 구별: 하위자지향과 과업지

향

Blake and Mouton

-리더 행동 구별: 하위자지향과 과업지

향

-리더행동유형에 따라 7가지의 유형분

류

조직성과에 리더의 행동유형의 중요성 검증

리더의 과업행동과 관계성행동이 주요요인임

실증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상황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구체화를 제시하지 못함

상황

이론

Hersey and

Blanchard

(1969)

Fiedler (1964)

Hersey and Blanchard (1969)

-리더유형: 지시적 차원과 지원적 차원

Fiedler (1964)

-리더유형: 과업지향적과 관계지향적

차원

-상황요인: 리더-구성원관계, 과업구조,

지위권력

조직실무차원에서 리더의 유용한 훈련모델을 제공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처방적 시사점을 제시 (예측

가능성)

반면, 실증연구결과 검증에서 일반화의 어려움

조직상황과 리더의 행태와 관계의 인과관계 검증의 어

려움

유리한 상황에서는 과업지향적 리더유형의 유효성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게지향적 리더유형의 유효성

[표2- 2] 리더십 이론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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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적

의사

결정

이론

Vroom and

Yetton (1973)

상황에 따른 전략적 의사결정

-리더유형: 독재적 유형과 상담가적 유

형

-상황요인: 목표명확성, 과업구조, 정보

유용성

특성상황 내에서 리더의 중추적 리더의 역할

상황이 확실할 때는 지시적 리더의 유효성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참여적 리더의 유효성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처방적 시사점을 제시 (예측

가능성)

반면, 실증연구결과 검증에서 일반화의 어려움

경로-

목표

이론

House and

Mitchell,

(1974)

리더유형: 지시석, 지원적, 참가적, 성취

지향

조직특성: 하위자들의 특성과 과업특성

Vroom’s 기대이론에서 출발

하위자들의 동기유발하는 리더행태를 유형화

실증연구들의 일관되지 못한 검증

하위자들의 참여측진을 배제한 리더의 일방적 지원행

태를 강조

리더-

구성

원

교환

이론

Graen (1976)

Graen and

Uhl-Bien

(1991)

수직짝 연계이론

-리더와 관계: 내집단와 외집단구분

-내집단: 리더와 공식적 비공식 관계

포함

-외집단: 리더와 공식적 관계만 포함

리더십 만들기 모델

- 시간경과: 낯선관계-친지관계-협동관

계

- 관계규명: 역할, 영향, 교환, 이익

리더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과 관계의 유

용한 설명

리더십 과정을 환경 및 조직구조보다는 리더-구성원

의 관계에 집중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따른

조직성과영향

리더-구성원 간의 교환관계에 따른 신뢰구축의 설명

미흡

1970

년 –

1980

년

인식

론적

모델

Eden and

Leviatan

(1975)

Staw (1975)

Rush, Thomas,

Lord (1977)

하위자들의 인식에 따른 리더십 효과성

다름

-하위자의 인식과정: 리더 특성(자질)

에 의존

-추론적 과정: 하위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존

리더의 자질과 이미지에 따른 하위자들의 리더십 평가

가 다름

하위자들의 리더십평가에 따라 조직몰입도 및 조직성

과영향

리더와 하위자들의 상호관계에 따른 상호인과성을 강

조

리더의 영향력을 하위자들의 인식에 의존함으로써 과

학적 검증어려움

성별 Greyser (1965) 남성리더와 여성리더의 차이 남성리더와 여성리더의 1) 생물학적 차이 2)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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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모델

Henning and

Jardim (1977)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리더의 적합

성

-남성과 여성의 다른 리더십행동 및 하

위자 반응의 차이

차이, 3) 하위자들의 남성리더와 여성리더와의 반응

차이, 4), 사회구조에 따른 인식

실증연구검증은 일관되지 않음

1980

년대

중반

-

변혁

적리

더십

와

거래

적

리더

십

Bass (1985)

Burns (1978)

변혁적 리더십

-구성요소: 카리스마 (이상적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개별화된 배려

거래적 리더십

-구성요소: 보상과 교정적 거래

리더의 특성, 상황적 여건, 하위자의 주관적 인식의 관

계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와 하위자들의 목표를 동

일시하는 과정적 리더십유형으로 광범위한 리더의 역

할 강조

거래적 리더십은 하위자들의 보상과 감시활동을 통한

동기유발 강조

변혁적 리더의 광범위한 역할의 명확하지 않은 개념

변헉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들간 관계 부족

리더의 중요성 부각에 따른 하위자들의 역할 감소

문화

적

접근

법

Hofstede

(1980;1983)

조직문화

-권력적 영향

-불확실성회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남성중심과 여성중심

Misumi and Peterson (1985)

-일본조직: 과업성과주의와 관리유지의 조직몬화

Ayman and Chemers (1983)

- 이란의 조직r: rk부장적 조직문화와 호혜적 온정주

의 문화

자료: Northouse (2001), Chemers (2000), Kaiser et al. (2008), Yukl (1981)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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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더십 이론: 공공조직

1) 공공리더십 논의의 출발

공공리더십의 논의는 관료제 (bureaucracy)와 민주주의 (democracy)

의 관계에서 관리자의 역할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는 공공조직은 민간기업과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관리자들의

역할은 공공조직의 3Es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을 달성하는 중립적 유

능성 (the values of neutral competences)이 강조되었지만, 관리자의 역

할을 리더십의 논의로 이끌지 못하고, 선출된 정치적 리더를 리더십으로

한정하였다 (Getha-Tyaler et al. 2011). 하지만, 정치-행정 일원론에서는

공공조직의 민주적 가치를 수행하는 대응성이 강조되고, 공공조직의 관

리자의 역할은 중립적 유능성 뿐 만 아니라, 공공가치의 갈등을 일으키

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포함하는 조직관리

역할이 중시되면서 공공 리더십의 논의는 발전되었다 (Behn, 1998; Van

Wart, 2003) Behn (1998)은 민주주의 기제 내에서 삼권분립의 실패를 보

완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은 중립적인 전문성 뿐 만 아니라, 가치-지

향적인 행동으로 확대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공공조직의 공공리더십논의는 행정학의 주류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규범적 논의를 머물고 있다.(Van Wart, 2003;

Getha-Taylor et al. 2011). Terry (1998; p.2-3)는 공공조직의 리더십 연

구가 더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공분야의 리더십이 주

목받지 못한 이유는 1)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관리적 리더십

(administrative leadership)은 관리의 수단이라는 믿음, 2) 관료제는 관리

적 리더십보다는 다른 강력한 관리적 요인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 3) 공

공조직론자들은 관료제 내에서는 하위일선관료와 중간관리자의 관료절차

가 주목한 반면, 정치학이나 정책학분야에서는 고위관료의 리더십

(executive leadership)은 정치적 리더십으로 대체하는 경향, 4) 공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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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료적 리더십은 관리자의 자질이 변화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는 관

심보다는 관리자의 “재량(discretion)”에 따른 역할로 간주하는 규범적인

논의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Moynihan and Ingraham, 2004; Van

Wart, 2003; p.215-216). 같은 맥락에서 Fairholm (2004)는 공공관료제의

병리적 현상 (pathology)으로 인식에서 찾고 있다. 행정학의 논의에서 공

공 리더십은 미덕 (virtue)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관료의 악 (bureaucratic

vice)로 비춰진다고 비판하였다. 즉, 공공관료제는 정치와 행정의 이원론,

재량의 부재, 견제불가능한 관료의 권력으로 인식되는 공공관리의 병리

적 현상은 공공리더십의 논의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학에서 공공 리더십의 인식은 실무적으로 공공조직의 실

무적 리더십 훈련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실무적인 공공

리더십 프로그램은 조직구성원과 관계와 인적 자원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리더의 유능성 (competence)에 한정되어 공공리더십의 학문적 방향성과

실무적 차원의 논의가 이원화되고 있다 (Ingraham and Getha-Tyalor,

2004).

Van Wart (2003)은 행정학의 시기별로 리더십의 변화를 요약했는데,

1) 첫 번째 시기 (1883-1940년대)에는 정치-행정 이원론에 따라 관리자

는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에 한정되었고, 이때 리더십은 정치적 정책

결정에 따른 조직내부의 기술적 관리역할이 강조되었고, 재량에 따른 역

할은 제한적이었고, 2) 두 번째 시기 (1940-1980년대)에는 정치-행정 일

원론에 따라 정치와 행정관리가 혼재되어 있고, 당시의 관료적 책임성은

재량의 확대에 따른 역할이 강조되었다. 3) 세 번째 시기 (1990년대 이

후)에는 신공공관리론의 유입에 따른 공공조직의 개혁의 흐름에 따라,

사업가적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의 역할이 강조되어, 관료의

재량은 공공조직의 구조, 관리과정, 책임성 소재 등 공공조직 변화를 강

조하였다. Van Wart의 시기적 리더십의 변화는 공공 리더십이 조직내부

의 관리성과의 역할에서 조직 간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가치지향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Behn, 1998; Fairho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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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에, Getha-Taylor et al, (2011)는 공공 리더십은 민간기업의 관

리차원의 리더십과 정치학적 접근에 따른 선출된 정치인의 개념과 차별

된 1) 공공리더십의 특성, 2) 공공 리더십의 기능, 3) 공공리더십의 범위

차원에서 공공 리더십의 차별성23)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볼 때 공공조직의 리더십의 논의는 공공조직의 차별적 특성

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공공조직의 조직특성의

차이에 따른 구분에 따라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2) 조직특성의 차이와 공공리더십 유형

(1) 조직특성 차이에 따른 리더십 논의 

공공리더십의 차별과 관련된 논의의 출발은 공공조직-민간조직의 특

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Van Slyke and Alexander, 2006). Rainey and

Chun (2007)은 외부환경의 불확실성 (시장의 부재, 정치적 압력,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계, 공공가치의 갈등, 제한된 자원)의 공공조직의 특성

을 강조하였다. 공공조직의 리더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일원론의 조직접근 방식에 따라 관리자 (manager)와 리더

(leader)의 차이점의 논의의 출발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학

에서는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에 대한 접점이 찾지 못하고 있다.

Mintzburg (1972)은 관리자의 역할을 관리자가 수행하는 많은 역할 중

하나로 최고의 직원이 하는 역할로 구분하는 한편 (Fernandez et al.,

2010), Bennis and Nanus (1985)는 ‘관리자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

이고, 리더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p. 221)’ (Northouse, 2001)로

23) 공공부문에서 리더는 조직변화의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되어왔지만 

(Rainey and Steinbauer, 1999; Ingraham and Getha-Tylor, 2004), 공공부문의 리

더십의 이론과 일반적 연구가 간과되어왔고, 2008년 Minnowbrook III conference에

서는 공공부문의 리더십의 논의를 출발로 공공 리더십 (public leadership)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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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계획과 예산분야에서 관리는 일정에 따른

자원배분을 강조하는 반면 리더십은 비전설정과 전력수립을 강조하고,

2) 조직화나 충원에서 관리는 작업수행을 위한 규칙이나 절차 및 환경개

선에 중점을 두는 반면, 리더십은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직원들과 의사

소통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며, 3) 통제와 문제해결측면에서 관리는 직원

의 동기유발을 위한 유인시스템 및 일탈행위를 통제하는 반면, 리더십은

직원들의 자율성과 동기유발의 고무하는 점을 강조한다 (Northouse,

2001). 조직의 기능과 관련해서, Kotter (1990)는 관리자의 주된 기능은

조직의 질서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반면, 리더는 조직의 변화와 진전을

통한 적응을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관리자는 현상에 대해서 반응

적 (reactive)이고 비정서적이며, 문제해결을 선호하지만, 리더는 변화에

전향적 (proactive)하고 장기적으로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Zalenznik, 1977). 반면, Yukl (1989)는 관리자가 조직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관리활동이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리더십이 발현되고 있

는 한편, 리더가 관리과정에 개입할 때는 관리자의 역할이 수행된다는

점에서 역할의 차이가 실무에서 구분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한,

Ohio State University와 Michigan leadership center에서 제시하는 목표

달성형 리더행태는 Kotter (1990)의 관리자의 역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

다.

반면, 행정학에서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리더의 역할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관리자의 역할과 리더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O’Toole and Meier (2011)은

텍사주 주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부환경과의 네트워크 연구

에서 관리자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2014년 공공관리론의

일반이론의 논의에 관한 연구에서는 외부정치환경상황, 외부환경상황, 조

직내부관리상황의 요인에 따른 상황적합적 공공조직관리의 필요성을 제

기하면서, 외부환경과 조직내부관리를 연계하는 관리자의 역할에 주목하

였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정치적 임명과 내부관리출신의 관리자들이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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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공공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공공조직이 정치와 연계되

어 공공가치와 공공성의 조직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관리수행을 한다고

볼 때, 행정학에서 관리는 내부적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학적

관리론에 근거한 관리자의 역할과 외부환경을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가치

를 실현하는 역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airholm,

2004). Van Wart (2003)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흐름 내에서는 관리자의

재량 (discretion)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역할과 리더의 역할

이 분리될 수 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관리자의 역할에서 리더의 역할을

찾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공공 리더십을 강조하는 학자들

은 공공리더의 범위를 정치적 임명과 고위관료 출신의 리더를 포함하는

공공조직의 기관장을 리더의 범위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Getha-Tylor et

al. 2011; Ingramham and Getah-Tylor et al. 2004; Fairholm, 2004).

Getah-Tylor et al (2011)는 공공 리더를 “변화의 대리인 (agent of

change)”으로 규정하고, 환경과 연계된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공공가치

를 추구하는 공공리더십은 공공문제를 공공가치를 반영한 해결의 변화를

주도하는 행동을 강조하였다 (p.i84). 그들에 따른 공공리더십은 공공관

리자의 가치-지향적 역할을 강조한 한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즉,

변화하는 거버넌스 상황에서 공공관리자는 위계적 조직구조의 리더십이

아니라 공공조직을 둘러싼 범위와 경계 내에서 다른 조직과의 파트너관

계를 고려한 통합적 리더십을 수행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관

리자는 공공조직 외부의 조직들과 연계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공공이익, 전문성, 윤리성, 헌법 수호의 가치-지향적인 리

더십을 수행한다. Rainey and Steinbauer (1999)는 관료제가 효과적인

조직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조직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관료요인을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틀24)을 마련하면서, 주요

24) 공공관료가 공공조직 성과에 부정적인(약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선

행연구들을 기초로 공공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공공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1) 정치적 권한을 통한 외부이해관계자들의 지원적 행태, 

2) 조직의 미션을 수행하는 조직의 자율성 재정의, 3) 달성가능한 높은 미션의 결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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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공공리더십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유능한 공공 리더는 1) 변화

를 선도하고, 2) 구성원을 이끌며, 3) 결과지향적인 책임성과 4) 조직관

리역량을 이끌어내며, 5) 외부의 이해관계자와의 연합 및 소통이 요구된

다고 하였다. 한편, 그른 공공조직의 리더의 역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짧은 임기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하지

만, 리더십의 유형에 따라 짧은 임기지만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리더가 구성원에게 권한을 이양하

여 구성원의 임파워먼트를 높일 때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공공 리더는 공공조직의 특성 상 외부환경의 변화를 완화

하는 공공조직의 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Van Slyke and Alexsander (2006)은 Rainey (2003)의 공공조직의 특

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공공조직의 특성은 민간조직의 리더

십과 다르게 공공 리더의 차별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1) 시장의 부재에 따른 성과측정의 모호성, 2)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따

른 의사소통의 역할, 3) 관료제 내에서 공공리더의 인적자원관리 재량의

제한 (구성원의 보상, 처벌, 해고의 재량권의 제한), 4) 거버넌스 구조 내

에서 조직내부 뿐 만 아니라 조직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리

더의 책임성, 5)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리더의 책임성 인식의 변화에 따

라 공공리더십은 여전히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지만, “black box”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공공리더십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공공조직 리더의 임명

방식이다. 이는 정치-행정 일원론 관리자의 재량의 확대논의와 연계된

다. 임명에 따른 공공리더십의 특성의 이론적 배경은 정치적 영향에 따

른 자원의존모형으로 설명된다 (Pfeffer and Salancik, 1978). 조직은 조

직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한편, 자원을 획득하는 유인을 있다. 조직의 내

부구조 및 관리를 변화시켜주는 외부적 자원은 상황적 조건에 놓여있다.

따라서 조직은 상황적 조건 하에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을

강한 미션 지향적 조직문화, 5) 확실한 리더의 행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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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고,관리자들은 조직 내에서 큰 권한을 통해서 상황을 이끌어나갈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공공조직에서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리

더의 역할은 조직환경의 제약조건을 조직내부에 완화 (buffer)하여 조직

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Chun and Rainy, 2007; O’Toole and Meier,

2014; Rainey and Steinbaur, 1999).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공공조직의

관리자의 재량은 단순한 집행에 그치고 있지만, 정치-행정 일원론의 시

각에서 공공조직의 관리자는 외부 정치적 환경을 효과적으로 대처

(coping with)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Wolf, 1993; Van Wart, 2003).

공공조직의 관리자는 대다수가 임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출된 리

더 (정치가) (elected official)의 관리지원여부에 따라 조직성과에 영향을

준다(Yang and Pandey, 2009). 공공조직을 둘러싼 의회, 이익집단, 위원

회 등의 그룹들의 권력관계에서 공공조직은 예산삭감, 조직의 미션의 제

한, 재량의 제약 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선출된 리더들은 공공조직의 관

료들을 불신임의 원인이 될 때가 있다 (Moe, 1991). 또한, Warwick,

Meade, Reed (1975)는 외부의 정치적 압력은 공공조직 관리자의 책임성

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공공조직의 조직의 위계와 레드타입을 증가시

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Stazyk and Goerdel, 2011).

반면, 선출된 리더의 신뢰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조직의 결집, 전문

적 재량의 확대를 통해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Meier and O’Toole, 2006). 공공조직의 관료들은 선출된 리더들의 신뢰

및 지원을 토대로 조직혁신의 변화과정을 통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Moynihan and Pandey, 2005). 선출된 리더의 정치적 지원

은 공공조직 관료의 동기유발 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 자율성, 관리

역량(인적, 재무적, 기술적 자원)의 확대로 조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지원은 더 나아가 공공조직 관료자들의 관리

자율성25)을 확대하여 관리자의 기업가적 관리역할을 확대하여 장기적

25) O’Toole and Meier (2011)은 텍사주 주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의 자율

성과 학교성과는 선형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의 관계 밝히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재

정적 자율성은 학교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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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Meier and

O’Toole, 2006). 요약하면, 불확실하고 복잡한 외부환경을 둘러싸여 있는

공공조직은 정치적 지원하여 외부 자원을 획득하고, 자원을 토대로 조직

목표 및 과업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조직성과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과

정에서 공공조직의 관리자는 외부 정치적 환경을 완화하여 조직의 자율

성을 높임으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게된다.

Ingraham and Getha-Tylor (2004)는 연방정부의 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리더십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하

였다. 이에, 민간조직의 리더십과 다르게 공공 리더십은 다양한 외부환경

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새로운 사고를 지닌 외부의 인사를 영입하

는 리더 (buying leaders)와 조직구성원과의 협력적 관계와 업무의 전문

성을 높이는 내부관료의 리더 (growing leader)가 존재하고 있는 공공조

직의 현실은 공공 리더십의 개발이 필요하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

은 공공조직은 민간기업에서 제시하는 카리스마 리더십, 팀 리더십과 같

은 단일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리더십의 모델보다는 공공조직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을 포용할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 (integrative

leadership)과 실무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의 성격상 공공

조직의 개혁과 결과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적 리더십

(entrepreneur leadership)을 제시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임명방식의 논의는 관리재량에 따른 리더십 논의와

유사하게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논의는 정치

적 임명에 따른 조직의 인사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조직의 리더의

인사임명은 실적제 (merit system)에 의한 전문성과 중립성에 기초한 임

명과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엽관제 (spoils system)에 따른 정치

적 임명 논의로 출발된다. 이러한 논의는 책임성26) (responsibility)을 확

들에서도 자율성과 조직의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자율성이 이익집단의 특성과 연계에 따른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Lowery and Brasher, 2003). 

26) Friedrich의 공무원의 직업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공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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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확대되어,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관료제의 효율

성(efficiency)과 대응성 (responsiveness)의 관계로 환원27)된다. 특히, 정

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의 임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 내에

서 공공기관 임명은 일반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과정을 거치지 않

기 때문에 민주적 책임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임명된 관리자

에게 관료적 효율성 뿐 만 아니라 민주적 대응성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Bourdeux, 2001).

정치적 임명은 선거에서 선출된 임명권자가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치

적 영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정 또는 정책에 대한 목표의 단일화와

통합을 목적으로 임명권을 행사에 기초하여 임명되는 것을 의미한다

(Gallo and Lewis, 2012). 이에 정치적 임명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가능하

지만, 임명권자의 인력 풀에서 검증된 자를 의회의 청문을 통한 임명절

차를 따른다. Lewis (2008)은 정치적 임명은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반영

된 전략적 임명과 정부부처의 이해관계 반영된 관료적 임명을 포함”하는

개념을 통해서, 정치적 임명을 1) 임명주체에 따른 전략적 임명

(strategic appointment)와 관료적 임명 (bureaucratic appointment), 2)

임명동기에 따른 정책중심적 정치화 (policy-motivated process)와 정실

주의적 정치화 (patronage-driven/purpose)로 개념을 구분하였다 (박상

희, 2009; p.65). Lewis (2008)의 개념에 따르면 정치적 임명은 외부의 임

명과 내부의 임명을 포함하되, 그 중심에는 임명권자와 연계가 있는 임

료의 자율성을 통한 관료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반면, Finer는 민주주의 제도 내

에서 권력 (power)의 남용을 경계하면서 관료를 통제하여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야한다고 주장한다 (Finer, 1941).    

27) 공공조직의 임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역시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논의는 공공관료의 유능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 자율성을 높이는 측면과 민

주주의 제도 내에서 관료의 권력을 견제와 통제함으로써 민주적 대응성을 높이는데 귀

결된다. “정실 (patronage)”와 “실적제 내의 공공관료 (civil servant)” 의 구도에 중점

을 두면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권력과 관계되어 정파성 (partisan)과 연합의 이익

(coalitional interest)과 관련된 정치학적 접근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립성 

(neutral)” 과 “대응성 (responsive)”의 구도에 중점을 두면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관료

의 경력과 전문성과 정치임명에 따른 임명권자의 정책의도와 연계된 행정관리론적 접근

으로 나타난다 (Barberia and Prac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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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의미한다.

(2) 공공조직 특성에 따른 공공리더십 유형

공공조직의 특성 차이에 따른 리더십의 연구는 공공조직에 요구되는

리더십의 유형연구로 구체화되었다. Getha-Tylor et al (2011)는 공공조

직의 리더십의 특성은 관료제의 공공조직이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효율

성 (efficiency)과 대응성 (responsiveness)의 관계 내에서 리더십의 변화

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Terry가 제시한 청지기 리더십 (steward

leadership)과 사업가적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을 소개28)하

였다. 또한, 공공조직의 공공가치 지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기반하여 공공봉사동기 (public service motivation)의 청렴적 역할을 언

급하였다.

한편, Van Wart (2003)은 신공공관리론의 유입에 따른 공공조직의

개혁의 변화에 따라 공공 리더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공공조직의

상황에서 리더십의 개념은 1) 효율성, 효과성의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과

정에서 결과지향적인 권한을 포함하고 있고, 2)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구성원들을 지원 개발하고, 3) 조직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문화의 변화

의 과정을 담당하고, 4) 공공서비스의 최종 책임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공리더십은 조직 내부의 관리, 외부환경 관리, 조직의 성과를 포

함하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공공조직에 Bass (1985)의 변

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공공 리더십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더 나아가, 공공조직의 환경변화에 따라 공공조직의 개혁에 필요한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거래적 리더십의 통합하는 공

28) Terry (2003)에서는 관리자들은 두 가지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고 주장한다. 관리자의 

역할은 조직의 사명, 목적, 생존의 우선적으로 충실해야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규범적 

차원에서 공공조직을 보호하는 역할 (conservative role)로 청지기 리더십에 해당된다. 

반면, 사업가적 리더십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로, 정치환경 내에서 조직 내부

보다는 조직 간 관계에서 협상 및 정치적 과정에서의 연계를 통한 조직개혁 및 목표를 

달성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Geth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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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더십의 통합적 리더십 모형을 주장하였다.

Moynihan and Ingraham (2004)는 공공조직의 리더의 역할은 조직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단순한 리더의 역할만으로 조직성과에 영향

을 줄수 없다고 강조한다. 즉, 그들은 공공조직의 관리과정을 ‘black box’

모델로 설정하여, 공공조직의 관리역량 (인적, 재무, 자본, 기술)을 어떻

게 리더가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이에, 그들은 공공조직의 리더는 다양한 관리역량을 최선

으로 이끌어내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적 관리역량, 재무

관리역량, 자본관리역량, 기술관리역량을 연계하는 통합적 리더십

(integrative leadership)의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Fairholm (2004)는 Burns (1978)의 거래적 리더십은 하위수준의 리더

십으로 상위수준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으로 이해하면서, 공공리더십

의 유형을 수준별로 분류하였다. 그는 리더십의 유형을 결정짓는 구성요

소로 1) 관리의 수단과 행태, 2) 조직구성원과 관계, 3) 조직업무집행의

특성을 구성하였다. 그는 기계적인 관리과정의 리더유형에서 관계지향적

인 관리과정 리더유형으로 선형적 단계로 이행을 가정하면서 하위수준의

리더십부터 상위수준의 리더십을 구분하였다. 조직하위수준의 리더십부

터 보면, 1) 과학적 관리론에 기초한 단순한 조직관리의 역할을 강조하

는 관리 지향적 리더십, 2) 통합적 관리 (TQM)에 기초한 최선의 관리

리더십, 3) 조직구성원과 가치 공유의 관계를 강조하는 가치 지향적 리

더십, 4) 조직구성원과의 관계를 신뢰로 구축하는 신뢰문화 지향적 리더

십, 5) 조직구성원과 신뢰를 토대로 정신적 교감을 강조하는 정신(영감)

지향적 리더십으로 점차 증가하는 공공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는 그의 모델을 토대로, 미국 콜롬비아 주의 지방정부의 중간관리자들이

제출한 103개의 에세이를 내용 분석하여, 5가지 모델이 지방정부의 기능

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지방정부의 공공안전과 사법

적 기능에서는 과학적 관리리더십, 최선관리의 리더십, 가치지향적 리더

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지방정부의 지원적, 재무적, 지시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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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서는 신뢰문화리더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인간관계, 교육, 경제적 규제, 유틸리티 서비스 기능에서는 위의 5

가지 리더십 유형이 고루 나타났으나, 하위수준의 리더십 유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Fernandez et al. (2010)은 민간기업의 리더십 유형과 실증연구에서

제시된 리더십의 유형을 바탕으로 공공조직의 다섯 가지의 통합적 리더

십을 제시하였다. 그는 민간기업의 리더십 유형에서 도출된 1) 목표지향

적 리더십과 2) 구성원과의 관계지향적 리더십, 3) 상황론적 접근법에 따

른 변화지향적 리더십 이외에, 공공조직의 다양한 인종과 성별에 따른

4) 다양성 지향 리더십, 5) 리더의 구성원들에 대한 정의, 형평, 공정성의

청렴 지향적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리더십의 유형은 이

론적 근거에 따른 유형이기 보다는 실증연구에서 제시되는 리더의 특성

을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역할을 강조하는 공공리더의 특성을 반영한 유

형으로 이해된다. 그들은 다섯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통합하는 통합적 리

더십 (integrative leadership)을 토대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

분석을 토대로, 통합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는 점을 밝혔다.

