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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선발하여 주요 보직을 맡게 한다. 중앙정부의 각료들이 대통령을 보

좌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중요 직책을 맡는 이들이라면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역시 국민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효

율적,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이 엄격하게 이루

어져야 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공기관의 기

관장으로 선임하는 인사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각 기관의 유형별(시

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로 CEO의 임용유형별 경영성과

를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격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공공기관 중 14개 시장형 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을 대상으로 경영성과를 측정한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관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

지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직을 맡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을 5가지 출신유형 - 내부승진, 관료, 정치인,

민간기업인, 민간인 기타 - 으로 분류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시장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임용유형별로 경영성과

평균비교를 우선 수행하고, 이후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기관별 구분하여 임용

유형별로 경영성과 평균비교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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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관유형과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

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기관별 자산, 설립기간, 종업원 수를 변수화 하였고,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서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히 정부경영

평가 결과를 적용하였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ROA와 ROE를 종속변수

로 추가하여 민간기업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였다.

평균비교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장의 임용 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에 대한 단순 산술평균값을 구하여 측정하였

다. 그 결과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전체기관을 대상으로 임용유형

별 경영성과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했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도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한정시켜 분석했을 경우, 민

간기업인 출신과 관료출신의 경영평가결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기업인 출신이 관료출신보다 평균적으로 정부경영평가 등급 환산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및 2008년까지 포함하여

평균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평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보다 장기

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ROA 및 ROE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시장

형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인 출신의 기관장의 재무결과가 좋을것이라 예측했지

만, 정부의 요금통제 및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재무성과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임용유형별 정부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의 평균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중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한정시켜 분석했을 경우, 정치인 등 경영평가등급 환

산점수 평균점수가 높은 출신들이 내부승진자 등과 같은 경평등급 환산점수가

낮은 출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내부승진 출신을 배출한 기관이 총 17개 기관 중 2개이

고, 그 중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5개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최하위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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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되어서 내부승진 출신의 경영평가 결과가 평균적으로 저조하다고 판단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시장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은 종속변수를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로 하고 기관장 출신

유형을 독립변수로, 자산/설립기간/종업원 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식을 계

산했을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의 특성과 크기(종업원 수, 자산, 설립기간 기준)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임용

유형이 경영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시장형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

은 종속변수를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로 하고 기관장 임용유형을 독립변수

로, 자산/설립기간/종업원 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식을 분석하면 관료출신

의 기관장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관료출신의 기관장의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가 타 출신에 비해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07년 및 2008년을 포함한 회귀

식 분석에서는 독립변수 중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변수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시장형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

은 종속변수를 ROA로 했을 경우, 출신유형별로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ROE의 경우에는 내부승진 출신이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력을 보여주었다.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은

종속변수를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로 하고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를 동일하게

하여 회귀식을 분석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준정부기관의 경

우 기관의 특성별, 크기별로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임용

유형이 차별성 있는 성과를 보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한정시켜 분석했을 경우, 내부승진 및 민간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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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들의 경영평가 환산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성과, 정부경영평가

학 번 : 2014-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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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선발하여 주요 보직을 맡게 한다. 중앙정부의 각료들이 대통령을 보

좌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중요 직책을 맡는 이들이라면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역시 국민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것이다.

2013년 기준 공공기관은 총 295개 기관이 존재하고, 공기업 30개, 준정부기

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78개로 지정되어 있다. 예산은 2013년 기준 574.7조원

으로 정부예산 349조의 1.7배에 달하고, 2013년말 기준 총인원은 27만명을 초

과했다. 그리고 2013년 말 30개 공기업 매출액은 약 153조원으로 삼성전자 매

출액 158조원과 비슷한 수준임을 볼 때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 차지

하는 위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국민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 가스, 도로, 의료·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생활에 있어 중

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관은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및 SOC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의료,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개발 및 진흥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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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

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이 엄격하게 이

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공

공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선임하는 인사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또는 정권 말기에 우리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특히, 정치인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공공기관 내부로부터는 노조 및 직원들의 반발, 외부로부터

는 전문성 없는 인사의 임명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를 문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세월호 참사로 알 수 있었듯이 정부관료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

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관료 출신의 기관장을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로 칭하며 관피아의 부정적인 면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인 관피아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각 기관의 유형별(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

부기관)로 CEO의 출신별 경영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격

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012년말 기준 14개 시장형 공기업 중 6개 기관 CEO가 민간기업인 출신이

었다. 민간의 효율성을 공기업에 이전시키기 위해 MB정부는 민간 출신 CEO

들을 정부 요직에 기용하였는데 공기업 중 민간기업과 가장 유사한 시장형 공

기업의 경영성과 결과를 확인하여 향후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 임명시 민간기

업인 출신의 기용여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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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들어, 공공기관에도 기관내부에서 CEO를 배출하는 경우가 과

거보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기업 기관장의 출신

배경을 살펴보면, 내부승진자의 비율이 9%로(박인규, 2009), 내부승진자가 공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되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도

(2009년∼2013년) 시장형 공기업을 살펴보면, 내부승진자의 비율이 약 28%를

차지하는데, 이는 내부승진 CEO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들의 경영성과를 확인함으로써 CEO비율이 증가한 만큼 경영성과도 이를 따

라가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은 공공기관중 공공성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조직과 유사한 면이 많아 정부에

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관료출신 기관장이 임명되었을 때 타 출신에 비해 유

의미한 성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

탁집행형) 기관장중 상당수가 관료출신으로 임명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

러나 관피아라 불리는 관료출신 기관장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

에서 그들의 경영성과가 타 출신에 비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도

록 한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2007년 법 제정 후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를 새롭게 시도하고, 내·외부 지배구조 및 임원 임면의 공정성을 개선하였다.

이렇게 개선된 공공기관 CEO 선임절차에 따른 임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

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기관운영위원회의 감독기능을 정원, 보수, 재무관리에 한정하고 민간대기업 수

준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 출신 CEO 들의 경영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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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관장에 어느 출신들이 임용되었는지 분석하고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관장의 임용유형(내부승진, 관료, 정치인, 민간기업

인, 기타민간인)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차이를 유발하는지 확인해 보는

데 있다.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최고의 경영성과를 내는데 있어 기관

장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관장의 임용유형이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공공기관 유형별로 관계를 파

악하여 기관장 선임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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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된 후 현재와 같은 공

공기관 분류체계를 갖춘 후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

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출신이 어느 기관에 더욱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지 확인하는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공공기관 중 14개 시장형 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을 대상으로 경영성과를 측정한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관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

지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직을 맡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가 공공기관 기관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만큼, 연도

별로 6개월 이상 기관장 직함을 유지하지 않은 기관장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6개월 이상의 재임기간을 갖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주요경력 분석을

실시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을 5가지 출신유형 - 내부승진, 관료,

정치인, 민간기업인, 민간인 기타 - 으로 분류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는 매년 시행되어온 정부경영평가등급을 이용하였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영평가제도가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경영평가

등급을 경영성과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정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은 경영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경영자율성 보장)의 미비(김준기,

2001),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의 이원적 평가의 한계(남성일·박재완, 1999),

지표체계의 복잡성 및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표체계 구축 미흡 등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문제점(장지인·곽채기, 2000), 경영평가방법 및 1년 단위

평가주기상의 문제점,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경영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 기능 미흡(오연천·곽채기, 2003)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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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성과 비교 기준을 ROA, ROE 점수도

포함하였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과 가장 유사한 조직이기 때문에

재무성과 비교를 통해 기관의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등급을 해당

기관들의 경영성과의 결과로 보고(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ROA· ROE 포함),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용유형과 관련지어, 이러한 기관장의 임용유형이 시

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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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공공기관에 관한 이론

1. 신공공관리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공공관리 경향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성과향상을 위한 개혁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심을

두고 성과창출에 관심을 갖는 성과관리를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에 다양한 혁신

기법 및 관리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신공공관리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1970

년대 후반에 영국, 미국, 뉴질랜드와 같은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정부개혁의 중심적인 개혁모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 민영화와 기업경영기법의 도입에 대해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권인석, 2004),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의 주된 운영원리

와 개혁의 준거모형으로 신공공관리모형을 채택하였다.(김태룡, 1999) 신공공

관리적 정부개혁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경쟁의 중시, 새로운 경영 및 관리기

법의 도입을 통한 근본적인 행정 개혁을 추구하고(박해육, 2004), 공공부문 조

직도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

가. 신공공관리의 개념 및 유형

신공공관리는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정부에서 행정의 관리적 측면이 강

조되면서 발달 되었고, 이는 시장 지향적 행정 또는 기업가적 정부론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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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신공공관리는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 부문의 적

극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하는 접근방법

으로서 기업 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하여 접목시켜 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확보를 강조하는 이론이다.(이종수 외, 2002)

이와 같은 신공공관리는 한 학자나 학파의 이론이 아니라 행정개혁을 하기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 다양한 지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이론중에서

공공선택이론 및 합리적 선택이론, 신자유주의 및 신제도주의 경제학, 관리주

의 및 신관리주의, 주인-대리인 모형 거래비용이론 등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

고 있다.(이명석, 2001) 이와 같이 다양한 학문적 접근으로 인해 신공공관리의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는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OECD에 의하면 정부실패로 인해 국가는 작고 능률적인 정부의 모형을 모

색하게 되고 이러한 시대적 조류의 상징적 존재로서 등장한 것이 미국의 기업

가적 정부모형과 영연방 국가들의 신관리주의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보수적 성향의 정부 및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경쟁적 자유시장체

제에 그 원형적 근간을 두면서 대중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과 대응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일괄하여 신공

공관리라 정의한다(김석준 외, 2000)

신공공관리의 유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적 정부모형과 영연방 국가

들의 신관리주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모형은 정치적 이

념과 전략에 따라 다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최소국가를 추구하고 행정

체계는 시장과 같은 경쟁적 체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비용최

소화 전략과 소비자중심관리의 접근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고,

② 탈규제 정부모형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이론적 주장을 하고 있고,

③ Osborne&Gaebler Reinventing Government(1993)에서 설명하는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1) 또한 기업가적 정부모형이 추구하는 대표적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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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며, 이는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기업가적 정신을 이식하기 위한 구체

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 3개의 모형들은 다소간의 내용적 차이에도 불

구하고 혼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연방 국가들의 신관리주의는 시장적 개인주의의 기업모형을 공

공부문에 적용하거나 공적 가치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이다. 즉 민영화, 인력감

축, 재정지출의 억제, 책임 집행기관의 도입, 규제완화 등을 주요 개혁수단으

로 사용하고, 특히 인사개혁과 관련해서는 권한 위임, 고위직 근무평정 및 성

과급제도의 도입, 임용권한의 위임 및 사무차관 등을 포함한 고위직 임용계약

제를 강조한다. 그리고 재정개혁을 위해 운영예산제, 다년도 예산, 발생주의

회계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기준제도, 성과협약, 전략계획 등 서비스 및 성과

관리를 위한 개혁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김석준 외, 2000)

이상과 같이 영국과 미국의 신공공관리 모형들을 비교해 보면 양자 간에 신

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규모, 성격, 접근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

명석, 2001) 양자는 개혁수단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이고 양국의 신

공공관리모형은 상호 혼합되어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이고 양국의 신공공관리

모형은 상호 혼합되어 그 큰 틀은 경쟁지향, 성과지향, 고객지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김태룡, 2000)

나. 공공영역 적용의 한계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비효율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론적 측면과 현실적

1)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는 ① 촉진적 정부, ②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③ 경쟁적 정부, ④ 사명 지향적 정부, ⑤ 성과 지향적 정부, ⑥ 고객 지

향적 정부, ⑦ 기업가적 정부, ⑧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⑨ 분권적 정부, ⑩ 시

장 지향적 정부이다.



- 10 -

용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의 비판은 첫째, 신공공관리의 바탕이 되는 신자유주의 이

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점2)이 지적되고 있고(이종수 외, 2002), 둘째, 개체의 합

이 전체가 된다는 환원주의적 입장은 비현실적이며 현실적으로 사회현상은 하

나의 실체로 실재한다는 데에 있다.3)(신영희, 2003)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단

지 신공공관리론만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이를 현실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일어난다.(권인석,

2004)

신공공관리론의 현실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이명석(200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민간

2)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

한 문제점은 시장과 민간부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반면, 정부와 관료제를 지

나치게 폄하함으로써 민주행정 및 책임행정의 지향성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

이 높다. 정치적 개념인 시민이 사라지고, 이 자리는 경제적 개념인 고객, 소비

자로 바뀌면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시장거래를 통해 만족을 추

구하는 원자화된 존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민주주의, 형평성 등이

논의 되는 장소에서 협소하게 정의된 능률성의 개념에 편집적으로 사로잡혀 민

주행정과 책임행정의 기본지향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다.(안병영, 2000)

3) 신공공관리론의 방법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사회현상

은 개인들에 대한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된다는 존재론적 원자론의 입장이다. 그

러나 이러한 존재론에 대한 비판은 존재론을 인식론으로 환원하는 인식론적 오

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은 실재(real), 실제(actual), 경험

(experience)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존재론으로서 이들이 하나의 경험의 범

주로 보게된다. 또한 이 이론은 사회가 층화되고 분화되는 발현적 속성을 인정

하지 않아 사회를 개인으로, 사회현상을 개인의 경험적 사실로 환원하기 때문에

감각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공공관리론은 이론적 지위 보다 효율적 행위에 대한 규범적이고 처방

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이는 이론적 설명 없이 실천을 과도하게 결정하는 이론

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존재론 및 인식론 그리고 방법론에 대

해 비판받고 있다.(신영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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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적용이 어렵다. 즉 행정의 사회적, 정치적, 법적환경이 민간부문과 다르

고, 특히 사회와 행정과의 관계나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등은 민간 부문에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관리는 기업경영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둘째, 공

공부문 성과측정의 어려움에 관한 비판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의 도구로 기

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는 신공공관리론적 처방은 심각한 공공책임성의 문제

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의 갈등으로

인해 신공공관리적 접근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향상이 곤란하다. 셋째, 고객중

심의 논리는 국민을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시키는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

고 있다.(권인석, 2004)4) 넷째, 서구 국가의 행정개혁은 외견상으로는 유사성

을 보이지만 각 나라마다 근본적 차이가 있어 이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5) 다섯째, 행정의 정치성을 간과하고 있다.6) 여섯째, 신공공관리

론은 검증된 새로운 행정이론이 아닐뿐더러 극단적으로 몇 몇 이론의 아이디

어를 도용한 이론으로서 전통적 행정이론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경

영기법의 도입을 비판하고 있다.