[표2- 3] 공공조직의 리더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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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학자 주요 내용

Terry (1993)

청지기 리더십 (steward leadership; conservator role)
-조직의 목표, 사명,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 몰입을 강조
사업가적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조직내부의 관리자 역할보다는 정치적 과정에서 연합과 협상의 역
할을 강조

Bass (1985)
Van Wart
(2003)

변혁적 리더십 (transformation leadership)
-조직의 구성원과 신념, 가치관을 공유하며, 조직문화를 창조하여 목
표를 달성하는 역할
거래적 리더십 (transactional leadership)
- 조직구성원의 보상, 처벌, 감시 등의 교환관계를 통한 조직목표 달
성하는 역할

통합적 리더십 (integrative leadership)
-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역할을 통합

Moynihan
and

Ingraham
(2004)

통합적 리더십
- 조직의 관리역량과 상호작용하는 리더의 역할

Fairholm
(2004)

관리 지향적 리더십
- 과학적 관리론에 기초한 조직 관리의 역할 강조
최선의 관리 리더십
- 통합적 관리 (TQM)에 기초한 조직 관리의 역할 강조
가치 지향적 리더십
- 구성원과의 가치 공유의 관계 지향적 역할 강조
신뢰 문화 지향적 리더십
-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한 조직신뢰 문화창출 역할 강조
정신(영감) 지향적 리더십
-구성원과 신뢰를 토대로 정신적 교감을 강조

Fernandez et
al.(2010)

통합적 리더십
- 목표달성 지향적 리더십: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수행 강조
- 관계 지향적 리더십: 구성원과의 관계 강조
- 변화 지향적 리더십: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 개혁을 위한 조직변화
역할 강조

- 청렴 지향적 리더십: 정의, 형평, 공정성의 청렴적 역할을 강조
- 다양성 지향적 리더십: 구성원의 다양한 인종, 성별의 조화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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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리더십의 특성과 조직성과

공공조직에서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리더의 역할은 조직환경

의 제약조건을 조직내부에 완화 (buffer)하여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

(Chun and Rainy, 2007; O’Toole and Meier, 2014; Rainey and

Steinbaur, 1999).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공공조직의 관리자의 재량은 단

순한 집행에 그치고 있지만, 정치-행정 일원론의 시각에서 공공조직의

관리자는 외부 정치적 환경을 효과적으로 대처 (coping with)하는 역할

이 강조되고 있다 (Wolf, 1993; Van Wart, 2003). 따라서, 공공조직의 성

과연구는 많은 성과관련 연구를 기초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다. 성과는 종종 상황들이 연계되어 있어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

의 조직의 상황29) (organizational context)의 이해가 필요하다. O’Toole

and Meier (2014)은 공공조직연구를 포함하는 사회과학연구는 이론적으

로 또는 실증적으로 인과관계의 일반론을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상황적 변화를 간과하는 연구들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공공조직

의 상황을 1) 정치적 상황, 2) 환경적 상황, 3) 조직내부 상황으로 구분

하였다. Rainey (2009; p. 343)는 공공조직에서 공공관리자 (public

manager)는 정치적 개입과 관리적 제약을 내에서 역할이 반영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조직의 1) 관리기능의 관할권 제약, 2) 입법부와 이익집

단의 연계, 3) 삼권분립 하의 견제, 4) 외부미디어의 영향력, 5) 짧은 임

기, 6) 공공조직 성과측정의 부재와 같은 공공조직의 특성이 공공조직의

리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리더십의 연구를 살펴볼 때, 효과적인 리더십은 1) 양질과 효율적 재

화제공 및 서비스, 2) 포괄적인 조직구성원의 인적 개발, 3) 구성원의 업

29) 상황 (context)의 개념은 공공조직론에서 조직환경 또는 환경을 의미한다. Jones 

(2006)은 상황을 1) 개념적으로 볼 때, 주체, 장소, 시간, 추론에 따른 차원이 존재하고, 

2) 재량적 상황은 과업, 사회, 심리적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분류하면서, 상황을 “조직행

동을 불러일으키는 변수들 간의 기능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제약과 기회”로 정의하였

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상황은 공공조직의 외부환경 뿐 만 아니라, 조직의 관리 및 행

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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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만족도 고양, 4) 거대한 조직비전과 목표달성의 방향의 설정, 5) 환경

과의 연계, 6) 창조와 혁신의 조직체계, 7)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aiser et al, 2008). 하지만,

공공조직의 공공리더십은 규범적 논의를 강조한다 (Van Wart, 2004;

Getha-Taylor et al. 2011). Rainey and Steinbauer (1999)는 공공조직이

시장의 부재에도 조직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의 공공조직 선행연구를 기초로 기초로 공공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그들은 공공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1) 정치적 권한을 통한 외부이해관계자들의 지원적 행태, 2) 조직의 미션

을 수행하는 조직의 자율성 재정의, 3) 달성가능한 높은 미션의 결합, 4)

강한 미션 지향적 조직문화, 5) 리더의 행태로 구성하였다. 특히, 리더는

조직의 과업과 미션지향적 목표를 설정하고 외부적으로 정치적 제한을

완화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유능한 리더

는 1) 변화를 선도하고, 2) 구성원을 이끌며, 3) 결과지향적인 책임성과

4) 조직관리역량을 이끌어내며, 5) 외부의 이해관계자와의 연합 및 소통

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한편, 그른 공공조직의 리더의 역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짧은 임기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

다. 하지만, 리더십의 유형에 따라 짧은 임기지만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리더가 구성원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구성원의 임파워먼트를 높일 때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

였다. Wolf (1993)는 미국의 44개의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

서 공공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8개의 학파에서 강조하는 변

수로 선별하여 선발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조직성과를 측정하

였다. 그는 공공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리더십, 조직미

션, 외부 정치적 지원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Terry (1998)은 신공공관리론의 관리주의 이데올로기

(managerial ideology; managerialism)에 기초한 관리자의 사업가적 리더

십 (entrepreneur’s leadership)은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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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경고30)하고 있다. 그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관리주의는 민간

경영기법이 공공관리보다 우월하다는 가정 하에 조직의 목표는 명백하

고, 구성원들은 높은 외재적 동기부여가 되어있으며, 재무적 비용의 절감

이 공공조직의 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공공조직은 민주주의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공공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는 사업가적 리더십은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위

협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는 사업가적 리더십은 공공선택론, 거래비

용이론, 대리인 이론에 근거하여 1) 관리자들의 기회주의적 행위 2) 합리

주의적 행태에 따른 이익추구를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사업가적 리더십은 1)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헌법적 가치와 공공성을 저

해할 수 있는 가능성, 2) 효율성 중심의 공공조직의 개혁은 공공권한을

관리자의 개인적 가치로 변화시켜 국민에 대한 공공 책임성 저하, 3) 목

표달성과 결과 지향적 민간기업의 관리가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리더행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공공서비스의

가치갈등을 조장할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4) 리더십 이론과 공공 리더십의 적용방향

민간조직 리더십의 이론과 다르게 공공 리더십은 구성원과의 관계보

다는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로서 공공 리더십의 역할을 강

조되고 있다. 특히, 민간조직 리더십 이론은 리더십 이론을 일반화에 강

조31)를 둔 반면, 공공 리더십은 민간기업의 관리차원의 리더십과 정치학

30) Lowery (1997)에 따르면 민영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민영화에 따른 실패는 위탁

(contract-out)의 경쟁이 부재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민영화를 주장하는 자들

은 위탁 전에 관리에 무능한 관료들이 위탁 후에 관리 및 감시에 유능한 관리자로 변화

한다는 회의적인 가정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민영화의 결과는 오히려 성공적

인 민영화는 관료에 의한 유능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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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에 따른 선출된 정치인의 개념과 차별된 공공리더십의 특성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리더는 조직변화의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되어왔지만 (Rainey and Steinbauer, 1999;

Ingraham and Getha-Tylor, 2004), 공공부문의 리더십의 이론과 일반적

연구가 간과되어왔다 (Getha-Tylor et al., 2011).

또한, 공공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조직론적 입장이 수렴화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공공리더십의 이론적 논의는 공공조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리더십의 개념과 역할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Terry의 리더의

유형은 전통적 관리론의 입장에서 조직의 목표, 사명, 생존과 관련된 헌

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신공공관리론의 공공

조직의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리더의 사업가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의 논의와 달리, 공공조직의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리더의 통합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가 실증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보다는 자료에 의존한 리더십의

유형에 따른 분석 (Belle, 2013; Fernandez, 2005; Fernandez et al. 2010;

Trottier et al. 2008; Currie et al. 2009; Karaca et al. 2012)에 치중하여,

공공리더십의 유형 및 일반론적 논의에 한계가 있다.

또한, 공공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통합적 리더십 (integrative

leadership)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이러한 개념

이 공공조직의 내부조직관리의 역량과 외부환경관리의 연계를 반영한다

는 점에서는 동의되고 있지만, 조작화하는 개념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주

고 있어 리더십 논의의 확산에 한계가 있다. Moynihan and Ingraham

(2004)연구에서는 조직의 내부관리역량을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리를 강

조하고 있는 반면, Van Wart (2003)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

더십이 연계된 모델을 통합적 리더십으로 이해하는 한편, Fernandez et

31) Kaiser et al. (2008)는 민간조직의 리더십은 1) 리더십의 인식론적 접근에 따른 측정

문제, 2) 리더의 개인적 동기 (커리어 개발 목적과 조직성과몰입도)의 차이에 대한 비판

적 논의를 출발로 민간조직의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연구방향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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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0)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리더의 특성을 종합하여 통합적 리더십

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Getha-Tylor et al. (2011)은 통합적

리더십은 조직 간 또는 영역 간의 조직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조직관

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의 역할을 통합적 리더십으로 광범위한 개념

(a broad umbrella term)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불일치는

비록 실증연구에선 리더의 역할을 검증하고 있지만 (Fernandez et al,

2010),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의 차이를 떠나서 조직관리와 외부환경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리더의 공통적인 역할의 차이를 구체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리더십의 논의는 변화하는 환경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경계의 불명확성,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른 공공조직의 관리

역량의 변화)과 공공조직의 다양한 수준 (중앙정부, 연방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비영리조직)에서 적용될 수 있는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향후에 이를 뒷받침할 실증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Getha-Tylor et al. 2011; Van Slyke and Alexander, 2006; Van Wart,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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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방공기업의 성과관리제도 

1.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유형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1969년 지방공기업법 제정과 함께 설립되

었고, 설립의 목적은 지방자치발전이라는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32)하

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은 서비스 적용범위33) 내에서 지방직영기업, 지방

공단, 지방공사, 민관공동출자의 4개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고, 각 기관별

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 및 업무를 대행하거나 독립적 형태로 운영

하는 특징이 있다. 지방공기업 (local public enterprise)은 공공성과 효율

성을 창출을 동시에 추구34)하는 공공조직 (public organization)이다. 다

양한 목표에 따른 보이지 않는 공공성 추구에 따라 사기업과 달리 비용

절감과 수익과 연계가 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Dahl &

Lindblom, 1953). 공공조직의 유형은 소유권 (ownership)과 재원

(funding)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 (Wamsley and Zald, 1973)하는데,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단은 공공소유에 공공기관의 수익형태를 지닌 일

종의 Government corporation인 반면, 지방공사는 State-Owned

Enterprise로 분류된다 (Perry and Rainy, 1988).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의 일부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

방자치단체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는 법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원구

환, 2007).

32)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을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3)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는 1)수도사업 (마을상수도제외);2) 공역용수도사업; 3)궤도사

업;4)자동차운송사업;5)지방도로사업;6)하수도사업;7)주택사업;8)토지개발사업을 의무적용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의 증진

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

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영,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를 설립은 조례에 의해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4) 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에서는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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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조직형태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이 존재한다. 지방공단은 지방

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독립된 법인체지만 자치단체의 사무를 대행하

는 기관으로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 확

보의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업무대행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지방공

사는 지방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된 법인체로 자치단체로부터 독

립된 사무 및 독립회계를 운영하여, 지방공단과 비교할 때 수익성의 조

직목표가 크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경영상 차이는 민간출자 허용여

부와 이익금의 자기처분 원칙의 차이35)이다.

[표2- 4]  지방공기업의 종류

구분
지방공기업 민관공동출자

(제3섹터)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지방공사

적용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상법(일부 준용)

상법
지방공기업법
일부적용

사업성격 주민생활서비스 공공성 공공성>수익성 공공성<수익성

설립주체
지자체조직
(특별회계)
※조례로 설립

지자체
단독(지자체10
0%)
※조례로 설립

지자체 단독 또는
민관공동출자
(지자체 50% 이상)
※조례로 설립

민관공동 출자
(지자체 50%미만)

경영비용 수수료 등 대행사업비
판매수입
대행수수료

판매수입

손익금처리 가능 불가 가능 가능

자본조달 타회계 전출금
지자체증자
공단채 발행

지자체 또는
민간증자
공사채 발행

지자체 또는
민간증자

지자체업무
관계 지자체고유업무 특정사무 대행

독립사업 경영
특정사무 대행 독립사업경영

기업 및
유형

상수도, 하수도
공역(지역)개발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1. 도시개발공사
2. 도시철도공사
3. 기타공사

서울관광마케팅주식
회사
부산관광개발주식회
사

평가 및
지도감독대

상
포함 포함 포함 제외

자료: 행정자치부 (2012) 지방공기업 현황 재구성

35) 즉, 지방공사는 독립된 수익성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을 처분하는 반면, 지방공단은 자치

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자치단체에 반납·정산해야한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통폐합된 2009년 이후에 일부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지방공사의 

독립사업과 대행사업이 공존하고 있고, 같은 조직 내에서 회계와 관련하여 독립사업과 대

행사업의 이익금 처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구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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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의 성과

성과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퍼즐 (puzzle)과 같다. 성과의 속성은

결과지향적이라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하지만, 공공조직 및 분야에 따라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Rogers, 1990). 성과의 의미

차이는 개인별 특성 또는 조직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개념화되기 때문이

다 (노화준, 2000:2). 성과는 “업무수행 능력이나 효율성 (Drew, 1997)”,

“목표 대비 실적 또는 효과(Ammons, 1995)”, “예산절감과 서비스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및 생산성의 개념 (Keidel & Bell, 1994)”,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Kearney & Berman, 1999)로 조직

의 자원 투입 대비 결과 및 효과의 대비 개념의 공통적 특성이 존재한

다. 하지만, Talbot (2007)의 지적대로, 조직-정책-인력의 수준별로 성과

를 개념화할 때는 개념을 일원화하는데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기법이 공공조직에 도입된 이래, 공공조직의 성과측정과 평가

가 중요시되면서 조직의 목표 및 정책적 특성이 반영된 성과보다는 재무

적 활동의 효율성 결과 (financial efficiency)로 이해되면서, 특정활동이

산출한 부가가치의 결과 (value-added achievement)로 한정 해석되고 있

다 (Julnes, 2008). Poister (2003)는 공공성과관리는 지속적인 학습과정으

로 이해하고, 성과관리에 필요한 계획이나 목표에 따른 실적의 목표달성

정도로 설명한다. 이에, 그는 성과의 개념은 성과측정에 따라 다르게 정

의될 수 있다고 보고, 성과측정을 대상 및 유형별로 분류하여 성과의 개

념을 측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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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5] 다차원적 성과측정 및 개념

차원 의의

재원
(resources;input)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재원들로 단위나 화폐가치로 측정가능
-예: 교사 수, 학교 건물 수
성과를 직접측정하기 어렵지만 관리측면에서 유용

산출물
(output)

공공조직의 활동 (서비스 또는 생산활동)의 결과
-예, 에이즈 예방사업의 세미나 개최 회수

생산성
(productivity) 산출물/재원의 비율, 노동생산성

효율성
(efficiency) 산출물/재원의 비율로 산출물의 비율 강조, 범죄자당 조사비용

서비스의 질
(service quality)

시의적절성, 소요시간, 정확성, 접근성, 편의성 등 공공 서비스의
질적 개념

결과물
(outcome)

프로그램이 의도한 결과를 생산해냈는지의 효과성 (effectiveness)
- 시기적 효과성 분류: 단기, 중기, 장기

비용-효과성
(cost-effectivene
ss)

결과물/재원의 비율, 프로그램에 참여한 안정적 취업자당 비용

고객만족도
(satisfaction) 수혜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평가결과

자료: Poister (2004); 김영록 (2013)

실증연구에서 성과는 개념화된 지표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운용되는 성

과결과가 이용된다. 정책적으로 이용되는 정책 성과지표는 대부분이 현

재상황 대비 목표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drew와 Boyne의 다수의

성과평가연구는 영국의 지방정부 (예, England & Wales)에서 매년 평가

하는 CPA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의 성과지표 (PI:

performance Indicator)를 사용하여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고,

미국의 Syracuse Maxwell School에서 진행된 주 정부의 GPP

(Government Performance Project)와 연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예산프로

그램 PART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은 정책적으로 조직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의 대표적 성과지

표로 볼 수 있다. Boyne (2002b)은 지방정부의 성과의 차원을 1) 산출

(output), 2) 효율성 (efficiency), 3) 서비스 결과 (효과성) (service

outcomes), 4) 대응성 (responsiveness), 5) 민주적 결과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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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s)을 구분하고, CPA의 평가지표의 다차원적 구성이 요구된다고

주장36)하고 있다. Andrew 와 Boyne은 CPA의 다차원의 성과지표를 토

대로 다수의 성과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Andrews et al, 2005; 2006;

2008; 2009; Andrews and Boyne, 2010). Andrews and Boyne (2010)의

연구에서는 관리역량과 리더십의 성과요인 분석에서 사용된 성과지표는

지방정부의 주요서비스 기능의 서비스 결과를 가중치한 성과평가점수를

활용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대응성의 지표로 고객만족도의 지표를 활용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 성과지표는 대부분이 현재상황 대비 목표달성으

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성과와 조직의 투입된 자원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하는 측정지표의 오류가능성이 제기된다 (Hartly, 2009). 또한 목표달성

성과지표는 1) 공공조직의 목표가 모호성37) 에 따라 측정되는 지표의 불

명확성에 따라 타당성이 저하되고 (Chun and Rainey, 2005), 2)의도하는

효과의 발생 (Vedong, 1995), 3) 달성하기 쉬운 목표달성측정 (Thiel and

Leeuw, 2002)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목표달성 성과평가제도는 “통제”

의 목적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의회 및 중앙정부 (감시자)들은

성과평가지표는 단순성 (simplicity)에 따라 정책결정의 수단으로 성과지

표를 인식하기 때문에, 성과지표는 조직의 성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정보 이외에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의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책임의 가치

적 정보 역시 요구된다 (Vedong, 1995; Behn, 2003).

36) Amirkhanyan et al (2013)은 공공조직의 성과의 측정은 다양한 이해관계 입장으로부

터 나오는 다양한 차원의 성과의 인식에 따라 성과의 지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조직의 활동과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다차원의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설

명하고, 그의 경험연구에서는 Ohio State에서 시행되는 221개의 비영리 어린이 보호센

터 (child care center)를 대상으로 1) 조직의 활동을 규제하는 규제 위반, 2) 어린이

센터 직원들의 조직만족도, 3) 어린이 센터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선생님의 만족도, 4) 

고객으로서의 부모의 만족도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37) 조직목표의 모호성은 결국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의 측정을 성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조직성과의 주관성 (subjectivity)와 객관성 (objectivity)의 문제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 공공조직의 성과는 사회의 합의 및 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라 구성되는 특성에 따

라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고 (Brewer 2006; Brewer and Selden, 2000), 객관적인 측

정은 측정가능한 여부에 따라 선택된다 (Andrews et al. 2006; Chun and Raine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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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변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이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 및

지표를 토대로 실적을 평가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궁극

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2015).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사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경영실적에 상응하는 보상 및 경영개선

을 토대로 차기의 경영계획에 반영시키는 환류적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2- 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주요특징

도입기

(1993-1999)

정착기

(2000-2007)
성장기 (2008- )

특징
형식적 도입

사전적 통제방식

체계적 정착

사후적 통제방식

경영평가의 효율화

사후적 통제방식

지방공기업

설립승인권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

사장의 임명권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

평가주체 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
광역:행정안전부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평가체계

기관별 지표체계

절대평가

유형별

공동지표체계

상대평가

현장실사평가

유형별 공통지표체계

절대평가

서면평가

이의제기 및 확인평가

평가비용의

부담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광역:행정안전부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평가결과의

활용

보상없음

처벌없음

성과급지급

부실공기업

경영진단

성과급지급

부실공기업 경영진단

평가결과 통보 및 공시

자료: 한인섭 (201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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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천을 보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3차

개정(1992년 12월 8일)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9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를 통한

사후적 평가제도로 변화되었고, 2002년 지방공기업 6차 개정 (2002년 3

월 25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경영평가권한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원화되었으며, 2008년 이후에는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기

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기업은 광역자치단체

가 경영평가를 하는 이원화된 경영평가제도로 변화되었다 (한인섭,

2014).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의 도입은 과거에 행정자치부, 지방정

부, 감사원 감사 등의 사전적 통제를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후적 관리로 전환의 제도적 의의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책임성

확보, 성과개선의 관리적 수단의 정책 평가적 의의를 지닌다. 다른 한편

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 뿐 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의 관리과정을 개선을 목적으로 경영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정치적 책임

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본다 (한인섭,

2014).

이렇게 볼 때,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는 시기별로 제도의 변천에

따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지표는 1) 리더십·전략, 2) 경영시스템, 3) 경

영성과, 4) 정책준수의 4개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고, 대분류 내에 세부평

가지표들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세분화된다. 경영평가지표는 가중치

의 합계를 100점으로 하고,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가중치 비중은 사업

내용별 특성을 반영하여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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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체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지표는 지방공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평

가되는 지표가 있는데, 경영시스템 대분류의 하위 주요사업활동지표와

경영성과 대분류의 하위 주요사업성과 및 경영효율성과지표로 분류된다.

1) 경영시스템은 평가내용은 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 및 조직자원의 효

율적 활용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경영효율화는

조직의 내부조직관리 (조직, 인사, 노사, 재무)와 주요사업활동으로 분류

된다. 주요사업활동은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이 다르게 평가되는데, 공공성 특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

되어있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종합안전대책 및 관리,

승객수송계획 및 관리, 친환경·기술개발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개

발공사의 경우에는 주택·토지사업 공공성 증진노력, 지역사회에의 공헌,

친환경·기술개발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경영성과의 평가내용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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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

요사업성과와 경영효율성과는 재무적 요소의 평가항목으로 분류되는 반

면, 정책준수 및 고객만족도는 행정안전부의 공기업의 공공성제고 준수

사항과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2- 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분류별 체계 및 배점

대분류지

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 점
상수
도

하수
도

도시
철도

도 시
개 발

시설
공단

환경
공단

기타

리더십/

전략

리더십 경영층 리더십 2 2 4 4 4 4 4
고객 및 윤리경영 3 3 4 4 4 4 4

전 략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2 2 4 4 4 4 4
주민편의시책 3 3 - - - - -

리더십/전략 합계 10 10 12 12 12 12 12

경영시스

템

경영효율화

조직관리 5 4 4 3 4 4 3
인사관리 5 4 4 3 4 4 4
노사관리 - - 5 3 4 4 4
재무관리 5 2 4 6 2 2 4

주요사업

활동
주요사업활동 18 18 13 15 16 16 15

경영시스템 합계 33 28 30 30 30 30 30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주요사업성과 16 22 16 8 21 28 18

경영효율성과 경영수지 관련 지표 21 20 22 30 17 10 20

정책준수 공기업 정책준수 10 10 10 10 10 10 10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10 10 10 10 10 10 10

경영성과 합계 57 62 58 58 58 58 58
총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성지표

정량지표

27

73

24

76

42

58

41

59

42

58

42

58

42

58
※ 상하수도의 경우 “경영층 리더십”,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및 “인사관리”는 각각 “관리층 리더

십․전문성”, “중장기 경영계획” 및 “인력관리”임. 

※ 기타는 기타공사와 기타공단임.

※ 기타공사와 기타공단은 경영시스템 및 경영성과에서 세부 지표별로 소폭의 배점변동 있음.

자료: 지방공사 경영평가편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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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조치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보상과

처벌이 이루어진다. 우수한 경영평가의 실적을 낸 공기업 종사자들은 포

상, 인사상 특전 또는 인센티브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반면, 부실한

경영평가의 실적을 낸 공기업 종사자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고, 부실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2에 따라 경영진단대상으로

확정되어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및 사업규모의 축소 및 경영개

선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현행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에서 경영평가결과는 5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평가등급의 결정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지방공기업정책위

원회」에서 경영평가 등급을 심의한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를 하고, 행정자치부는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범위를 부여하고, 최종 지급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평

가 등급별 지급률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한다38).

[표2- 8] 2013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

(성과급=연봉(보수)월액 * 지급율)

성과급 지급률 기관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조정기관장 임원 직원

가 
(90-100) 301-450% 201-300% 201-300%

나
(85-89) 201-300% 151-200% 151-200%

다
(80-84) 100-200% 100-150% 100-150%

라
(75-79) 0% 0% 0% 익년도 연봉동결

마 (성과미실시기관)
(-74)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38)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지방자

치단체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지급률을 결정하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과 관계없이 지방공기업 경영성과등급이 “라”등급일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률이 

0%가 된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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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제1절 공공조직의 성과영향 요인 

1. 기관장 역할유형: 리더십 영향요인

공공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리더십의 역할을 많은 경험연구들이 증

명하고 있다. 공공조직의 리더역할은 조직의 힘과 영향력, 리더의 조직업

무의 몰입과 전문성(skills) (Avelleneda, 2009), 리더의 자질 (Hassan

and Hatmaker, 2015; Jacobsen and Andersen, 2015; Kim and Lee,

2009), 리더십의 유형 (Fernandez 2005; Fernandez et al, 2010; Jung et

al. 2008; Belle, 2013; Andresen, 2010; Chen and Cheng, 2012, Crurrie

et al, 2011; Griffith, 2004)이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Rainey and Steinbaur (1999)의 ‘효과적 정부조직의 이론 (theory

of effective government organization)’을 통해서 1) 외부이해관계자, 2)

조직의 자원, 3) 자율성, 4) 조직문화, 5) 리더십, 5) 조직의 목표, 6) 과

업상태, 7) 동기부여의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상호작용을 토대로 조직의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요인들은 사실로 드러나

(posit)의 요인이 아니라, 부각되는 (emerging as)의 요인임을 강조하였

다 (p. 28). 즉,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실증연구들은 리더의 역할을 리

더의 타고난 자질 또는 조직 상황 하에서 행동하는 유형별로 대리검증하

고 있다.

Fernadez et al. (2010) 연구는 PART의 성과와 부처의 리더십의 관

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2006년 연방정부 인사 설문 (Federal Human

Capital Survey)의 질문을 토대로, 리더십의 유형을 5개로 유형화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리더십의 유형은 1) 목표달성 지향적 (task-oriented), 2)

관계지향적 (relations-oriented), 3) 변화 지향적 (changed-oriente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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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지향적 (diversity-oriented), 5) 청렴적 지향적

(integrity-oriented) 리더십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에서는 리더십의 유형

을 요인분석한 후 통합된 값으로 통합적 리더십 (integrative leadership)

으로 측정한 후 PART 점수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변혁적 리더십의 실증연구는 공공조직성과에 (+)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Muchiri et al., 2012; Trottier et al., 2008; Koh,

1995;2011; Jacobsen et al., 2015; Gabris et al., 2001; Dumdum Lowe,

and Avolio, 2002; Jung et al, 2008; 정광호·문명재, 2008; 정호준 외,

2015). Muchiri et al., (2012)와 Trottier et al. (2008)은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성과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의 영향을 주고 있

음을 밝혔다. Muchiri and Cooksey (2012)는 호주 북서부의 177명의 공

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조직몰입도와 정부효율성 성과측정에 변혁

적 리더십의 유형이 (+)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Trottier et al.

(2008)는 2002년 연방정부공무원 서베이 (FHCS)를 토대로 연방공무원의

리더십인식의 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

다. 설문항목을 선별하여 Bass의 이론에 따라, 1) 이상적 영향력, 2) 영

감적 동기유발, 3) 지적 자극의 요인의 변혁적 리더십 유형을 구성하였

고, 1) 예외적 관리, 2) 상황적 보상, 3) 개별적 배려의 거래적 리더십 유

형을 구성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이상적 영향력이

가장 영향있는 변혁적 리더의 요소라는 점을 밝혀냈고, 거래적 리더십에

서는 개별적 배려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가 공무원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있음 또한 밝혀냈다. Jung et al. (2008)은 2002년 19개 부처들

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부처의 장관의 리더십 설문을 통해서 전략적-변

혁 리더십와 외부-변혁적 리더십이 부처의 성과에 (+)의 영향을 주고 있

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변혁적 리더십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협력

적 관계의 리더유형으로 외부의 환경변화를 완화함으로써 부처의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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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병을·안사

윤 (2010)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산하 5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

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방공공의료기관에서 변혁적 리더십와 거

래적 리더십이 조직의 몰입과 직무만족도 성과에 모두 (+)의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현 (2016)은 우리나라 79개의 종합사회복지기

관의 근무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복지관의 효율성 성과요

인을 분석한 결과, 1) 변혁적 리더십이 성과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냈다. 변혁적 리더십은 종합사회복지회관 법인직영, 정부직영에서 성

과에 영향을 미쳤으나, 민간위탁의 사회복지회관에서는 영향력이 없었다.

2) 반면, 거래적 리더십은 법인직영과 정부직영에서 성과에 (-)의 영향을

주었다. 그는 이와 같은 이유를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의 신뢰를 토대로

성과에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거래적 리더십은 규칙이나 기준의 이

탈여부를 관찰하고 수정 조치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구성원들의 특성과 불일치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유형의 연구는 리더십역할이 학교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준다. O’Toole and Meier (2011)과

Chun and Song (2016)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직성과요인 분석에서

관리자의 외부네트워크의 역할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관리자의 외부 네

트워크의 노력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밝혀냈다. 공공조직의 특

성상 외부환경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조직

의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공공조직이론을 실증검증한 것으로 리더

역할의 외부환경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O’Toole and

Meier (2011)은 미국 Texas 주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고, Chun and

Song (2016)은 한국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같은 성과결정모형

(O’Toole and Meier (1999) 모형)을 이용한 결과여서 주목될만 한다. 반

면, Fernandez (2005) 연구는 Texas 주의 학교 데이터를 대상으로 통합

적 리더십의 개념을 외부환경과과의 연계개념으로 조작화하여 1) 외부환

경관리 몰입, 2) 지역커뮤니티의 정치적 지원, 3) 구성원의 재량 확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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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화주도의 역할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외부환경의 몰입이 높을수

록, 지역커뮤니티의 정치적 영향력이 클수록, 학교의 성과는 높은 반면,

주도적인 조직변화의 역할은 학교 성과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특히, 이러한 조직변화의 부정적인 역할은 높은 학교

성과를 나타내는 곳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보여주었

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는 학교의 과업의 어려움 수준이 학교별로 다르

기 때문에, 과업의 수준 여부가 외생적으로 학교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업어려움 수준별로 리더의 외부환경 변화 역할을

분석한 결과, 처음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학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공공리더의 역할은 정치적 지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과의 의사소통의 시간에 몰입할수록 학교의 성과는 높아진다는 점을

밝혀냈다. 반면, 내부적으로 학교조직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성과에 악영

향을 주고, 학교 구성원에서 재량의 범위를 확대할수록 학교성과는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Jacobsen et al. (2015)는 덴마크의 학교를

대상으로 79명의 교장과 1,621명의 선생님을 상대로 한 결과에서 학교의

학생성적 등급을 성과지표로 분석한 결과, 교사들이 인식하는 변혁적 리

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학교의 성과에 (+)의 영향을 주지만, 리더 본인

이 인식하는 리더십 유형에 따른 결과에서는 리더십이 학교 성과에 (-)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Chen and Cheng (2012)의 연구는 중국

의 1,058개 공립사립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유형 연구에서

카리스마 리더십은 업무성과만족도에 (+)를 준 반면, 감정적 리더십은

영향력이 없는 반면, 청렴적 리더십은 업무성과만족도에 (-)의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슷하게, Currie et al. (2011)의 연구는 리더십을

1) 결과지향적 리더십, 2)전문적가치지향적 리더십(청렴과 참여적 특성)

을 구분하여 200개의 영국의 초중고 학교의 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분석

을 하였다. 분석 결과 결과지향적 리더십과 전문적 가치 지향적 리더십

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그들은 결

과지향적인 리더십을 성과제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리더십으로 조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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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하고, 전문적 가치지향적 리더십은 과거의 전통적 리더십으로 조

작적 정의를 하였다. 그들은 리더십 유형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

는 요인을 인터뷰를 토대로 설명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리

더 유형은 조직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실무적으로 규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는 결과지향적인 리더십 유형이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리더의 역할은 리더의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다. Andrews et al

(2006)은 영국의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실패 (performance

failure)의 요인으로 관리적 리더십과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의 인식을 설

정하였다. 그들의 결과는 약한 관리적 리더십의 인식과 약한 정치적 리

더십의 인식은 조직의 성과의 실패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다양한 관리요인과 함께 검증한 결과에서, Andrews et al.은 지방정부의

특성상 리더십의 역할이 조직관리요인보다 조직성과에 주요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비록, 검증방법 상에 리더십의 역할의 내생성 (endogeneity)

의 한계를 인정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Joyce (2004)의 영국 뉴햄지방

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설명하였다. Joyce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관리적 리더십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더 중요한 성과요인임을 밝히고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최고관리자가 옹호하는 조직관리는 정치가

들의 권력에 의해서 종종 옹호되거나 거부되는 점을 들었다. Joyce의 연

구는 실무리더의 인터뷰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리더의 현실은 이론과 다

른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지방정부의 리더는 외부환경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직의 비젼

과 조직목표를 설정하지만, 조직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리더의 관리적 역

할보다는 정치적 역할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Andrews et al (2008) 연구는 리더십의 역할을 리더의 조직전략으로

대리변수화 하여 조직성과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조직전략을

1) 공공서비스 제공의 변화주도적인 전망적 전략 (prospecting strategy),

2) 변화의 관리적 전략 (defending strategy), 3) 변화 압력에 따른 뒤늦

은 전략 (reacting strategy)로 구분하였다. Welsh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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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에서 리더에 따른 전략에 따른 지방정부의 성과점수에 영향을 주

는지 분석 한 결과, 전망적 전략과 관리적 전략은 조직성과에 (+)의 영

향을 준 반면, 뒤늦은 전략은 영향력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전망적 전

략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관리전략보다 상대적으로 성과에 강한 영향력

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Avelleneda (2009) 연구는 콜롬비아

국가의 20개의 지방정부의 교육입학비율을 종속변수로 2000-2005년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리더 (시장)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였다. 그녀는 시장의 개인적 특성 (높은 교육수준,

긴 경력, 높은 교육경력)과 리더의 외부환경 (시장과 도의회의 같은 정치

적 이념, 높은 정치적 경쟁력)이 콜롬비아 교육입학비율에 높이는데 긍

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혔다.

변혁적 리더십의 유형은 리더가 조직 구성원의 신념과 가치관을 조

직의 성과목표와 일치시켜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전제 (Bass,

1978; Van Wart, 2003)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조직과 비교할 때, 조

직의 통제지향적 관료문화는 변혁적 리더십이 발현되기 어려울 것이고

예견되었다 (Wright and Pandey, 2010). 공공조직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직접적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준다면, 공공조직이 일반사람들이 생각하

는 만큼의 관료화되지 않았거나, 관료의 통제문화가 변혁적 리더십의 행

태에 방해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Wrigt and Pandey, 2010). 이

와 같은 비판은 우선, 리더의 역할이 조직의 관리역량, 구성원의 만족도

진작, 조직문화의 변화의 매개 및 조절역할을 토대로 한 간접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공공조직의 다양한 분류에 따른 조

직의 유형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Hassan and Hatmaker (2015) 연구는 미국의 중서부지역의 주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에서 리더와 구성원간의 교환관계 리더십

(LMX)의 역할이 구성원의 직업성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을 밝혔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교환관계 리더십은 리더의 임기와 리더

의 성별과 상호연계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 즉,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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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여성구성원 보다는 여성리더-남성구성원과 교환관계 리더십의 영

향력이 더 크게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리더의 긴 임기

는 낮은 교환관계에서 성과에 더 높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

Moynihan et al. (2012) 연구에서는 국가적 관리연구 프로젝트 4

(National Administrative Studies Project IV)의 설문을 바탕으로 성과정

보이용도에 변혁적 리더십 유형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

의 유형은 조직목표의 명확성과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Griffith (2004) 연구는 117개 미국

의 메트로폴리탄에 소재하는 학교의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장선생님의 변혁적 리더십 스타일이 학교선생님의 이직과

직업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의

변혁적 리더십은 선생님의 직업 만족도에는 (+)의 영향을 주지만, 선생

님의 직업만족도는 이직률과 학교 학업성취도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밝히면서 변혁적 리더십의 학교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Griffith는 변혁적 리더십과 학교선생님의 직업만족도의 교호작

용을 통해서, 직업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 결과 높은 변혁적 리더십은 낮은 수준의 직업만족도

에서 높은 직업만족도로 변할수록 조직성과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교장선생님의 변혁적 리더십은

선생님들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증진시킴으로써 협력적 관계를 쌓으면서

선생님들의 직업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Belle (2013)

은 이탈리아 공공병원의 147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참여 관찰한 결과, 변

혁적 리더십은 병원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는데, 변혁적 리더십

은 간호사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공공봉사정신 (PSM)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의 성과에 (+)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

러한 변혁적 리더십 연구는 공공조직에 한정된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심리학의 참여관찰 연구들은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의 성과에 항상 (+)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적 결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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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참여관찰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lle, 2013). 또한, Kapucu and Van Wart (2008)은 미국의

katrina와 Rita의 재난상황에서 리더의 역할은 주어진 조직의 자원과 외

부협력적 요인들과의 빠른 대응적 역할 없이는 리더의 역할은 예기치 않

은 극단의 상황에서는 무의미함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 기관장 역할유형: 임명형태의 영향요인

정치적 임명은 실적주의 (merit system)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 임명은 직업관료를 통제함과 동시에 민주적 대응성을 높이는 점

이 강조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는 정치적 임명자 (political appointee)

와 선출된 사람 (elected)을 구분하여, 전자를 모두 정치적 임용자로 측

정하고 있다 (Gallo and Lewis, 2012). 또한, 관료문화가 강한 일본의 경

우에는 관료출신을 강조한다. 일본의 공공기관 임용은 “아마쿠다리(天下

り)”용어를 빌어 “관료, 특히 고위관료가 재직 중 특히 관련이 있던 민간

기업이나 특수법인 등의 중역·임원·관리직 등에 재취업하는 것”을 의미

한다 (길종백·하정봉, 2013). 일본의 관료의 아마쿠다리는 우리나라에서

는 저널용어로 “관피아”와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료출신 이외의 외부임명을 정치임명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정치임용을 임명자와 연계에 따른 임명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유

승원, 2014). 국내 기관장의 임명에 관한 연구들은 1) 내부승진자와 외부

영입자로 구분 (민희철, 2008; 유승원, 2009), 2) 실적요인(외부승진, 외부

전문가)과 비실적요인(공무원, 정치인, 군인)으로 구분 (이명석, 2001; 김

헌, 2007; 박상희, 2009), 3) 출신성분 별 분석 (정지수·한승희, 2014)로

구분된다.

경험적 연구들은 정치적 임명자가 관료출신자보다 성과 높다는 연구

(김태형·장용석, 2013; 민병익·김주찬, 2015; 민인철, 2008), 성과가 낮다

는 연구 (김헌, 2007; 이명석, 2001; Gilmour and Lewis, 2006; Gall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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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s, 2012)들이 있다. 김태형·장용석 (2013) 연구는 이명박 정부 시기

(2008년-2011년)의 공기업 480개 표본을 토대로 기관장의 정치적 임원의

인사특징이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정부

관료 출신이 다른 출신보다 경영성과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한나라당 출

신과 현대동문의 임원들이 기관장 평가등급에 (+)의 영향을 주었다는 점

을 밝혔다. 반면, 김헌 (2007)과 민병익·김주찬 (2015) 연구에서는 정치임

명 (낙하산 인사)들의 경영성과평가가 경영성과 연구에 영향력이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김헌연구는 1999년-2005년 사이의 공기업의 임원들의 정

치임명의 유형에 따른 검증결과 정치임명유형의 인사보다는 관련경험이

경영성과평가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민병익·

김주찬의 연구는 2010-2012년의 110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개인적 특성 (연령, 출신배경, 재임기간, 고향) 그룹별 경영성과에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호남출신이 대구·경북출신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점을 밝

혀냈고, 오히려 재임기간이 길거나, 기업인출신의 기관장이 관료출신의

기관장보다 경영평가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ilmour and

Lewis (2008)과 Gallo and Lewis (2012) 연구는 미국의 PART 프로그램

을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정치임명자와 관료출신 (SES) 출신의 기관장의

PART점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두 연구에서 정치임명자가 관료출신의

기관장보다 PART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들은 그 이유를 잠정적으로

정치적 관료의 전문성의 부족, 실무경험의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한, 정치적 임명자의 짧은 임기도 한 요인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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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자료
연 구 방
법

대상및 표본사이즈 성과변수 독립변수

Andrews et al 2005 서베이 OLS
120 English Local
a u t h o r i t i e s
(4000명)

성과점수(CPA)-성
과실패

시민들의 이질적 요구 (+)
시민들의 빈곤상태 (+)
시민인구크기 (ns)
성과관리 (+)
목표에 의한 명확한 사업순위 (+)
내부의 파트너십 관계 (+)
시민들의 외부 상호작용 (+)
외부의 파트너십 (+)
관리적리더십 (+)
정치적리더십 (+)

Andrews et al 2008 서베이 OLS 53 Welsh Local
Authorities

성과점수(NAWPIs
)

구조의 집중화 (ns)
구조집중화(조직보수전략) (+)
구조분권화(조직미래전망전략) (+)
구조집중화&분권화(조직회고적 전략) (ns)

Andrews et al 2009a OLS
47 Welsh Local
Authorities

성과점수(NAWPIs
)

합리적 조직전략 (+)
점증적 조직전략 (+)
전략과정의 부재 (-)
미래전망전략 (+)
보수전략 (+)
회고전략 (ns)
미래전략>보수회고전략

Andrews et al 2008b score &
survey

OLS
51 Welsh england
d e p a r t m e n t
(2002-2003)

성과점수(NAWPIs
)

미래전망전략입장 (+)
미래전략>보수회고전략
보수전략입장 (+)
보수전략>회고전략
감시기능 (ns)
지원적감시기능 (ns)
감시기능조절효과 (+)

A n d r e w s ,
Boyne

2010 score OLS 58 england gov
성과점수(CPA)/고
객만족도

관리역량 (+)
리더십의 관리역량 조절효과 (+)

Avelleneda 2009 score
f i x e d
effect

40 columbia
m u n i c i p a l i t i e s
(2000-2005)

초중고교육입학비
율

시장의 교육수준 (+)
시장의 전문경력 (+)
시장능력(교육,전문경력) (외부환경 조건) (+)
시장과 도지사 같은 정치적 이념 (ns)

[표3- 1] 기관장 역할유형의 성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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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시의회의 같은 정치적 이념 (+)
시장의 정치적지지 (+)
시장의 정치적 경쟁여부 (+)
진보적 성향의 시장 정치이념 (+)
시민의 감시기능 (ns)
인구 (ns)
시골지역 (ns)
불평등 (+)

Chun, Song 2016 survey OLS KELS survey 국 어 , 영 어 ,
수학점수

내부관리 (ns)
관리자네트워크 (+)
관리질 (+)

Fenadez 2005 score OLS
1000 Texas
schools

TAAS

시간소요관리 (ns)
외부요인관리 (+)
정치적지지 (ns)/(+)
과업어려움 (-)
재량적 리더십 (ns)
리더의경력 (ns)
변화능동적리더십(shorttime) (-)

F o s s e t t ,
Thompson

2006
17 US state
government (Child
care program)

childcareenrolleme
nt

정치적 이데올로기 (+)
정부리더십 (+) (ns)

Gallo, Lewis 2012 score
fixedeff
ect

PART federal
program

PART evaluation
score

정치적임명<경력리더

Greasley, John 2011 survey
English local
authorities

만족도 리더십 (+)

H a s s a n ,
Hatmaker

2015 survey OLS midwest region
state agency

ICB
LMX 리더십 유형 (+)
관리자의 임기 (조절효과)
관리자의 성별 (조절효과)

Hill 2005 survey OLS
1000 Texas
schools TAAS

관리자교체 (-)
외부관리자교체>내부관리자교체
관리자의 경력(조절) (ns)
새로운관리자 네트워킹 (+)

HollibaughJr. 2014 score OLS PART program Part score 정치적임명 (-)

J a c o b s e n ,
Andersen 2015 Survey OLS

79 Danish high
schools Score

리더십유형 (+)
부하리더십 인식 (+)

Meier, O'Toole
Jr. 2011 survey OLS Texas schools

Test score/pass
rates

리더의 네트워킹 관리 (+)
교사월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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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규모 (-)
교사경험 (+)
주정부지원 (-)
조직안정성 (+)
전년도 재정삭감 (-)
관리역량 (+)
관리역량*관리자네트워킹 (조절효과) (+)

Moynihan, et
al.

2012a
NASP-IV survey
(ICMA)

성과정보이용

PSM (+)
외재적보상
일반관리>목표지향관리 (+)
조직문화 (+)
의사결정 (+)
시민참여 (+)
관리자전문성 (+)

Kim, Lee 2009 survey OLS 한국 251지자체와
51개 부서

GII Index-혁신

리더변화관리 (+)
리더의 몰입도 (+)
리더의 안정성 (-)
구성원 몰입도 (+)
부서의 전문성 (+)
외부네트워킹 (+)

Belle 2013 참여관찰
공공의료기관-이탈
리아 (138명
간호사 실험관찰)

변혁적리더십 (+)

Jung et a. 2008 survey OLS 2002 장관설문
(19개부처)

부처효과성 전략-변혁적리더십 (+)
외부변혁적 리더십 (+)

Andersen 2010 survey t-test
공공조직(사회보험,
학교)과 민간기업
관리자

공사조직 리더의
차이

목표지향적 리더십: 공공 >민간
관계지향적 리더십: 공공<민간
변화지향적 리더십: 공공>민간

Bono, Shen,
Snyder 2010 survey panel

북미 43개
c o m m u n i t y
l e a d e r s h i p
program

자발적 커뮤너티
활동

이타적 리더십 동기 (+)
참가자 지식 및 인식 (+)
리더의 경력 및 전문성 (+)

Chen,Cheng 2012 survey SEM 중국의1,058개공립
사립유치원교사

업무성과만족도
카리스마 리더십 (+)
감정적 리더섭 (NS)
청렴적 리더십 (-): 공립 유치원교사

C u r r i e ,
L o c k e t t ,
Suhomlinova

2009 survey OLS
200개의 영국의
초중고 학교

학 업 성 취 도 ,
시험패스등급

결과지향적 리더십 (NS)
전문성지향적 리더섭 (NS)-청렴, 참여적
인터뷰: 규제많은 환경에서 결과지향적 리더십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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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s et al 2001 survey
상 관 관
계

176 시카고
지방정부 관리자

공공서비스 성과 리더의 신뢰도 (+)

Griffith 2004 survey SEM
미국 메트로폴리탄
학교 (117개)

학교이직
학교학업성취율

변혁적리더십 (NS)-간접효과 (-): 만족도
변혁적리더십 (NS)-간접효과 (-): 만족도

Jacobsen et al 2015 survey OLS
79덴마크학교교장
과1621선생님

학교 학생 성적
등급

교사들이 인식하는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
교장이 본인이 인식하는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

Joyce 2004
intervi

ew

영국 지방정부
사 례 연 구
( N e w h a m
Borough)

리더의 역할은 외부환경, 내부관계를 고려한
비젼을 세워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

Karaca et al 2012 survey SEM
미국의 FEMA
(OMB and FHCS
data)

변혁적리더십/거래적리더십(+)-응급상황에서는

Koh 1995 survey OLS
싱가포르 846 교사
(89개학교)

교 사 만 족 도 ,
조직몰입도

변혁적리더십 (+)

Moynihan, et
al. 2012b survey SEM

N a t i o n a l
Adm in i s t r a t i v e
Studies Project
(NASP-IV)

성과정보이용도

변혁적리더십 (+)

변혁적리더십:매개효과 (목표명확성과 조직문화)
(+)

Trottier, Van
Wart, and
Wang

2008 survey OLS FHCS 부하만족도 변혁적리더십 (+)
거래적리더십 (+)

M u c h i r i ,
c o o k s e y ,
Walumbwa

2012 survey HLM
호주 지방정부
(북서주의 177
공무원)

조직몰입도/정부
성과 및 효율성

변혁적리더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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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역량 요인

관리역량 (management capability)의 개념은 모호하다. 관리역량을

개념화하는 학자들은 관리역량을 1) 성과 (목표달성)를 수행하는 능력

(Yu-Lee, 2002), 2) 조직이 원하는 것을 하는 능력 (Gargan, 1980), 3)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할을 하는 총체적 관리능력의 속성

(Eisinger, 2002), 4) 정부가 필요한 시점과 시기에 할 수 있는 자원의 소

유능력 (Ingraham et al. 2003)으로 구분된다 (Bryan, 2011).

실증연구들에서 관리역량을 측정하고 활용하는 데 측정의 차이가 있

다. 첫째, 관리역량을 조직의 시스템을 이루는 기능적 기반(Ingraham

and Moynihan, 2003)으로 1) 인적자원역량, 2) IT자원역량, 3) 재무관리

역량, 4) 자본관리역량으로 구분하는 연구 (Amirkhanyan et al. 2014;

Andrews and Boyne, 2010; Caggurn, Schineider, 2003; Dohanue et al.,

2000; Hou, Moynihan, and Ingrapham, 2003)의 분류가 있다. 둘째, 관리

역량은 조직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으로 조직시

스템을 운영하는 행위자의 능력까지 포함한다 (O’Toole and Meier,

2011; Lee and Withford, 2012)을 구분될 수 있다39).

Amirkhanyan et al (2014)은 미국 Ohio 주의 221개 어린이 보육센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역량의 성과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보육센터는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를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자, 선생님, 부모님의 만족도

를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조직내부의 관리역량요소와 조직특성, 외

부와의 계약관계 등을 설정하여 성과요인분석을 하였다. 특히, 그들은 관

리역량을 1) 다양한 조직활동 항목, 2) 교사의 학력, 3) 학생교사비율, 4)

학생당 세출금액으로 측정한 결과 학생교사비율과 학생당 세출금액이

39) Bryan (2011)은 이외에도 관리역량을 지식과 학습의 과정을 통한 조직의 능력으로 측

정하는 연구자 (Cohen and Levinthal, 1990)과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하는 

능력 (collaboration)을 개념화하는 (Sowa, 2008)을 포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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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만족도에는 교사의 학력이 (+)인 반면, 학생당 세출금액은 (-),

교사만족도에는 교사의 학력이 (+), 부모의 만족도에는 다양한 조직활동

항목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비영리 기

관에서는 인적관리역량이 재무관리역량보다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으로 시사하였다. Dohahu et al. (2000)은 인적관리역량이 주정부의 성과

(GPP index)에 (+)의 영향을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노동조합은 주정

부 성과에 (-)의 영향을 준다는 점 또한 밝혀냈다. Coggburn and

Schnider (2003) 역시 주정부의 GPP성과자료를 이용하여 GPP 설문에서

제공하는 관리역량 (인적, 재무, IT)의 점수를 토대로 관리역량이 성과에

(+)의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외부환경요인으로 진보적

정치성향의 정부와 시민들 역시 성과에 (+)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한편, 주정부의 규모는 성과에 (-)의 영향을 주었다. Hou et

al. (2003)은 주정부의 균형예산의 비율을 성과로 측정하고, 주정부의 예

비비 비율을 재무관리역량으로 측정한 결과 주정부의 예비비의 증가가

주정부의 균형예산에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관리역량을 리더와 조직전략을 포함하는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직

역량의 측정지표로 성과분석을 하고 있다. Andrews et al. (2005; 2008;

2009a;2009b) 의 일련의 연구들은 영국의 지방정부의 성과지표 (CPA)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성과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관리역량의 지표로

1) 리더십의 유형 (관리적, 정치적 리더십), 2) 조직의 전략 (합리적 조직

전략, 점증적 조직전략, 미래전망적 전략)들이 성과에 (+)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Andrews et al, 2006;2008;2009) 2. 특히, 그들은 관

리자들의 조직전략에 주목하여 Miles and Snow (1978)의 유형에 따라

조직전략을 4개의 차원으로 유형화하여 성과요인분석을 하였다. Welsh

지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번의 성과분석을 한 결과 지방정부의 미래

전망적 조직전략과 보수적 조직전략은 성과에 (+)의 영향을 준 반면, 외

부환경에 일관되지 않는 조직전략은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밝혔

다. 또한 조직전략은 외부의 감시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성과에 (+)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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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냈다(Andews et al. 2009a;2009b). O’Toole and

Meier의 일련의 Texas 주의 학교 성과연구들은 1) 조직외부환경, 2) 조

직내부요인 (관리역량요인), 3) 환경과 네트워킹의 성과결정모형을 토대

로 다양한 성과요인분석을 하였다. 그들은 학교장이 외부의 이해관계자

들과 만나는 횟수를 네트워크 노력으로 측정하여, 학교의 SAT 성적과

합격률의 성과에 (+)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고, 리더의 네트워크 노

력은 외부의 재정악화를 완화 (buffer)하여 성과에 (+)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밝혔다. 또한, 그들은 교사의 월급을 조직역량으로 측정하여 교사의

월급규모가 클수록 조직의 성과에 (+)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이외에도 교사의 경험과 조직의 안정성이 성과에 (+)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교실의 규모는 성과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Chun and Song (2016)연구는 한국의

교육기관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과요인을 분석한 결과 내부관리

요인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관리자의 네트워크와 관리의 질은

성과에 (+)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Andersen and Mrothensen

(2010)의 연구는 덴마크의 학교를 대상으로 수학과 국어점수에 학교의

안정적 예산 (+), 장기예산증가율 (+)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주었

고, 이후의 연구에서는 학교의 관리개혁 요인과 구성원의 PSM이 성과에

(+)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Andersen 2008; Andersen et al., 2013).

Lee and Whitford (2012) 연구는 주정부 부처의 성과요인 연구에서 관

리역량을 1) 관리요인으로 위원회 규모, 임기 전문인력비율로 측정하여

성과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주었고, 2) 인력자원요인으로 부서

의 전문인력비율과 SES인력비율, 정규직규모로 측정한 결과, SES인력

비율을 제외한 인적자원요인에서 성과의 (+)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냈

다. 3) 재정자원요인으로 결산규모로 측정하여 (+)의 영향요인을 밝혀냈

다. 한편, 외부환경요인으로 정치자원요인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관심을

측정한 결과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언론의 감시

는 성과에 (+)의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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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조직관리요인들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분석에 의의가 있지만, 조직관리요인이 어떻게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Andrews and Boyne

(2010)은 리더는 조직역량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리더의 역량이 관리역량40)의 조절효과로

성과에 (+)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

40) 그들은 관리역량의 측정을 지방정부의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의 성과평가 활

동의 결과인 CPA의 부분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그들은 자본 관리역량을 자본 투자의 적

정성과 우선순위여부의 항목점수를 사용했고, 재무관리역량은 사업의 자원배분의 목적

와 재무 및 예산관리여부 등의 항목을 이용하였고, 인적관리역량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준, 여성의 고위관료 비율 등의 항목을 사용하였고, IT 관리역량은 성과관리시스템의 

관리항목을 사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관리역량지표는 지

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지표의 1) 조직관리, 2) 인사관리, 3) 재무관리, 4) 노사관리의 평가

항목을 이용한다. 지방공기업의 조직관리역량은  효율적 조직의 구조 및 규모를 측정하

였고, 인사관리는 인사제도의 운영 및 내부관리자의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재무관리는 

사업계획에 따른 재무의 효율활동 및 노력을 측정하였으며, 노사관리는 합리적 노사관

계의 노력 및 역할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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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자료 연구방법 대상및 표본사이즈 성과변수 독립변수

Amirkhanyan, Kim,
Lambright

2014
서베이

OLS
221 child care
center in OHIO

규제위반/만족도(
관리자,선생님,부모
)

관리역량 (+)/조직특성 (+)/(-)/계약관계 (+)

Andersen, Mrotensen 2010 score OLS
140,000 studnet in
270 Danish Schols
(2002-2005)

수학점수/국어점수
안정적 예산 (+)/장기 예산 증가율 (+)/
높은 예산 (ns)

Andersen,Serritzlew 2007 score OLS
1321 Danish
school (public vs
private)

수학점수 학교등록률(경쟁) (+)/(ns)

Andresen, Blegvad 2006 score
t r n e d
analysis

child dental care
in 275 Danish
Mu n i c i p a l i t i e s
(1996-2002)

소유권 (+)/경쟁 (+)

Andersen 2008 score OLS 778 Danish school 시험성적 관리개혁 (+)

Andersen et al 2014 survey OLS
85 Danish school
(teacher) 시험성적 PSM (+)

Andrews et al 2005a survey OLS 386 English Local
Authorities (845명)

고객만족도/
서비스만족도

대표관료제 (+)/조직전략 (+)

Andrews et al 2005b score OLS
148 England local
government

성과점수(CPA)
핵심서비스성과
성과개선

서비스질요구 (+)/서비스다양성요구 (-)
지자체부유한세금 (-)/재량적자원 (+)
인구규모 (-)/인구밀도 (-)
정치이념강도 (+)

Avellaneda, Gomes 2015 score OLS
787 Brazilian
municipalities 재산세

인구규모 (+)/인구규모 (ns)
관리자나이 (+)/관리자교육수준 (+)

B i n d e r k r a n t z ,
christensen

2011 score fixed effect
D a n i s h
government

pay-for-performa
nce

계약 (+)/목표달성 (+)/계약기간 (+)

Bohte, Mieier 2000 score
OLS/correa
tion

476 Texas public
shcools (1996)

시험통과율/cheati
ng

전년통과율 (+)/성과추세 (ns)
학생당지출비용 (+)/업무어려움 (-)
관료화 (ns)/학생교사비율 (+)
참석율 (ns)/시험면제 (+)

Bohte 2001 score OLS 350 Texas schools
(1991 - 1996)

reading, math,
writing score
SAT

중앙관료 비율 (-)/캠퍼스관료 비율 (+)

Boschken 2000 survey OLS 42 US public
Transit Agencies

effectiveness 교통혼잡 (+)/기술이미지 (+)
도시환경 (+)/재정자율성 (+)

[표3- 2] 공공조직 관리성과요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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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ne, Chen 2007 score OLS
147 England Local
E d u c a t i o n
(1983-2003)

시험성적
서비스대상존재 (+)/서비스대상계획존재 (+)
서비스대상규모 (-)

boyne, Meier 2009 survey OLS 1000TexasSchool
TAAS score
college % 환경변화 (+)/환경변화*조직안정성 (+)

Brewer, Walker 2010
s u r v e y
& Score

OLS
135 England local
government

성과점수(CPA) red tape (-)

Brewer 2005 survey OLS U.S. Merit System
Survey 2000

조직성과 감시 (+)

Cabral, Lazzarini 2014 survey OLS
Internal Affairs
Divisions in Brazil

패널티 부과
(무죄, 유예, 해고)

고위관료출신 감시인 형량감소

Chun, Rainey 2005 survey OLS

2000 National
Partnership for
R e i n v e n t i n g
G o v e r n m e n t
Survey

관리효과성/고객만
족도/생산성/업무
질

사명모호성 (+)(-)/지시적모호성 (-)
/평가적모호성 (-)/우선수위모호성 (-)(ns)
조직규모(-)/설립나이(-)

Fossett, Thompson 2006 score OLS
17 US state
government (Child
care program)

등록률 정치적 이데올로기 (+)/정부리더십 (+)

Herman, Renz 2004 survey OLS n o n p r o f i t
organization

조직효과성 이사회역할 (+)

Hicklin, O'Toole,
Meier

2008 survey OLS
1000 Texas
schools

TAAS 네트워킹관리 non-linear

Lee, Whitford 2012 survey OLS federal agencies
PAR evaluation
( e x c e e d e d ,
notassessed)

보드멤버임기 (+)/전문인력비율 (+)
SES인력비율 (ns)/규모 (+)
결산규모 (+)/자산규모 (ns)
대통령관심 (ns)/의회관심 (ns
언론 (+)/부서평판 (ns)

Moynihan et al. 2010 survey OLS
NASP-IV survey
(ICMA)

성과정보이용
PSM/외재적보상/목표달성 리더십
조직문화/의사결정/시민참여
관리자전문성

Donahue, Seldon,
Ingraham

2003 survey OLS State Gov.
GPP-인적관리성
과

인적관리역량 (+)/노동조합 (-)/시장의
관료화 (-)

Hou, Moynihan,
Ingraham

2003 survey OLS StateGov. 주 정 부 의
균형예산

재무관리역량(예비비) (+)/의회예산감시 (+)

Coggburn, Schneider 2003 survey OLS State Gov. GPP index
관리역량 (+)/진보시민정치성향 (+)
진보정부 정치성향 (+)//주정부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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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기업성과 영향요인

공기업의 성과평가 선행연구는 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 정보가 국민

들에게 제공되면서 연구가 확대되었다. 공기업의 성과평가는 경영성과평

가의 종합점수를 활용한 연구 (박정수, 2010; 장석오, 2007; 김태형·장용

석, 2013; 김헌, 2007; 민병익·김주찬, 2015; 안숙찬, 2014; 이명석, 2001),

수익성 성과를 활용한 연구 (김권식·박순애·이광훈, 2015; 김유미·정순여,

2015; 김인, 2008; 김지영, 2015; 김헌, 2015; 박민정, 2013; 박원·김태영,

2013; 배인명, 2003, 2013; 신열, 2005; 안성규·곽채기, 2013; 안이숙·강인

성, 2014; 원구환, 2007; Wang and Yung, 2011),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

계 (김정인, 2014; 박기묵, 2010; 신열, 2005; 양종현·장동민·명성민, 2014;

여영현, 2007; 유미년, 2012; 이동원·윤방섭·남은우, 2007; 정규호, 2008)들

이 있다.