Lynn(1988)은 성과지향적 정부에 대한 논의는 공공행정에서 정부의 성과를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러한 성과향상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4)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단순히 행정 서비스를 좋아하거

나 싫어하거나 또는 충분한 국민이 반대할 경우 관료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략시킨다는 비판이 있다.(이명석, 2001)

5) Barzelay(1993)은 신공공관리론의 개혁 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고 한다. 즉 신공공관리론은 아직까지 경험적인 과

학적 이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단순히 ‘성공사례를 모방하는 방법론’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이명석, 2001에서 재인용)

6) 보존이냐 개발이냐.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의 기준과 같은 것은 경제논리

의 대상이 아니라 가치배분의 문제이다. 이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고도의 정치행위는 주로 정치인에 의해 다루어지지만 경력직 공무원들이

다루는 업무의 상당 부분도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이 많다. 특히 오늘 날과 같

은 행정국가화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런 경향이 심화된다.(박세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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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공분야의 성과와 관련하여 “정부의 성과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

까?” 경쟁에 기반을 두거나 결과 측정에 기반을 둔 행정개혁의 공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거버넌스 하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책임감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한 제도, 리더십, 관리의 행사방식은 어떠한 것일까? 그리고 이

와 같은 분석을 위해 필요한 이론과 경험적 수단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와 같은 대답 없는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에 대한 정의와

성과측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적 측면을 살펴보면 신공공관리는 정부의

역할 및 정체성 그리고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성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남긴다.

신공공관리는 비록 공공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효율

적인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기

업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

나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많은 비판이 가해지는 현 시점에서는 이러

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신공공관리의 많은 논의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신공공관리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시장을 중시

함으로써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야기했다. 첫째,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시켰다. 둘째, 책임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및 계약관리

와 같은 민간기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 주인-대리인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은 조직경제학에서 1973년 Ross의 연구와 1976년 Jensen

& Meckling의 연구에서 비롯되었고 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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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내 계약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황혜신, 2005) 이 이론은 경제

학에서 시작된 연구이지만, 지금은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등에서 여러 측면

으로 응용되고 있다.(윤성식, 1998)

가.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cy Theory)의 가정

주인- 대리인의 관계는 주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인 자신의 이익과 관련

된 행위를 대리인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이 있을 때 성

립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관계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①국민

-국회의원의 관계 ②지주-소작농의 관계 ③환자-담당의사의 관계 ④ 소송당

사자-담당변호사의 관계 ⑤ 주주-경영자의 관계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

은 관계에서 발생한다. (권순만, 김란도, 1995)

주인 대리인 이론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 주인과 대리

인의 이해관계는 서로 충돌한다. 둘째, 주인과 대리인 모두 본인들의 이익, 즉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다. 셋째, 주인은 대리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거나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하기 쉽지 않다. 넷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환경하에서 위임자와 대리인이 서로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보통 마지막을 제외한 위의 세 가지 가정만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윤성식, 1998)

[표 2- 1] 주인 - 대리인 이론의 기본 모형과 가정

목 적 주인 - 대리인간의 효율적인 계약

분석 단위 주인 - 대리인간의 계약

계약상의 문제 대리인 문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인간에 대한 가정 이익추구(효율 극대화)

조직에 대한 가정
주인 대리인간의 목표 갈등

주인 대리인간의 정보의 비대칭, 효율성 추구

환경에 대한 가정 불확실성

자료 : 황혜신(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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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먼저 능력 있는 대리인을 선택해야 하고, 그 다음 대리인이 업무를 잘 수행하

는지 관찰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은 대리인에 비해

알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즉 대리인은 대리인 자신

만이 자신이 좋은 대리인인지 나쁜 대리인인지 알 수 있고, 주인은 대리인에

비해서 과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업무진행 과정을 관찰

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인에 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기 쉬운 대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

하면서 대리인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하는 유인장치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

이 주인 대리인 이론의 주된 관심사이다.(김석준 외, 2000)

주인 대리인 이론의 한국행정학에서 적용가능성을 탐색한 권순만·김란도

(1995)의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한 영역으로 ① 국민-국회-정부관

료제의 대리인 문제, ② 정부관료 조직 내의 대리인 문제, ③ 정부규제 및 공기

업 대리인 문제, ④ 선거 및 정부조직 기능분화로 인한 대리인 문제 등을 제시

하였다. 나아가 주인 대리인 이론은 현재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itnick(1980)은 주인 대리인 이론을 경제적 주인 대리인 이론과 규제적·제

도적 주인 대리인 이론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정치영역에서의 일반적인

주인 대리인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주인과 대

리인간의 계약의 성격이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망라한다는 점에서

주로 공식적인 계약에 의존하는 경제적 모델과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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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정치 분야에서는 대리인을 주인이 마음대로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또 대리인은 반드시 주인의 명령이나 지

시에 의해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정치 분야에서는 명시적인 계

약관계에 의한 위임만이 아니라 제도나 법규 등 실질적으로 위임이 일어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인 대리인 이론은 모든 정책과정의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황혜신, 2005 재인용)

Moe(1984)의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를 ‘시민-정치가-고위관료

-관료-일선관료’로 이어지는 주인과 대리인의 연쇄(Chain of principal-agent

relationship)로 보고 있다. 즉 궁극적인 주인인 시민과 마지막 대리인인 일선

관료를 제외하면 나머지 참여자는 주인이자 대리인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서는 담합과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권력분립을 중시하

는 체제의 경우 어느 한 세력만이 권력을 가질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복수의 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료는 부분적으로만 대리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관료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복수의 대

리인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황혜신, 2005 재인용)

나. 주인 대리인 문제의 유형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이다. 위와 같은 문제는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 즉 양자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한

다. 첫째, 주인이 대리인의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

은 상황에서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한 대리인을 선택하는 역선택의 문제이

다. 둘째, 위임자가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대리인이 조직

과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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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도덕적 해이이다.(윤성식, 1997)

즉 역선택7)은 주인이 계약체결 이전에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

지 못해 능력 없는 대리인을 선정함으로써 발생한다. 다시 말하자면 대리인만

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자신이 좋은 대리인인지 나쁜 대리인인지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비하여 주인은 대리인에 대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주인이 양 유형의 평균에 해당하는 임금의 계약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좋은 대리인의 경우는 계약체결을 거절하고 나쁜 대리인들만 계약에 임함으로

써 주인은 나쁜 대리인들과 계약을 맺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인은 계약의 메뉴를 제시하여 각기 다

른 유형의 대리인들이 자기 자신의 유형을 노출하도록 계약을 선택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도덕적 해이8)는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로써

대리인이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 또한 주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대리인

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인은 인센티브의 설계와 그들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위한 감독이 중요하다.(황혜신, 2005)

7) 보험이론에서 역선택의 문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되는 사건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가입자의 특성을 알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운전습관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의 확률이 높은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는 선호를 더 가지고 있

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운전사고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힘

들거나 그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선호가 적

은 사람보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선호가 큰, 즉 높은 사고 확률을 가진 사람들을

역으로 선택하게 된다.(권순도·김란도, 1995)

8) 보험이론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지급에 영향을 미

치는 보험회사가 알기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킬 능력이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가

질 때 일어난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이 없는 운전자

보다 더 함부로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일단 사고

가 발생하면 수리비용을 절감하려 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회사로

서는 보험가입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권순만·김란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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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리인문제와 공기업의 특수성

의회가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회가 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원칙은 근대 의

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민-의회-정부

의 관계는 대리인 이론의 틀 속에서 주인-대리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국민

은 주인이고 의회는 대리인이다. 의회와 정부 관료제와의 관계만을 따로 떼어

서 생각한다면, 의회는 주인이고, 정부 관료제는 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권

한을 위임받아 국민을 대표하도록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데, 선거에 의한 국회

의원의 선출과정은 주인인 선거구민과 대리인인 국회의원 간의 계약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지역구 선거구민 이외에 이익집단의 의견도 반영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이 주인이고, 국회의원이 그 대리인인 관계도 동시

에 성립한다.

대리인 이론은 행정조직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사기업의 경우 주주인 소

유자와 전문 경영인의 관계를 주인-대리인 관계로 볼 수 있다. 행정조직의 경

우 분석의 단위에 따라 여러 가지 주인-대리인 관계가 성립한다. 국가의 주인

인 국민을 주인으로 그 외 모든 국가 기관을 사회계약에 의한 대리인으로 분

석 가능하며, 국민을 주인으로 그 외 모든 국가 기관을 사회계약에 의한 대리

인으로 분석 가능하며, 국민을 주인으로 대통령, 국회 등을 주인인 국민의 선

거권 행사를 통해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분석할 수도 있으며, 국민과 대

통령, 국회를 주인으로 정부부처의 장이나 부처 조직 및 그 구성원을 대리인으

로도 분석할 수도 있다.(김준기, 2014)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 포함)의 경우는 행정조직의 경우 분석 가능한 주인

-대리인 관계가 성립함과 동시에 행정조직이 주인이 되고 공적인 목표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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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공기업이 또 하나의 대리인이 되는 복주인 및 복대리인(double principal

and double agency)관계가 성립한다. 즉, 소유의 궁극적인 주체인 주인은 국민

이, 감시는 국민의 대리인인 행정조직이, 경영은 행정조직의 대리인인 공기업

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각 주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상충하는 것과 목

표가 불명확(lack of precise objectives)하다는 것이 공기업 운영의 핵심 문제

이다. 우선, 주인인 국민이 추구하는 목표를 ‘공익’으로 아우를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목표이며 국민 개인에 따라 다양한 공익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다. 다음으로 개별 행정조직은 구체적인 조직 목표를 추

구하지만 의회나 국민 등 다양한 구성원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그 목표

는 포괄적이 되기 쉽다. 이 때 주인의 경영상 목표가 모호한데서 비롯되는 경

영상의 불일치 문제와 Wolf(1988)가 주장하는 관료조직의 내부성의 문제가 발

생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구성원은 후생극대화나 특정 행정목표, 임무 외

에 자기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공기업 부문에서는 복주인과 복대리인 관계상 다양한 목표가 존재하

며 명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인과 대리인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동기 구조의 설계가 어렵다. 첫째,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공

기업 운영자의 재산가치 증식 및 관리의 유인은 사기업보다 적으며 유인동기

로서 제공될 수 있는 재산권이나 보상 또한 제한적이다. 둘째, 사기업의 경우

기업 파산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것이 경영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공기업은 자연 독점 사업이나 규모의 경제가 큰 사업, 법에 의

해 보호되는 사업 등 경쟁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에서 퇴

출당할 위험이 적다. 나아가 자본이 정부 예산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자원을 효

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인 또한 적다. 셋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성과측정

과 평가가 어렵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기업 운영의 목표가 다양할 뿐

만 아니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시장에 비슷한 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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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공기업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것은 공기업의 상대적인 업적순위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각기 다른 산업 분야와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단

순 비교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편, 공기업의 성과평가 및

감시의 임무를 가진 정치인이나 행정조직에게도 공기업 통제를 철저히 할 필

요성과 유인이 크지 않으므로 성과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힘들다 나아가

사기업의 경우 소유권을 가진 주주는 주식시장에서, 관련 금융기관은 금융시

장에서 기업의 이윤창출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유인을 가지지만 공기업의 경우

는 소유권이 국민 모두에게 있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국민은 그 수가 너

무 많고 소유권의 혜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의 감시, 통제 역할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는 공

기업의 주인-대리인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사기업의 경우 대

리인의 행위를 일일이 통제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반면 공기업은 위에서 제시한대로 인센티브의 도입이 용

이하지 않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경제적 실체보다는 정치적 실체로서 운영되므로 정치

적 과정에서의 제약이 존재한다. 공기업은 궁극적으로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임명직 경영인(또는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며 그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

서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이 폭넓게 개방되어 있다(곽채기, 2002), 그러므로 주

인으로 기능하는 국민 중 일부가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여 공기업의 운영에 영

향을 주거나 주인이자 대리인으로 기능하는 행정 관료가 정치적 목표를 추구

할 경우 또한,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인 상황에

처할 경우 공기업의 운영이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때문에 경제적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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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준기, 2014)

3. 공공기관의 개념과 특성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다양한 공공재,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

민들의 수요도 증가한다. 그에 따라 국가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정부의 지원

을 받는 외부의 공공부문에 의해서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는, 제공하는데 어려

움이 있는 행정서비스들을 공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은 앞서 언급

한 이러한 외부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역할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후의 어려움과 시장경제의 실패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

지만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공급의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

는 공공부문이 새롭게 추진해야 할 방향을 찾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역할에 맡

겨진 부문에 대해서 기전처럼 행정기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의 외부기관

을 설치하여 그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투자를 선도하여 공기업을 설립하

고, 준정부조직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공적인 지배구조와 사적인 생산수단을 통하여 공

공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반면, 정부의 통제 하에서 공공성을

유지하게 하였다.(이상철, 2007)

이러한 공기업·준정부조직9)들처럼 정부나 행정기관들과 재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국가나 정부의 설립에 근거하여 통제를 받는 외부의 공공부문들을 공

공기관이라 한다.

9) 준정부조직이란 기본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지

원이나 업무 수행상 일정한 보호를 받으면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의 생산 활동에 의한 수익에 의존하는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

을 가진 조직이다.(이상철, 2007)



- 21 -

공공기관은 정부의 부처는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조직, 인사, 예산회계, 사업

내용 등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상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배로부터 상당 부분 거리를 유지하고 업무처리나 경영관

리, 예산운용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은

정부 밖에 위치하면서도 정부의 관리나 감독을 받아 정부가 해야 할 행정업무

를 수행하면서, 정부조직법 상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특별법, 또는 육성·지원법

등에 의해서 설립되어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

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인 것이다.(이수철, 1997)10)

한편, 공공기관은 아래와 같은 제도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11) 공공기관

은 서비스 전달과 규제, 자문 등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일정 수준이

상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며 정부나 행정부처와 독립적으로 설립된다. 수

직적인 정부·행정부처의 관할 하에 운영하지만 하나의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지닌다. 공공기관은 정부 집행과정의 한 부분 또는 독립적인 입법활동으로 설

립된다. 공법과 사법 또는 양자 모두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직원은 공무원이 아

닌, 준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로 노동법의 통제를 받는다.(배용수, 2008)

이상과 같은 공공기관의 특수한 제도적 특징으로 인하여, 각각의 공공기관

은 정부나 행정부처와 수직적인 지배구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분리되어 있

으며 정부조직과는 달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누린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공기관이 국가나 정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기관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정부 및 행정부처에 의하여 관리, 인사, 재정부문 등에 있어 관

련된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 중앙부처에 의해서 예산이나 목표가 변경될 수

있을 만큼, 정부와 각 공공기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

10) 이수철(1997), “정부산하단체의 관리운영의 현황과 문제점”「한국행정학회」

1997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11) OECD(2001) History, Size, and Governance Mechanism of the wilder

State Sector, paris: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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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ollitt et als, 2004 ; 배용수 2008 재인용)

4. 국내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유형에 관한 분류는 김준기(2002)의 연구를 통해서 정

리할 수 있다. 김준기는 중앙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관계 및 독립성, 법적근

거에 따라서 준정부부처형, 정부기업·정부금융기관·비금융공기업·공공법인체·

조합과 협회로 각 기관을 분류하였다.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직

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검사나 평가 등과 관련한 위

탁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공공법인체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나 공공 교육기관, 의료기관, 산업진흥기관 등 공사·공단 등을 포함하는 기관

으로 정부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기업가형 기관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준

정부기관이나 연금 및 기금관련 기관들은 지배구조상 관료제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분류는 수입의 원천에 따라 공공형 기관과 상업형 기

관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정부의 이전지출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정을

충당하는 기관을, 후자는 기관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수입

을 통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법적 정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지

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여 정부

가 지정한 기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

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재분류하고 있고, 현재 국내 공기업은 대개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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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정 이전의 분류

광의의 개념으로서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형태, 사업 분야, 정부 재정지원

의 수준과 수량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정부 부처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 공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기업

이 담당하는 주요 사업 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우편, 전신전화, 에너지

부문, 교통사업, 제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수준과 양태를 기준으로 하여 정부투자기관, 정부

출자기관, 간접투자기관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관

한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에 의해 공기업을 포

함한 공공기관의 유형을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재투자기관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다. 이들 각 기관에 대한

정의는 (표 2-2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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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정 이전 공공기관의 유형분류와 정의

기관의 유형 법적근거 정의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으로

서 이 법을 적용 받는 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직접 출자한 법

인 중에서 정부가 최대주주인 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

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

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서 이 법을 적용받는 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제2조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재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이 50% 이상을 출자

하거나 50%미만으로 출자하였지만 최대주주인 자

회사

자료 : 곽채기(2009)

나.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정 이후의 분류

현재 우리나라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

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유형분류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여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정부가 지

정하고 있다. 즉, 이들 기관 중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



- 25 -

 [그림 2-1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 공공기관

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한다. 이렇게 분류한 기준은 업무특성을 작용하였는데, 즉 업무특성을 기준으

로 ‘상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은 ‘공기업’이란 명칭으로, ‘공공성’이 상대

적으로 높은 기관은 ‘준정부기관’이란 명칭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공기업과 ‘준시장형’공기업으로 세분되는데,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말하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말한다.

이와 같이 공기업을 자세히 분류한 이유는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대기업과 같은 자율성을 보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고 향후

민영화 검토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대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준정부기관 역시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세분되는데, 기금관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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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준정부기관‘을 말하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뜻한다. 준정부기관을 이렇게 세분한 이유는 ’기금관리

형‘ 준정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조달된 재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강한 공

공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설광언·박재신, 2005)

 [표 2-3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구분 지정요건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이 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방

송광고진흥공사 등)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

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자료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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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 공공기관 유형별 변동사항(2014.8월 기준)
유형구분 2013 2014 증감

신규 해제 변경

공기업 30 30 - - - -

시장형 14 14 - - - -

준시장형 16 16 - - - -

준정부기관 87 87 - +1 - -1

기금관리형 17 17 - - -

위탁집행형 70 70 - +1 - -1

기타공공기관 178 186 +8 +9 -212) 1

계 295 303 +8 +10 -2 -

자료 :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4.4.30일자」보도자료

마지막으로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중 앞서 언급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을 제외한 기관을 의미한다. 이상의 유형 분류에 따라 구분된 공공기관의 현황

을 보면 <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의 경우 공기업 30개(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6개), 준정부기관 87개(기금관리형 17개, 위탁집행형 70개), 기타공

공기관은 178개로 총 295개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기타공공기관에서 10개

기관이 증가하고 2개 기관이 감소하여 총 8개 기관이 증가한 303개였다.

12) 2013년에는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4년 8월 현재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2

개 기관은 2014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된 시장경영진흥원과 5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통합된 (재)한국공연예술센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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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경영성과에 관한 이론

1. 성과관리의 개념

가. 이론적 논의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는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ing),

성과계약(Performance contracting), 성과급여(Performance Pay) 등과 같은

일련의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 의미로서, 결과중심의 관리(Resulted-driven

management), 성과중심의 관리(Performance-based management),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based budgeting), 정부혁신(Government innovation), 신공

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NPM)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 진다.13)

Politt(2002)에 의하면 성과관리는 공공부문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동시에 이를 조직 전체와 개인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

미한다고 한다.14)

고영선(2004)은 성과관리의 정의를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을 설계·시행하고,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 되었는지를 점검하여 이를 의

사결정에 반영하고 환류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15) 이윤식(2006)은 성과관리를

조직의 장기 비전 또는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

과를 집계·관리·환류하여 성과를 개선·제고·증진하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한다.16)

13) 이인섭, 금재덕, 「성과관리시행계획(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국회예산

정책처, 2007.12」

14) Politt, C. Implementing the Vision: Addressing Challenges to

Results-Focused Management and Budgeting, OECD, 2002

15) 고영선·윤희숙·이주호,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2004

16) 이윤식외,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 주요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대영

문화사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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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회예산정책처(2007)17)는 성과관리에 대한 전략 목

표·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과제·사업별 추진계획을 설계하며, 사업을 집행한 후,

추진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평가하여 획득한 성과 정보를 조직·인

사·예산 등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 조직의 정렬(Alignment)이 어디서 문

제가 발생하는지를 수시로 파악하고 발견하여 이를 교정해 나가는 일련의 의

사결정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의의 핵심사항은 성

과 관리의 궁극적 목적이 의사결정에 있고 정확한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의 존

재가치를 반영한 의미 있는 목표설정에 기초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8)

나. 정부에서의 논의

우리나라 성과관리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조 6호의 규정에 따라 ‘성과관리’를 정부업무를 추

진하는데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

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이 개념을 아래과 같이 구체화 하고 있

다.19)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의 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

하고, 한정된 자원을 이용,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

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

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말한

다.

17) 국회예산정책처,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2007.6

18) 이석환, 「신뢰받는 정부와 기업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UOFO」, 2008.9

19)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백서」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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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이러한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성과관

리의 개념을 평가의 하위 개념 또는 평가와 동등한 수준의 별도의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현행「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의 성과관리 규정

이 평가의 하위개념으로 일부 포함되어 성과관리와 평가의 개념상 혼란이 유

발된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평가결과를 개인의 성과에만 반영하는 것으로 성과관리를 정의하는 경

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과관리의 개념을 평가결과의 기계적 적용

으로 축소 해석하여 운용 해온 것이다. 즉, 평가는 “계획-집행·점검-측정·평가

-환류”라는 성과관리의 기본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그 반대로 하위 수

단인 평가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고 접근하였다. 정부 관계자와의 심층 면접 결

과 최근에도 양자의 개념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

다.

예를 들어, 2006년에 우리 정부 최초의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시 제도 운영기관인 국무조정실 직원들조차 동 지침을 기관의 전략

적 업무계획으로 이해하지 않고 평가시행과 관련된 지침으로 이해하여 평가방

법,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어려움이 많았

다고 한다.

다만, 2008년 들어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을 중심으로 하여 성과관리와

평가개념을 재정립 하고, 관계 재설정을 위한 연구와 검토가 활발히 진행 중이

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양자의 합리적 관계 설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는

등 개념정립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이성도, 2009)20)

다.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특성과 장애요인

20) 이성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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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도입된 성과관리제도는 당초 민간부문에서 이미 활용된 기법들

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부문의 특성 즉, 공공성을 간과한 채 민간기

법을 여과 없이 적용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고부문의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석환(2008)은 민간에서 고안된 BSC 구축방법론이나 운영 및 평가체계는

민간에 적합하게 고안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적용될 때에는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 보다 더 종합적이고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성공과 실패가 고객이 아닌 주인으로

서의 국민의 반응 또는 대응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고안한 성과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데 실패하

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한데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과

달리 목표달성 시 외생변수의 개입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성을 갖는

다.21)

즉, 민간부문과는 달리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가

훨씬 복잡하고 외생변수의 개입 여지가 훨씬 더 많다는 기본적인 차이 때문에

성과관리 제도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이인섭·금재덕(2007)은 Smith(1995)의 주장22)을 토대로 공공부문에

성과관리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쉽지 않은 이유를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기본적

특성에 기인한 부정적 효과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의 부정적 효과

는 의도한 것과 그렇지 않은 효과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3)

21) 이석환, 신뢰받는 정부와 기업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UOFO, 2008

22) Smith, P. On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publishing performance

data in the public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995

23) 이인섭·금재덕, 성과관리 시행계획(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 방법, 국회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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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부정적 효과

구분 내용

터널효과
성과의 계량화되지 않은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계량화될 수 있는 영역

의 성과만을 강조하는 현상

지엽적 목적 및

차선추구

관리자가 조직의 전체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협소하고 지엽적인 목적

을 추구하는 현상 혹은 최선 보다는 차선책을 고려하는 현상

근시안적 관리
공공부문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되는

반면, 성과지표는 조직 활동의 결과를 단기간에 측정

특정성과지표에서

고착

성과지표가 목표와 연관된 모든 측면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성과지표로서 측정·보고되는 지표에만 집중하는 전략

왜곡된 보도
성과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공개·보고된 성과와 실제 성과에 차이

가 있는 것을 의미

왜곡된 해석

공공부문의 경우,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

에 성과를 평가할 때 조직의 외부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하나, 제

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왜곡된 자료를 수집·해석할 수 있음

게임

공무원에게 성과향상의 댓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

이다.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치 달성에 도움이 되기

는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문제

발생

조직경직화

성과측정체계가 혁신을 막고 조직의 경직화를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의

미한다. 즉, 과도하고 엄격한 성과평가체계로 인해 조직이 마비되는 현

상을 의미

2. 경영평가제도

가. 경영평가제도의 개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1968년부터

정책처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18호,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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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

영되었는데, 현행과 같은 평가제도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에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

편, 그 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이

며, 평가결과가 다음 년도 공공기관 경영에 환류 되어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관

리 수단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경영성과 관리 및 자

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한국공기

업학회, 2003)

경영평가제도의 주목적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경영개선을 통

해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있다. 또한 자율 및 책임경영체제를 형성하

는 핵심적 장치로서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며, 공공기관이 달

성하고자 하는 경영목표로 작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

이기도 하다. 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에게 자

율경영을 보장하고, 사후적으로는 성과에 효과적으로 피드백이 되는 순환과정

이 요구되는데, 평가결과가 다음 년도 공공기관 경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다면 진정한 의미의 책임경영이 아닐뿐더러 경영평가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다. 특히 공공기관 최고책임자는 대부분 정치적 요인에 의해 임명되어 왔고 그

결과 경영에 대한 책임성이 저해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를 평가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요구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경영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권민정·윤성식, 1999

; 박석희, 2003 ; 오연천·곽채기, 2003)

외국에서의 경영평가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성과계약제도(performance

contracting system)로서 초기 프랑스(1970, 프로그램 계약)와 영국(1976, 운영

양해각서)에서 도입한 이후 인도(1986, 운영양해각서), 중국(1987, 계약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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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파키스탄(1983, 시그널 제도), 케냐, 세내갈, 콩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멕시코 등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우 수상실과 재무

성이 직접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 평가는 대체

로 5년마다 시행되고, 평가결과는 예산과 연계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영국

의 공공기관 평가는 철저하게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평가결과

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시한다. 단순한 산

출이 아닌 결과 평가를 중시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결과를 차기 평가 실시 여

부와 연계시키게 된다. 미국은 준정부조직들에 대한 경영평가가 의회의 회계

감사원(GAO)과 대통령실의 관리예산실(OMB)에 의해 수행된다. 그리고 성과

중심조직이 존재하여 조직책임자와 주무장관 사이에 3년 내지 5년 동안 달성

하여야 할 목표수준과 성과에 대해 성과계약이 체결된다. 미국의 공공기관 평

가제도는 기관평가의 경우 리더십 요소를 중시하며 기관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캐나다의 경우 특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평

가 대부분이 관리적 능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즉, 단순한 산출지표가 아닌

결과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정책평가위원회라는 제3

의 평가기관에서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평가하지만 주무부처도 평가에 관여하

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제3의 외부기관이 아닌 주무부처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관리되고 평가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경영평가제도는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공익성 요구, 공공기관의

효율성 및 성과에 대한 요구, 정치 행정적 통제 요구 등 서로 상충되는 수요들

간 절묘한 타협24)으로서 공공기관 개혁의 유효한 대안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24) 경영평가제도가 타협인 이유는 공공기관을 민영화하지 않고 소유권을 그대

로 정부가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소유권을 유지하면

서 시장적 경영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공기업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정부의 산업 정책적 수단으로서 활용될 가능성과 정부의 기회주의적 개입

의 지속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저에서 근본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차선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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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김준기, 2001 ; 한국공기업학

회, 2003 ; 성명재 외 , 2009)

첫째, ‘성과에 관한 계약’을 통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부부처의 자의적인

개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정부-공공기관 간 ‘탈정치화’ 또는

‘관계의 분절화’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공기업 경영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경영상의 자율을 보장하고 사후에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을 통해

경영자로 하여금 경영개선의 동기를 유도하게 된다. 이는 시장에 의한 평가방

식을 활용하는 민간기업과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최

고 경영자의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해당기관이 추구하는 상업적

목적과 공익적 목적 간의 조화를 시도하게 된다. 즉, 공공기관 경영목표의 설

정을 통하여 공공기관 핵심역량(Core Competence)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과정에서 과거 사회후생의 극대화라는 모호한 개념에서 보다 명확

하고 측정 가능한 평가지표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진의 경영목표가 전환될 수

있다.