이들의 연구를 볼 때,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

과 수익성의 조직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를 선택적으로 활용한 연구로 볼

수 있다. 공공성 성과를 활용한 연구들은 비영리 병원이나 지방의료공사

등 공공성 목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수익성 지표를

활용한 연구들은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유사한 수익성 추구목표에 따라

수익성 성과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신공공관리론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기업의 연구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점은 공

공기관의 성과평가의 공개에 따른 자료의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

과지표의 이용과 연계가 있다.

1.기관장 역할유형 및 조직관리 영향요인 

공기업의 조직특성 (김권식·박순애·이광훈, 2015; 김정인, 2015; 원구

환, 2007; 장석오, 2007)과 기관장의 특성 (김병록·박태양, 2014; 김태형·

장용석, 2013; 김헌, 2007; 민병익·김주찬, 2015; 안성규·곽채기, 2013;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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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찬, 2014; 이명석, 2001;유승원, 2015), 리더십유형 (류은영, 2014; 황창

호·문명재, 2012)

김권식 외 (2015)은 2009년-2012년 기간동안 광역소속 지방공사를 대

상으로 재무성과를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지표로 구분하여, 부채비율이

재무성과에 역 U-자형 관계에 있고, 조직환경요소로 소속 자치단체의

채무비율과도 U-자형 관계에 있음을 밝혀냈다. 장석오 (2007)는

2002-200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을 검증하였다. 경영평가의 지표

가 공공성 (고객만족도)과 수익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특징을 토대로, 실

증분석한 결과, 공공성점수와 수익성 점수(영업수지비율 및 개선정도)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에 (+)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원구환 (2007)은 2000~2006년 사이에 14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개

발공사를 대상으로 재무성과 (ROA와 ROE)와 지방공기업 내부지배구조

인 이사회 구성 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이

사회의 참여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와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결과를 보면, 민간조직의 지배구조의 감시기능이 지방공사에게

적용됨으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인 (2014)는 2009년-2014년 동안 55개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성과

(고객만족도)와 수익성성과 (영업수지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 결과, 지자체장의 리더십 및 정치·경제적 상황이 지방공기업의 공

공성 성과와 수익성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냈다. 김정인은 공공

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보 정치적 성향과 선거이후의 고객만족도 (공공성지표)가 높게 분석하

였다. 선거이후에 수익성의 지표가 높아지는 점 또한 밝혀냈다.

김유미·정순여 (2015)와 김인 (2008) 연구는 공기업의 BSC 도입여부

에 따른 수익성 성과연구를 분석하였다. 김유미·정순여는 도시개발공사

와 공단을 대상으로 BSC 도입 이전과 이후의 수익성 성과를 분석한 결

과, 노동생산성의 수익성 성과에 (+)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김인 (2008)

은 2000년-2007년 사이 41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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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이 수익률,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의 성과결과에 (+)의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는 김철회 외 (2006)가 지적하듯이 BSC

의 부처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유미년 (2012) 연구는 2003년-2010년의 22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

성과 수익성 관계를 분석한 후, 공공성과 수익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리특성을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조직의 인적관리

역량과 물적관리역량은 수익성 성과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리더십의 역량은 수익성 성과지표 중 매축액순이익률에만 (+)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냈다.

공기업의 기관장의 출신성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의 분

석대상 및 분석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김태형·장용석 (2013)

연구는 이명박 정부 시기 (2008년-2011년)의 공기업 480개 표본을 토대

로 기관장의 정치적 임원의 인사특징이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정부관료 출신이 다른 출신보다 경영성과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한나라당 출신과 현대동문의 임원들이 기관장 평가등급

에 (+)의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밝혔다. 반면, 김헌 (2007)과 민병익·김주

찬 (2015) 연구에서는 정치임명 (낙하산 인사)들의 경영성과평가가 경영

성과 연구에 영향력이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김헌연구는 1999년-2005년

사이의 공기업의 임원들의 정치임명의 유형에 따른 검증결과 정치임명유

형의 인사보다는 관련경험이 경영성과평가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민병익·김주찬의 연구는 2010-2012년의 110개의 공

기업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개인적 특성 (연령, 출신배경, 재임기간, 고향)

그룹별 경영성과에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호남출신이 대구·경북출신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점을 밝혀냈고, 오히려 재임기간이 길거나, 기업인출신

의 기관장이 관료출신의 기관장보다 경영평가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안성규·곽채기(2013)는 2008~2011년 기간동안 지방공사 31개와 지방

공단 39개를 대상으로 공기업 출신배경에 따라 경영평가결과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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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지방공단의 경우 민간인과 정치인 출신보다 공무원 출신기

관장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지방공사의 경우는 유

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기관의 재무지표

(ROE와 ROA)를 이용한 성과분석에서는 기관장 출신성분과 영향이 없

음을 보여주었다. 유미년 (2012)의 결과에 따르면 관리자의 출신성부에

따른 성과의 영향분석을 한 결과, 외부임명 중 민간전문가 출신의 영우

SOC유형과 수시장형 집단에서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준 반면, 준시장정

부 유형의 공기업에서 정치인 출신의 기관장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공공

성과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유승원 (2015)는 2003년부터

2011년에 존재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점수를 활용

하여 공기업의 기관장과 임원의 정치적 연계를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기관장과 임원의 정치적 연계가 되어 있을 때 경영성과에 (-)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후, 이러한 정치적 연계는 다른 인사와의

갈등관계를 통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류은영 (2014) 연구는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1) 변혁적

리더십, 2) 거래적 리더십을 설정하였고, 공기업의 집단주의 조직문화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성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변혁적 리더십 구성

요소 중 카리스마 구성요소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거래

적 리더십의 요인 중에서 상황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요인이 혁신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리더십의 유형과 집단주의 조직문화와의 조

절효과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집단주의 조직문화와 상황적보상과 집단

주의 조직문화가 혁신행동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의 결과는 리더십의 행태가 조직구성원과 관계를 통해서 조직문화를 개

선함으로써 성과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

반면, 황창호·문명재 (2012) 연구는 LH공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구성원의 조직몰입, 이직충동, 실질적 이직활동을 조직성과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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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기관장 리더십, 구성원의 내·외적 동기요인에 따라 어떻게 다

르게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조직몰입, 이직충동의 성과에

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구성원의 동기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실질적 이직활동에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구성원의 동기요인이

영향력이 없다고 밝혔다.

2. 조직재무관리요인 및 외부환경요인 

공기업의 재무관리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연구들은 주로 민간기업

과 같이 수익성 성과측정을 할 때 재무요인과 외부의 규제 및 환경적 요

인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민정, 2013;

박원·김태영, 2013; 배인명, 2012; 안이숙·강인성, 2014; 정재진·전지성,

Capalbo et al. 2014; Dignetal, 2007; Eldenburg et al, 2011; Leone &

Horn, 2005; Liu and Liu, 2007; Wang and Yung, 2011).

박민정 (2013)은 2009년과 2010년의 지방공기업의 도시개발공사를 대

상으로 공사의 부채비율과 지자체의 지방채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둘

간의 관계가 높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혔다. 김권식 외 (2015) 역시 도시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재무지표성과에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U자형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박원·김태영 (2013)은 2005-2010년 기간의

119개의 공기업의 이익조정 성과에 부채비율이 (-)의 영향을 준다는 점

을 밝혔고, 공기업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공기업의 이익조정에 (+)의

영향을 밝혀냈다. 한편, 배인명 (2012)는 2006-2010년의 지방공사를 대상

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지방공기업의 안정성은 (-)의 영향으

로 나타나고, 지방공기업의 유형별로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하

혜수·정광호 (2014)는 공기업의 재무성과를 토대로, 공기업의 성과급여제

도가 재무성과의 유인이 되는지 분석하였으나, 재무성과별로 (+)/(-)의

혼재된 결과를 토대로, 분야와 대상별 연구결과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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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설명하면서, 공기업의 성과급 유인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였다.

Stablebrink (2002)는 스웨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88개 스웨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선거경쟁과 정당이념, 재선의 정치적 변수를 통해

서 수익성을 제한하는 성향을 보았는데, 재선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경우

에는 수익성을 제한하는 행태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Ferreira et al.

(2013)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포르투갈 지방정부의 수익성 제한 실증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의 재무성과는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균형적 유지 (balanced budget)에 목적을 둔다는 점을 실증연구로 밝혀

냈다. 특히, 선거경쟁상태에 따라 선거경쟁이 가열화될수록 지방정부는

수익성을 제한하는 행태를 보였다.

Leone & Horn (2005)는 1992-2002년까지 미국의 8179개 비영리병

원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비영리병원이 수익을 낮추어 보고하는 행태를

밝혀냈다. 비영리병원은 세금면제와 같은 규제기관의 규제에 얽매여 수

익을 높일 경우 세금면제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 때문에 수익을 낮게

보고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Eldenburg et al. (2011)은 1997-2003년까

지 미국의 교회소유의 844개 비영리 및 영리 병원을 대상으로 수익성 경

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 둘 다 병원 명성

(reputation)의 요인이 수익을 과대포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한편, 중국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중국의 민간기업

과 수익성성과의 비교분석이 대부분이다 (Wang & Yung, 2011; Ding et

al. 2007; Chen and Yuan 2004; Liu & Liu 2007). Wang & Yung

(2011)와 Ding et al. (2007)의 연구는 민간기업이 공기업과 비교할 때

수익성 성과에 민감하여 수익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

었다. Ding et al. (2007)은 2002년 중국의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소유구

조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하여 소유구조의 차이에 따른 수익성 왜

곡행태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273개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

기업이 수익성과를 왜곡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비영업현금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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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한 모형에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왜곡행태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정치적요인과 역사적요

인에 덜 연계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Chen & Yuan (2004)와

Liu & Liu (2007)의 연구에서는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성과왜곡 현상

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공

기업이 정부보조를 받기 위해서, 수익성과결과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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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대상 종속변수 독립변수 결과 한계 및 시사점

김 권 식 ,
박 순 애 ,
이광훈

2015 지방공기업
재무지표-활동성/수
익성/생산성

조직특성/관리특성/조직
환경 조직환경영향/관리요인영향

재 무 지 표 간 의
관계설명없음

김 동 현 ,
박 형 준 ,
남승하

2013 지방도시개발
공사

재정지표 부채비율과지자체자본금유입 추세분석의 기술적
통계

김 병 록 ,
박태양

2014 지방도시개발
공사

이사회책임성 이사회대표성/전문성/독
립성/투명성

전문성(+)/독립성(+/투명성(+) 단순 선형분석

김영록 2010 정부부처 성과측정적합도 성과측정적합도
부처유형별 성과지표타당성
평가성과측정적합도

부처의 이질적
프로그램 통제여부

김 영 태 ,
한의현

2013 지방공기업 성과지표개선여부 성과지표개선여부 성과지표개선여부

김 유 미 ,
정순여 2015

도시개발공사
와 공단 재무지표 BSC도입여부 노동생산성 (+) 표본선정의 문제

김인 2008 공공기관
수익률/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BSC도입여부 (+) 영향 조직특성통제 여부

김정인 2014 지방공기업 공공성-고객만족도
외부환경요인/내부관리
요인 외부환경요인 (+)/(-)

지표선정 및 표본및
모형분석

김지영 2015 공기업 재무지표 경영평가단규모/성과급 평가단규모(-)/성과급격차(+) 관리요인 미포함

김 태 형 ,
장용석 2013 공기업

경영평가등급/기관장
평가등급/공공기관청
렴도/정부지원금

정치적인사여부 정치적임용 (+) 정치적임용 (+)

김헌 2007 정부투자기관
경영성과/사장경영평
가 낙하산인사/실무경험 낙하산인사 (-)

표본선정 및
통제여부

김헌 2015 공기업 기업성성과/회계성과 기관장보상 보상 (+)

남 창 우 ,
최화식

2011 지하철공사 공공성/수익성/서비
스질/직무만족도

평가방법/평가주체/평가
지표/평가환류

(+)

민 병 익 ,
김주찬

2015 공기업 경영평가점수 기관장출신성분 재임기간(+)/관료출신(-)/CEO(+)
낙 하 산 인 사 의
경영성과를 낮추지
않음

류은영 2014 한국전력 구성원 혁신행동
리더십유형
(변헉적/거래적)
집단주의 조직문화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
집단적 조직문화 (+)/조절효과
(+)

[표3- 3] 공기업 성과요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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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묵 2010 공기업
공공성-공기업규모/
서비스공간범위/설립
목적

공공성-공기업규모/서비
스공간범위/설립목적

공공성-공기업규모/서비스공간범
위/설립목적

측정계량화공공성-
공기업규모/서비스
공간범위/설립목적

박민정 2013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지자체재무지표 (+)

박 원 ,
김태영 2013 공기업

총자산이익률/이익조
정 재무변수 부채비율(-)/국고보조금(+)

부채비율(-)/국고보
조금(+)

박 정 수 ,
홍유화

2010 공기업
경영성과/사장경영평
가

상장여부/정부지분율 상장(-)/정부지분율(-)
상장(-)/정부지분율(
-)

배인명 2003 직영기업
재무성과지표-수익
성/안정성

지자체실시전후/선거전

후
직영기업유형별 차이있음

직 영 기 업 유 형 별
차이있음

배인명 2012 지방공사
재무성과지표-수익
성/안정성 지자체 재무지표 유형별 차이가 존재 유형별 차이가 존재

신열 2005
지방공사의료
원

수익성경영성과 성과급 보상의 요인 없음 단순 상관관계

신열 2005
지방공사의료
원

공공성-의료활동기
반구축/의료보호사업
의 성과

공공성-의료활동기반구
축/의료보호사업의 성과

수 익 성
(-)공공성-의료활동기반구축/의
료보호사업의 성과

안 성 규 ,
곽채기

2013 지방공기업 재무지표 임용유형및출신성분 지방공단-관료출신(-) 조직관리요인 없음

안숙찬 2014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점수
기관유형/재무지표/재직
기간 기관장재직기간(+) 기관장재직기간(+)

안 이 숙 ,
강인성

2014
경기도지방공
기업

수익성재무지표 부채비율 부채비율(-)/관리업무비비율(+)
공단의 수익성 (-)/
공사(+)

양 종 현 ,
장 동 민 ,
명성민

2014 공공의료기관
수익성:의료수익의료
이익률

수익성:의료수익의료이익
률

수익성:의료수익의료이익률

여 영 현 ,
최태선

2007 지방의료원

공공성-입원보호환
자진료/외래보호환자
진료/의료보호환자비
율/사회기여도/수익
성-재정자립도

공공성-입원보호환자진
료/외래보호환자진료/의
료보호환자비율/사회기
여도/수익성-재정자립도

공공성-입원보호환자진료/외래보
호환자진료/의료보호환자비율/사
회기여도/수익성-재정자립도

원구환 2008
지방도시개발
공사 재무지표-ROE

민간이사비율/참여비율/
여성비율 민간이사비율(+)/참여비율(+)

민간이사비율(+)/참
여비율(+)

유미년 2012 공기업
공공성-주요사업활
동 /수익 성 - R O E ,
ROA

외부환경요인/내부관리
요인

공공성과수익성상관관계없음/내
부관리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영향력

공공성과수익성상관
관계없음/내부관리
요인 및
외 부 환 경 요 인 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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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원 2016 공기업 경영평가성과점수
기 관 임 원
정치적연계/정치적갈등

성과 (-)

이 동 원 ,
윤 방 섭 ,
남은우

2007 지방의료공사
공 공 성 :
입원급여환자진료율
등 6개

공 공 성 :
입원급여환자진료율 등
6개

연도별로(+)와(-) 공공성:
입원급여환자진료율 등 6개

단순상관관계/지표
문제

이명석 2001 정부투자기관 경영성과점수 임명유형 정치적임용(-) 정치적임용(-)

장석오 2007 지방공기업 경영성가평가점수 재무성과/고객만족도 재무성과 (+)/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공공성
지표

정규호 2008 국립대병원

공공성-입원급여환
자진료율/외래환자진
료율/응급환자입원율
등 6개

효율성: 영업수지비율 외
7개

공공성과 수익성 (+) 단순상관관계분석

정 재 진 ,
전지성 2015 도시개발공사 재무지표변수 부채비율 부채비율(-)

하혜수·정
광호

2014 공기업 재무지표변수
연봉제
CEO성과급

연봉제와 성과급 (+)/(-)

황창호·분
명재

2012 LH공사
조직몰입도
이직충동
이직활동

리더십
구성원동기요인
업무과다

리더십 (+) 동기요인 (+)
업무과다 (+)
이직활동은 업무과다만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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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설정

1. 기관장 역할유형: 기관장의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

1) 기관장 임명유형의 요인

일반정부를 구성하는 대표는 선출 (election)되지만, 일반정부 내에서

특별목적 (special-purpose)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장은 선출된 임명자

의 임명(appointment)제에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정부를 대표하

는 리더(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가 임명하는 자를 정치적 임명자로

규정하고, 실적제에 따라 내부에서 임명되는 임명자를 내부임명자 또는

관료출신으로 구분하고, 임명형태에 따른 성과실증연구는 다양하게 존재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정치임명자들이 관료출신 임명자들 보다 성

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김헌, 2007; 이명석, 2001; Gilmour

and Lewis, 2006a; Gallo and Lewis, 2012)가 많다. 정치 임명자들은 낮

선 문화 속에서, 관료출신보다 상대적으로 경험 및 전문지식이 낮기 때

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치 임명자 출신의 임기가 관료출신 임기

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에 저해를 가져온다고 설명

한다. Gilmour and Lewis (2006a)과 Gallo and Lewis (2012) 연구는 미

국의 PART 프로그램을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정치임명자와 관료출신

(SES) 출신의 기관장의 PART점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두 연구에서 정

치임명자가 관료출신의 기관장보다 PART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들은

그 이유를 잠정적으로 정치적 관료의 전문성의 부족, 실무경험의 부족으

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정치적 임명자가 관료출신자보다 성과 높다는 연구 (김태형·장

용석, 2013; 민병익·김주찬, 2015; 민희철, 2008)들이 있다. 김태형·장용석

(2013) 연구는 이명박 정부 시기 (2008년-2011년)의 공기업 480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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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기관장의 정치적 임원의 인사특징이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

을 주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정부관료 출신이 다른 출신보다 경영성과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한나라당 출신과 현대동문의 임원들이 기관장 평

가등급에 (+)의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밝혔다. 반면, 김헌 (2007)과 민병

익·김주찬 (2015) 연구에서는 정치임명 (낙하산 인사)들의 경영성과평가

가 경영성과 연구에 영향력이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김헌연구는 1999년

-2005년 사이의 공기업의 임원들의 정치임명의 유형에 따른 검증결과

정치임명유형의 인사보다는 관련경험이 경영성과평가에 더 큰 영향을 주

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민병익·김주찬의 연구는 2010-2012년의

110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개인적 특성 (연령, 출신배경, 재임

기간, 고향) 그룹별 경영성과에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호남출신이 대구·경

북출신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점을 밝혀냈고, 오히려 재임기간이 길거나,

기업인출신의 기관장이 관료출신의 기관장보다 경영평가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의 공개모집의 취지는 공개모집 이전의 소속 지

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임명을 함으로써 공공조직의 개혁 및 효율적 관리

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성 있는 리더를

확보하고자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지방공기업의 조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자를 외부영입으로 충당하고자 하였다. 2007년에서

2014년 동안 지방공기업 (공단과 지방공사)의 기관장의 출신성분(대표경

력기준)을 보면 관료 출신이 65.9%, 정치인 출신이 12.3%, 민간기업가

출신이 13.1%, 공사출신 (내부승진자 없음) 7.4 %, 기타 출신이 1.24%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유사한 관

료출신이 퇴직 후 산하 소속기관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설 1. 지방공기업의 관료출신의 기관장은 정치임명된 기관장

(외부출신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사회적 연계가 있는 임명

자)보다 높은 수익성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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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해야하는 공공서비스를 대리로

제공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과 비전을 실현시키는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주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재적

보상과 통제의 수단으로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반해, 청지기 이론에서

는 주인의 목적과 대리인의 목적을 일치함으로써 내재적 동기유발 및 신

뢰를 바탕으로 성과를 높이고자한다 (Davis et al, 1997).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사회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은 그렇지 않은 기관장

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 Lewis (2008)은 정치적 임명은 임

명권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전략적 임명, 관료의 이해가 반영된 관료적

임명, 임명권자의 정책철학이 반영된 정책중심적 임명, 개인적 이해관계

가 반영된 정실주의적 임명으로 구분한다. 특히, 임명동기에 따른 (정책

중심적 임명과 정실주의 임명) 구별은 쉽지 않다 (박상희, 2009).

하지만, 임명권자는 정치인으로서 선거를 통해서 그들의 적법성을 다

시 보여주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Vergne, 2009). 따라서, 집권 정

치인은 정부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책정부의 변화를 토대로 그들의 유능

성을 보여줌으로써 유권자들을 설득할 유인을 지닌다. 합리적 선택 이론

(rational choice theory)에서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분석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및 자질보다는 선거캠프의 재원과 후보자의 유능성을 통한

선거결과에 주목한다. 국가공기업과 다른 점은 대통령의 단임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삼선의 재임기간을 지닌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지방공기업은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간접적 정책수단으로 활

용 (Salamon, 2001)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정부의 강제성

과 직접성의 정책적 환경과 연계되어있다 (전영한, 2007; Horn, 1995;

Shleifer and Vishny, 1994).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적 성과 (Lowry

et al., 1998; Brender, 2003)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지방재정

이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부정적인 결과 (김형아 외, 2008), 연임에 효과

가 없다는 연구 (최승범·이환범, 2006; 배인명, 2015)가 있다. Lowry et



- 110 -

al. (1998)은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주정부의 재정적 결과가 주

지사와 주의회의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주지

사와 주의회의 단일정부 또는 분점정부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일관되

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정부의 선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반면, 김민경·김상헌 (2011)은 김형아 외

(2008)의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지방선거 후보자의 경쟁이 재정성과와 재선의 조절적 변수로 작용한

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공

기업을 정책수단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된 기관장을 임명하는 사례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많다 (바른사회시민회의, 2014). 하지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초선과 재선에 따라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에 대해

서는 이론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앞의 선행결과를 토대로 볼

때, 초선시기와 재선시기에 재정적 성과가 선거승리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형아 외, 2008; 김민경·김상헌, 2011; 배인명,

2015; 최승범·이환범, 2006; Brender, 2003; Lowry et al., 1998).

이렇게 볼 때 임명권자의 재임시기에 따라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

장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초선시기에는 선

거에 도움을 준 사람을 위주의 기관장 임명이 높게 나타나지만, 재선 이

후에는 초선 때 축적된 인적 자원을 위주로 자치단체장의 정책방향을 추

진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Lewis

(2008)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대통령의 재임 이후에는 공공기

관의 정치임명이 초임 시기보다 정치임명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재임 이후에는 관료출신 중에서도 대통령 정책방향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명하는 것과 동시에, 초임 때 대통령의 선

거에 도움을 준 정실인사의 정치임명에서 재임 이후에는 정책지향적 정

치임명 위주로 제한된 정치임명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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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선과 재임 이후에 임명된 정치임명의 기관

장은 정실인사보다 정책지향적 정치임명의 기관장을 통해서 지방공기업

의 성과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초선 때와

재선 이후의 상황에 따라 정치 임명된 기관장 성과영향은 관료출신 기관

장과 비교할 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가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시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관료출

신의 기관장과 정치임명된 기관장의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성과의 차

이가 있을 것이다.

2) 기관장 리더유형 요인 

공공조직은 민간조직보다 복잡한 환경과의 연계상황에 있다. 즉, 공

공조직은 조직목표의 모호성, 강제적 정치환경과 시장의 부재 같은 조직

내·외부의 제한적 상황에 놓여있다 (Chun and Rainey, 2007). 공공조직

에서 리더의 역할은 조직구성원과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통

해, 조직의 전략과 지시, 역할의 배분 뿐 만 아니라, 외부의 환경과 연계

역할 또한 중요하다 (Rainey and Steinbauer, 1999).

Burns (1978)는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비전

을 제시하면서 공공봉사동기를 통한 하위자의 동기유발과 함께 조직의

신념과 일치시키는 변혁적 리더십과 하위자들의 주어진 업무의 달성성과

에 따른 보상의 교환과정과 감시활동을 통한 거래적 리더십으로 유형

화41)하였다. 그의 리더십 유형은 청기기 이론과 대리인 이론과 연계된

다. 청지기 이론에서 제시된 관리자의 내재적 동기를 통한 조직의 목표

와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연계된다. 대리인 이론에서 제

41)  변혁적 리더십은 1) 카리스마, 이상적 영향력, 2) 영감적 동기부여, 3) 지적자극, 4) 

개별화된 배려의 요인으로 구성되고, 거래적 리더십은 1) 업적에 따른 보상, 2) 교정적 

거래 (예외적 관리)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Bass and Avolio (1994)에서는 변혁적 리더

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유형화 하기 위해 21개 문항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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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 성과에 따른 감시와 통제를 수단화한다는 점에서 거래적 리더십

이 연계된다. Karaca et al, (2012)는 변혁적 리더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 방식을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비젼

을 제시하는 한편, 거래적 리더십은 문제해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상 및 처벌)에 따른 권위적 해결

(authoritative solution)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공공 리더십 유형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 역할을 조직비전 제시와

구성원의 참여에 주목하였고, 거래적 리더 역할을 성과관리에 대한 보상

및 처벌의 적정성과 예외적 행동에 대한 처벌 내용을 포함하였다

(Griffith, 2004; Jacobsen et al, 2015; Moynihan et al. 2012a; Jung et

al, 2008; Troitter et al. 2008). 청지기 이론에 기초하여 구성원의 참여와

공공봉사정신을 장려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공공조직에서 성과에 (+)를

주는 연구 (정광호·문명재, 2008; 정호준 외, 2015; Belle, 2013; Jung et

al, 2008; Moynihan et al. 2012a; Jocaobsen et al., 2015; Griffith, 2004;

Troitter et al., 2008) 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혁적 리

더십이 공공조직에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대표적으

로 이스라엘 군대의 참여관찰결과 (Belle, 2013)과 재난 상황 (Kapucu

and Van Wart, 2008)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 관료문화의 다양성 (Wright and Pandey, 2012), 공공리더의 통합적

역할 (Van Wart, 2013), 외부상황의 제약 (O’Toole and Meier, 2014)의

고려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리더의 역할은 조직문화

및 제약된 환경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Getha-Tayler et al, 2011; Rainey and Steinbauer, 1999; Moynihan

and Ingraham, 2004; O’Toole and Meier, 2014; Ferandez, 2005; Rainey,

2009).

가설 3.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변혁 지향적 리더십영향은 거래 지

향적 리더십 영향보다 지방공기업 수익성 성과가 높을 것이다.



- 113 -

2. 조직의 관리역량 요인 

조직성과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관리역량이 성과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미 밝혀왔다(Hou, Moynihan, and Ingraham 2003;

Moynihan and Pandey 2005; Andrews and Boyne, 2010; O’Tool and

Meier, 2011). 관리역량의 개념적 속성을 볼 때, 관리역량은 조직이 자원

을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Ingraham & Moynihan

(2000)에 의하면, 정부는 관리기능과 정책집행을 수행하는 조직의 구조,

과정, 기술로 구성된다. 관리기능은 재무관리, 인사관리, 자본관리, 정보

기술관리의 기능적 활동들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관리역량은 이들 기

능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달성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관리역량을 측정한 실증연구는 대상을 달리하지만, 일관되게 성과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예를 들면, Amirkhanyan et

al(2014)은 미국 Ohio 주의 221개 어린이 보육센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교사의 인적관리역량이 성과에 (+)의 영향을 주었고, Dohahu et al.