셋째, 관련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공기업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관계

자와 공공기관 간의 관계의 설정에 기여하게 된다.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하

여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공익적 역할이 정부와의 계약관계를 통해 명확한 경

영목표의 추구로 전환되면서 이해 당사자들이 기대수준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

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간의 관계에 있어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

넷째, 평가과정에서 경영 과정에 대한 문제점 진단이 가능하고, 개선방안 도

출을 통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동시에 경영평가결과를 국회와 대통령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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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다섯째, 공공기관은 내, 외부로부터 경쟁압력이 결여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영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영과정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에 다른 인센티브의 차등지급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

다.

나. 경영평가제도의 현황

과거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영효율이 저조했으며

그 평가 역시 미흡했다. 이러한 비효율의 원인은 정부의 사전적 과잉통제 및

사후적으로 경영평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

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1968년부터 경영평가 제도는 운영되고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이었다. 정부투자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에 대한 요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정부 내부

에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종래의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을 흡수 통한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1983년 12월 31

일 공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의 경영실적에 대해 1984년 경영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전년도 말 경영평

가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다음 년도 2월에 경영평가

단을 구성하며, 공공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영실적평가

를 실시한다. 평가결과가 다음 년도 6월까지 확정이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관별 평가결과를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기별 경영

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은 198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다섯가지 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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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25)

①제1기(1984년∼199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 초기 평가대상기관은 24∼25개를 유지하였다. 이들

기관들은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신규설립 및 개편, 사명변경이 있었을 뿐 대상

기관의 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또한 주요업무 및 특성에 따라 초기에는 금

융기관, 대규모 제조기관, 건설 및 기타제조기관, 진흥 및 서비스기관, 특수회

사 등 5가지 기관군으로 분류하였으나, 1988년도 경영평가부터는 금융기관과

대규모 제조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4개 기관군으로 분류되어 평가가 이루어

졌다.

경영평가제도 도입 당시 평가지표는 추구하는 목적 혹은 평가부문에 따라

구분되었다. 1983년과 1984년도 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영평가지

표의 대상부문 구분을 하지 않고 계량부문은 기관별로 10개 내외의 계량지표

로, 비계량부문은 다시 장기경영관리, 연구개발, 기술발전, 관리제도 개선, 서

비스 개선 등 3∼8개 분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이후 198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평가지표를 종합지표, 경영목표지표, 경영관리지표, 효율성지

표, 서비스지표, 연구개발 지표 등 6개 부문으로 구분하였고, 1986년도부터

1989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까지는 종합지표, 설립목적 수행지표, 경영관리

지표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1990년도부터 1991년

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까지는 종합경영부문, 설립목적 사업부문, 경영관리부

문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보다 체계화하였고, 각 대상 부문의 지표분야 구

성 역시 신뢰도와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경영평가지

표체계는 평가지표수,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종류, 지표 간 구성 비율, 가

중치 배분, 5등급 평가체계26), 평가대상부문 분류체계, 평가 점수계산방법 등

25) 한국공기업학회(2003), 국회예산정책처(2008), 성명재 외(2009), 기획재정부

에서 발표하는 경영실적평가편람 및 지침서 참고

26) 단, 1983년 및 1984년 비계량지표는 3등급 체계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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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동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하였다.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더욱 체계

화하여 시행되었다. 즉, 직원 인센티브상여금27), 사장 및 임원에 대한 성과급

의 차등지급, 평가결과에 대한 대통령 보고 및 일반 공개를 통한 경영개선동기

부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근무성적평정에의 가산점 부여, 성과

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경고 및 개선계획 제출 요구, 평가결과에 중대한 책임

이 있는 임원의 해임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다양한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하였다.

②제2기(1992년∼1998년)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민영화계획이 추진됨에 따라28), 제2기

중 공기업 민영화가 확대됨과 동시에 금융기관 등 기존의 일부 공기업이 ‘정부

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이 점차 축소되어, 1991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23개 기관이었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1997년부터 13개 기관으로 축소되었다. 평가대상 기관군 분류

체계에 관해서도 4개 기관군 분류체계에서 1994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부

터는 금융 및 대규모 제조기관, 건설 및 기타 제조기관, 진흥 및 서비스 관련

27)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상여금의 경우 1983년도 경영실적평가 및 1984년도

경영실적평가에 의한 상여금의 경우 평점등급별(수, 우, 미, 양, 가)로 지급하였

는데, 이에 따라 동일등급일 경우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인센티브로

서의 성격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1985년도 경영실적에 의한 인센티브 상여금부

터는 등급별 차등방식에서 점수별 차등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센티브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였다.(한국공기업학회, 2003)

28) 1997년 8월 28일에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 제정·공

포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등에 대한 민영화가 법으로 강제되어 추진되었다.(한국공기업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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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등 3개 기관군 분류로 축소되었고, 1997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는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전부 제외됨에 따라 대규모 제조기관,

건설 및 기타 제조기관, 진흥 및 서비스 관련 기관 등 3개 기관군으로 재분류

하였다.

제1기의 경우 4∼5개 기관군 분류를 통해 경영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서, 이 시기에는 금융 및 대규모 제조기관, 건설 및 기타 제조기관, 진흥 및 서

비스 관련 기관 등 3개 기관군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평가지표 대상부문을 살

펴보면, 1991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종합경영부문, 설립목적사업부

문, 경영관리부문으로 그전보다 체계화하였고, 199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에서는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실적부문, 경영관리개선부문으로 변경하였다.

주요사업실적부문은 다시 계량사업실적과 비계량사업실적분야로 구분하였고,

경영관리개선부문을 전략경영, 관리제도개선, 내부평가제도, 연구개발 등 4개

공통분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이후 199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부터는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관리효율부문, 경영관리부문 4개 부문으로 확대

하였으며, 199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부터는 경영관리부문의 세부평가지

표들을 ‘경영관리부문’의 분류체계 속에 통합하여 2000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까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평가 사후 관리제도로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의 경우, 1991년

도 경영실적에 의한 인센티브상여금부터 1993년도 경영실적에 의한 인센티브

상여금까지는 지급률의 최고상한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

하였다. 이후 1994년도 경영실적에 의한 인센티브상여금에서는 최고상한과 최

저하한을 상향조정하였고, 1995년도 경영실적 및 1996년도 경영실적에 의한

인센티브상여금에서는 지급률의 최고상한을 상향조정하면서도 최저하한은 하

향조정하여 차이의 폭을 크게 확대하여 실적에 따른 동기부여 제도를 강화하

였다. 한편, 1997년도 경영실적에 의한 인센티브상여금의 경우 평점이 80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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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경우는 지급률이 0%가 되도록 하였다.

③제 3기(1999년∼2004년)

2001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제외되었다가 2002년도 실적평

가에 다시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3개 기관이 유지되었다. 평가대상 기관

군 분류체계는 1998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건설 및 제조기관’, ‘진흥

및 서비스 기관’ 으로 축소되었고, 이후 200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까지

지속되어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4년도 경영평가편람에서 ‘건설 및 제조기관

1’, ‘건설 및 제조기관 2’, ‘진흥 및 서비스 기관’ 이렇게 3개 기관군 체계로 확대

되었다.

경영평가지표 대상 분류체계가 3개 기관군에서 1998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부터는 ‘건설 및 제조기관’ 및 ‘진흥 및 서비스 기관’ 등 2개 기관군으로 축소되

었고, 2004년도 경영평가편람에서 ‘건설 및 제조기관1’, ‘건설 및 제조기관 2’,

‘진흥 및 서비스 기관’ 3개 기관군 체계로 확대하였다. 또한 평가지표 대상부문

분류체계는 그 동안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관리효율부문’, ‘경영관리

부문’을 통합함으로써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부문’ 3개 부문

으로 축소하였다.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상여금의 경우, 1998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평가점수 척도를 ‘0∼100’점으로 확대함에 따라, 평점 37.5점 이하인 경우에 지

급률이 0%가 되도록 함으로써 인센티브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1999년도 경

영실적에 대한 평가부터는 사장경영계약이행도의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하였

다.29) 또한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각종의 사후 관리조치들에

29) 1999년도 경영실적에 의한 성과상여금지급률은 사장, 상임이사 모두 기본연

봉의 100%를 최고한도로 하였다. 2000년도 경영실적에 의한 성과상여금부터는

사장의 최고지급률을 상향조정하였고, 감사의 경우는 사장에 준하여 2001년도

경영실적에 의한 2002년 지급분까지 정부투자기관별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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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획예산처 장관의 보고대상에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까지 추가되어 공공

기관 경영성과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

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제3기에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체제가 대폭 개선되어 정

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고, 책임경영체제가 크게 신장되었다.

④제 4기(2005년 ∼ 2007년)

2004년 4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

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였다.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또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되 일정 기

간 후에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기관경영

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기관경영실적과

사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별도로 평가했던 반면, 정부산하기관의 경우에는

기관경영실적 평가를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로 대체하였다. 이 시기에는 ‘정

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 경영실적평가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7

조 경영실적평가로 구분되어 경영평가제도가 운영되었으며 이는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다.

였으며, 2002년도 경영실적에 의한 성과상여금부터는 사장과 동일하게 기본연봉

의 200% 이내로 상향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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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 비교

구분 정부투자기관평가 정부산하기관평가

평가주체 기획예산처 장관 각 주무기관의 장

유형별 평가

-건설 및 제조기관, 진흥 및 서비

스 기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

- 계량, 비계량 지표 비중 경정에

만 활용

- 평가결과는 13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

-8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평가

-평가결과는 동일 유형내 기관끼

리 비교

재평가 실시 -
주무기관장의 평가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결여한 경우

타법에 의한

평가결과 활용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평가대상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평

가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

를 활용

평가편람

작성절차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작성

-정부산하기관위 의결을 거쳐 공

통기준을 통보

-각 주무기관의 장이 이에 따라

경영평가편람을 작성

평가지표

구성체계
평가부문, 평가지표로 구성

-평가기준, 평가지표, 세부평가 기

준 3단계로 구성

-세부평가기준이 가중치가 부여되

는 기본단위

평가분야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부문

평가방법
-비계량지표 : 9등급 평가

- 계량지표 : 목표대비실적평가, 추세치평가 및 β분포 평가 등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사업특성에 따라 검사·검증, 금융·수익, 문화·국민생활,

산업진흥, 연수·교육훈련, 건설·시설관리,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연·기금 운용

의 8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중 앞의 6개 유형은 공동평

가단, 연구개발 지원기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위원회, 연·기금운용평가단

에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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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주무기관의 장이 정부산하기관 경

영실적 평가의 주체로서 다른 주무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기관실적을 평가했다.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

장으로 하는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정부산하기관 공통의 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하기관의 주무부처가 소관 산하기관과 협의하여

산하기관별 경영평가기준 편람을 작성, 배포하고, 산하기관은 연간에 걸쳐 사

업을 시행하여 그 실적을 다음 년도에 제출하며, 주무부처는 전년도에 정해진

산하기관별 경영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정부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산하기관의 평가지표 체계 또한 종합경영

부문,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종합경영부문

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

적을, 그리고 경영관리부문에서는 인사, 조직, 재무 등 일반적인 관리 측면을

평가했다. 종합경영부문과 경영관리부문은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주

요사업부문은 기관별로 독자적인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지표

의 경우 부문별로 측정하여야 할 항목이 5개 내외로 구성되며, 기관의 경영성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서 또한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으

로 설정하되,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되도록 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평가결과의 활용은 각 유형별 순위 및 점수에 기반을 두어 기관장, 임원은

기본연봉의 0∼100%, 직원은 월 기본급의 100∼20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주무기관

의 장이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조택, 2008)

제4기의 경우 정부투자기관뿐 아니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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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경영 통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영평가제도의 양적, 질적 확대를 이

끌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나, 기존의 경영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⑤제 5기(2008년 ∼ 현재)

2007년 4월에 제정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정

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폐지되고, 새로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

가’로 통합되었으며 그에 따라 평가기준과 방법이 일원화되었다. 2008년 평가

에서는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평가체계와 유사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했지만, 2009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이 바뀐 경영평가체계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2008년부터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용어 대신에 공기

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총 101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체계가 운영되었다. 2007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는 종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체계를 적용해온 14개 공기업을 공기업 1유형

으로, 종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체계를 적용해온 10개 공기업을 공기업 2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준정부기관은 기능 및 기존 평가체계를 고려하

여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반면, 2008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에서부터는 공기업을 업무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토대로 SOC유형과 서비스·진

흥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고, 77개의 준공공기관의 경우 현행 유형분류

의 틀(5개 유형, 6개 구분)은 유지하면서 26개 중소형 기관에 대해서는 계량평

가만 실시하고 비계량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중소형 기관은 준정부

기관 중 정원 100인 미만 또는 자산규모 500억원 미만인 기관으로서, 결산서

등을 기초로 하여 경영성과에 대해 계량인건비, 노동생산성, 총인건비인상률

등 계량평가만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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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 평가 대상기관의 유형(2009년)
대

상
유형 기 관

공

기

업

SOC 유형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서비스·진흥

·제조유형

일반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 대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직·간접

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

는 기관

준

정

부

기

관

검사·검증
수수료를 받고, 기계·장비·시설·부품 등의 기능·성능·안전도에 대한

검사·진단을 하면서, 수익활동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기관

문화·국민

생활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교류 및 홍보, 체육진흥, 교육훈련 등 주로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공익사업 수행

산업진흥1,

2

정부의 산업정책을 위탁 수행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아 산업육성, 정

보 제공, 기술지원, 지도·자문, 품질 및 규격 표준화 등 주로 공익적

사업 수행

연·기금운용
보증·보험·상호부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연금 및 기금을 관리·

운용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기금운용 평가대상

중소형기관 준정부기관 중 정원 500인 미만인 기관으로서 계량평가대상

하여 공공기관 실적에 대한 평가가 수해되었다.