(2003)은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무원의 인적관리역량이 주정

부의 성과(GPP index)에 (+)의 영향을 있음을 보여주었다. Coggburn

and Schnider (2003) 역시 주정부의 GPP성과자료를 이용하여 GPP 설문

에서 제공하는 관리역량 (인적, 재무, IT)의 점수를 토대로 관리역량이

성과에 (+)의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Andrews and Boyne (2010)

은 영국 지방정부의 성과지표 (CPA)를 활용한 연구에서 관리역량 (인적,

재무,IT, 자본)이 성과에 (+)의 영향을 주었다. 또한, Hou et al. (2003)은

주정부의 균형예산의 비율을 성과로 측정하고, 주정부의 예비비 비율을

재무관리역량으로 측정한 결과 주정부의 예비비의 증가가 주정부의 균형

예산에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재무적 관리역량은 조

직성과에 (-)의 영향을 주는 실증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O’Toole and

Meier (2011)은 Texas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정부의 재원보조

금이 성과에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Lee and Whitford (201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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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 부처의 관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부처의 예산이 성과에 (-)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관리역량 (인사, 조직, 재무)이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성과에 (+)의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가설 4. 지방공기업 (유형별)의 관리역량은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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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연구의 방법

첫째, 연구분석을 위한 주된 분석방법은 통계를 이용한 계량모형으로

이루어진다. 계량모형에 따른 연구분석방법은 2007년-2014년의 지방공기

업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자료로 구축되었다. 계량연구방법은 패널자료에

따른 패널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한다. 패널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할 때, 횡단

면적 자료의 특성과 시계열적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패널회귀분석모

형 설정의 단계별 검증을 실시하여, 검증된 결과에 따라 패널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횡단면적 자료의 이질적 특성 (heterogeneity)와 시계

열의 자기상관 (autocorrelation)을 검증하였다. 이분산성과 자기상관관계

를 보정하는 Driscoll and Kraay의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높였다.

둘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주요 연구분석이 수행되는데, 1) 지방공

기업의 기관장 임명유형에 따른 성과분석과 리더십 유형과 연계한 성과

분석, 2) 지방공기업의 관리역량의 성과영향분석을 수행한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제도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위해 지

방공기업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연구의 이해를 높였다.

2. 연구의 분석틀 

연구의 이론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으로 설립된 지방공

기업의 관계를 토대로, 대리인 이론과 청지기 이론에 기초한다. 구체적으

로 공공기관으로서 지니고 있는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임명유형과 기관장

의 리더십 유형은 공공조직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리더십 연구에 기초

한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방공기업의 유형 (공단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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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속과 광역소속 지방공기업)으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한다. 다른 한

편으로 지방공기업이 지니는 특수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시

기 (초선, 재선이후)에 따른 추가분석을 한다. 분석모형은 2007-2014년의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1) 기관장의 요인과 2) 조직관리역량, 3) 통제요

인을 이용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성과요인을

분석한다.

[그림3- 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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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표본과 자료수집 

1. 연구표본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64개 지방

공사와 89개의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기타공단)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공기업의 직영공기업의 상·하수도 공기업은 자료수집의 제한

으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표본의 정보는 조직정보는 2016년 8월 지

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를 이용하였다. 2014년

8월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는 57개로 우리의 연구 대상인 66개 지방공

사 보다 적은데,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는 공단과 흡수합병

을 하거나,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2007년도에서부터 존재하여 2014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

2008-2014년 사이에 새로 설립된 지방공사, 2014년 이전에 폐지되었거나

흡수, 합병된 지방공사를 포함하여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2008-2014년

사이의 모든 지방공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운영되고 있을 시

점에 흡수, 통합 이전의 별개의 기관으로서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현재 기관이 폐지된 기관 (구미원예수출공사, 완도개발공사, 충남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이다. 또한, 용인, 김포, 성남, 고양, 춘천시의 시

설관리공단은 지방공사와 합병하여 현재는 지방공사의 유형으로 분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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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 1] 2007-2014년 지방공사

소속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SH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부산시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대구시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인천메트로(합병
됨)

인천도시공사

광주시 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시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페지)

울산시 울산도시공사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 (합병)
고양도시관리공사
광주지방공사
구리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합병)
김포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안산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용인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시도시공사
성남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춘천도시개발공사(합
병)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당진해양관광공사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
사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여수시도시공사
완도개발공사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페지)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역사업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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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2] 2007-2014년 지방공단

소속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기타공단

서울시
서울시설관리공단
25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서초구 제외)

부산시
부산시설관리공단
부산기장군 부산환경공단 부산스포원

대구시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인천시

인천시설관리공단
강화군
중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인천환경공단

광주시 광주환경공단

대전시 대전시설관리공단

울산시 울산시설관리공단
울주군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
안산시,고양시,과천시,오산시,시흥시,군
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안성시,김포
시,화성시,양수시,포천시,이천시,연천
군,가평군

강원도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영월군

충청북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청남도 단양시, 보령시, 천안시, 부여군

전라북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라남도

경상북도 안동시, 구미시, 문경군,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창원경륜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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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공사와 관

련된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로 분류된다.

지방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지방공기업현황

및 지방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도개편 자료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cleaneye.go.kr)

에서 지방공기업편람을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선거

와 관련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선거결과 및 당선자

의 출신정보를 수집하였다. 지방공사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사회적 관계는 인물정보 사이트 (연합뉴스인물DB, 조선일보 인물 DB)를

토대로 파악하였으며, 이외에 통제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

적 변수들로 구성되며, 이 자료들은 통계청의 E-나라지표 및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 121 -

[표4 – 3] 변수의 자료 출처

변수구분 변수명 자료출처

종속변수

지방공기업 성과지표 수익성 성과 지방공기업 경영성과평가결과

독립변수

기관장 임명 유형 관료출신 인물DB (조선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네이버, 구글)

기관장 리더십 유형 변혁적 리더십 지방공기업 경영성과평가결과

조직관리역량

조직역량 지방공기업 경영성과평가결과

인적역량 지방공기업 경영성과평가결과

재무역량 지방공기업 경영성과평가결과

기관통제변수

기관통제

인력규모

지방공기업편람
기관장재직기간

근무연수

예산규모

외부환경통제

외부환경요인

지자체인구규모 통계청, 재정고

지자체고령인구비율 통계청, 재정고

지자체재정지원 지방공기업편람

정책준수 지방공기업 경영성과평가결과

전년도

성과등급변화
지방공기업 경영성과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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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선정과 지표의 측정

1.종속변수의 측정과 지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의 지표 중에서 공기업의

수익성 성과지표를 활용한다. 지방공기업의 성과지표는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제도의 산출된 경영효율화에서 제시된 경영수지 관련 수익성 성과지

표를 말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시행되어 20여 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시기별로 경영평가제도의 관리 및 평가지표가 변화

되어 왔다. 2007년 후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지표는 1) 리더십/전략,

2) 경영시스템, 3) 경영성과, 4) 정책준수의 대분류지표로 일관된 구성을

갖추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유형별에 따른 세부평가지표의 차이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성과평가는 행정자치부의 관리 하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이 집행기능을 담당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외부평가위원을 모집하여

지방공기업의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평가

하고, 평가는 지방공기업을 5등급의 차별적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상

위 10%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실시하되, 나머지 등급은 상대평가로 이루

어지는데, 사후조정과정을 통해서 각 등급별로 비율을 조정한다42).

42)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의 인터뷰 및 제4차 공공기관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국가공기

업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비교 연구”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즉, 5등급 중 우수(A)

는 전체 기관의 약 10%가 해당되고, 미흡 및 아주미흡 (4등급과 5등급)은 전체 기관의 

15%에 해당된다. 미흡등급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아주미흡의 경우에는 연봉의 

5~10% 삭감의 조치를 받게된다. 반면 국가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는 아주미흡의 등급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는 연봉삭감의 조치는 없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약 15%의 하위등급의 기관에서 경영성과의 결과로 제재조치

를 받는 부분이 기관의 성과를 높일수 있는 유인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관

계자는 이와 같은 제도는 경영성과제도가 도입될 때, 성과급의 재원이 행정자치부의 외

부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성과급의 재원은 기관의 근로자 연봉의 일부

로 충당하여서, 기관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통 (C등급)을 받을 경우에 기존의 연봉과 

같은 수준의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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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4]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지표 체계 (2015년 기준)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 점

상수도 하수도
도시
철도

도 시
개 발

시설
공단

환경
공단

기타

리더십/
전략

리더십
경영층 리더십 2 2 3 3 3 3 3

고객 및 윤리경영 4 4 4 4 4 4 4

전 략 비전 미션 및 경영계획 2 2 4 4 4 4 4

리더십/전략 합계 8 8 11 11 11 11 11

경영시스템

경영효율화

조직관리 2 2 3 3 4 4 3

인사관리 4 4 3 3 4 4 4

노사관리 - - 5 3 4 4 4

재무관리 5 5 4 6 3 3 4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활동 21 21 15 15 15 15 15

경영시스템 합계 32 32 30 30 30 30 30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주요사업성과 19 19 17 13 17 24 14

경영효율성과 경영수지 관련 지표 21 21 22 26 17 15 25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15 15 10 10 15 10 10

경영성과 합계 55 55 49 49 49 49 49

정책준수 공기업정책준수 5 5 10 10 10 10 10

총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성지표
정량지표

30
70

30
70

40
60

40
60

40
60

40
60

40
60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는 대분류지표 별 성과평가위원이 평가를

한다. 대분류지표에 소속된 성과평가위원은 다시 중분류지표 별로 성과

평가위원이 각 세부지표를 평가하는 체제이다. 개별 지방공기업의 경영

성과평가가 수행될 때, 경영평가 지표별로 다수의 성과평가가 각자 맡은

분류의 성과평가를 담당한다. 각 지표별 성과평가위원이 평가를 수행하

는 이유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성과평가위원으로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

렇게 볼 때, 각 지표별로 서로 다른 전문성 있는 성과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편향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별 지표

별로 다양한 성과평가위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과평가위원 간의 편향

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경영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기관의 관리자 및 이사회

임원의 인사조치 (해임) 및 행정조치 (연봉삭감 및 사후경영진단에 따른

경영피드백 요구)가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

는 현재 지방공기업의 성과결과자료는 실무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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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대표적 성과지표로 볼 수 있다. Andrew와 Boyne의 다수의

성과평가연구는 영국의 지방정부 (예, England & Wales)에서 매년 평가

하는 CPA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의 성과지표 (PI:

performance Indicator)를 사용하여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고,

미국의 Syracuse Maxwell School에서 진행된 주 정부의 GPP

(Government Performance Project)와 연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예산프로

그램 PART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은 정책적으로 조직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의 대표적 성과지

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 성과지표는 대부분이 현재상황

대비 목표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성과와 조직의 투입된 자원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측정지표의 오류가능성이 제기된다 (Hartly, 2009).

또한 목표달성 성과지표는 1) 공공조직의 목표가 모호성43) 에 따라 측정

되는 지표의 불명확성에 따라 타당성이 저하되고 (Chun and Rainey,

2005), 2)의도하는 효과의 발생 (Vedong, 1995), 3) 달성하기 쉬운 목표

달성측정 (Thiel and Leeuw, 2002)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목표달성

성과평가제도는 “통제”의 목적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의회 및 중

앙정부 (감시자)들은 성과평가지표는 단순성 (simplicity)에 따라 정책결

정의 수단으로 성과지표를 인식하기 때문에, 성과지표는 조직의 성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정보 이외에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의 개선 및 국민

에 대한 책임의 가치적 정보 역시 요구된다 (Vedong, 1995; Behn,

2003). 이렇게 볼 때,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의 성과지표는 성과평가

제도 내에서 지방공기업의 사후적 성과를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준

정보가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유용한 지표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내

에서 공공조직의 국민적 대응성과 책임성에 따른 공공성 목표를 추구하

43) 조직목표의 모호성은 결국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의 측정을 성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조직성과의 주관성 (subjectivity)와 객관성 (objectivity)의 문제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 공공조직의 성과는 사회의 합의 및 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라 구성되는 특성에 따

라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고 (Brewer 2006; Brewer and Selden, 2000), 객관적인 측

정은 측정가능한 여부에 따라 선택된다 (Andrews et al. 2006; Chun and Raine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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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점에서 지방공기업의 공공서비스 활동에 따른 지표로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는 20여 년

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과정에서 경영성과평가의 위원의 선별과 지표의

개발, 평가교육을 토대로 개선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적 지속성은 정책반

영을 통해서 실무적 유용성을 높여왔기 때문에 평가의 타당성이 현실적

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Boyne (2002)은 지방정부의 성과의 차원을 1) 산출 (output), 2) 효

율성 (efficiency), 3) 서비스 결과 (효과성) (service outcomes), 4) 대응

성 (responsiveness), 5) 민주적 결과 (democracy outcomes)을 구분하였

다.

본 연구의 수익성 성과지표는 경영효율성과의 경영수지관련지표들로

구성되었고, 효율성지표의 목표달성대비의 정량지표로 지방공기업의 유

형별로 다소 세부지표의 분류의 구성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수익성 (사

업수익, 영업수지비율, 매출액,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 )과 비용절감

(현업지출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관리, 1인당 시설관리비용)으로 구성되

어있다. 본 연구에서 지방공기업의 성과지표를 수익성 지표로 선정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유형별로 개별성과 특수성이 존재하지

만, 영역별 세부지표들이 조금씩 달리 적용되고 있다44). 이에, 성과지표

의 공통지표와 공통기준에 따라 평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지

방공기업의 성과평가의 결과의 등급은 세부지표의 영향보다는 공통지표

와 공통기준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세부지표항목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경우, 성과지표의 선정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의 성과연구들은 보면 (Bohte,

2001; Boyne and Meier, 2009)에서는 일부과목의 교육점수를 성과평가지

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임의적 성과지표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지방

44)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의 지방공사는 관광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사, 지역특산물을 판매

하는 공사, 공단과 개발공사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공사들로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성

과의 세부평가가 차별화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단과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의 평

가지표가 세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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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종합평가점수는 성과에 따른 등급을 결정하는 지표로 일부의

배제된 성과지표를 활용할 경우, 지난성과 등급의 영향력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Gallo & Lewis (2012)의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PART

의 종합점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지난 성과의 결과를 통제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임의적 선택을 줄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지방공

기업의 수익성 지표는 지방공기업의 유형별로 다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지만, 조직의 공공사업 성과결과는 수익성성과로 수렴되기 때문이

다. 하지만, 공기업의 수익성 성과평가는 단기적인 성과의 결과에 한정될

가능성 있다. 공공조직의 공공서비스는 민간기업과 달리 단기적인 효율

성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성의 성과 또한 중요한 성과지표이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성과평가는 목표대비결과의 세부평가지표를 포함하

고 있다. 즉,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의 성과가 개선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기준년도는 전년도 뿐만 아니라 3개 연도의 목표대비 성

과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1인당 영업수익은 직전3개연도 실적 평

균을 토대로 산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과지표로 활용되는

수익성 성과지표는 단기적인 수익성 성과 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 수익

성 성과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수익성 성과지표는 0점-100점의 점수

를 활용45)한다.

45) 성과지표를 0점-100점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 기관 간 큰 편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편차는 기관의 성과결과를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익성 성과지표

가 시장지표와 같이 재무지표의 결과라기보다는 목표대비달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는 위원들의 주관성이 반영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안적으로 수익성 성과

지표점수를 표준화 (평균을 중심으로 편차의 크기를 측정: Z-score)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분석의 해석은 평균의 편차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설명함

으로써 현행 경영성과평가등급체제 내에서 등급 간의 격차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실무적 차원에서 해석을 통한 의미가 복잡해 질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

에서 수익성 성과를 z-score를 활용한 분석을 하였으나, 점수를 활용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를 활용한 지표를 선정하여 해석 및 실

무적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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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립변수의 측정과 지표

1) 기관장 리더십 측정

민간기업에서 활용된 심리학적 리더십 이론은 크게 리더의 유용성을

1) 목표 달성적 (과업지향적), 2) 구성원과 관계에 주목하였다 (Fiedler

1964; Burn, 1978). 리더역할은 조직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 조직문화, 구조, 제도 상황 내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직접적 역

할과 조직구성원과의 관계를 토대로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동기를 부여하

는 간접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 리더십 유형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 역할을 조직비전 제시와

구성원의 참여에 주목하였고, 거래적 리더 역할을 성과관리에 대한 보상

및 처벌의 적정성과 예외적 행동에 대한 처벌 내용을 포함하였다

(Griffith, 2004; Jacobsen et al, 2015; Moynihan and Padney, 2012;

Jung et al, 2008; Troitter et al. 2008). 연구들은 설문에 기초한 분석으

로 Burns (1978)에서 제시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설문 문

항과 연계가 있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Burns and Avolio (1994)의 리더

십 설문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1) 구성원의 신뢰와 존경, 2)

조직의 목표와 비전제시에 따른 조직몰입, 3) 참여를 통한 창조적 사고

장려를 유형화한 반면, 거래적 리더십은 1) 업적에 보상과 목표달성 성

취, 2)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법적, 제도적 제한에 대한 기준 만족으로

유형화 하였다.

Moynihan and Padney (2012)는 변혁적 리더십에서 내재적 동기를

통한 공공봉사동기 (PSM)으로 대리측정하였고, 거래적 리더십은 외재적

동기를 통한 성과보상의 적정성의 인식으로 대리측정하였다. 학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Griffithe (2004)와 Jocobsen et al. (2015)는 변혁적

리더십의 학교조직의 비전, 학교구성원의 참여 및 교감으로 대리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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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Jung et al. (2008)와 Troitter et al. (2008)은 리더의 변화 및 개혁

활동을 변혁적 리더십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거래적 리더십의 측정

은 성과의 보상과 처벌, 공식적 규율에 대한 처벌 및 준수에 대한 리더

의 역할로 일관되지만, 변혁적 리더의 역할은 광범위한 개념에 따라 부

분적으로 강조되는 요소를 선별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5] 공공조직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측정

저자 및 리더 유형 세부 리더십 측정

Moynihan and Padney (2012) NASP-IV survey

변혁적 리더십
공공봉사동기 인식 (PSM; Perry, 1996)

-공공서비스 중요성, 희생정신

거래적 리더십
보상기대 인식 (Rainey, 1983; Spector, 1997)

-성과급여, 인사관리규정의 정당성

Jacobsen et al. (2015) Danish School survey

변혁적 리더십

미래계획에 따른 조직비전제시

구성원과 조직비전 공유

소속감 유대

거래적 리더십
예외적 행동에 대한 처벌

성과 미달성시 해고 (가정적 상황)

Griffith (2004) metropolitan school survey (U.S.)

변혁적 리더십

학교목표 및 비전이해 (4개 항목)

교장선생님과 의사소통 (10개 항목)

의사결정 참여 및 새로운 생각 장려 (4개 항목)

Jung et al (2008) 19개 central government survey (Korea)

변혁적 리더십
새로운 비전 및 협력적 관계 (7개 문항)

조직 및 인사관리 개혁 (2개 문항)

Troitter et al. (2008) FHCS (U.S.)

변혁적 리더십

조직에 개인 능력 기여도 (7개 문항)

리더와 교감 (4개 문항)

변화 지향적 리더의 활동 (3개)

거래적 리더십
성과관리 (3개 문항)

성과보상 (7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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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항목에서 리더십과 관련 평가는 1) 목표달성 지향

적 활동, 2) 윤리적 활동 및 사회적 책임, 3) 비전 및 미션의 경영활동계

획으로 구분된다. 비전 및 미션의 경영활동 계획의 세부지표를 보면, 조

직의 구성원의 참여에 따른 미래 지향적인 조직목표의 수립과 비전제시

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목표달성 지향적활동과 윤리적 활동은 주어진

조직의 성과목표에 따른 달성노력과 조직내부의 법적 규율에 따른 보상

및 처벌의 공정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비전 및 미션의

경영활동 계획은 변혁 지향적 리더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목표달성

지향적 활동과 윤리적 활동은 거래 지향적 리더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리더십 성과평가점수를

활용하여, 이론에 근거하여, 변혁 지향적 리더십과 거래 지향적 리더십을

구분하여 리더십의 유형을 측정하고자 한다. 변혁 지향적 리더십과 거래

지햐적 리더십은 지방공기업에서 평가받은 점수를 활용한다.

지방공기업 리더십 평가항목은 3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기관

장의 리더활동을 0점-100점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장은 매년 바뀌

지 않고 임기에 따라 바뀌게 된다. 기관장의 리더십 유형은 매년 변화되

는 것보다 임기 내의 리더활동을 통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기관장이 재직했을 때 평가받은 리더활동의 점

수를 평균화하였다. 그리고, 비전 및 미션 경영활동 계획의 평가점수가

다른 리더 평가항목 점수보다 높게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변혁 지향적 리

더십으로 유형화하였고, 목표달성 지향적 활동과 윤리적 활동의 평가점

수가 상대적으로 비전활동보다 높으면 거래 지향적 리더로 유형화 하였

다. 하지만, 측정을 할 때 두 항목이 같은 점수를 지닌 기관장의 리더 유

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관장 재직 기간동안 유형별의

분산값을 측정하여, 분산값이 작은 리더활동을 리더유형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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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6] 리더십유형의 평가항목

리더십유형 세부내용

변혁지향적 리더십

비전 및 미션

경영활동 계획

지표정의

당해 공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션과 비전을 어떻게 구축하였으며, 당해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미션 비전 전략 경영계획을 적

정하게 설정하여 추진하였는가를 평가

세부평가

내용

① 당해 공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미션 비전 전략을 제시

② 비전설정시 직원의 참여도와 인지도 확인, 공유

③ 실현가능성 및 추진체계 구축

④경영계획은 적정하게 수립하여 추진

거래지향적 리더십

목표달성 지향

적 활동

지표정의
경영층이 리더십을 가지고 행하는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성과

세부평가

내용

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

가?

② 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

계자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윤리적 활동

및 사회적 책

임

지표정의

공기업의 선량하고 모범적인 관리자로서 각종 불공

정 행위나 부정,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

세부평가

내용

① 고객만족 경영체제를 적절하게 구축 운영

② 부패방지와 청렴유지를 위한 윤리경영시스템 개

선노력과 성과보상의 적절

③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2) 기관장 임명유형: 정치임명과 외부임명 측정

지방공기업의 기관장 임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이사를 중심으로

임원추진위원회를 구성46)하여 임원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

서 소속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내 기관장의

임명에 관한 연구들은 1) 내부승진자와 외부영입자로 구분 (강영걸,

46) 임원추진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 추전하는 사람 2명,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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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민희철, 2008; 유승원, 2009), 2) 실적요인(외부승진, 외부전문가)과

비실적요인(공무원, 정치인, 군인)으로 구분 (이명석, 2001; 김헌, 2007;

박상희, 2009), 3) 출신성분 별 분석 (정지수·한승희, 2014)로 구분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정치적 임명자 (political appointee)와 선출된 사람

(elected)을 구분하여, 전자를 모두 정치적 임용자로 측정하고 있다

(Gallo and Lewis, 2012). 또한, 관료문화가 강한 일본의 경우에는 관료

출신을 강조한다. 일본의 공공기관 임용은 “아마쿠다리(天下り)”용어를

빌어 “관료, 특히 고위관료가 재직중 특히 관련이 있던 민간기업이나 특

수법인 등의 중역·임원·관리직 등에 다시 취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길

종백·하정봉, 2013). 일본의 관료의 아마쿠다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저널용

어로 “관피아(낙하산인사)”와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의 공개모집의 취지는 공개모집 이전의 소속 지

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임명을 함으로써 공공조직의 개혁 및 효율적 관리

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성 있는 리더를

확보하고자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지방공기업의 조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자를 외부영입으로 충당하고자 하였다. 2007년에서

2014년 동안 지방공기업 (공단과 지방공사)의 기관장의 출신성분(대표경

력기준)을 보면 관료 출신이 65.9%, 정치인 출신이 12.3%, 민간기업가

출신이 13.1%, 공사출신 (내부승진자 없음) 7.4 %, 기타 출신이 1.24%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유사한 관

료출신이 퇴직 후 산하 소속기관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임명을 1) 외부임명자와 관료임명자로

구분하고, 2) 외부임명자 중 소속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사회적으로 연계

되어 있는 정치임명자와 관료임명자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기존 선행연

구에서는 외부임명자 (관료, 군인, 정치인출신)을 정치적 임명자 (소위

‘낙하산인사’)로 조작적 정의를 하여 측정 (이명석, 1997)을 하였는데, 이

는 군부시대의 대통령이 군인출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박상희

(2009)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임명을 두 가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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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서 측정하였다. 박상희는 1) 정치적 임명자 (군인, 정치인, 관료)와

비정치적 임명자 (민간전문가, 내부승진, 기타), 2) 정치적 임명자 (민간

전문가, 군인, 정치인, 관료)와 비정치적 임명자 (내부승진과 기타)로 구

분하여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류는 일본문화와 같이 관료들의

승진적체 및 재취업의 이동현상을 정치적 임명으로 분류함으로써, 관료

문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임명자와 비정치적 임

명자의 가장 큰 구분의 의미는 공무원의 실적제 제도 내에서 전문성과

비전문성의 차이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관료를 정치적 임명자로 분류할 경우에는 정치인과 관료의 전문성 구분

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정치적 임명에 역할 분석에 한계가 있다.

Gallo and Lewis (2012)은 미국의 정치적 임명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제

도 내에서 정치적 임명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대통령의 자문위원 또

는 선거캠프의 경력을 토대로 정치적 임명자와 비정치적 임명자를 구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적주의에 기반되어 있는 지방공기업의

제도적 여건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관료들의 퇴직 후 취업 (관피아 현상)

을 반영하여 지방공기업의 임명을 1) 외부임명자47)와 관료임명자로 구분

하고, 2) 외부임명자 중 소속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정치임명자와 관료임명자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의 측정은

외부임명자와 관료임명자들의 구분을 토대로, 전문성의 특징에 따른 임

명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한편, 다시 외부임명자 중 정치임명자를 구

분함으로써 정치임명자와 관료출신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주

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외부임명자와 관료출신 임명자를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대한 측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직의 관료출신이 퇴직

후 바로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에 임명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경력이 바뀔 경우에는 대표경력과 직전경력 중 기준경력을 정해야 한다.

47) Marranto (2005)는 미국의 실적제도 내에서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들을 

정치적 임용자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무직 공무원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하

는 측면이 크다 (박상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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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2009)는 이와 같은 경력이동을 고려하여, 직전경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과거의 경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

표경력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전

경력과 대표경력을 나누어서 측정하여, 두 측정 간의 분석을 실시하였으

나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8).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의 대부분은

관료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외부임명자 중 정치적 임명자를 구분하는 작업은 지방자치단

체장의 정치·사회적 이력과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정치·사회적 이력을 비

교하여 측정하였다. 김재훈·이화령 (2015)는 2010년-2012년까지 100개의

기업의 이사회 자료를 수집하여서, 기업의 CEO와 사외이사의 지연, 학

연의 연고관계를 측정하여 사외이사들의 독립적 이사활동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지역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출신의 사회적 연고연계를 측정하

였다. Fracassi and Tate (2012)는 사외이사와 CEO의 사회적 관계를 관

계를 같은 사교적 모임(golf club), 과거의 같은 회사경력, 같은 학부출신

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공공조직의 네트워크의 측정은 외부이해관계자와

의 회의 회수 (O’Toole and Meier, 2003;2011)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측정

한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물정보 사이트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

뉴스)에서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이력정보와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이력정

보를 수집하고, 네이버의 인물검색, 구글, 뉴스검색 (kinds.or.kr)을 토대

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정치·사회적 연계를 코딩하였

다. 코딩은 1) 같은 고향출신, 2) 같은 지역출신, 3) 같은 초중고출신, 4)

같은 대학 출신, 5) 정치적 활동49)으로 구분하였다. 정보가 검색되지 않

48) 직전경력으로 측정한 경우 관료출신 (공무원 및 행정고시 출신)은 전체의 65.3%, 정치

인 출신 11.2%, 민간기업가 출신이 13.8%, 공사출신이 7.62 %, 기타출신이 2.27%로 

구성된 반면, 대표경력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관료 출신이 65.9%, 정치인 출신이 

12.3%, 민간기업가 출신이 13.1%, 공사출신 (내부승진자 없음) 7.4 %, 기타 출신이 

1.24%로 구성되었다. 

49) 특히, 정치적 활동의 검색은 제한적으로 추출이 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의 정치인 출신을 지닌 기관장과 소속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정당에 있는 경우에는 같

은 정치적 활동으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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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력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치·사회적 연계는 0-5개

의 범위가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정치·사회적 연계가 없는

관계를 “0”으로 코딩하고, 정치·사회적 연계가 한번이라도 있는 관계

(1-5)는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3) 조직의 관리역량 지표

공공조직의 관리측정은 학자들의 연구방향 및 주요요인의 방향에 따

라 다르게 측정되어 관리측정의 개념이 중요하다. Ingraham &

Moynihan (2000)은 정부는 관리기능과 정책집행을 수행하는 조직의 구

조, 과정, 기술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관리기능은 일반적으로 재무관리,

인사관리, 자본관리, 정보기술관리의 기능적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조직관리역량은 이들 기능을 통제, 지시, 발달하는 내재적 능력으

로 정의하고 있다 (p. 293-294). 이와 같은 관리역량 개념은 학자에 따라

서 내부관리자원 (Lee and Whitford, 2012) 또는 관리의 질 (O’Toole,

and Meier, 2011)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대리변수로 활용되기도 한다.

Ingraham and Moynihan (2000)에서 관리역량은 내부관리요인을 관리시

스템의 기능에 따라 세분화한 자원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Amirkhanyan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관리역

량의 개념을 지방공기업이 기능별 조직관리 자원으로 지방공기업의 성과

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활용하여, Ingraham and Moynihan (2000)에서

분류한 1) 조직관리역량, 2) 인적관리역량, 3) 재무관리역량으로 구분한

다. 또한, 조직내부의 노사관리의 자원 또한 조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추가하여 설정한다.

Andrews et al. (2010)은 관리역량의 측정을 지방정부의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의 성과평가 활동의 결과인 CPA의 부분항목으로 측정

하였다. 그들은 자본 관리역량을 자본 투자의 적정성과 우선순위여부의

항목점수를 사용했고, 재무관리역량은 사업의 자원배분의 목적와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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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산관리여부 등의 항목을 이용하였고, 인적관리역량은 사회적 약자

를 위한 기준, 여성의 고위관료 비율 등의 항목을 사용하였고, IT 관리

역량은 성과관리시스템의 관리항목을 사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

구에서는 지방공기업 관리역량지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지표의 1)

조직관리, 2) 인사관리, 3) 재무관리를 평가항목을 이용한다. 지방공기업

의 조직관리역량은 효율적 조직의 구조 및 규모를 측정하였고, 인사관

리는 인사제도의 운영 및 내부관리자의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재무관리

는 사업계획에 따른 재무의 효율적 관리 및 활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역량의 측정은 각 관리역량 점수를 100점 만점의

점수를 활용하였다.

[표4- 7] 지방공기업의 관리역량 지표 내용

관리역량지표 세부내용

조

직

관

리

지표정의
공기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규모와 조직구

조를 가지고 있는지와 조직관리의 적정성을 평가

세부평가내

용

① 기관의 전략 및 핵심기능과 연계하여 기관내 단위조직의 역

할·책임 및 인력을 적정하게 구성·배분

② 조직특성 업무 등을 고려한 관리조직과 하부조직이 효율적으

로 구성

③ 조직혁신(조직개편, 권한위임 등)과 업무프로세스, 조직구조

④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

사

관

리

지표정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제도, 인력운영 및

내부직원 만족도 등

세부평가내

용

① 인사관리의 합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②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 노력과 실적

③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신규 및 보수교육 등 구성원의 역량 강

화

④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및 결과의 활용

⑤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의 구축

재

무

관

리

지표정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경영계획에 따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재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무적 운영노력

세부평가내

용

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

②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

③ 예산 회계관리는 각종 규정(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 예

산편성기준, 계약법, 자산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등)을 이행

④ 공사채는 승인된 목적에 부합하게 발행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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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통제 측정

본 연구에서는 기관통제의 변수로 1) 기관의 인력규모, 2) 기관의 세출예

산규모, 3) 기관구성원의 평균재직연수, 4) 기관장의 재직기간으로 설정

하였다50).

첫째, 기관의 인력규모는 지방공기업 현황에서 제시되는 현재인원을 기

준으로 인력규모를 사용하되, 기관간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로그(ln)값

을 취하여 측정하였다. 기관의 인력은 기관정원과 현재인원으로 구분된

다. 기관정원은 법적으로 지방공기업이 최대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을

의미하고, 현재인원은 실제로 고용되어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인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고용된 현재인원을 기준으로 인력

규모를 산정하였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재정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세출예산을

사용하여, 로그값을 취해 측정하였다.

셋째, 지방공기업 구성원의 평균재직연수는 연단위로 측정되었으나, 이는

조직의 설립연도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로그값으로 측정

하였다.

넷째,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가 고정되어 있으나,

해임과 연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기관장 임기를 연

(year)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하지만 임기가 1년 미만의 기관장 또는 1년

8개월 등, 연 기준 사이의 기관장의 임기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년 미만의 임기는 1년 임기로, 1년 1개월에서 1년 11개월은 2년으로, 연

도를 기준하여 최대의 임기로 측정하였다.

50) 이와 같은 기관통제변수는 지방공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연구주제

에 따라 개별 독립변수의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있다. 경제학적 접근에서 조직규모 및 

인력은 조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조직이론에 따르면, 기관의 규

모 및 설립나이는 조직이 가지는 자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즉, 조직규모가 

클수록, 조직의 설립나이가 많을수록 자원획득이 유리하다 (Thompson, 1967). 반면, 

조직규모와 설립나이가 많을수록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

을 높게 받기 때문에 외부적 제약이 높다 (Watts and Zimmerma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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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환경 변수 측정

지방공기업은 소속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공공

성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설립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공공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지방공기업의 성과에 외부 제약적 여건은 소속 지방자치단

체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설립주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자치구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설립

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가 소속지자체가 되고, 관악구시설관리공

단은 서울시 관악구가 소속지자체가 되며, 청도공영공사는 청도군이 소

속지자체가 된다. 따라서, 아래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소속 자치단체의

정보를 토대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환경 요인으로 1) 소속지방자치단체-재정지원여부,

2) 정책준수, 3) 전년도 성과등급변화, 4) 소속지방자치단체- 인구규모,

5) 소속지방자치단체-인구고령화비율을 설정하였다.

첫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게 증액51)자본(증자)한 여부를 더미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즉,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공기업에 해당연도에 증자하였을 때는 1, 그렇치 않은 해는

0으로 코딩하였다.

둘째, 기관의 감시요인으로 공기업의 정책준수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성

과평가는 행정자치부 산하의 독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담당한다. 평가의 내용은 지방공기업의 유형별로 일률된 평가지표를 토

51)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은 1) 설립자본금, 2) 수권자본금, 3)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계

정화된다. 1) 설립자본금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는 설립자

본금의 규모이다. 2) 수권자본금은 지방공기업 설립할 때 조례를 통해서, 향후 지방공기

업에게 출자할 수 있는 최대의 자본금 규모를 명시한다. 이와 같은 자본금 규모는 이사

회의결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권자본금 규모를 변동할 수 있다. 즉, 지방공기업

의 사업활동이 증가하여 수권자본금 규모를 증액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규

모를 증가한다. 3) 납입자본금은 수권자본금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증자하는 자본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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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이루어지는데, 공통평가항목으로 “공기업정책준수”를 포함한다. 공

기업정책준수세부내용을 시기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공기업의 내부관

리 효율성 및 안정화 (복지, 성과급), 공공 일자리창출, 정부의 시책 (에

너지 절감, 정부 3.0)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

영의 감시체계 활동을 통해서 공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영향을 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준수의 점수를 100점 만점의 환산점수를 활용한다.

[표4- 8] 공기업 정책준수 세부 내용

공기업정책준수 내용 2007 2008 2009 2010 2012 2013 2014

인건비 인상률 준수 o o o o o o o

퇴직금누진제 폐지 o

유급휴가 적정성 및 연차수당 운영 o

노조전임자 운영 o o o o o o o

추가 설립타당성 검토 운영 o o o o o o o

경영개선명령이행 o o o o o o o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o o o o o o o

성과급제도 운영의 적정성 o o o o o o o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o o o o o o o

통합경영공시 운용의 적정성 o o o o o o o

일자리창출(비정규직,
인턴사원채용) o o o o o o o

예산조기집행 o o o o o

정부권장정책 (장애인고용, 에너지
절감, 친환경) o o o o o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실행 o o o o

정부 3.1 추진 o o

재정균형집행 o

복리후생 정상화 o

셋째, 전년도 성과등급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의 영향력을 통제함과

동시에 전년도 결과에 따른 자기상관을 낮추기 위한 변수이다. 본 연구

분석모형에서는 자기상관을 보정하는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기 때문에,

전년도 성과등급은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제약요건으로 영향을 준다. 즉,

전년도 평가등급이 5등급이었다면, 이번연도에는 등급을 올려야 연봉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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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또는 해임 등의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성과등급 1-5단계의 구분에 따라, 전년도의 등급변

화를 코딩하였다.

넷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를 로그값을 취하여 코딩하였다.

다섯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비율은 인구규모에서 65세 이상의 인

구규모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표4- 9] 변수의 측정

변수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및 조작화

종속변수

지 방 공 기 업

성과지표
수익성 성과 지방공기업 성과평가 수익성 성과점수

독립변수

기관장 임명

유형
관료출신

외부임용 중 소속지자체장과 연고관계

있으면 =0

관료출신 (공무원, 행정고시)=1

기관장 리더

십 유형
변혁 지향적 리더십

변혁 지향적 리더십=1

(∑비전제시 리더활동평가점수 > ∑ 목표

및 윤리활동 평가점수)

거래 지향적 리더십=0

(∑비전제시 리더활동평가점수 < ∑ 목표

및 윤리활동 평가점수)

조직관리역량

조직역량 지방공기업 성과평가 조직관리 성과점수

인적역량 지방공기업 성과평가 인사관리 성과점수

재무역량 지방공기업 성과평가 재무관리 성과점수

기관통제변수

기관통제

인력규모 로그 (지방공기업현원규모)

기관장재직기간 연도별 기준 (1년=1, 2년=2...)

근무연수 로그 (구성원평균근로연수)

예산규모 로그 (지방공기업세출예산)

외부환경통제

외부환경요인

지자체인구규모 소속지자체 로그 (인구수)

지자체고령인구비율 소속 지자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지자체재정지원
소속지자체 증자한 해=1

소속지자체 증자하지 않은 해=0

정책준수
경영평가결과에서 공기업정책준수 항목의

100점 환산

전년도

성과등급변화

5단계의 성과등급에서 전년도 성과등급과

당해연도 성과등급의 변화

(-4등급 ~ +4등급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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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분석모형의 구성

1. 패널데이터 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지방공단과 지방공사)의 성과요인을 분석하고

자 2007년-2014년까지 8개연도의 지방공기업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

다. 패널데이터는 1) 횡단면 단위의 개체단위(N)와 시계열의 시간단위

(T)를 포함하기 때문에, 횡단면 회귀분석 (cross-sectional Ordinary

Least Squares)에서 문제될 수 있는 누락변수 (omitted variable)를 줄이

고 분석 대상 간의 이질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2) 개체단위와 시간단위의 표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횡단면 회귀분석과

시계열 분석에 비해 보다 많은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을 지니기 때

문에, 다중공선성을 줄일 수 있고 모수 추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3) 또한, 시간적으로 변하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전체 평균적인 개체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횡단면 회귀분

석과 시계열분석에 제시하지 못하는 변수들 간의 특성을 모델에 포함시

켜 분석할 수 있는 장점52)이 있다 (민인식, 2009; 이희연·노승철, 2012).

즉,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모형은 횡단면 회귀분석에서 설명되지 않

고 남은 오차항에서 개체특성과 효과와 시간특성 효과를 분리하여 모수

추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패널데이터를 이용하는 패널모형은 크게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 model)은 분석대상 (개체단위)의 정보

중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특성이 독립변수에 영향을 준다고 있다는 점

을 전제로,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개체의 특성을 통제하여, 독립변수가

52) 반면,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모형은 1) 패널데이터의 수집의 어려움, 2) 개인대상의 

데이터는 기억의 오류 및 측정오차의 문제가 발생, 3) 표본대상의 선택성 (예, 임금 실

업 데이터의 self-selection), 4) 개체특성과 시간특성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

에, 그룹 간의 이분산성 (오차항의 등분산성)과 시계열의 자기상관 (독립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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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추정하는 분석방법이다. 고정효

과모형은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는 오차항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

체의 오차 (ui)와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 오차항 (eit)로

구성한다. 이 중에서 개체오차항 (ui)를 추정해야 할 모수 (parameter)로

간주한다. 따라서, 상수항 (α+ui)은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다고 가정

(fixed)있다고 있기 때문에 추정하고자 하는 계수 (β:기울기)는 모든 패

널개체에 동일하지만 추정회귀절편은 패널개체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고

정효과 모형은 이를 위해서 패널 선형회귀모형에서 패널 그룹별 모형에

서 패널 그룹 내 모형을 차분하여 개체오차항 (ui)를 제거하여 계수를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된 계수 값은 비록 독립변수 (xit)와 개체오차항

(ui)가 상관관계에 있더라도 (cov(xit, ui)≠0), 모형에서 개체오차항 (ui)를

제거함으로써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53). 반면, 분석하고자 하는 개체

가 시간단위보다 많을 경우 (N>T),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단위

의 특성은 더미변수 (dummy variable)로 통제되기 때문에 자유도를 잃

게 되어 모형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개체 간의 이분산성과 독

립변수들이 시간에 영향을 받을 경우 자기상관관계를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확률효과 모형 (ramdom effect model)은 개체오차항 (ui)를 추

53) 패널 선형회귀모형을 다음과 가정할 때, 모형 (1)처럼 표현한다. 오차항 (ui)를 고정한

다면 상수취급 하여 (α+ui)을 앞으로 묶어서 모형 (2)처럼 표현한다. 각 패널 그룹별 평

균 (between)으로 이루어진 회귀모형 (3)을 설정한다. 그리고, 모형 (2)에서 모형 (3)을 

빼주면, 그룹 내 (within) 변화을 적용한 추정모형 (4)가 산출된다. 모형 (4)에서 보면 

오차항 (ui)가 제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ov(xit, ui)≠0)이더라도 선형회귀 추정을  

통해서 β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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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할 모수로 간주한다. 즉,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상수항 (α + ui)를

확률변수로 간주하여 추정한다. 확률효과 모형에서 오차항은 독립적이고

등분산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ui∼ N(0, σ2
u), eit∼σ2

e). 확률효

과모형은 개체특성 효과가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엄격한 가정이

존재하는 반면, 표본이 증가하더라도 고정효과모형처럼 자유도를 잃지

않는 장점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의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정효과모형과 마찬가지로 그룹 간의 이분산성과 시계열 독립

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모형의 설정은 다음의 과정

을 토대로 진행된다.

첫째, 데이터에서 개체들 간의 이질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개체

의 특성이 포함되지 않은 합동 모형 (pooled model)과 개체의 특성을 고

정하는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 model)의 잔차제곱의 합을 산출하여

F검정을 실시(Chow test)하여 두 모델 중 적합한 모형을 설정한다. 또

한, 합동모형과 확률모형 중 모형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서

Breusch-Pagan LM검정방법을 이용하여 두 모델 중 적합한 모형을 설

정한다.

둘째, 첫 번째 단계에서 개체 또는 시간단위의 이질성이 존재한다면

(개체 또는 시간특성효과가 나타났다면), 개체 또는 시간특성의 효과가

고정적인 것인지 또는 확률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hausman test를 실

시한다. hausman test는 독립변수와 개체 또는 시간특성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독립적인지)를 판별함으로써 둘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면 확률효

과모형이 계수 추정에 효율적이라고 검증한다. 반면, 둘 간의 관계에 상

관관계가 존재 (cov(xit, ui)≠0)하면 확률모형에서 추정하는 계수는 일치

추정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

셋째, 패널데이터는 횡단면 정보와 시계열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횡단

면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분산성 (heteroscedasticity)와 시계열 정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상관 (autocorrelation)관계를 확인54)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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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패널데이터에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GLS (generalized least squared:일반최소자승추정법)나 FGLS(feasible

GLS)을 통해 추정한다. 또한, 내생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도구변수를 이

용한 2단계 추정법(2SLS)을 사용한다. 하지만, GSL모형과 FGLS모형

(Parks model , 1967; Parks-Kmenta model, 1986)은 개체단위 표본 수

가 시간단위의 표본 수보다 많을 경우 (N>T), 또는 개체단위의 표본이

미시경제의 정보를 주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Beck

and Katz, 1995; Hoechle, 2007). 또한, Beck and Katz (1995)는

Parks-Kmenta model (1986)을 보완한 모형을 구축하였으나, 이들의 모

형은 표본의 수와 시간의 수의 비율 (T/N)작을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Hoechle, 2007). Cameron & Trivedi (2002)은 Driscoll and

Kraay model(D&K model) (1998)과 위의 모형을 비교분석하였을 때,

D&K model은 표준오차를 조정하여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오차를 줄

여주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Hoechle (2007)은 Monte Carlo 추정을 토대

로, 위의 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D&K model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모

형임을 보여주었는데, D&K model은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더욱 효율적

인 (calibrated) 모형이지만, 불균형 패널 데이터에도 유용한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연구분석모형 

1) 기관장의 임명유형과 관리역량 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첫 번째 연구모형에서 기관장의 임명유형과

관리역량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주요 독립변수 이외에 조직의 관리특성

과 조직외부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 O’Toole & Meier (1999;2011)의 모

54) 이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Waldo test를 통해서 확인하고, 자기상관의 여부는 

wooldridge검정을 토대로 자기상관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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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 제시되는 1) 관리요인, 2) 환경요인, 4) 환경과 관리의 상호연계

의 요인들을 구체화한 것과 맥락55)을 같이한다. Gallo & Lewis (2012)는

미국의 PART program의 성과요인분석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임용

(presidential patronage)을 주요요인으로 선정하고, PART program의 특

성과 PART program을 시행하는 부처의 특성을 외부환경요인으로 통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지방공기업의 성과요인연구에서 정치임용과

외부임용의 유형에 따른 성과요인분석에서도 1) 임용의 유형, 2) 조직관

리요인 (관리역량), 3) 외부환경요인 (기관특성요인, 소속지자체 특성)을

통제하여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Yit    임명유형 it관리역량 it

기관특성   외부환경요인     it

Yit = 수익성 성과

β1 = 임명유형 (관리출신과 외부정치임명과 차이)

β2 = 관리역량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β3 = 기관특성 (인력규모, 세출예산, 관리자재직기간, 근무연수)

β4 = 외부환경요인 (소속지자체 인구, 고령화, 재정지원여부, 중앙정부 정책준

수, 전년도 성과등급변화)

β5 = 연도 통제

Ui = 개체특성 오차항

εit = 오차항

위의 패널선형회귀모형을 토대로, 패널모형을 설정할 때,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보정한 Driscoll and Kraay model (1998)

의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첫째, 데이터에서 개체들 간의 이질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55) 조직의 성과결정모형은 조직을 시스템으로 이해하면서 설정되고 있다. 즉, 외부환경으

로부터 투입 (input) -> 조직내부의 조직관리 -> 조직의 성과 (performance; output, 

outcome)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Rainey & Chun (2007)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

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공공조직의 1) 환경, 2) 환경과의 연계, 3) 조직관리활동, 4) 조

직의 성과로 특성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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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w test56)를 통해서 개체 더미변수와 시간더미가 포함된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F=0.000). 이후, 개체효과가 고정되었을

때, 시간확률효과를 Breusch-Pagan LM57) 검증을 통해서 확률효과를 분

석한 결과 시간의 확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pro>F=0.000), 연

도를 통제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둘째, 첫 번째 단계에서 개체 또는 시간단위의 이질성이 존재한다면 (개

체 또는 시간특성효과가 나타났다면), 개체 또는 시간특성의 효과가 고

정적인 것인지 또는 확률적인지를 판단해야한다. 이를 위해 hausman

test를 실시하였고, 결과 p=0.000의 유의수준 내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이 확률효과모형보다 더 효율적인 모형으

로 추정되었다.

셋째, 횡단면 정보와 시계열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패널데이터의 이분산

성 검증을 하기 위해 Wald test를 한 결과, 이분산성이 존재

(prob>chi2=0.00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상관 (autocorrelation)관계를 Wooldridge test를 수행한 결과 자기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prob>F=0.000)

넷째,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지만, 데이터

의 이분산성과 자기상관관계를 보정하기 위한 Driscoll and Kraay model

(1998)의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이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Parks-Kmenta (1986)의 GLS와 Beck & Katz (1995) 모형은 표본의 수

와 시간의 기간의 비율이 대등하고, 장기적인 기간의 모형에 더 적합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패널데이터는 8개연도의 973개의 표본으로 구성

되었고, 연도별 지방공기업이 없어지거나 증가하는 불균형 패널데이터로

위의 모형에 적합하기 않기 때문이다. 반면, D & K model (1998)은 장

기시계열의 패널데이터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여지만 (Hoechle (2007)의

56) stata통계분석에서 testparm으로 chow test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 종합성과점수와 

주민만족도 모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57) stata통계분석에서는 ttest0으로 Breusch-Pagan LM test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 종

합성과점수와 주민만족도 모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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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 carlo test 결과), 불균형 패널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역량과 리더십의 성과요인 모형에서는 이분산성과 자기

상관성을 보정하는 Driscoll and Kraay58)의 고정효과 패널모형으로 분석

한다.

2) 기관장 역할유형과 관리역량 모형: 리더십, 임명유형, 관리역량

두 번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성과에 임명방식과 리더십 유형을 주

요요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8개연

도 (2007년-2014년)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다. 아래의 선형회귀모형 (1)

에서 조직의 규모, 자원, 외부제약요인, 전년도성과와 관리역량을 성과의

요인변수로 선정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Yit   임명유형 it리더십유형 it관리역량 it

기관특성   외부환경요인     it

Yit = 수익성 성과
β1 = 임명유형 (관리출신과 외부정치임명과 차이)

β2 = 리더십 유형 (변혁 지향적 리더십과 거래 지향적 리더십 차이)

β3 = 관리역량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β4 = 기관특성 (인력규모, 세출예산, 관리자재직기간, 근무연수)

β5 = 외부환경요인 (소속지자체 인구, 고령화, 재정지원여부, 중앙정부 정책준

수, 전년도 성과등급변화)
β6 = 연도 통제

Ui = 개체특성 오차항

εit = 오차항

하지만, 위의 모형에서는 임명방식과 리더십 유형이 지방공기업의 성과

에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기관장의 임명방식 (출신배경)에 따른

58) stata에서 고정효과모형은 ‘xtreg, fe’의 명령어를 사용하지만, Driscoll and Krray의 

모형은 ‘xtscc, fe’의 명령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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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유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의 모형을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모형을 설정하였다.

기관장의 임명유형과 기관장의 리더십 유형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낸다.

[표4- 10] 기관장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 관계

리더십 유형

거래 지향적 리더십 변혁 지향적 리더십

임명

유형

정치임명 정치임명_거래지향적 정치임명_변혁지향적

관료임명 관료임명_거래지향적 정치임명_변혁지향적

각 유형별로 더미변수화 하여 기관장 임명방식과 리더십 유형에 따른 성

과요인 분석 모형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Yit   임명유형리더십유형it관리역량 it

기관특성   외부환경요인     it

Yit = 수익성 성과

β1 = 임명유형*리더십유형
β2 = 관리역량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β3 = 기관특성 (인력규모, 세출예산, 관리자재직기간, 근무연수)

β4 = 외부환경요인 (소속지자체 인구, 고령화, 재정지원여부, 중앙정부 정책준

수, 전년도 성과등급변화)

β5 = 연도 통제

Ui = 개체특성 오차항
εit = 오차항

위의 패널선형회귀모형을 토대로, 패널모형을 설정할 때, 첫 번째 모형설

정의 과정을 거쳐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보정한 Driscoll and Kraay

model (1998)의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chow test와

Breusch-Pagan LM 검증을 통해서 개체효과와 시간확률효과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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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합동모형보다 시간을 고려한 패널모형 (고정효과 또는 확률효과)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hausman test를 통해서 개체고정의 고정

효과모형이 계수를 추정하는데 효율적인 모형임을 검증하였다. 또한, 지

방공기업의 패널데이터에서 그룹 간의 이분산성과 시계열의 자기상관관

계가 나타나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Driscoll and Kraay model (1998)

의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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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석결과

제1절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1.지방공기업 성과결과

1) 지방공기업 수익성 성과: 공사와 공단 비교

지방공기업을 크게 지방공사와 공단으로 유형을 분류했을 때,

2008-2014년 기간 동안 지방공단의 수익성 성과는 방공사의 수익성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편차는 2009-2011년 사이에 성

과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2012년에는 차이가 없으나 2012년 후

에는 다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

지방공사나 공단 모두 수익성 성과가 가장 낮은 지점을 위치하였으나 이

후에는 수익성 성과가 상승하는 것으로 타나났으나, 2007년 이후로 두

기관 모두 수익성 성과는 계속 하향세를 보여고 있다.

[그림5- 1] 지방공기업 유형별 수익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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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기업 수익성 성과: 광역소속과 기초소속 비교

지방공기업을 소속지방자치단체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분류

했을 때, 2007년 기준으로 2014년까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가장 낮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후에는 상승

세로 나타나고 있다.

2007-2009년 사이에는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은 광역소속의 지방공

기업보다 수익성 성과가 높은 반면, 2009년 이후에는 광역소속의 지방공

기업이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보다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이

한 점은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은 2010년 기준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

고 있는 반면, 광역소속 지방공기업은 2011년 까지 수익성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 2] 광역소속-기초소속 지방공기업 수익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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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공기업 기관장 배경과 지자체장과 정치·사회적 연계 

1)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배경

2007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지방공기업의 기관장 출신배경을 관료

출신, 기업가출신, 정치인출신, 공사출신, 기타출신으로 구분59)하였다. 관

료출신이 다른 출신의 기관장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지방공기업 전체의 65.91%에 이른다. 지방공단은 71.72% 이른 반면,

지방공사는 56.48%에 이르고 있다.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단은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결하는 수단 또는 퇴직 후의 보상의 의미를 보여진다.

[그림5- 3] 지방공기업 기관장 출신 배경

지방공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치인출신과 기업가출신이 공사출신과

기타출신보다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출신

59) 기관장의 경력이동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대표경력과 직전경력으로 분류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대표경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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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업가의 출신이 정치인출신의 기관장보다 많다는 점이다. 특이한 점

은 지방공단은 공단출신의 내부승진자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자

료에서 지방공사의 기관장 중 공사출신의 임명자를 확인한 결과, 그들은

국가공기업의 공사출신의 기관장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

의 기관장은 국가 공기업의 토지개발공사 출신의 기관장이 임명된 사례

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5- 4] 광역소속-기초소속 지방공기업 기관장 출신 배경

광역소속과 기초소속 지방공기업 기관장 출신배경을 비교했을 때, 관

료출신의 기관장이 각 각 67.27%, 65.2%로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외부

영입의 출신을 볼 때, 광역소속 기관장의 배경은 공사출신이 약 16% 로

많고 기업가 출신이 약 10%, 정치인 출신이 4.2%로 나타났다. 반면, 기

초소속의 기관장은 정치인 출신이 16.46%, 기업가출신이 14.89%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공단의 대부분이 기초소속 지방공기업으로

분류화되어 정치인출신의 기관장은 공단출신이 많다는 점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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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치인 출신의 지방공단 기관장은 소속 지

역 내의 시·도 의원을 정치인 출신들이 많았다.

2)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사회적 연계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은 공개모집제도에서 최종 지방자치단체장이 임

명을 하게된다.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전략적 임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

체장은 공공기관의 정치화의 가능성 (Lewis, 2010)과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인사는 이미 주지된 바였다 (바른사회연

대, 2013).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의 임명된 지방공기업의 기관장과 지

방자치단체장의 정치·사회적 연계60)를 살펴보았다.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임명된 지방공기업의 기관장 중 지자체

장과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비율은 전체의 40.2%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과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된 기관장은 공단과 기초소속의 지방공

기업이 상대적으로 공사와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공단과 공사를 비교할 때, 지자체장과 연계된 공단의 기

관장은 43%에 이른 반면, 공사의 기관장은 37.5%에 이르고 있다. 또한,

46.6%의 기초소속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은 지자체장과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반면, 광역소속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은 32.7%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관료출신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전체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 관료출신의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적체 해소 및 퇴직한

후의 재취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의 기관장

은 관료출신이면서 지자체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장의 정치

적 임명의 인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60) 본 분석을 위해서, 2007-2014년 사이에 임명된 지방공기업 기관장과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인물 DB에서 제공하는 고향, 지역,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정치활동을 수집하였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하나의 공

통 정치·사회적 연계가 있는 경우는 지자체장과 연계가 있다고 측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치·사회적 연계가 없다고 측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변수측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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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5]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연계

일본에서는 아마쿠다리 (天下り)라는 용어를 빌어, 우리나라의 관료

출신이 산하 또는 연관된 조직의 퇴직 후 재취업하는 “관피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임명은 국가별 조직문화와 연계되어

있기에, 관피아와 아마쿠다리와 같은 임명유형을 정치적 임명으로 분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관료임명과 외부임명

을 구분하여 외부임명을 정치적 임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박상희, 2009).

또한 외부임명에도 임명자와 정치적 연계를 확인하여 정치적 임명을 세

분화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Gallo and Lewis, 2012).

이에,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을 관료출신의 내부임명과 외부임명61)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관장을 정치임명으

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관료출신과 외부임명 중 정치적 임명할 때,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외부정

치임명 기관장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공기업의 약

74%가 관료출신으로 특히, 지방공사에서는 약 76%, 광역소속의 지방공

61) 관료출신 이외의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을 외부임명으로 분류하였다. 외부임명에는 정치

인, 민간기업가, 공사출신, 기타출신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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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8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과 기초

소속의 관료출신의 기관장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출신의 기관장들이 퇴직

후의 재취업 형태로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광역소속의 지방공

기업의 경우에는 행정고시 출신의 중앙정부의 고위관료 출신들이 임명되

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5- 6]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내부임명과 정치임명의 비교

공단과 공사를 비교했을 때, 정치적으로 임뎡된 기관장은 공단이 28%로,

24%를 차지한 공사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초소속의 지

방공기업은 정치임명의 비율이 광역소속 지방공기업보다 약 2배 정도 높

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율은 관리출신의 내부임명된

기관장과의 상대적 비율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외부임명 중 정치임명된 기관장을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비교

하였다.