자료 : 기획재정부(2009)

2012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의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다만,

준정부기관 중의 일부는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유형 구분 기준

을 적용하여 강소형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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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 평가 대상기관의 유형(2012년)
대

상
유형 기 관

공

기

업

공기업 Ⅰ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 기관

공기업 Ⅱ
특정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

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으로 지정된 기관

위탁집행형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

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500인 미만

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

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

종래의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는 평가지표 대상부문이

기관의 기능에 따라 종합경영,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부문으로 분류되었으나,

이 시기에는 기관의 경영과정에 따라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의 세

부문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평가체계는 말콤볼드리지 모형 등 새로운 성과평

가모델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리더십·전략 부문은 경영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

되는 과정을 평가하고, 경영시스템 부문은 실제 경영활동 과정에 대해 평가하

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경영성과 부문은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 창출력을 평가

하게 된다. 특히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이 30∼40%에서 40∼45%로 확대

됐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경영효율성을 평가하는 6개의

공통 계량지표에 대한 배점을 강화했다. 또한 지표를 간소화하고 지표의 평가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기관별로 사전적 경영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상세한 규정이 제시되었다. 주요사업 지표는 사업추진 과정과 성과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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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다 개별 기관의 활동과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등 기존 평

가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포함시켰다.

 [표 2-9 ] 계량 지표의 평가 방법
평가

방법
평가방법 개요 적용 대상

목표

부여

당해 연도 실적과 최초목표와의 차이를 최

고 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

하되, 최저목표와 최고목표는 기준치에 일

정비율을 감안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미만인 경

우 또는 10년 이하 실적치가 있으

나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

목표

부여

(편차)

당해 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

고 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

하되, 최고·최저목표는 5년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이상 축적

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추세

치

회귀분석을 활용,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

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환류범

위내에 있는지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10년 이상 축적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

β분포

최상, 최하, 전년도 실적치를 감안, 표준치

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

부터 어떤 확률 범위 내에 있는지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10년 이하

로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목표대

실적

편람에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여

부를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미만인 경

우

자료 : 기획재정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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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0 ] 평가부문 및 지표

평가부문 평가내용 평가지표

리더십·

전략

비전, 목표, 전략, 리더십 등 조직을 이끄는

동인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실행되는지 여부

경영진 리더십

지배구조 및 윤리경영

CS 경영

비전 및 전략개발

주요사업 추진계획

경영

시스템

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 및 조직자원의 효

율적 활용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주요사업활동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무예산 관리

보수 관리

노사관계 합리성

성과관리 체계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관리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생산성, 고객 만족도 등 경영

활동 서와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

주요사업성과

고객만족 개선도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계량 인건비

계량 관리업무부

총인건비 인상률

재무예산(자산운용) 성과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자료 : 기획재정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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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1 ] 비계량 지표의 평가 방법
평가

관점
정의

평가관점별

주안점
평가관점별 세부 내용

관리

방법

평가지표를 관리하

기 위한 제도, 계획,

프로세스, 관리기법

등의 방법

-지표관리방법

-방법 사용의 이유

-방법의 체계성/효

과성

-평가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관리방법을 사용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여건분석)

-사용된 지표 관리방법이 체계적이

며 효과적인가?

실행

방법

지표관리방법이 적

용되는 범위, 깊이

및 적용의 일관성

-방법실행의 타당성

-방법 적용의 범위

-방법 적용의 깊이

-방법 적용의 일관성

-지표관리방법이 경영환경의 변화

를 반영하여 실행되고 있는가?

-지표관리방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관리방법이 실행되는 수준은 어디

까지 인가?

-관리방법이 조직(경영)영역에서 일

관되게 적용되는 있는가? 관리방법

정착의 정도는 어떠한가?

학습

과

혁신

평가와 개선활동,

성과공유 및 조직학

습

-평가와 개선시스

템

-성과의 공유 및

이를 통한 조직학습

-지표관리방법에 대한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평가체계를 통한 개선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는가?

-개선 혁신 성과가 조직 내(다른

업무 단위, 영역, 프로세스)에서 어

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가?

-성과의 고유를 통한 조직학습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료 : 기획재정부(2009)



- 50 -

 [표 2-12 ] 평가결과의 종합

등급 정의

S

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혁신이 전 조직단위에 걸쳐 체질화됨에 따라 매우 높은 성과가 지속

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A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학습과 혁신이 대부분의 조직단위에 걸쳐 일어남에 따라 매우 높은 성

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B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성과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유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C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

루어지며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D
일부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

지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단계

E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단계

자료 : 기획재정부(2009)

국가재정법에 의해 이미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30)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공기업·준정

부기관 예산지침’에 의거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

하게 된다. 기관별 임직원 및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

30)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기관은 14개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

기금,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예

금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영화

진흥위원회 등이다.(기획재정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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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기획

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

관은 경영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하

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관이 제출한 실적 중 허위 또는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되는 지

표는 ‘0점’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성과

급도 허위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 정도를 감안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을 거쳐 당초 결정된 지급률 수준보다 삭감할 수 있게 하였다. 각 기관은 경영

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 관련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계량실적에 대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 법인으로 하여금 그 정확

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 2009)

다음 <표 2-13>은 2013년 시행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유형을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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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3 ]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유형
대

상
유형 기 관

공

기

업

공기업 Ⅰ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

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

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Ⅱ

(20개)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

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

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

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해양환경관리공단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

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

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19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

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우체국

물류지원단, 한국가스공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

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55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

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영화진흥

위원회,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

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

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

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

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

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

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

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 : 기획재정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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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기업 기관장과 경영성과

1. 공기업 기관장의 임명 특성

공기업 기관장 임명은 인사행정의 분류제도나 임용제도 등을 통해 “어떠한

특성과 배경을 지닌 사람이, 어느 직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 하는

가?”라는 권력배분의 문제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성

격을 규정하고 특정한 정책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하태권, 1995)

공기업 기관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인사행정의 분류나 임용제도에 따라 크

게 정실주의, 엽관주의, 실적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정실주의는 학연, 지연, 혈

연, 개인적 친분, 개인적 충성심 등 인적관계로 임용되는 제도이며, 엽관주의

는 정당정치의 발달과 더불어 정당과 선거에 대한 공헌도로 정치적 요소를 바

탕으로 임용되는 제도로서 선거에 승리한 권력자가 선거에 승리하도록 도와준

조력자를 임용시키는 제도이다. 그리고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자격·성적 등

의 구비한 조건에 따라 임용되는 제도이다(한영수·강인호, 2006)

이러한 인사제도에 의하여 공기업 기관장 임명과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해당 공기업은 법의 취지에 맞게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기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높은 성과

를 내기 위해서는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완전히 부여하고 성

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관리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관장과 임원의 선

임이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이루어져 그 기관의 적임자가 임용되어야 한다.

특히 기관장은 공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인물이 임

명되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은 개별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까지

정치적 임용이 근절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직무중심의 구체적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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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심사기준이 설정되지 못한 데 있다.(한상일, 2006)

그렇지만 공기업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 다른 주주들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분율 및 사실상 지배력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이명석(1997)은 외부적 압력과 정치적 논리에 의한 낙하산 인

사가 우리나라 공기업 임원유형의 지속적인 특징이라며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실적요인에 의한 충원이라 할 수 있는 내부승진이나 전문가, 기업인 출

신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반면에 관료와 정치인 및 직업군인 출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임원의 재임기간이 짧다. 셋

째, 명확한 인사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인사발표 후에 국민들이나 조직구성원

들에게 납득 할 수 있는 인사근거를 공개 및 공시하기 어렵다(이명석, 1997)

이러한 공기업 임원의 정치적 임용은 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

는 인사 관행이며, 이런 식의 임용이 계속되는 한 공기업 경영체계의 근본적

개혁은 불가능하다. 정치적 요인 등 비실적요인에 의해 임용된 임원은 경영실

적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관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명석, 2001)

따라서 공기업 CEO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

야 하는데, 평가기준 설정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

은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 경험과 경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강영걸,

2004)

전문성은 업무 전문성과 경영관리 측면의 전문성으로 나눌 수 있다. 업무전

문성이란 공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에 정통하고 잘 알고 있는 정도를 말한

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관련 업무에 정통한 사람이 기관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는 건설회사 출신의 CEO, 국토

해양부 출신의 관료, 공병 출신의 군장성의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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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다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경영관리 측면의 전문성은 전략경영, 내부평

가제도, 관리제도 개선,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유무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평가는 관련 학위 소지 여부나 다른

조직의 경영자로서 활동한 경험과 경륜 등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 조직관리

능력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조직 내의 인간관계에 근거한 리더십의

문제와 조직의 통제능력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는 업무에는 정통하

고 관련분야의 최고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지만, 교수라는 직

무의 특성상 조직의 통제와 관련된 조직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 대학교수의 예에서 보듯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

서 유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의 통제 및 장악으로 대표

되는 리더십과 인간관리 측면의 능력도 CEO 선정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

해야 할 요소이다. 경험과 연륜은 다른 조직에서 CEO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

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공기업의 상황에 따라 매우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한석탄공사와 같이 사양산

업에 종사하는 공기업의 경우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 출신자 기용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임동민, 2012)

2. 공공기관 기관장과 경영성과

국가공기업 기관장의 임용 유형, 즉 기관장의 출신배경과 경영성과에 대해

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강영걸(1999), 이명석(2001), 김헌(2007) 등의

연구는 공기업의 경영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기관장의 임용 유형

(내부승진, 외부전문가, 관료, 정치인 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그리고 유승원(2009)의 연구는 총자산수익률(ROA)을 종속변수로 채택

하여 공기업 CEO의 임용 유형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최근에는 박인규(2009)는 기관장 특성을 세분화하여 경영성과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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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안성규,곽채기(2013)는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임용 유형

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출신 배경이 경

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강영걸(1999)의 연구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의 교체가 이루어

진 경우, 기관의 경영성적으로서 경영평가결과가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최고관리자, 즉 기관장이 교체될 때 이러한 영

향이 평가점수로 반영되는 정부투자기관의 계량적 경영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정부투자기관 내부의 인물이 아닌 외부인사가 임용되거나 정치

인 출신의 기관장이 부임하게 되는 경우 기관의 경영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1990년∼1997년까지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수집하여 기관

장의 교체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관장 교체가 있었던 해의 경영성적이 교체가 없었던 해의 경영성적보다 상

대적으로 나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환경 하에 있

는 정부투자기관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기관장의 교체

가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관행이 기

관 경영성적이라는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관장의 교체유형이나 출신배경도 기관의 경영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부승진자와 외부 영입인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외부인

사는 기관장은 기관의 경영성적에 (-)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외부인사 가운데도 정치인 출신의 기관장이 경영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투자기관의 비계량점수로 조직성과에 대한 기관장 교체의 영향을 분석

한 결과에서는 전략경영, 관리제도개선, 내부평가제도,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경영관리상의 성과와 기관장의 교체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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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되고 공개된 재무제표 등에 근거해서

평가자의 주관이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는 계량점수의 평가보다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선입견 등이 평가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

는 비계량점수의 평가가 점수분포의 안정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기관장이라는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 이

명석(2001)은 18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1985년∼1996년 사이의 이사장

및 사장의 임용유형과 경영실적을 분석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및 사

장의 임용유형을 경력에 따라 크게 내부승진, 외부전문가, 관료, 정치인 및 군

인 등으로 분류하여 내부승진 및 외부전문가는 실적인사로 관료, 정치인 및 군

인 출신은 비실적 인사로 분류하여 이들의 경영실적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이사장이나 사장으로 관료나 정치인, 군인이 임용되

는 경우는 내부승진자나 외부전문가에 비해서 경영실적이 낮게 나타났다. 특

히 관료출신의 경영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하여 추정해 볼

때, 전직 관료의 경우에 전문성에 의한 임용이므로 정치적 임용이라 할 수 없

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정치인이나 군인 출신에

비해서도 관료의 경영실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부투자기관의 최고경영자는 내부승진자, 전문가에 해당하는 실적 인사들

의 경영평가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임용은 정부투자기관

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기관의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정치적 임

용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하였다.

김헌(2007)의 연구는 이명석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13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2000년∼2005년까지 기관의 사장 임용유형과 경영성과를 분석하였

다. 사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사

장의 임용유형과 경영평가결과,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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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사장의 출신유형에 따라 실적인사와 비실적 인사를 구분하고 이

러한 두 집단 간의 경영평가점수가 유의미한지 t-검증을 통하여 비교하였는

데, 사장의 임용형태, 사장이 군인·정치인 및 관료 출신인지 내부승진 및 외부

전문가에 해당하는지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경험 여부를 바탕으로 사장의 경영성과를 비

교한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경험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의 경

영평가결과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김헌의 연구가 이명석의 연구와 다른점은 종속변수인 경영평가결과로 사장

경영평가의 결과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장경영평가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 즉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로 조직의 경영성과와 기관장의 책임·혁

신·윤리경영과 정부권장정책 이행여부를 평가한 결과이다.(박영희 외, 2008)

사장경영평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투자기관 이사회에서 정한 사장 경영

계약안을 사장과 투자기관 간에 체결하여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계약의

내용은 경영목표, 사장의 권한과 책임, 상여금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이상

철, 2007)

김헌의 연구에서는 기관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기관평가보다 1999년 이후

실시한 사장의 경영성과만을 대상으로 평가한 사장경영평가 결과를 사용한다.