다음은 기초소속과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의 외부임명된 기관장 중 지방

자치단체장과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되어 정치임명된 기관장을 2007년부

터 2014년까지 8년간 비교하였다. 연도별로 비교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

체장은 임기 4년에, 재선, 삼선까지 최대 12년까지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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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선거시기에 따라 정치임명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기관장의 정치임명의 패턴은 선거주

기로 증감이 뚜렷하다.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감소하다가 선거 이

후에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2006년과 2014년 지방선거와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5- 7] 연도별 지자체장과 정치·사회 연계된 기관장 추이 

지방공기업을 기초소속과 광역소속의 분류했을 때, 기초소속 지방공기업

이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보다 정치임명의 기관장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광역소속 지방공기업보다 기초소속 공기업

의 수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를 기준으

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된 이후에 지방공기업의 정치임명이 증

가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2010년 이전에는 기초소속의 지방공

기업의 경우 정치임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광역소속의 지방공

기업은 2010년 선거 이후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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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8] 기초-광역소속 지방공기업의 정치 임명된 기관장 추이 (외부임명)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의 비교에서,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지방공

단이 지방공사보다 정치적 임용이 많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방공단과 지방공사의 정치적 임용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5- 9] 공단-공사유형별 정치임명된 기관장 추이 (외부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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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장과 재임과 정치·사회적 연계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초선, 재선, 삼선)의 유형별로 정치·

사회적으로 연계된 기관장의 임명 추이를 살펴보았다. 초선의 지자체장

의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된 기관장 임명은 선거주기를 기점으로 증가와

하락추세가 분명한 반면, 재선의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5-10]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정치·사회적 연계된 기관장 

한편, 외부임명된 기관장 중에 지자체장과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된

기관장을 중심으로 추이를 살펴보면 초선의 경우는 정치·사회적으로 연

계된 기관장의 추이와 유사하나, 재선의 경우에는 집권초기에 증가하나

감소하여 안정적인 면의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자체장이 초선을 지나 재선이 되고 나면, 집권

동안 맺어온 인적관리 네트워크에 따라 선별적 임명이 되고 있다는 점이

유추된다. 즉,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된 사람들 중에는 외부의 정치가, 민

간기업가, 관료출신들로 구성되는데, 오랜 집권 속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된 사람을 외부출신 (정치가나 민간기업가) 이외에, 같이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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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관료출신의 기관장을 임명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책수행을 하고자 하

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외부출신의 정치적 임명은 오랫동안 정실적 임

명의 부정적인 인식이 되어왔다. 하지만, 지자체 장은 전략적 임명을 통

한 관료출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부출신 중에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된 사람을 기관장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공기업의 성과를 강화하는

다른 전략적 의도 또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Lewis(2008)의 연구에 따르

면, 미국의 대통령 재임 이후에는 정치적 임명이 초임과 비교할 때 다소

낮아지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의 기관장 임명 형

태를 볼 때,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5-11]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정치·사회적 연계된 기관장 (외부임명) 

3. 기관장의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

기관장의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을 지방공기업의 유형별로 비교하

였다. 기관장의 임명유형과 관계없이 거래 지향적 리더십이 변혁 지향적

리더십 유형보다 많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관료출신 기관장은 그

차이가 외부 정치임용 기관장보다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공단과 기초소속의 관료출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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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사나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일수록 편차가 작아지고 있다.

[그림5-12] 기관장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 관계  

지자체장이 초선시기일 때, 임명된 기관장 유형과 리더십 유형의 관

계를 보면, 거래 지향적 리더십이 변혁 지향적 리더십보다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패턴은 공단과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공사와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의 경우

에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림5-13] 기관장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 관계 (지자체장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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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재선 이상일 경우에 임명된 유형과 리더십 유형을 살펴

보면, 공단과 기초소속의 경우에는 여전히 거래 지향적 리더십 유형이

두드러지나, 공사와 광역소속의 경우에는 편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히 광역소속의 관료출신의 거래 지향적

리더십과 변혁 지향적 리더십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자체 장의 재선 시기에 임명된 관료출신은 지자체 장과 오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직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하는 성향이 나타날 가

능성이 있다.

[그림5-14] 기관장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 관계 (지자체장 재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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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표
본 평균 표준

편차

사분위수

최소 1/4 2/4 3/4 최대

수익성 973 84.4 10.54 9.84 79.75 86.08 91.41 100

정치임용 553 0.74 0.44 0 0 1 1 1

리더십유형 969 0.29 0.45 0 0 0 1 1

조직역량 973 85.14 11.88 5 81.33 88 92.5 100

인적역량 973 84.45 10.45 11 80 86 91 100

재무역량 867 84.58 9.35 37.5 80.5 86 90 100

인력규모 973 5.08 1.07 2.48 4.39 5.02 5.66 9.23

기관장재직기간 973 2.42 1.19 1 2 2 3 8

근무연수 635 1.8 0.65 0 1.39 1.79 2.3 3.09

예산규모 896 10.36 1.8 2.4 9.15 9.79 11.37 16.05

지자체인구 973 13.25 1.39 9.81 12.38 13.11 14.22 16.32

지자체고령인구비율 973 11.47 4.69 5.18 8.53 10.2 12.72 32.07

지자체재정지원 957 0.19 0.4 0 0 0 0 1

정책준수 967 80.37 12.17 27.3 74 82.6 88.6 103

전년도성과 856 0.05 1.06 -4 -1 0 1 4

4. 표본의 기술통계량

1) 변수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표본은 2007년부터 2014년 존재하고 있는 (존재했던) 지방

공단과 지방공사를 포함한 지방공기업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 표본은 지

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대상으로 한정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 점

수를 활용한 수익성 성과지표, 조직관리역량 지표, 정책준수 변수는 100

점 만점의 점수를 활용하였고, 그 외의 2차 자료를 활용한 자료들은 개

별단위의 측정에 따라 로그값을 취하여 편향된 분포를 조정하였다.

[표5- 1] 표본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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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종합성과와 고객만족도의 두 차원의 성과를 측정하였

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상관관계를 보여주

는 이유는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일차

적인 관계를 추정하면서 인과관계 분석에서 계수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고, 2) 다른 한편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함으로

써 계수 값이 과대추정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여주듯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95%

(p<0.05)에서 별표 (*)를 보여주고 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0.5를 기준으로 볼 때 1)구성원의 근무연수와 기관

의 인력규모 (0.57), 2) 기관의 예산규모와 지자체 인구규모 (0.67)가 상

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분석하고자 하는 계수의

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수 추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

하지만, 계수부호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변수를 제외할 경우 변수 누락에 따른 분석계수의 부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수누락에 따른 위험보다는 효

율성을 낮추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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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관료
출신

리더십
유형

조직
역량

인적
역량

재무역
량

인력
규모

기관장재
직기간

근무
연수

예산
규모

지자체
인구

지자체
고령인
구비율

지자체
재정지
원

정책
준수

전년도
성과

수익성 1

관료출신 0.03 1

리더십유형 0.02 -0.08 1

조직역량 0.05 0.10* 0.07* 1

인적역량 0.13* 0.10* 0.06 0.51* 1

재무역량 0.16* 0.05 0.03 0.33* 0.44* 1

인력규모 0.12* 0.10* 0.24* 0.23* 0.15* 0.05 1

기관장
재직기간

-0.03 0.03 -0.03 0.05 0.01 0.05 -0.03 1

근무연수 0.13* 0.08 0.17* 0.22* 0.22* 0.02 0.57* 0.03 1

예산규모 -0.05 0.10* 0.28* 0.07* 0.05 -0.17* 0.43* 0.04 0.40* 1

지자체인구 0.12* 0.05 0.28* 0.06 0.05 -0.11* 0.60* -0.05 0.49* 0.67* 1

지자체
고령인구비율 0.20* 0.08* -0.07* 0.02 0.02 0.15* -0.38* 0.10* -0.24* -0.12* -0.48* 1

지자체
재정지원

-0.13* 0.09* 0.21* 0.02 -0.00 -0.06* 0.27* 0.05 0.10* 0.46* 0.32* -0.04 1

정책준수 0.35* -0.07 -0.04 0.00 0.12* 0.18* 0.07* -0.08* 0.05 -0.14* -0.03 -0.18* -0.25* 1

전년도성과 0.40* 0.01 0.01 0.03 0.08* 0.11* -0.10* -0.12* -0.13* -0.10* -0.10* 0.06 0.015 0.08* 1

[표5- 2] 표본변수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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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관장의 역할유형과 관리역량 분석

1. 기관장 임명유형과 관리역량 요인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임명유형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관료출신

의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외부임명 중 정치적 임명된 기관장보다 수익성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방공기업의 공단과 공사,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과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분석과 일관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특히,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이 관료출신의 기관장과 정치

임명된 기관장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고 (β=7.416), 지방공사의 경우에

는 차이가 가장 낮은 것 (β=3.782)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소속의 지방공

기업의 관료출신 기관장은 정치 임명된 기관장보다 수익성 성과평가에서

약 7.4정도 높게 평가받는 반면, 공사유형의 경우에는 약 3.7점의 차이가

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김헌,

2007; 이명석, 2001; Gilmour and Lewis, 2006; Gallo and Lewis, 2012).

김헌과 이명석 연구에서는 정치임명의 측정이 본 연구와 다르게 외부임

명을 정치임명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부

임명과 관료출신임명과의 관계와 외부임명 중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사

회적 연계가 있는 임명자를 정치임명자로 재구분하여 관료출신과 비교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Gallo and Lewis (2012)은 정치적 임명자

중에서도 관료출신의 임명자가 있음을 고려하여 정치적 임명자 중 대통

령의 자문위원과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자들을 분류하여 관료출신의 임명

자가 정치임명자보다 높은 성과결과를 보여주었다. Gallo and Lewis는

정치적 임명자가 관료출신의 임명자보다 성과가 낮은 이유를 짧은 재직

기간과 잦은 교체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정치임

명자와 관료출신의 성과차이 분석에서는 PART program의 특성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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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관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래

서, 기관장의 과거이력 (기관장 재직기간, 교육수준, 정치적 경력)을 토대

로 강건성 (robustness test)를 한 결과, 기관장의 재직기간과 교육수준

은 성과에 (+)의 영향을 주는 반면, 민간기업의 경력은 성과에 (-)를 주

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 결과, 기관장의 재직기간은 수익성 성과를 높게 나타나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Gallo and Lewis (2012)에서 제시된 것처럼 정치임명

기관장이 관료출신 기관장보다 재직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표본을 확인한 결과, 정치임명 기관장은 평균 재직기간이 2.4개월이고,

관료출신의 재직기간은 2.5개월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Gallo

and Lewis (2012)는 재직기간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수익성 성과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임명유형의 차이보다, 오히려 정치임명 기관장이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

으로 임명유형과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재직기

간에 따른 성과의 임명유형의 유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62).

지방공기업의 관리역량 중에서는 인사관리역량과 재무관리역량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인사관리역량은 수익성 성과에 (-)를 보이고, 재

무관리역량은 수익성 성과에 (+)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공사유형과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수익성 성과에 (+)의 영향

을 주고 있는데, 기초 소속의 지방공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은 수익성 성과에 (-)의 영향

을 주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 및 정책의 요구가 높을수록 수익성

성과에 (-)의 영향을 주고 있다.

62) 기관장 임명유형과 재직기간간의 교호항 (interaction term)을 이용하여, 재직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관료출신 기관장과 정치임명 기관장의 수익성 성과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재직기간이 증

가할수록 수익성 성과는 감소하는 반면, 정치 임명된 기관장은 재직기간이 증가할수록 

수익성 성과를 높여주는 요인의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Gallo and Lewis 

(2012)에서 제시된 시사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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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3] 기관장 임명유형 영향 

수익성 성과

전체 시설공단 공사 기초 광역

관료출신 5.555*** 5.536** 3.782* 7.416*** 4.325***

조직역량 -0.073 -0.239** 0.036 -0.072 0.03

인적역량 -0.241*** 0.026 -0.372*** -0.386*** -0.042

재무역량 0.119** 0.086 0.135* 0.210* 0.173

인력규모(ln) -1.368 -0.472 0.042 0.745 0.799

기관장재직기간 0.973** 1.284 0.936** 2.340*** 0.055

근무연수 0.952 3.224 -0.293 6.444** -5.103

예산규모 0.077 -8.796 1.354** 0.65 -0.246

지자체인구(ln) 24.661 -41.888 32.332 68.339* -54.150**

지자체
고령인구비율 -0.78 -1.241* -0.552 -3.437* -1.399**

지자체재정지원 -4.645** -8.426* -4.021** -6.969 -2.619**

정책준수 -0.048 -0.106** -0.003 -0.116 -0.076*

전년도성과 5.249*** 3.488*** 5.908*** 6.409*** 4.289***

절편 -221.135 738.215 -358.443 -709.399 899.768***

연도통제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표본수 339 117 208 165 174

그룹수 94 40 49 53 41

Max. lag 2 2 2 2 2

Within R_2 0.38 0.35 0.45 0.5 0.43

F value 53.4 18.6 17.29 17.1 131.9

Pro>F 0.00 0.00 0.00 0.00 0.00

*p<0.1 **p<0.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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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장 임명유형, 리더십, 관리역량 요인

앞에서,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정치임명의 기관장보다 수익성 성과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관장의 출신성분에 따라 직접적으

로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는 기관장의 출신성분으로 조직에서의 역

할이 이미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카리스마 리

더십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리더의 자질이 성과에 일관된 영향

을 주는 분석은 더 이상 유용성이 없다 (Nordhouse, 2001; Yukl, 1998).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기관장의 리더의 유형을 변혁 지향적 리더출신

여부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혁 지향적 기관장이 거래 지향적

기관장보다 공기업 수익성 성과에 약 1.8점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료출

신의 기관장은 정치임명 기관장보다 5.521점 높게 나타났다. 즉, 관료출

신의 기관장의 역할은 리더십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5.555점 높

았으나, 리더십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약 0.034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리더십의 역할이 0.034의 수익성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보

여주고 있다. 리더십의 역할은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의 제외하면, 리더

십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정치 임명된 기관장보다

수익성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같은 리더십 유형 내에서도

관료출신의 기관장과 정치 임명된 기관장의 성과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관료출신기관장과 정치임명된 기

관장과 리더십 유형의 추가분석을 통해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지방공기업의 관리역량 중에서는 인사

관리역량과 재무관리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인사관리역량은

수익성 성과에 (-)를 보이고, 재무관리역량은 수익성 성과에 (+)의 영향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사유형과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은 수익성 성

과에 (-)의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 및 정책의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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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수익성 성과에 (-)의 영향을 주고 있다.

[표5- 4] 기관장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 영향 

수익성 성과

전체 시설공단 공사 기초 광역

관료출신 5.521*** 5.745** 3.869* 7.540*** 4.269***

변혁적 리더십 1.792** -0.732 2.115** 4.909 1.198

조직역량 -0.073 -0.241* 0.036 -0.12 0.038

인적역량 -0.242*** 0.03 -0.370*** -0.373*** -0.043

재무역량 0.128** 0.084 0.148** 0.249 0.178

인력규모(ln) -1.212 -0.592 0.092 0.426 1.214

기관장재직기간 0.991** 1.303 0.989** 2.249** 0.077

근무연수 0.604 3.386 -0.755 5.220* -5.239

예산규모 0.172 -8.54 1.640*** 0.467 -0.175

지자체인구(ln) 19.079 -39.612 26.441 60.684* -63.417**

지자체
고령인구비율 -0.926 -1.216 -0.707 -3.193* -1.663***

지자체재정지원 -4.595** -8.433* -3.931* -7.353 -2.531**

정책준수 -0.049 -0.106** -0.008 -0.118 -0.079*

전년도성과 5.181*** 3.509*** 5.804*** 6.287*** 4.242***

절편 -145.971 706.153 -279.823 -614.813 1035.255**

연도통제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표본수 339 117 208 165 174

그룹수 94 40 49 53 41

Max. lag 2 2 2 2 2

Within R_2 0.38 0.35 0.45 0.51 0.42

F value 23.28 533 13.57 45.32 139

Pro>F 0.00 0.00 0.00 0.00 0.00

*p<0.1 **p<0.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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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장 역할유형과 관리역량 요인

본 연구 분석에서는 지방공기업 기관장 임명과 리더십을 유형화하여

4개의 명목 변수화 하여,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 간의 차이를 구체화하

였다.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정치 임명된 기관장이 거래

지향적 리더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유형보다 낮은 수익성 성과를 보여주

고 있는 반면, 관료출신의 기관장은 거래 지향적 리더십의 역할과 변혁

지향적 리더십의 역할 모두 다른 유형에 비교할 때 높은 수익성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관료출신의 변혁 지향적 리더의 역할은 수익성 성

과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밝혔다. 이 결과는 대리인

이론에 따른 외재적 동기에 따른 외부관료의 보상과 감시 처벌의 리더역

할보다는 청기기 이론에 따른 내재적 동기에 따른 관료출신의 비전과 참

여를 통한 신뢰적인 역할이 수익성 성과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

고 있다. 청지기 이론에서는 주인과 대리인은 신뢰와 공유된 목적을 바탕

으로 내재적 동기유인을 통한 보상을 지급하고,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

을 통해서 대리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보비대칭에 따른

도덕적 해이 행태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정부와 비영리

단체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관계보다는 청지기 관계 (stewardship

relationship)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낸 Van Slyke (2006)의 연구와 유

사하게 지방정부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에서도 청지기 관계가 나타나고 있

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앞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지방공기업의 관리역량 중에서는

인사관리역량과 재무관리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인사관리역량

은 수익성 성과에 (-)를 보이고, 재무관리역량은 수익성 성과에 (+)의 영

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장의 재직기간 역시, 높은 성과를 담보하고 있

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은 수익성 성과에 (-)의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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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5] 기관장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 영향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수익성 성과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3

정치임명_거래적 -6.351***

정치임명_변혁적 -2.314

관료출신_거래적 1.971***

관료출신_변혁적 2.658**

조직역량 -0.061 -0.079 -0.07 -0.08

인적역량 -0.238*** -0.216** -0.219** -0.218**

재무역량 0.135*** 0.110** 0.112** 0.122**

인력규모(ln) -1.72 -0.671 -1.232 -0.43

기관장재직기간 1.114*** 0.992** 1.049** 1.010**

근무연수 0.208 1.127 1.034 0.652

예산규모 -0.065 0.161 -0.049 0.309

지자체인구(ln) 28.802 8.266 21.149 0.024

지자체
고령인구비율 -0.69 -1.628 -1.191 -1.835

지자체재정지원 -4.398** -4.522** -4.466** -4.465**

정책준수 -0.032 -0.063 -0.049 -0.066

전년도성과 5.213*** 5.245*** 5.300*** 5.146***

절편 -273.049 11.989 -166.197 122.904

연도통제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표본수 339 339 339 339

그룹수 94 94 94 94

Max. lag 2 2 2 2

Within R_2 0.37 0.36 0.36 0.36

F value 52.64 38.51 41.41 36.95

Pro>F 0.00 0.00 0.00 0.00

*p<0.1 **p<0.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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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의 관계를 공단과 공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거래 지향적 정치임명 기관장이 수익성 성과가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변혁 지향적 관료출신 기관장은 수익성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단과 공사의 조직특성은 공단은 공공성을 추구하

는 반면, 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지방공단의 경우 조직관리에 노력할수록 수익성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방공사는 인적관리에 노력할수록 수익성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공단의 경우는 작은 규모의 자치구나 일반시군

단위에서 설립된 경우가 많고, 조직 내부의 업무분담 및 과정이 체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관리의 노력이 비용절감과 수익성 창출에 오히

려 (-)의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는 설립연도가 오래되어 조직관리가 체계화 되

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의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인적관리노력

은 공단의 경우 적은 인원의 교육 및 참여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하는데 (+)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공사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공공서비스의 요금 규제, 분양 규제 등의 수익성 규제에 따라 구성

원의 성과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어 수익성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즉, 규제에 따라, 수익성 성과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동기부여가 발휘될 가능성이 적게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재무관리 노력이 높을수록 수익성 성과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

은 비용절감의 관리노력이 공사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공사의 수익성 성과는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실현됨과 동시에

재무계획에 따른 관리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과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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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6] 기관장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 영향 (공단과 공사유형) 

수익성 성과

시설관리공단 공사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3

정치임명
_거래적

-5.536** -3.914**

정치임명
_변혁적 omiited -2.941

관료출신
_거래적 3.602 -0.035

관료출신
_변혁적

1.271 3.216**

조직역량 -0.239** -0.244** -0.252** -0.241** 0.044 0.028 0.034 0.027

인적역량 0.026 0.04 0.057 0.031 -0.365**
-0.3**
*

-0.39*
* -0.35***

재무역량 0.086 0.067 0.065 0.072 0.147** 0.12 0.128* 0.138*

인력규모
(ln)

-0.472 -0.562 -1.11 -0.348 -0.209 1.069 0.913 1.19

기관장
재직기간 1.284 1.392 1.435 1.352 1.068** 0.875*

0.974*
* 0.947**

근무연수 3.224 4.566* 4.738* 4.197 -0.837 -0.385 -0.815 -1.066

예산규모 -8.796 -6.624 -6.373 -7.211 1.142* 1.77**
*

1.627*
*

2.229***

지자체
인구(ln) -41.888 -45.563 -32.653 -49.275 34.397 18.421 19.408 8.905

지자체
고령인구

비율
-1.241* -2.287** -1.680* -2.261** -0.612 -1.197 -1.269 -1.451

지자체
재정지원

-8.426* -8.473* -8.484* -8.458* -3.844* -3.99*
*

-3.860
*

-3.869**

정책준수 -0.106** -0.184** -0.149** -0.179** 0.009 -0.006 0.003 -0.014

전년도
성과

3.488*** 3.480*** 3.586*** 3.444*** 5.875***
5.97**
*

5.95**
*

5.820***

절편 743.041 787.346 606.282 839.96 -381.585 -163.3 -175.7
5

-36.015

연도통제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표본수 117 117 117 117 208 208 208 208

그룹수 40 40 40 40 49 49 49 49

Max. lag 2 2 2 2 2 2 2 2

Within
R_2

0.35 0.33 0.34 0.33 0.45 0.45 0.44 0.45

F value 18.6 10.5 13.39 10.32 163.82 16.84 11.71 34.12

Pro>F 0.01 0.03 0.02 0.03 0.00 0.00 0.00 0.00

*p<0.1 **p<0.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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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의 관계를 기초소속의 공기업과 광역

소속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거래 지향적 정치임명 기관

장이 수익성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변혁 지향적 관료출

신 기관장은 수익성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초소속의 공기

업의 경우에는 거래 지향적 관료출신의 기관장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은 변혁 지향적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소속의 공기업은 작은 규모의 조직과

인력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성과 중심으로 보상과 재제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

다고 보여진다. 기초 소속 공기업에서 같은 리더십의 유형에서 임명유형

에 따른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면, 같은 거래 지향적 리더십에

서 정치 임명된 기관장과 관료출신의 기관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일까? 기초소속의 공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료들이 퇴

직 후 또는 퇴직 이전에 인사적체 현상에 따른 자리 이동의 임명이 두드

러지고 있다. 관료출신의 기관장은 업무의 전문성과 공직기간 동안 지방

공사와의 협력적 관계가 높기 때문에, 내부 규율에 따른 보상과 제재에

대해서 구성원의 합의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설립이 오래되어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만, 요금규제와 분양규제 등의 수익성 사업규제에 따라 조직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기관장의 구성원 참여를 장려하고 조직비

전과 미션을 제시하는 역할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기관장의 재직기간 요인으로도 간접

적 설명이 가능한데, 기초소속의 조직규모가 작고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조직상황에서는 기관장의 재직이 늘어날수록 성과에 영향을 주지

만, 광역소속의 공기업처럼 조직규모가 크고 관리체계가 갖춰진 조직상

황에서의 기관장의 재직기간보다는 오히려 기관장의 리더행태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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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7] 기관장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 영향 (기초소속과 광역소속 유형) 

수익성 성과

기초소속 지방공기업 광역소속 지방공기업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3

정치임명
_거래적

-8.183**
*

-3.630
*

정치임명
_변혁적

-1.378 -4.257

관료출신
_거래적 3.575** 0.322

관료출신
_변혁적

6.64 2.445*

조직역량 -0.106 -0.095 -0.067 -0.137 0.04 0.017 0.028 0.038

인적역량 -0.36***
-0.36**
*

-0.37**
*

-0.35**
* -0.035 -0.016 -0.015 -0.019

재무역량 0.262* 0.185 0.195 0.206 0.17 0.176 0.172 0.185

인력규모
(ln) 0.017 2.448 1.546 2.413 1.05 1.579 1.537 2.457

기관장
재직기간

2.337***
2.095**
*

2.267**
*

1.986** 0.2 0.086 0.216 0.186

근무연수 5.186** 4.957 5.833** 4.187 -4.981 -4.56 -4.527 -4.839

예산규모 -0.194 1.59 0.862 1.849 -0.194 -0.257 -0.222 -0.09

지자체
인구(ln) 76.566* 42.778

63.950*
* 28.214

-49.4*
* -65***

-55.7*
* -81***

지자체
고령인구
비율

-2.702
-3.725*
* -3.386*

-3.861*
*

-1.80*
*

-2.28*
*

-2.4**
*

-2.9**
*

지자체
재정지원 -7.222 -7.161 -6.931 -7.508*

-2.28*
*

-2.56*
*

-2.27*
*

-2.26*
*

정책준수 -0.102 -0.143* -0.123*
-0.154*
*

-0.067
-0.089
*

-0.076
-0.091
*

전년도
성과

6.316*** 6.266**
*

6.368**
*

6.168**
*

4.30**
*

4.24**
*

4.28**
*

4.15**
*

절편 -805.254
-395.10
7 -657.3*

-213.53
8 834***

1074**
* 929**

1308**
*

연도통제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표본수 165 165 165 165 174 174 174 174

그룹수 53 53 53 53 41 41 41 41

Max. lag 2 2 2 2 2 2 2 2

Within
R_2 0.51 0.48 0.49 0.49 0.41 0.41 0.41 0.41

F value 21.51 17.18 29.06 131.52 43.86 10.42 31.97 160

Pro>F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p<0.1 **p<0.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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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장 역할유형과 관리역량: 지자체장 임기 고려 

1) 지방자치단체장 초선시기

본 분석은 국가공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기간과 연계되어 기관장의 임명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즉, 국가에 소속된 공기업이든 지방에 소속된 공기업이든 공기업은 소속

정부의 출자에 따라 설립되고, 임명권자의 임명권한이 공기업의 기관장

임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임제의 경우에는 이론적 연구

및 경험적 연구에서 제시 (Gallo and Lewis, 2012; 박상희, 2009; 유미년,

2012)하듯이, 정치임명을 정실적 인사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한계

가 있다. 하지만, Lewis (2008)에서 제시되듯이, 정치적 임명은 전략적

임명과 관료적 임명이 가능하다. 이런 유형의 정치적 임명은 정실적 임

명과 다르게 공기업의 관료적 현상에 변화를 주어 긍정적인 조직성과를

줄 가능성 있다. 따라서, 본 연구분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선과 재선이

후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이때 임명된 기관장의 유형과 리더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초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관료

출신의 기관장이 정치임명 출신의 기관장보다 수익성 성과가 높게 나타

나지만, 시설관리공단과 기초소속의 공단에 한정된 결과가 나타났다. 또

한, 변혁 지향적 리더십과 거래 지향적 리더십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거

래 지향적 리더의 역할이 변혁 지향적 리더의 역할보다 성과가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또한, 초선시기의 거래 지향적 정치임명의 기관장이 성과가

낮은 점은 위에서 보여준 결과가 일관되지만, 관료출신의 거래 지향적

리더역할이 시설공단과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임

을 보여주었다. 반면, 관료출신의 변혁 지향적 리더역할은 지자체장 초선

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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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8] 기관장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 영향 (지자체장 초선) 

수익성 성과

전체 시설공단 공사 기초 광역

관료출신 4.696** 7.669*** 1.842 11.900*** 4.508

변혁적 리더십 1.008 -10.901* -0.349 16.709 -0.088

정치임명_거래적 -5.305** -7.669*** 0.021 -14.891*** 1.471

정치임명_변혁적 -2.899 omitted -2.923 -1.838 -6.936*

관료출신_거래적 1.785 9.242** 0.368 9.581*** -0.747

관료출신_변혁적 1.924 -3.864 0.922 17.474 2.252

통제변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통제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표본수 196 85 111 102 94

그룹수 82 38 44 45 37

Max. lag 2 2 2 2 2

Pro>F 0.00 0.00 0.00 0.00 0.00

통제변수: 조직관리역량 (조직, 인사, 재무), 기관특성 (인력규모, 재직기간, 근무연수, 예

산규모), 외부환경요인(지자체인구, 고령인구, 재원지원, 정책준수, 전년도성과) 포함

*p<0.1 **p<0.05 ***<0.001

이와 같은 분석은 다음과 같이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시설

공단과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은 상대적으로 공사와 광역소속의 지방공

기업보다 짧은 조직역사와 작은 규모 면에서 공통적이고, 공공서비스의

대상도 소속 지역으로 한정된 대상으로 한다. 조직은 국민의 관심이라는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되고 (Watt and Zimmerman, 1986), 도시 공공서비

스는 지역 내의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에 따라 정치화되는 경향이 있

다 (Sharp, 1990). 이렇게 볼 때, 작은 단위의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지역

적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서로 얽혀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초

선에 임명될 때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이는 곧 지방공

기업의 정치적 임명은 지자체 장의 전략적 임명이 아닌 정실주의적 임명

의 성격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 초선 시기에는

정치적 임명은 전략적 임명이 아닌 정실 임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으로 관료출신의 기과장보다 성과가 낮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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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리더역할은 관료출신보다 낮을 가능성

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설공단과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폐쇄적 내부인사 제도에 따라 공무원 퇴직

또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소속 지방공기업으로 인사이동을 통한 인사

적체의 해소방안으로 제도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설공단과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은 문화, 복지, 주차관리 등의 주민의 근린편의시

설의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도시철도의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에 비교할 때 안정적 공공서비스 관리에 익숙한 소속 자치단

체의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더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지방자치단체장 재선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이후에는 앞서 분석된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공사와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에서는 정치 임명된 기관장의

성과가 관료출신의 기관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광역소속의 지방공

기업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역소

속의 지방공기업의 정치 임명된 기관장은 변혁 지향적 리더행동을 통해

서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앞서 결과와 유사하게, 관료출신의 변혁 지

향적 리더의 역할은 공사와 기초소속의 공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방

향과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종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에 대한 믿음

과 신뢰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청지기

이론이 대리인 이론보다 지방공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흥미로운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이후에는 광역소속의 지방

공기업에서는 정치 임명된 기관장이 관료출신의 기관장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치임명된 기관장이 변혁적 리더의 역할

을 보여줄 때 다른 기관장의 역할유형보다 더 크게 지방공기업의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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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거래적 리더

십을 보여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

자치단체장의 초선 시기에는 정치적 임명된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실적 인사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재선이후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은 전략적 임명 (strategic appointment)이거나 정책 중심

적 임명 (policy-motivated appointment)일 가능성이 높다. 즉, 지자체 장

은 재선시기 이후에는 정치임명은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

한 외부인력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임명된 기관장은 지자체장의

신뢰와 조직의 자율성을 통해서 구성원의 참여와 조직의 비젼을 제시하

는 관료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역할로 성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초 소속의 지방공기업이 아닌, 광역소속의 지

방공기업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은

규모면에서나 공공서비스의 대상 면에서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관심대상

으로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임명에 있어서 정실인사보다는 정책중심 및 전략적 임명의 정치적 압력

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특히,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주민들의 기초공공서비스와 연계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력을 주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지방공

기업(공단 및 기초소속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지지세

력 중에서도 전문가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자체 재선선거의 경쟁

(2위와의 득표차와 후보자 수)를 통제했을 때, 정치적 임명의 변혁적 리

더역할이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료출신의 변혁적 리더

역할 역시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지기 이론에서 제시하는 주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주인의 목표와

대리인의 목표를 일치함으로써 신뢰 및 내재적 동기에 따른 리더의 역할

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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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9] 기관장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 영향 (지자체장 재선이후) 

수익성 성과

전체 시설공단1) 공사 기초 광역2)

관료출신 -1.123 omitted -0.702 14.328 -9.767*

변혁적 리더십 6.690* omitted 7.493* 16.280* 5.98

정치임명_거래적 -3.65 omitted -4.986 -11.128 0.435

정치임명_변혁적 7.61 omitted 8.018 -8.335 21.995***

관료출신_거래적 -3.636** omitted -3.650** -0.873 -5.200**

관료출신_변혁적 6.087** omitted 6.444** 50.538** 4.738

통제변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통제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표본수 143 46 97 63 80

그룹수 61 26 35 31 30

Max. lag 2 2 2 2 2

Pro>F 0.00 0.00 0.00 0.00 0.00

통제변수: 조직관리역량 (조직, 인사, 재무), 기관특성 (인력규모, 재직기간, 근무연수, 예산

규모), 외부환경요인(지자체인구, 고령인구, 재원지원, 정책준수, 전년도성과) 포함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이후 상황에서 시설공단의 경우 표본 수가 제한되어 결과에서

제외되었다.