사장경영평가를 사용한 이유는 기관평가의 경우 기관의 특성과 기관의 규모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기관 사장의 임용유형별 경영성과를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장에 초점을 둔 사장경영평가가 더 적합하기 때문

이다.

박인규(2009)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특성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을 대상으로 경력을 분석하고 그 가운데서 기관장의 출신과 내부인사 변수 등

을 설정하여 기관장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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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년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점수를 이용하였다. 각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통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종

합적인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성과관리제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

평가 점수가 해당기관들의 경영성과를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종

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기관장의 출신에 있어 공무원, 관료, 정치인들이 기관장으

로 있는 공기업의 경영성과가 낮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출신변수는 경영성과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부인사 역시 기관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신임 기관장과

유임을 경험한 기관장 사이에도 경영평가점수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

만 기관장 임용경력에서 임용경력을 가진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평가점수가 높

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기관 기관장으로서의 임용경력이 현 기관

에서 관리능력을 발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임용

경력을 지닌 기관장의 경영성과가 높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특성이 경영평가점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준정부기관을 다시 특성에 따라 분류해 분석한 결과

에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출신변수와 내부인사 변수가 경영평

가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변수간의 상관

관계로 인하여 출신변수를 제외하고 내부인사 변수만으로 분석을 수행했을 때

는 내부인사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관장이 공직출신이 경우, 경영평가점수가 높

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이 대부분 과거 재정

경제부나 금융감독원 등의 행정부처에서 근무한 경력을 통해 연·기금 운용 등

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 다른 기관장 특성으로 낙하산 인사 변수가 경영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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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기업 기관장이 낙하산 인사인 경우, 경영평가 점수에

유의미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와 경영

평가점수에 관한 분석은 2008년 발표된 참여연대의 공공기과 기관장 교체 보

고서를 바탕으로 설정한 낙하산 인사 변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표본 수가 부

족하여 이러한 결과를 기관장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다. 또한 분석결과에서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경영평가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

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평가 점수가 장기간 침체된 기관의 기관장으

로 낙하산 인사가 교체·임용되어 그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인지 판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에 객관성을 더하기 위하여, 전년도 경영평가점수라는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해당 변수가 경영평가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해 보았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2004년∼2007년까지 공기업의 전년도 경

영평가점수는 당해연도 경영평가점수,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의 경우는 전년도 경영평가점수는 유의미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 변수와 경영평가점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낙하산 인사 변수는 기관장의 특성 변수나 전년도 경영평가 점

수와 같은 통제변수들에 비하여 2008년 공기업의 경영평가점수에 유의미한 차

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낙하산 인사 변수도 2007년과 2008년, 공기업 경영평가점수

차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낙하

산 인사인 경우, 공기업 경영평가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음은 알 수 있지만 실

제로 공기업의 평가점수 변화 자체를 낙하산 인사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관장 특성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점수에 거의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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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못하는 바, 기관장 개인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와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

지 기관장 경영평가결과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하지만 기관장 특성과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분석 역시, 다른 특성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공기업에 한해, 낙하산 인사에 해당하는 기관장의 경

영평가결과 점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임용 유형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안성규·

곽채기, 2013)에서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기

관장의 임용 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로 측정한 종합적인

경영성과와 ROE와 ROA로 측정한 재무적 성과 또는 기업성 관련 경영성과

측면에서 공히 기관장의 임용 유형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지방공단에서는

경영평가 점수로 측정한 종합적인 경영성과 측면에서 기관장의 임용 유형이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방공단에서는 민간인이나 정치인 출신 기관장보다는 공무원

출신 기관장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임용 유형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측면

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에 차별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은 지방공

사와 지방공단의 기관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공단은 현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업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 조직이라기보다는 집행

적 업무와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기관의 특성이나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

방공기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단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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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의 유형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거의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지방공단은 현재 실정법

상 관련 규정에 의해 지방공기업의 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 기관장이 오히

려 그 동안의 공직 경험을 살려 보다 경쟁력 있는 기관을 관리 또는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앞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기관장 선임 정

책을 차별적으로 설계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공무원 출신 배경을 가진 인력 풀에서 기관장을 선임하

는 것이 오히려 기관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현재 지

방공사형 지방공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 및 과업구조상의 제약 조건

때문에 기관장의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효과적이고 차별적인 경영리더십을 발

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관장 선임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본 연구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 유형으로 분류된 이후의 경영성과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한 연구이

다. 공공기관 특성별 최근 5개년도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의 CEO 출신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과거 공공

기관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으로 크게 분류하여 경영평가를 시행하

였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에는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상업

성이 높은 기관은 ‘공기업’으로(공기업 중 민간기업과 가장 유사한 기관을 시

장형 공기업으로 지정),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준정부 기관’으로 기관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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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정부경영평가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는 각 기관의 특성(공공성, 시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

고 CEO 출신유형에 따른 경영성과를 비교하였지만, 본 연구는 공공기관중 극

단적인 두 기관, 즉 시장형 공기업(시장성 高)과 준정부기관(공공성 高)으로

한정하여 경영성과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서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를 사용하였는데, 경영

평가 등급이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제도가

성과관리수단으로서 경영실적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곽

채기(2003)의 연구에서 조사 한 것과 같이, 경영평가제도가 공기업의 경영자율

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임직원의 비율이 65%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정부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최선의 도구라고 말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경영실적 평가의 신뢰도를

해치는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정부경영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로서 정부 경영평가 결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영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선행연구는 정부경영평가 점수를 종속변

수로 사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경영평가 점수 대신에 경영평가 등급(S∼

E)을 적용하였다. 경영평가제도가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임,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경영평가 점수가 아니라 경영평가 등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경영평가 등급을 이용한 환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

였다.

정부 경영평가제도에서 각 등급별로 최고 등급인 S는 6점, 최저등급인 E는

1점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종속변수로 경영평가 등급을 사용한 이유는 정부경

영평가단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해당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을 최종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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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의 입장에서도 기관의 성과상여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경영평가 등급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의 실질적 차이를 반영

하는 경영평가 등급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MB정부 시기에 시장형 공기업에 집중적으로 임명된 민간기업인

의 출신이 타 출신에 비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는지, 관피아로 대변되는 관료

출신 기관장이 준정부기관에서 얼마나 차별적인 경영성과를 발휘하는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내부승진 출신의 CEO의 경영성과가 타 출신에 비해 어떠한지

를 확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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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와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공기관 특성별,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평균을 비교

하고 임용유형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 기

관장의 임용 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임용유형별 평균비

교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금관

리형, 위탁집행형)의 기관장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를 분석하였고,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

형) 공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를 사용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

서는 선행 연구들의 자료를 참고하여 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정부경영

평가는 계량부문과 비계량부문으로 구분한 후 “계량점수”와 “비계량점수”를

구하여 각 기관의 경영성적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경영평가 등급을 결정한

다. 정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평

가툴이고,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정부경영평가

점수보다 기관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결과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

로 채택하여 민간기업과 가장 유사한 시장형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

였다.

그리고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임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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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출신 배경을 기준으로 정치인 출신, 관료 출신, 민간기업인 출신, 민간인기

타 출신, 내부승진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업규모(총자산), 설립기간, 종업원

수 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독립변수로 기관장 특성을 제시하였고 기관장

특성은 나이, 학력, 전공 등의 개인적 특성부터 퇴임 후 정치활동 등 다양한 특

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서 다수 논문에서 총자산,

설립기간, 종업원수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경영평가 점수, 고객만족도

점수, 총자산수익률, 계량인건비 비율 등을 사용하여 기관의 경영성과를 보여

주었다.

 [그림 3-1 ]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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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관유형과 CEO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평균을 비

교하고 임용유형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민간 출신 기관장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Positive)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의 경우, 관료 출신 기관장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경우, 관료 출신 기관장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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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 유형은 기관장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주요 경력을 기준으로 정치인 출신, 관료 출신, 민간기업인 출신, 민간

인기타 출신, 내부승진자 출신으로 구분하였다.

기관장의 주요경력의 판단은 본인 경력의 과반수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정

리하였는데, 정치인의 경우에는 최근 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정치인 출신은 정당인으로서 선출직 공직자 선거캠프 참여자, 특정 선

출직 정치인과의 인맥관계, 정당 소속 인사, 선출직 출마경험 유․무 등을 기

준으로 분류하였다. 본인 경력의 과반수가 관료로 활동하다 최근 4년이상 국

회의원 등(선출직 공무원)으로 활동했으면 정치인으로 분류하였다. 정치인 출

신 기관장은 공공기관의 대외적인 경영환경 관리 및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와의 업무관계 측면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료 출신은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공공기관

기관장 임용 유형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정부 관

료 출신이 퇴직 이후 민간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공기업 임원 등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관료 출신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군인이나 경찰도 관료

출신으로 분류하였다. 관료 출신 기관장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원

만한 업무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

다.

셋째, 민간기업인 출신은 민간기업의 경영진 또는 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을 지칭한다. 과거 MB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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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출신들이 다수 공공기관장으로 임용되었다. 그들은 공기업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재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하였다. 민간기업인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회사 경영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특성을 띠고 있다.

넷째, 민간인기타 출신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교수, 언론인 등을 말

한다. 이들은 한 분야에서 오랜 연구와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다섯째, 내부 승진자 출신은 해당 공공기관 출신자로서 최고경영자로 승진

한 사람이 해당한다. 내부 승진자는 해당 공공기관에서의 오랜 근무 경력과 내

부 장악력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직장에서 최고경영자의 위치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 경영성과 제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성규·곽채기, 2013)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공공기관의 정부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와 총자

산수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선정하였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수익성 지표인 ROA와 ROE를 포함하였고,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

형)의 경우, 정부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로만 경영성과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

용하였다.

정부 경영평가 등급의 경우 S등급부터 A∼E등급 등 총 6단계 등급으로 부

여받으므로 각 등급에 대해 S등급은 6점, A등급은 5점, B등급은 4점, C등급은

3점, D등급은 2점, E등급은 1점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총자산수익률은

각 회계연도별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을 사용하였고,

자기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써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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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14개 시장형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

형)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경영성과를 측정했다. 재임기간

이 6개월 미만의 기관장은 경영성과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니 총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관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하는 공공기관

에서 기관장직을 맡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이용하

여 종속변수(경영평가 등급, ROA, ROE) 및 통제변수(총자산, 설립기간, 종업

원수)를 파악하였다.

독립변수인 기관장 출신유형　파악을 위해 ‘조인스 인물정보’ 사이트를 이용

하여 기관장의 경력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와 기존 자료를 검토하여 가설을 세운 후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

하여 기술통계, 경영성과 비교를 위한 ANOVA 분석 및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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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기관장 출신유형별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금관리

형) 100개 기관의 연차별 기관장 임용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4 - 1>과

같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전체를 놓고 살펴

보면 관료 출신 기관장 비율이 52.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민간인기타 출

신 22.8%, 민간기업인 출신 11.4%, 내부승진 7.1%, 정치인 출신 6.2%의 분포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형 공기업에서는 민간기업인 출신(45.9%)과 내부

승진(30.2%) 비중이 높은 수준을 점하고 있는 반면에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기관장의 경우에는 관료 출신 비중(위탁집행형 59.3%, 기금관리

형 51.3%)이 민간기업인 출신 비중(위탁집행형 4.6%, 기금관리형 12.5%)에 비

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특이점으로는 민간인

기타 출신은 준정부기관에만 임용되었으며, 내부승진의 경우는 준정부기관에

서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점을 꼽을 수 있다.

 [표 4-1 ] 시장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용 유형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치인 4 5.9 5 7.2 19 6.0 28 6.2

관 료 13 18.0 40 51.3 182 59.3 235 52.5

민간기업인 23 45.9 10 12.5 14 4.6 47 11.4

민간인기타 - - 22 23.0 81 27.0 103 22.8

내부승진 16 30.2 7 5.9 9 3.0 32 7.1

합 계 56 100.0 84 100.0 305 100.0 4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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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변수(총자산, 설립기간, 종업원수) 특성

본 연구의 통제변수인 시장형 공기업․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의 총자산, 설립기간, 종업원 수 관련 기술통계량은 <표4-2>와 같다. 2009∼

2013년도말 기준으로 산술평균했을 때, 시장형 공기업의 총자산은 20,962억원,

설립기간은 242개월, 종업원 수는 3,445명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의 경우에는 총자산은 4,930십억원, 설립기간은 288개월, 종업원

수는 1,104명을 기록하고 있고,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경우에는 총자산은

1,038십억원, 설립기간은 232개월, 종업원 수는 821명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 ] 시장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통제변수의 특성
(단위: 십억, 개월, 명)

구 분
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 자 산 20,962 34,265 4,930 11,139 1,038 3,498

설립기간 242 159 288 164 232 201

종업원 수 3,445 5,469 1,104 1,464 821 1,731

3. 종속변수(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 ROA, ROE) 특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시장형 공기업의 경평평가 등급 환산점수, 총자산수

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그리고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

행형)의 기술통계량은 <표 4-3>과 같다. 우선 시장형 공기업의 경영평가 등

급을 S=6점, A=5점, B=4점, C=3점, D=4점, E=1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점수

는 3.66점, 즉 평균 B등급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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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와 ROE는 각각 1.35%, 2.45%를 보이고 있다. 한편,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수가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준정부기관(기금관리

형, 위탁집행형)의 경우에는 평균은 기금관리형은 3.61점, 위탁집행형은 3.58점

으로 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 시장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종속변수의 특성
(단위: 점, %)

구 분
시장형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평등급 환산점수 3.66 1.17 3.61 0.89 3.58 0.97

ROA 1.35 1.87 - - - -

ROE 2.48 4.14 - - - -

종속변수에 대한 제3의 원인변수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경영평가 점수가

좋은 기관에 특정 임용유형의 기관장이 임명되었을 경우, 특정 임용유형의 경

영평가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관별로

시계열적으로 경영평가 등급을 분석하였다. <그림 4-1>과 같이 기관별, 임용

유형별 다양한 등급을 확인한 결과, 기관별 다양한 등급과 임용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 시장형 공기업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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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관장의 임용 유형과 경영성과에 대한 차이분석

1. 공공기관 기관유형과 임용유형에 따른 성과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임용 유형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서 종속변수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구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표

4-4>와 같다. 이 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전체기관을 대상으로 임용유형별 경영성과, 즉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

수를 평균비교 하였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한정시켜 분석했을 경우, 민간기업인 출신과 관료

출신의 경영평가 평균이 <표 4-5>과 같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인 출신이 관료출신보다 평균적으로 정부경영

평가 등급 환산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ROA와 ROE는 유

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정부의 요금통제 및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재무성과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표 4-4 ] 기관장의 임용 유형과 경평등급 환산점수
(단위: 점, %)

구 분

전체 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경평등급

환산점수

경평등급

환산점수
ROA ROE

경평등급

환산점수

경평등급

환산점수

정치인 3.57 3.00 1.20 1.69 4.40 3.47

관 료 3.57 2.84 1.06 1.67 3.90 3.56

민간기업인 3.87 4.08 1.44 3.34 3.80 3.57

민간인기타 3.54 - - - 3.18 3.64

내부승진 3.53 3.53 1.50 2.11 2.57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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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 시장형 공기업 CEO 출신유형별 경영평가 평균비교
(기술통계)

　임용유형
개

수

경평등급

환산점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정치인 4 3.000 .8165 .4082 1.701 4.299 2.0 4.0

민간기업인 23 4.087 1.1246 .2345 3.601 4.573 1.0 6.0

관료 13 2.846 .9871 .2738 2.250 3.443 1.0 5.0

내부승진 16 3.875 1.1475 .2869 3.264 4.486 2.0 6.0

총계 56 3.661 1.1798 .1577 3.345 3.977 1.0 6.0

(분산 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15.285 3 5.095 4.324 .009

그룹 내 61.268 52 1.178 　 　

총계 76.554 55 　 　 　

(다중 비교)

임용유형
평균

차이(I-J)

표준

오차

유의

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Scheffe

정치인

민간기업인 -1.0870 .5880 .342 -2.786 .612

관료 .1538 .6206 .996 -1.639 1.947

내부승진 -.8750 .6068 .560 -2.628 .878

민간기업인

정치인 1.0870 .5880 .342 -.612 2.786

관료 1.2408* .3766 .019 .153 2.329

내부승진 .2120 .3534 .948 -.809 1.233

관료

정치인 -.1538 .6206 .996 -1.947 1.639

민간기업인 -1.2408* .3766 .019 -2.329 -.153

내부승진 -1.0288 .4053 .105 -2.200 .142

내부승진

정치인 .8750 .6068 .560 -.878 2.628

민간기업인 -.2120 .3534 .948 -1.233 .809

관료 1.0288 .4053 .105 -.142 2.200

* 평균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한정시켜 분석했을 경우에는, 정치인과 관료 출

신 등이 표 <표 4-6>과 같이 타 임용유형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내부승진

유형의 평균이 가장 저조하였다. 내부승진 유형의 기관장을 배출한 기관은 총

17개 기금관리형 기관 중 2개 기관으로 그 개수가 아주 적었다.

특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우에는 2009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경영실

적이 2009년(D등급), 2010년(C등급), 2011년(C등급), 2012년(D등급), 2013년(D

등급)의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영실적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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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승진 출신의 경영실적이 저조하게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로 내부승진

출신의 기관장의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표 4-6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관장 출신유형별 경영평가 평균비교
(기술통계)

　임용유형 개수
경평

점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정치인 5 4.400 .5477 .2449 3.720 5.080 4.0 5.0

민간기업인 10 3.800 .6325 .2000 3.348 4.252 3.0 5.0

관료 40 3.900 .8102 .1281 3.641 4.159 2.0 5.0

내부승진 7 2.571 .5345 .2020 2.077 3.066 2.0 3.0

민간인기타 22 3.182 .8528 .1818 2.804 3.560 1.0 4.0

총계 84 3.619 .8904 .0972 3.426 3.812 1.0 5.0

(분산 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18.423 4 4.606 7.678 .000

그룹 내 47.387 79 .600 　 　

총계 65.810 83 　 　 　

(다중 비교)

임용유형
평균

차이(I-J)

표준

오차

유의

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Scheffe

정치인

민간기업인 .6000 .4242 .736 -.738 1.938

관료 .5000 .3674 .763 -.659 1.659

내부승진 1.8286* .4535 .005 .398 3.259

민간인기타 1.2182* .3837 .048 .008 2.429

민간기업인

정치인 -.6000 .4242 .736 -1.938 .738

관료 -.1000 .2738 .998 -.964 .764

내부승진 1.2286* .3817 .043 .025 2.432

민간인기타 .6182 .2954 .365 -.314 1.550

관료

정치인 -.5000 .3674 .763 -1.659 .659

민간기업인 .1000 .2738 .998 -.764 .964

내부승진 1.3286* .3173 .003 .328 2.329

민간인기타 .7182* .2056 .022 .070 1.367

내부승진

정치인 -1.8286* .4535 .005 -3.259 -.398

민간기업인 -1.2286* .3817 .043 -2.432 -.025

관료 -1.3286* .3173 .003 -2.329 -.328

민간인기타 -.6104 .3361 .513 -1.671 .450

민간인기타

정치인 -1.2182* .3837 .048 -2.429 -.008

민간기업인 -.6182 .2954 .365 -1.550 .314

관료 -.7182* .2056 .022 -1.367 -.070

내부승진 .6104 .3361 .513 -.450 1.671

* 평균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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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 시장형 공기업 CEO 출신유형별 경영평가 평균비교(2007,2008년 포함)
(기술통계)

　임용유형
개

수

경평등급

환산점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정치인 5 3.000 .7071 .3162 2.122 3.878 2.0 4.0

민간기업인 31 3.935 1.0626 .1908 3.546 4.325 1.0 6.0

관료 19 3.263 1.1471 .2632 2.710 3.816 1.0 5.0

내부승진 16 3.875 1.1475 .2869 3.264 4.486 2.0 6.0

총계 71 3.676 1.1183 .1327 3.411 3.941 1.0 6.0

(분산 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8.244 3 2.748 2.322 .083

그룹 내 79.305 67 1.184 　 　

총계 87.549 70 　 　 　

(다중 비교)

임용유형
평균

차이(I-J)

표준

오차

유의

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Scheffe

정치인

민간기업인 -.9355 .5243 .372 -2.439 .568

관료 -.2632 .5468 .972 -1.831 1.305

내부승진 -.8750 .5574 .487 -2.474 .724

민간기업인

정치인 .9355 .5243 .372 -.568 2.439

관료 .6723 .3170 .223 -.237 1.581

내부승진 .0605 .3349 .998 -.900 1.021

관료

정치인 .2632 .5468 .972 -1.305 1.831

민간기업인 -.6723 .3170 .223 -1.581 .237

내부승진 -.6118 .3692 .438 -1.671 .447

내부승진

정치인 .8750 .5574 .487 -.724 2.474

민간기업인 -.0605 .3349 .998 -1.021 .900

관료 .6118 .3692 .438 -.447 1.671

* 평균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시장형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2007년 및 2008년까지 포함해서 평균비교를

했을 경우, <표 4-7>과 같이 유의수준이 0.083으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정부 경영평가는 2007년 경영평가 등급은 4단계(우수, 양호, 보통,

부진)로 평가했고, 2008년부터 6단계(S,A,B,C,D,E)로 평가했기 때문에, 2007년

경영평가 등급 점수는 우수는 5점, 양호는 4점, 보통은 3점, 부진은 2점으로 점

수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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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 시장형 공기업 CEO 출신유형별 ROA 평균비교(2007,2008년 포함)
(기술통계)

　임용유형
개

수
ROA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정치인 5 1.186% .3080% .1378% .803% 1.568% .9% 1.6%

민간기업인 31 1.366% 2.3764% .4268% .494% 2.238% -4.4% 6.6%

관료 19 1.064% 1.4118% .3239% .384% 1.745% -.4% 6.0%

내부승진 16 1.502% 1.4119% .3530% .750% 2.254% -2.5% 3.8%

총계 71 1.303% 1.8419% .2186% .867% 1.739% -4.4% 6.6%

(분산 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1.908 3 .636 .181 .909

그룹 내 235.584 67 3.516 　 　

총계 237.492 70 　 　 　

 [표 4-9 ] 시장형 공기업 CEO 출신유형별 ROE 평균비교(2007,2008년 포함)
(기술통계)

　임용유형
개

수
ROE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정치인 5 1.619% .4719% .2110% 1.033% 2.205% 1.2% 2.3%

민간기업인 31 3.447% 5.6570% 1.0160% 1.372% 5.522% -8.4% 17.2%

관료 19 1.631% 2.1261% .4878% .606% 2.656% -.9% 8.5%

내부승진 16 2.113% 2.6658% .6664% .693% 3.534% -7.0% 4.8%

총계 71 2.532% 4.1356% .4908% 1.553% 3.510% -8.4% 17.2%

(분산 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48.332 3 16.111 .940 .427

그룹 내 1148.915 67 17.148 　 　

총계 1197.248 70 　 　 　

시장형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2007년 및 2008년까지 포함해서 ROA, ROE

평균비교를 각각 시행했을 경우, <표 4-8> 및 <표 4-9> 과 같이 유의수준이

0.909와 0.427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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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관장 임용 유형과 경영성과 영향분석

1. 시장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영향분석 결과

시장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

른 경영성과 영향분석은 종속변수를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로 하고 기관장

임용유형을 독립변수로, 자산/설립기간/종업원 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식

을 계산했을 경우, 유의수준이 0.848로 전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

다.

2. 시장형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영향분석 결과

시장형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

은 종속변수를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로 하고 기관장 출신유형을 독립변수

로, 자산/설립기간/종업원 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식을 계산하면<표

4-10> 유의수준이 0.009로 유의한 결과치를 도출했으며, R2가 0.283으로서 본

모형은 약 28%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다. 독립변수 중 관료의 유의수준만이

0.015이며, β값이 -0.394로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시장형 공기업의 경

우, 관료출신의 기관장의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 평균은 2.84점으로서 민간기

업인 4.08점, 내부승진 3.53점, 정치인 3.00점에 비해 낮으며, 관료출신의 기관

장은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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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a)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3.833 .442 　 8.669 .000 　 　

Asset -2.666E-08 .000 -.774 -2.364 .022 .136 7.339

Month .001 .002 .185 .872 .387 .324 3.086

Employee .000 .000 .625 2.101 .041 .165 6.045

Career=관료 -1.091 .433 -.394 -2.522 .015 .599 1.670

Career=내부승진 -.340 .364 -.131 -.933 .355 .740 1.352

Career=정치인 -.845 .634 -.186 -1.333 .189 .750 1.333

a.종속 변수: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

 [표 4-10 ]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 임용유형별 경영평가 점수 회귀분석
(모형요약)

모형 R R제곱
조정된

R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통계 변경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수준

F 변화량

1 .532a .283 .196 1.0580 .283 3.231 6 49 .009

a. 예측변수: (상수), Career=정치인, Career=관료, Career=내부승진, Asset, Month, Employee

(분산분석
a
)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21.701 6 3.617 3.231 .009
b

잔차 54.852 49 1.119 　 　

총계 76.554 55 　 　 　

a. 종속 변수: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

b. 예측변수: (상수), Career=정치인, Career=관료, Career=내부승진, Asset, Month,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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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

은 종속변수를 ROA로 하고 기관장 출신유형을 독립변수로, 자산/설립기간/종

업원 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식을 계산하면 유의수준이 0.009로 모형의 설

명력은 가지고 있으나, 전체 독립변수에서는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표 4-11 ]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 임용유형별 ROA 회귀분석
(모형요약)

모형 R
R제

곱

조정된

R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통계 변경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수준

F 변화량

1 .533a .284 .196 1.6810 .284 3.240 6 49 .009

a. 예측변수: (상수), Career=정치인, Career=관료, Career=내부승진, Asset, Month, Employee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54.927 6 9.155 3.240 .009b

잔차 138.460 49 2.826 　 　

총계 193.387 55 　 　 　

a. 종속 변수: ROA

b. 예측변수: (상수), Career=정치인, Career=관료, Career=내부승진, Asset, Month, Employee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2.686 .703 　 3.824 .000 　 　

Asset -3.703E-08 .000 -.677 -2.067 .044 .136 7.339

Month -.001 .002 -.125 -.589 .559 .324 3.086

Employee 8.446E-05 .000 .246 .829 .411 .165 6.045

Career=관료 -.874 .687 -.199 -1.272 .210 .599 1.670

Career=내부승진 -.702 .578 -.171 -1.213 .231 .740 1.352

Career=정치인 -1.187 1.007 -.164 -1.178 .244 .750 1.333

종속 변수: R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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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

은 종속변수를 ROE로 하고 기관장 출신유형을 독립변수로, 자산/설립기간/종

업원 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식을 계산하면 유의수준이 0.003로 모형의 설

명력은 가지고, 내부승진 유형만이 음의 영향력을 갖는다.