2) 광역소속의 지방공사의 모형에서 지자체장의 선거 때 투표득표율과 후보자 수의 경쟁

적 환경을 통제했을 때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거경쟁을 통제했을 때, 관료출

신_변혁적 리더십의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p<0.1 **p<0.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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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성과요인 분석을 하고자, 조직의 관리역량,

기관장의 임명유형, 기관장의 리더십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

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 조직목표로 설립된 공단과 공공성과 수익성 조직목표로 설립된

공사를 비교하였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과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을 비교하였다.

1.결과의 요약 

분석결과, 연구의 기관장의 임명유형과 리더유형의 가설은 채택되었

다. 즉, 관료출신 기관장유형이 정치임명된 기관장유형보다 수익성 성과

가 높았고, 변혁 지향적 리더십이 거래 지향적 리더십보다 수익성 성과

가 높았다. 관리역량의 영향은 조직관리역량과 인적관리역량은 수익성

성과에 (-)의 영향을 주는 반면, 재무관리역량은 수익성 성과에 (+)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관리역량이 크

게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사와 기초소속

의 지방공기업은 기관장임명, 리더유형, 관리역량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은 관리역량보다는 기관장의 임명과

리더의 유형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임기간과 관련하여,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

은 기관장의 임명유형과 리더십 유형의 변화가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임명 동기의 변화가 반영되어 조직의 성과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장 재선이후에 임명된 정치 이

명된 기관장은 관료출신 기관장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고, 변혁지향적 리

더십의 유형으로 성과를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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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0] 분석의 결과요약 

가설 결과

수익성 성과

전체 시설
공단 공사 기초 광역

관료출신 + + + + + + +/(-)

변혁적 리더십 + + + +

정치임명_거래적 - - - - - -

정치임명_변혁적 (+)

관료출신_거래적 + + (-) + (-)

관료출신_변혁적 + + + (+) +

조직관리역량 + - -

인적관리역량 + - - - -

재무관리역량 + + + + +

( ): 지방자치단체장 재선이후 결과
p<0.1에서 유의미한 결과

2. 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성과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리인 이론의 적

용가능성을 주인-대리인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공기업 성과요인연구에서

분석하였던 유인제도의 효과보다는 주인-대리인의 관계에 따른 공공조

직의 기관장의 역할과 그들이 리더역량이 조직 내의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에 역량과 함께 어떻게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하였

다.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별 공기업의 형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주인)의 임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의 임

명유형, 리더십역할, 조직의 관리역량이 수익성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살

펴봄으로써 지방공기업의 대리인 이론에 기초한 기관장 임명의 변화에

따라 성과의 실마리를 풀고자 하였다. 지방공기업은 국가공기업보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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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비스 제공 유형이 분배와 재분배의 성격을 크게 지니고 있고, 지방

자치단체장의 다년제 임기에 따라 정치적 영향이 보다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기업의 성과요인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가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이 높은 공단과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공사유형 과의 차이 및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과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의 차이를 반영하여 어떻게 기관장의 역할과 조직관리적 특성

이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보여줌으로써 공공기관의 다양한 조직적 특성

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정치 임명된 기관장이

공기업에서 성과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 (김헌,

2007; 이명석, 2001; Gilmour and Lewis, 2006; Gallo and Lewis, 2012).

반면, 국내 국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김태형·장용석, 2013; 민병

익·김주찬, 2015; 민인철, 2008)에서는 정치적 임명 기관장이 관료출신

기관장보다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 역시,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를 확인해보면 경영성

과평가에서는 관료출신 임명자가 더 높은 반면, 기관장 성과평가등급에

서는 정치적 임명 기관장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김태형·장용석,

2013), 민병익·김주찬 (2015) 연구는 기관장의 개인적 특성 (연령, 출신배

경, 재임기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비교에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관료출신의 기관

장이 정치임명된 기관장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관료출

신의 기관장은 오랜 기간 근무해 온 공공조직문화 내에서 관료의 전문성

과 능력이 짧은 임기의 외부임명된 정치임명의 기관장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일반부처,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기

관장의 임명유형에 따른 성과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을 공단과 공사로 유형화하고, 기초소속과 광역소

속으로 유형화했을 때에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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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공공조직의 성과요인으로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되

었지만, 뒷받침하는 실증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관리자의 임명은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

계에 관한 오래된 명제였다. 정치적 임명은 실적주의 (merit system)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 임명은 직업관료를 통제함과 동시에 민

주적 대응성을 높이는 점이 강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기관

장의 연구는 간과되어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특

히, 공공성을 목표로 하는 공단이 공사보다 주민들의 기초 공공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기초소속의 지방공기업이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보다 관료

출신의 기관장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오랫동안 공공조직

에서 습득된 전문성과 조직문화의 높은 이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단과 기초소속의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가

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의 가능성이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

(규모가 크고, 주민들의 높은 관심대상)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료출신의 기관장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단과 기초소속의 공사의 경우에는 복지, 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관리성향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광역소속의 공사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보다 안정된 조직특성에

기인한 기관장의 역할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은 제도적으로 성과 지향적 관리체계가 지속되고 있

는 환경 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직목표를 달성해야하는 상황에 놓

여있어, 다른 공공기관보다 성과에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공

기업의 성과제도도입 목적은 공기업의 관료제 병폐를 완화하기 위한 외

부 전문가를 고용하여 조직변화를 통한 성과제고에 있다. 공기업 기관장

의 공개모집에 따른 임명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기

관장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의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외부임명

기관장보다 더 많이 임명되고 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일반정부

관료의 퇴직 후 인사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의 임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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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실인사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 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관료출신의 정년자들이 퇴직 후 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의 기

관장으로 임명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관피아’의 현상 (예, 일본의 아마

쿠다리 현상)으로 사회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임명된 외부임명 기관장은 관료출신 기관장보다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일까? 기존의 선행연구는 정부조직, 국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

구와 다양한 성과지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염두하더라도, 일관된 결과

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성과평가점수 및 지표의 정치적 영향

따른 편향일 수 있다. 이석원 (2005)는 공공기관 성과측정의 한계에 주

목하여 조직의 규모와 정치적 특성을 배제한 조정성과지표 (Adjusted

Performance Measure)을 이용한 성과지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평가지표에서 계량지표의 수익성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공기업의 성과

측정의 정치적 영향에서 오는 편향을 줄이는 한편, 조직의 특성 및 규모

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의 유형 및 조직규모의 통제를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함으로서 성과평가의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63)하였다. 두 번

째,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료출신의 기관장의 관계에 따른 목표 불일치의

편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방공기업의 관료출신 기관장은

상대적으로 관피아 현상에 의한 정실인사로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퇴직 시점에서 후배 관료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내부승진제

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임명되는 관료출신의 기관장은 특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관료들 중에서 퇴직 후 소속 지방공기업의 기관장

으로 임명됨으로써 소속 관료들의 생산성과 능력을 높이는 유인구조가

63)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는 점수별로 등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의 변화가 나타나

는 한계적 점수 내에 있는 기관들의 평가점수는 민감하다. 예를 들면, 79.99와 80.00의 

성과평가점수는 등급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과급 및 성과등급에 따른 유인과 처

벌의 내용도 달라진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점수는 한계적 점수 내에 있는 

기관 또는 기관장의 정치적 영향에 따라 점수를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정치적 편향이 계

속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경영성과평가는 계량과 비계량의 평가항목에 따라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계량의 평가항목은 평가자의 주관성이 더 크게 개입되는 반면, 

계량지표의 경우에는 평가기관에서 제시된 기준에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관성

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위원과의 전화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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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됨으로써 우수한 관료들이 기관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

히, 이러한 관료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면서 관료의 능력

과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고,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성향을 공

유함으로써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목표의 일치가 일어남으로써 성과에

높은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기관장 역할이 거래적 리더십의

기관장 역할보다 수익성 성과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공단-지방공사, 기초초속-광역소속의 유형화 결과에서는 지방공사의

경우에 한정되어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과 조직목표의 일치를 통해서 신

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표의 일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반면, 거래적 리더십은 경제적 유인에

따른 유인기제에 따른 결과 지향적 성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주인-대

리인의 목표 불일치 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리더의 역할로 볼 수 있다.

본 결과에서는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변혁적 리더십의 역할이 거래적 리

더십의 역할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결과 지향적 성과제도가 도

입된 공공조직의 제도적 여건 내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

원과의 신뢰와 협동을 통한 조직목표의 일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으

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 중에서 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지만, 수익성을 제한하는 공공요금의 규제를 받는 외

부환경적 제약요소가 있다. 특히, 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가 그 예가 된

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외부환경과 조직특성 내에서 기관장의 역할은

제한적 외부환경 내에서 결과를 토대로 한 보상과 처벌의 거래적 리더십

보다는 구성원들의 경제적 유인 외의 동기부여를 부여하는 리더의 역할

이 조직성과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임명유형이 성과에 영향을 주지만, 기

관장의 리더의 역할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

장의 임명유형과 리더의 유형을 역할 유형화하여 (관료출신_거래적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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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관료출신_변혁적 리더십, 정치임명출신_거래적 리더십, 정치임명출신

_변혁적 리더십) 기관장 역할 유형에 따른 성과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화는 기관장의 임명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에 따라 기

관장의 재량적 행태가 어떻게 성과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정치임명출신_거래적

리더십의 기관장의 성과가 낮게 나타난 반면, 관료출신_변혁적 리더십의

기관장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공기업의 유형별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대리인 이론에서 정치 임명된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목표의 일치가 있는 상황으로, 기관장은 상

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량과 자율성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관장의 리더십이 보상과 처벌의 조직 관리를 할 경우에 지방공기업의

성과는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주인-대리인의

관계에서 목표가 일치될수록, 보상과 처벌의 결과 지향적 계약보다는 관

계지향적인 계약을 통해서 성과의 유인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연계에 따라 임명된 기

관장이 조직 내에서 보상과 처벌의 결과 지향적 리더의 행태를 보일 때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정

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 (외부임명자로, 정치인 출신, CEO출신, 사회기

업가 출신)과 구성원과는 목표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기관장은 결과지

향적인 리더의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조직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여받

은 높은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임명출신의 기관장의 낮은 전문성과

능력으로 공공관료를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관리할 경우 성과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짧은 임기의 정치임

명 기관장은 조직문화와 적응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통한 공

공조직의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반면, 지방공

사와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관료출신의 기관장은 변혁적 리

더십으로 통해서 높은 성과를 산출하고 있다. 관료출신의 기관장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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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재직기간동안 익숙한 공공조직문화 내에서 구성원들의 경제적 유인

이외에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조직성과에

유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공관료 재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평가

시스템에 익숙한 역량과 전문성으로 성과평가에 적절한 리더의 역할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주인)과 목표의 불일치의 관계에 있는 관료출신 (대리인)이 목표 일치

된 관계에 있는 정치임명의 기관장보다 높은 성과를 내는 이유는 지방자

치단체장의 기관장의 감시와 처벌의 성과유인제도 내에서 관료출신의 기

관장의 전문성과 능력에 따른 역할을 통해서 조직의 높은 성과에 기여하

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대리인이 목표가 일치될 경우에는 결과

지향적인 계약이 아니라, 행태지향적인 관계를 통해서 조직의 성과에 영

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인-대리인 관계가 목표 일

치될 상황에 대해서는 실증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정치 임명된 기관장의 관계가 목표 일치된 관계로 대리변수화

하여 검증하였다. 8개연도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정치

임명된 기관장이 상대적으로 목표 불일치되는 관료출신의 기관장보다 낮

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기관장의 거래적 리더의 역할 또한 변혁적 리더

의 역할보다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정치 임명된 기관장보다 높은 전문

성과 익숙한 공공조직문화의 이해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

다. 왜냐하면, 정치 임명된 기관장은 관료출신이 아니지만, 전문성을 높

은 기관장의 임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임

명권자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는 임기 시작이후에는 권력의 영향

력이 감소하지만 임기가 진행될수록 국정운영의 경험에 따라 운영능력의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년제의 임기 내에서

는 임기 초기에 정실인사의 정치임명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다년제의 지방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시간적 자원이라는 변수는 초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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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년제 임기의 대통령과 같은 방식의 정실인사의 정치임명의 필요성

이 높아지지만, 재선 이후에는 지방정부 운영의 경험과 효과성이 높아지

기 때문에 본인의 정책 지향적 정치임명의 가능성을 높여서 주민들의 공

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Lewis, 2008).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선과 재선 이후의 기관장의 임명

유형과 리더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재선 이후에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

의 경우에는 정치 임명된 기관장이 관료출신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정치 임명된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목표의 일치를 토대로

높은 조직 자율성 하에서 변혁적 리더의 역할을 통해서 높은 성과를 보

여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명권자의 정치적 임명의 동

기에 따른 기관장의 역할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공

기업보다 주민의 큰 관심 속에서 정실인사보다는 정책지향적 정치임명의

압력을 높다. 또한, 광역소속의 지방공기업은 다른 지방공기업보다 오랜

설립역사에 따라 관료화되었고 공공서비스의 권역이 큰 특징이 있다. 공

공관료제 내에서 외부의 정치적 임명된 기관장이 관료의 관성을 완화하

여 공공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기존연구에서

정치적 임명을 임명권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정실 주의적 정치

화의 현상으로 간주 (Gilmour and Lewis, 2006; Gallo and Lewis, 2012)

한 결과의 반증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대리인의 목표 불일치에 따른 보상과 처벌의 감시적 기제에 따른

성과의 영향을 강조하였고, 주인-대리인 관계가 일치된 경우에도 정실적

정치임명의 관계일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이익극대화 과정에서 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공공조직에서 임명권자

와 임명된 기관장이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조직과 개인의 목표

를 일치하는 신뢰와 협동의 비경제적 유인에 따라 목표가 일치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결과는 대리인 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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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두 당사자 간의 목표의 불일치 관계가 아닌 일치된 관계 (청지

기 이론의 가정)가 지방공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두 당사자 간의 일치된 관계는 정실인사에 따른 비합리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아닌, 정책 지향적 정치임명으로 공공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임명권자와 목표를 공유

하는 대리인으로서 공기업의 기관장은 높은 자율성과 변화와 개혁의지로

조직 구성원을 화합하여 공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

로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섯째, 지방공기업의 관리역량요인은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Donahue et al. (2003)은 공공조직의 성과요인에서 투

입-전환-산출의 체제모형적 접근에서 조직 내 전환과정이 어떻게 성과

의 산출을 도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직의 기능적 유형에 따라 관리역

량 (management capacity)를 개념화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재무관리역량이 수익성에 (+)를 주고 있지만, 조직관리역량과 인적관리

역량은 (-)의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지방공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공공조직

(Coggbum and Schneider, 2003; Lee and Whitford, 2012; Donahue et

al, 2003), 교육분야 (전영한·금현섭, 2011; Chun and Song, 2016;

O’Toole and Meier, 2011), 비영리기관 (Amirkhanyan et al, 2014)에서

관리역량 역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Lee

and Whitford (2012)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O’Toole and Meier (2011)에

서는 재무관리역량은 성과에 (-)의 영향을 준 반면, 학교를 대상으로 한

Chun and Song (2016)에서는 내부관리 요인의 성과요인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Coggbum and Schneider (2003)은 주정부의

성과지표를 활용한 연구에서 관리역량이 성과에 (+)를 주는 것으로 밝혔

다. 이렇게 볼 때, 관리역량의 성과요인은 조직의 대상과 측정방법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고, 다양한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는 공공조직의 특성 (Chun and Rainey, 2005)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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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관리역량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수단으로 관리자들의 역

할, 조직구조, 조직과정의 다양한 여건 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공조직 내에서도 다양한 조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Rainey, 2009),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조직, 학교, 비영리

조직 등 다양한 공공조직의 특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성과제도 도입 이래, 대리인 이론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밝혀온 성과급 유인영향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기관장의 역할이 공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

과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환경의 제약적 여건 내에서 주인-대리인의 관

계에 변화에 따라 기관장의 유형과 리더의 역할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

을 밝힘으로써 대리인 이론의 공기업의 적용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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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의 한계

본 연구는 8개연도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관리역량, 리더의 역할,

임명형태에 따른 성과요인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요인연구의 실증

적 뒷받침을 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식확장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성과지표의 주관적 측정을 배제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성과평가는 목표대비달성의 계량적 지표와 활동을 평가하는 비계량적 지

표로 구성되어 심사자들의 주관적 평가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주관적 측정은 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화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한, 8년 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한 전

수표본 연구이지만 일부 독립변수들의 정보가 누락되어 표본의 대상이

현저히 줄어서 지방공기업 대상이 임의적 배제가 아니지만,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확장 및 누락된 지방공기업

의 변수를 추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익성 성과지표의 공공조직 성과의 대표

성에 관한 의문이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

목표에 의해서 설립된 조직으로, 성과는 수익성 뿐 만 아니라 공공성의

성과도 포함되어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익성 성

과지표는 대부분이 비용절감과 재무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단기적 성

과로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의 수익성 평가

는 목표대비 달성의 계량적 평가로 목표를 지난 3년 간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는 단기적인 효율성

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성의 성과가 더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성

과지표의 개발 및 대안적 성과지표를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그리고 수

익성 성과는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무적 지표성과와 연계되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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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 중 도시철도공

사와 도시개발공사들은 채권시장에서 지방공사채권을 발행하여, 시장에

서의 감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채권시장에서 활

용되는 재무지표에 기반한 수익성 성과지표가 타당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더의 유형은 주어진 자료 내에서

주관적인 개념으로 조작화되어 측정의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활용된 정치적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명된 기관장의 사회·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지연, 학연, 정치적 활동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기초 및 지역적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환경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

자치단체장과 같은 지역 출신 및 학연 이외에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에

의한 연계의 폭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한, 리더의 유형의 측정지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는 Burns (1978)에서 제시된 설문문항

을 토대로 한 측정이 아니라 평가지표의 특성과 연계되어 측정되어 한계

가 있다. 즉, 기관장의 리더십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유형으

로 기관장의 리더유형으로 측정함으로써 이론에서 제시된 개념을 반영하

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O’Toole and Meier (2014)에서 제시하였듯이, 조직관리자는 불

확실한 환경, 다양한 이해관계자, 제약된 재원의 외부환경에서 어떤 역할

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출발은 공공조

직의 외부환경 상황 속에서 조직의 성과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가정하

고 출발하였지만, 조직관리자가 어떻게 환경과 연계되고, 조직관리를 어

떻게 유지하면서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적 모형 및 설명

까지 이르지 못했다. 다만, 외부환경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장

임명유형에 따른 정치적 환경 연계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Chun and

Song (2016)과 O’Toole and Meier (2011)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준

관리자의 외부 네트워크의 관계의 변수를 추가한다면, 기관장 임명과 실

직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연계를 통한 관계를 설명

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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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공조직의 관료제 관성 (inertia)은 공공서비스의 성과효과성

만큼 단기적인 변화와 개혁에 따라 나타나기 어렵게 한다. 이렇게 볼 때

공공조직 문화와 성과의 연구의 설명력은 의미가 크다. 이런 점에서

Rainey (2009)가 지적하였듯이, 공공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이 장기적 차

원에서 공공조직의 문화를 변화하면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짧은 임기의 기관장의 역할이 성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관료제의 조직문화와 관계없이 기관장의 역할에 큰 영향이 있다고

확대해석 될 여지가 있다. 특히, 조직관리역량과 연계되어 기관장의 역할

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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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지비율 o o o

1인당 당기순이익 o o o

6.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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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기관광
공사 1인당 영업수익 o o o o o o o o

영업수지비율 o o o o o o o o

1인당 당기순이익 o o o o o o o o

부채비율 o o

현업지출비율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기평택
항만공사

1인당 영업수익 o o o o o o o

영업수지비율 o o o o o o o o

1인당 당기순이익 o o o o o o o o

부채비율 o o

현업지출비율 o

포승물류부지 임대율 o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충남물류
센터관리
공사

직원1인당 사업수익 o

영업수지비율 o

직원1인당 이익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북관광
공사 1인당 영업수익 o

영업수지비율 o

1인당 당기순이익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주관광
공사 1인당 영업수익 o o o o o o o

영업수지비율 o o o o o o o

1인당 당기순이익 o o o o o o o

부채비율 o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주에너
지공사

1인당 영업수익 o o

영업수지비율 o o

1인당 당기순이익 o o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실적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택도시
공사

1인당 영업수익 o o o o o o o

영업수지비율 o o o o o o o

1인당 당기순이익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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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이익률 o o o o o o

부채관리 o o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안산도시
공사

사업수입 o o o o

의왕도시
공사 1인당 시설관리실적 o o o o

고양 대행사업비절감률 o o o o

성남 사업수지비율 o o o o

춘천

강릉

구미시설

거제해양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남양주도
시공사

사업수입 o o o o o o o

1인당 시설관리실적 o o o o o o o

대행사업비절감률 o o o o o o o

사업수지비율 o o o o o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하남개발
공사 1인당 영업수익 o o o o o o o o

영업수지비율 o o o o o o o o

1인당 당기순이익 o o o o o o o o

자기자본이익률 o o o o o o

1인당 시설관리실적 o o o o o

임대료 징수실적 o o o o o o o o

현업지출비율 o

대행사업비절감률 o o o o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용인도시
공사 1인당 영업수익 o o o o o o o

김포도시
공사

영업수지비율 o o o o o o o

화성도시
공사

1인당 당기순이익 o o o o o o o

자기자본이익률 o o o o o

1인당 시설관리실적 o o o o

대행사업비절감률 o o o o

부채관리 o o o

현업지출비율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광주지방 사업수입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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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광주도시
관리공사 1인당 시설관리실적 o o

직원1인당 이익 o o

대행사업비절감률 o o o o o o

사업수지비율 o o o o o o o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o o

주차장 운영실적 o o

현업지출비율 o

직원1인당 사업수익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양평지방
공사

판매실적 o o o o o o o

공동계산 목표달성률 o o o o

계약농가 매입실적 o o o o o o o

1인당 영업수익 o o o o o o o

영업수지비율 o o o o o o o

1인당 당기순이익 o o o o o o o

대행사업비절감률 o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태백관광
개발공사

시설임대실적 o

관광상품 개발실적 o

운영 관광시설 
입장객수

o

직원1인당 사업수익 o

영업수지비율 o

직원1인당 이익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영양고추
유통공사

수매실적 o o o o o o o o

판매실적 o o o o o o o o

1인당 영업수익 o o o o o o o o

영업수지비율 o o o o o o o o

1인당 당기순이익 o o o o o o o o

현업지출비율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청도공영
사업공사 경기개최 실적 o o o o o o o o

경기운영 실적 o o o o o o o

특산품판매장 운영실적 o o o o o o o

1인당 영업수익 o o o o o o o o

영업수지비율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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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당기순이익 o o o o o o o o

현업지출비율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청송사과
유통공사

수매 및 수탁실적 o o o

판매실적 o o o

1인당 영업수익 o o o

영업수지비율 o o o

1인당 당기순이익 o o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통영관광
개발공사

1인당 시설관리실적 o o o

1인당 영업수익 o o o o o o o

영업수지비율 o o o o o o o

1인당 당기순이익 o o o o o o o

대행사업비절감률 o o o

공사이름 세부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함안지방
공사 사업수입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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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업수입 o o o o o o o o

하수종말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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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Pubic Enterprise’s Performance Factors in Korea: 

Political Appointment, Leadership, and Management Capacity

Sungman JUN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value struggle between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bureaucratic 

efficiency has been a central theme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PA). While PA has embraced the democratic value, such as responsiveness, 

by controlling government through presidential appointment, the field has 

also hold the neutral competence by bureaucratic manager role to accomplish 

the 3Es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economy). The issue of tension 

between democracy and bureaucracy is getting increased after PA has 

adopted New Public Management approach focusing result-oriented 

performance system. Because public organizations are various in terms of 

funding and ownership, the value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bureaucracy are always be there depends on who is appointed as a leader in 

various public organizations, such general purpose government, special 

purpose government (e.g. state owned enterprise), the contract-out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Theoretically, while agency theory anticipates that result-oriented contracts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agent are effective to accomplish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alleviating their own interests that mus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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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ed (to maximize their own economic utility), stewardship theory 

anticipates that behavior-oriented relationship are more effective than 

result-oriented contract by agency theory. Also, presidential political 

appointment approach in PA by Lewis (2008) leads to the disadvantage of 

political appointee’s lower expertise and shorter tenure term than bureaucrat 

appointee.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leader’s role in public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large PA researche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has 

focused on the effect of outcome-based institution (e.g. performance pay,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n public organization, resulting in the 

mixed effect of performance adaptation in PA. Previous literatures have 

overlooked the political contested policy area related to distributive or 

re-distributive public service implemented by Local Public Enterprises (LPEs) 

and organizational leaders (managers)’ rol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Especially, the LEPs as special purpose government have provided public 

utility, public transportation, and land developmental service. Their leaders 

are appointed by local government head through open recruitment system 

that selects eligible leaders who are the outside expertise including ex-public 

officers. In this context, the leaders of LEPs are either the agents of local 

government by appointed local government head or presidential political 

appointee.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appointment types of LEPs’ 

leader on public organizational performance based on the situ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local government head) and the agent (the 

LEP’s leader). Further, by using the leader’s leadership role and 

management capacity in organization, this research try to fill the gap the 

previous literature that have overlooked the effect of the leader’s managerial 

behaviors through leadership and management capacity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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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alyze, this research uses 8-year of the LEPs panel data in Korea 

and utilizes the two-way fixed effect model that revised by Driscoll and 

Kraay Model to overcome heteroscatsicity and auto-correlation of data.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sistent with political appointment 

approach, political appointees (leaders) in the LEPs are lower profit 

performance than bureaucratic appointees (leaders) are. Interestingly, after 

re-election of local government head, the political appointees (leaders) are 

higher profit performance than bureaucratic appointees are. Seco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the LEPs is higher profit performance than 

transactional leadership is. Third, management capacity such organizational 

functions as management capacity, human capital capacity, and budgetary 

capacity are various depends on the LEPs’ types (e.g. local public 

corporation, local public-owned enterprise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agent is significant factor of public organizational performance. Moreover, 

although theory anticipates the interest convergence between them is 

important situation to achieve higher performance, few research shows 

empirical findings when the interest convergence situation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agent and how it affects public organizational performance. 

Further, this research specifies the role of appointment types (political 

appointee and bureaucratic appointee) and leadership typ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examines the role of leader’s 

typ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pecification is to explain the 

leader’s real behaviors inside organization according to leader’s background, 

so this will overcome leadership theory focus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effect. This research shows bureaucratic appointees with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rives highest profit performance in the LEPs, 

while political appointees with transactional leadership lead to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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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lso, political appointees with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re 

lower performance than bureaucratic appointee with it; however, 

policy-oriented political appointees with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re higher 

performance after local government re-election. This result might imply that 

the agents (LEPs leader)’ interest is not maximized by economic utility, 

rather motivated by non-economic utility anticipated by stewardship theory 

under the interest convergence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agent by 

agency theory

This research examines the LEP’s leader rol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cusing political appointment, leadership, and management 

capacity based on agency theory, stewardship theory, and political 

appointment approach and find out the role of leader of higher profit 

performance in LEPs, Korea. Nevertheless, this research has several 

limitations to draw general implication in PA because of the problems of 

performance index, leadership index, and explanation of logical performance 

system by using LEPs data to overall public organization.

Keyword: Sate Owned Enterprise, Local Owned Enterprise, Performance, 

Political Appointment, Leadership, Management Capacity

Student number: 2004-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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