 [표 4-12 ]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 임용유형별 ROE 회귀분석
(모형요약)

모형 R
R제

곱

조정된

R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통계 변경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수준

F 변화량

1 .573
a

.328 .246 3.6008 .328 3.986 6 49 .003

a. 예측변수: (상수), Career=정치인, Career=관료, Career=내부승진, Asset, Month, Employee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310.100 6 51.683 3.986 .003
b

잔차 635.314 49 12.966 　 　
총계 945.414 55 　 　 　

a. 종속 변수: ROA

b. 예측변수: (상수), Career=정치인, Career=관료, Career=내부승진, Asset, Month, Employee

(회귀분석)a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

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6.405 1.505 　 4.256 .000 　 　

Asset -8.590E-08 .000 -.710 -2.238 .030 .136 7.339

Month -.004 .005 -.173 -.840 .405 .324 3.086

Employee .000 .000 .305 1.059 .295 .165 6.045

Career=관료 -2.946 1.473 -.303 -2.000 .051 .599 1.670

Career=내부승진 -3.001 1.238 -.330 -2.423 .019 .740 1.352

Career=정치인 -3.927 2.157 -.246 -1.821 .075 .750 1.333

a. 종속 변수: 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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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3 ] 시장형공기업기관장임용유형별경영평가점수회귀분석(2007, 2008년포함)
(모형요약)

모형 R R제곱
조정된

R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통계 변경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수준

F 변화량

1 .469a .220 .147 1.0330 .220 3.007 6 64 .012

a. 예측변수: (상수), Career=정치인, Career=관료, Career=내부승진, Asset, Month, Employee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19.254 6 3.209 3.007 .012b

잔차 68.295 64 1.067 　 　

총계 87.549 70 　 　 　

a. 종속 변수: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

b. 예측변수: (상수), Career=정치인, Career=관료, Career=내부승진, Asset, Month, Employee

(회귀분석a)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3.608 .363 　 9.935 .000 　 　

Asset -2.602E-08 .000 -.744 -2.909 .005 .186 5.365

Month .001 .001 .212 1.127 .264 .344 2.904

Employee .000 .000 .661 2.610 .011 .190 5.257

Career=관료 -.573 .343 -.228 -1.669 .100 .652 1.535

Career=내부승진 -.129 .331 -.049 -.389 .698 .784 1.275

Career=정치인 -.627 .544 -.144 -1.152 .254 .776 1.289

a.종속 변수: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

시장형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2007년 및 2008년까지 포함해서 회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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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면<표 4-13> 유의수준이 0.012로 유의한 결과치를 도출했으며, R2가

0.220으로서 본 모형은 약 22%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다. 독립변수 중 유의미

한 값을 가지는 변수는 없다.

단, 정부 경영평가는 2007년 경영평가 등급은 4단계(우수, 양호, 보통, 부진)

로 평가했고, 2008년부터 6단계(S,A,B,C,D,E)로 평가했기 때문에, 2007년 경영

평가 등급 점수는 우수는 5점, 양호는 4점, 보통은 3점, 부진은 2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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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영향분석 결과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은

종속변수를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로 하고 기관장 임용유형을 독립변수로,

자산/설립기간/종업원 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식을 계산하면 유의한 결과

가 도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여 회귀분석을

했을 경우, 유의수준이 0.003으로 유의한 결과치를 도출했으며, R2가 0.284으로

서 본 모형은 약 28%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다. 독립변수 중 내부승진과 민간

인기타 출신의 β값이 각각 -0.663, -0.405로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기

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내부승진과 민간인기타의 기관장의 임용유형이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 했을 때, 정치인(5명), 내

부승진(7명), 민간기업인(10명), 민간인기타(22명), 관료(40명)으로 파악하였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절반은 관료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평균비교에서는 정치인 출신의 기관장의 경영평가 환산점수가 가장 높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해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의 경우,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정치인, 관료출신 기관장의 임용유형이 정부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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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a)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4.500 .376 　 11.985 .000 　 　

Asset 4.049E-09 .000 .046 .305 .762 .732 1.366

Month -.001 .001 -.199 -1.373 .178 .772 1.295

Employee -9.782E-05 .000 -.183 -1.048 .301 .537 1.861

Career=내부승진 -2.046 .498 -.663 -4.111 .000 .627 1.596

Career=민간기업

인
.018 .528 .005 .034 .973 .679 1.472

Career=민간인기

타
-.890 .336 -.405 -2.646 .012 .696 1.437

a.종속 변수: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

 [표 4-13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관장 임용유형별 경영평가 점수 회귀분석
(모형요약)

모형 R R제곱
조정된

R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통계 변경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수준

F 변화량

1 .630a .397 .299 .8292 .397 4.059 6 37 .003

a. 예측변수: (상수), Career=정치인, Career=관료, Career=내부승진, Asset, Month, Employee

(분산분석
a
)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16.744 6 2.791 4.059 .003
b

잔차 25.438 37 .688 　 　

총계 42.182 43 　 　 　

a. 종속 변수: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

b. 예측변수: (상수), Career=정치인, Career=관료, Career=내부승진, Asset, Month,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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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임용유형이 기관별 경영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3년 현재

공공기관은 295개 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개, 기타공공기관 178개 기

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중 시장형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가장 가까운 특성

을 가지고 있고, 준정부기관은 정부기관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 시장형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 기관의 성과를 향

상시킬 수 있는 출신의 기관장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

하였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경력을 분석 및 임용유형을 결정하여 5가지 유형별로 변수화 하였다. 우선 시

장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임용유형별로 최근 5개년도(2009

년 ∼ 2013년)경영성과 평균비교를 우선 수행하고, 이후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기관별 구분하여 임용유형별로 경영성과 평균비교를 하였다.

이후 기관유형과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

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기관별 자산, 설립기간, 종업원 수를 변수화하였고,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서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히 정부경영

평가 결과를 적용하였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ROA와 ROE를 종속변수

로 추가하여 민간기업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였다.

평균비교의 분석결과를 보면, 기관장의 임용 유형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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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인에 대한 단순 산술평균값을 구하여 측정하였으

며, 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전체기관을 대상

으로 임용유형별 경영성과를 확인했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도

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한정시켜 분석했을 경우, 민간기업

인 출신과 관료출신의 경영평가결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인 출신이 관료출신보다 평균적으로 정부경영

평가 등급 환산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ROA와 ROE는 유

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시장형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인 출신

의 기관장의 재무결과가 좋을것이라 예측했지만, 정부의 요금통제 및 정부정

책 등으로 인해 재무성과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시장형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2007년 및 2008년까지 포함해서 평균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최근 5개년도 평균비교와 결과치가 다르게 나왔다. 민간기업인

출신과 관료출신의 평균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임용유형별 정부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의 평균의 차이

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한정

시켜 분석했을 경우, 정치인 등 경영평가등급 환산점수 평균점수가 높은 출신

들이 내부승진자 등과 같은 경평등급 환산점수가 낮은 출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부승진 출신 기관장이 근무한 기

관은 총 17개 기금관리형 기관 중 2개 기관으로 그 개수가 아주 적고, 특히 한

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우에는 2009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경영실적이 2009

년(D등급), 2010년(C등급), 2011년(C등급), 2012년(D등급), 2013년(D등급)의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영실적으로 인해 내부승

진 출신의 경영실적이 저조하게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로 내부승진 출신

의 기관장의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시장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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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영향분석은 종속변수를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로 하고 기관장 출신

유형을 독립변수로, 자산/설립기간/종업원 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식을 계

산했을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에 기관의

특성과 크기(종업원 수, 자산, 설립기간 기준)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임용유

형이 경영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시장형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

은 종속변수를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로 하고 기관장 임용유형을 독립변수

로, 자산/설립기간/종업원 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식을 분석하면 관료출신

의 기관장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관료출신의 기관장의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가 타 출신에 비해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07년 및 2008년까지 포함하여

회귀식을 계산하면 독립변수 중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변수는 없었다.

시장형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

은 종속변수를 ROA로 했을 경우, 출신유형별로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ROE의 경우에는 내부승진 출신이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내부승진자 출신 기관장들이 정부정책(자원외교 등)을

적극수행하는도중에기관수익성을떨어뜨리는역할을한것이라추정할수있다.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은

종속변수를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로 하고 기관장 임용유형을 독립변수로,

자산/설립기간/종업원 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식을 분석하면 의미 있는 결

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성별, 크기별로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임용유형이 차별성 있는 성과를 보이기

가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한정

시켜 분석했을 경우, 내부승진 및 민간인기타 출신들의 경영평가 환산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내부승진 출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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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표본수가 극히 적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영평가 결과로 내부승진

유형의 경영실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

관에서 내부승진 임용유형이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관유형과 기관장의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기관군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임

용유형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군별[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기

금관리형, 위탁집행형)]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시장형 공기업으로 한정해서 기관장 임용유형별 최근 5개년도 경영성

과를 평균비교 해 보면, 민간기업인 출신이 관료출신보다 정부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민영화 검토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및 2008년을 포함하여 분석했을 경우, 평균의 차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형 공기업으로 한정해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

을 회귀분석 하면,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

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및 2008년도를 포함하여 분석했을

경우, 유의미한 독립변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은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경

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시장형 공기업 14개 기업의 기관장 유형중 민간인 기타(언론인, 교수,

연구원 등) 출신의 기관장은 확인할 수 없었고 내부승진 출신의 기관장은 최

근 들어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기관장 임용시 내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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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기관장의 경쟁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결과라 추정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종속변수를 ROE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면 내부승진 출신만이 유일하게 부정

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과거 MB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투자해서 좋지 않은 재무성과를 가져온 결과라 추정할 수 있고, 이것은

내부출신 기관장이 정부의 간섭에 타 출신보다 더욱 구속받고 자율적이지 못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분석대상이 5명뿐인 정치인을 제외하

면 관료의 경평등급 환산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관료의 전문성이

경영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비전문가인 정치인의

경영평가 환산점수가 높은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경영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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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결과 한계

본 연구는 제한된 지표와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관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정부경영평가 등급을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였고, 시장형 공

기업의 경우, ROA, ROE를 사용하였는데 재무적 수치는 준정부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총 14개 기관이지만 한

국남동발전 등 발전 6사는 2011년부터 정부경영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

평가가 없어 한정된 자원으로 분석을 시행했다.

그리고, 기관의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기관장의 임용유형으

로 간주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동일 유형의 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국

회의원을 지낸 기관장, 지방정부의 선출직 출신 기관장 등 정계에 영향력을 발

휘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대상 및 평가유형 분류의 문제점 등 정부경영평가 제도의 문제

점(기획재정부, 2013)이 제기되는 시점에 기관의 경영성과 비교를 정부 경영평

가 등급으로 설정한 부분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비교집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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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Differences in Business Performance

by Type of Institution and Type of

Appointment of CEO in Public Institution

- Focusing on Market-Type Public Institution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Cho Kyu-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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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t the beginning of a new government, new and gifted people should be

selected and appointed to important positions for sharing the governmental

philosophy with the president. Ministers of the central government are the

people appointed to take key positions for assisting the president and

fulfilling the campaign promises of the president, and public institutions are

of great importance in the national economy as the policy tools directly

communicating with people.

The strict supervis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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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 center management system ar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supply various fields with

public properties.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a personnel management

system which can appoint capable people to the leaders of public

institutions for growth and develop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usiness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2007 by

type of institution(market-based public corporations, fund-management-based

quasi governmental organizations, commissioned-service-base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ype of appointment of CEO and tried to use the results

as a personnel qualification standard for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business performance of 14 market-based

public corporations and 87 quasi governmental organizations (fund-management-based

organizations, commissioned-service-based organizations) among the public

institutions select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or studying

on the heads of market-based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fund-management-based organizations, commissioned-service-based

organizations), this study selected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from 2009

to 2013, and classified the origin of the heads of market-based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nto five –promotion

from within, governmental officials, politicians, private entrepreneurs, and

other civilians- to analyze business performance.

First, this study compared the average business performances by type of

appointment in whole market-based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n compared the averag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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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s by type of appointment in each institution.

Second, this study performed the regression analysis on type of

institutions and type of appointment of hea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selected capital of each institution, time of establishment, and

number of employees as the control variables, and then applied the results

of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on market-based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by government for the variables to

measure business performance. Also, ROA and ROE were added as

dependant variables to evaluate market-based public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 standards for general private companies.

For the result of analysis on comparison between the averages, this study

calucated and measured the simple arithmetic mean values for the

dependant variables to verify the difference in business performances by

type of appointment of head. As a result of verifying business performance

by type of appointment in whole market-based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ere was

no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averages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of

private-entrepreneur-turned-heads and governmental-official-turned-heads

when only market-based corporations were analyzed. In other word, the

private-entrepreneur-turned-heads were verified to show higher averages

thant the governmental-official-turned-heads in the result of the

governmental management evalu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meaningful average difference in ROA and ROE. The

private-entrepreneur-turned-heads in market-based corporatio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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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to have better financial results, whereas the price control and

policy of government were predicted to cause difficulties in concluding good

financial results. Fo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re was no

difference in averages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by type of

appointment. However, there was mor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among the politician-turned-heads with higher averages in the

governmental management evaluation than the heads who were promoted

from within and showed lower average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when only fund-management-based quasi governmental organizations were

analyzed. However, the the heads promoted from within could not be

considered to show lower average of result of management evaluation

because only 2 out of 17 fund-management-base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had the heads promoted from within, and one of the two,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had been rated one of the worst

organization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There was no meaningful result after calculating the regression formula

based on the result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s dependant variables,

the origins of heads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capital/period of

establishment/number of employees as the control variables for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business performance by type of appointment of head of

whole market-based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Howeve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varied in

characteristics and size(number of employees, capital, standard for period of

establishment), so there could be a limitation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business performance by type of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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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al-officials-turned-heads proved to negatively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after calculating the regression

formula based on the result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s dependant

variables, the type of appointment of heads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capital/period of establishment/number of employees as the control

variables for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business performance by type of

appointment of head of market-based public corporations. In other words,

the result of management evaluation of the

governmental-officials-turned-heads proved to have more negative

influence than others.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for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business performance by type of appointment of head of market-based

public corporations when ROA was the dependant variable. However, when

ROE was the dependant variable, the head promoted from within negatively

effected on business performance.

There was no meaningful result after analyzing the regression formula

based on the result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s dependant variables

and same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for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business performance in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varied in characteristics and size, so

it was difficult to show different result from others for a certain type of

appointment. However, the heads promoted from within and the

other-civilian-turned-heads proved to negatively effect on the result of

managemen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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