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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논문은 인적자본비용인 인당교육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비가 재무성과인

인당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공기업과, ,

민간기업을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나아가 인적자본비용의 효과를 파악함에,

있어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구분되는 조직유형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인적자본비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그나마도 공공기관에 관한 연구는 횡단면적 연구로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민간기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의 수준을 파악,

하고 기업성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

정된 공기업 중 개 기관 민간기업은29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

패널자료 중 종업원수 인 이상 자본금 억원100 , 3 이상 기업 중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 재무정보를 일관성있게 공시한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51

며 실증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년부터 년까지 총 년간의 자료를, 2004 2013 10

이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인당연구개발비 인당광고선전비 기업규모 부채, , ,

비율 업종을 사용하였고 가설을 검증하는 모든 분석에서 연도더미변수를, ,

포함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차효과는, t-1

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인당교육훈,

련비는 인당매출액과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시차효과는 인당매출액의 경우 당기 기 기가 통계적으로. , t-1 , t-2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

기의 인당교육훈련비와 유의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복리후생t-3 .

비는 인당매출액에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차효과(+) ,

는 당기와 기에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t-1 .



둘째 민간기업의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인당교,

육훈련비는 인당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모두 유의하지, ,

않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인당복리후생비는 인당매출액에만 정 의 영향을,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효과에 있어서는 인당복리후생비의 경우 당기. ,

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 .

셋째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본비용, t 검정 결과 인당교,

육훈련비 인당복리후생비 모두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공기업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공기업 대비. ,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다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투자를 하더라도 교.

육을 받은 종업원이 이직을 하게 되면 기지출한 교육투자비는 매몰비용이

되며 이직률이 높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위험부담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민간기업에서는 교육훈련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라 판단되며 복리후,

생비 지출이 민간기업에서 더 적은 것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

이다.

넷째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기업 민간기업의, ,

조직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당교육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비,

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인당매출액에서는 유의한 정 의 결(+)

과가 나왔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 ,

과가 나타났다 유의한 결과가 나온 인당매출액에 있어서는 인당교육훈련비.

와 인당복리후생비가 인당매출액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의 조직유형이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민간기업보다 공기업. ,

에서의 인당교육훈련비 인당복리후생비가 인당매출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인당교육훈련비 인당복리후생비 모두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인적자본비용을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

는 것이다 비록 인당교육훈련비의 효과성이 공기업에서만 유의한 결과로 나.

타나긴 했지만 본 논문의 결과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높은 경제



적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이론인 인적자본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인적자,

원에 대한 투자방식을 교육훈련 뿐 아니라 종업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

리후생에 대한 지원 또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고 본다 첫째 교육훈련비는 단지 지출이 아니라 투자의 의미를 가지며 기. ,

업의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보다 적.

극적인 교육훈련 투자와 함께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며 공기업에 있어서는 교육훈련의 시차효과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도 민간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특정 재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교육훈련에 의무

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논문에서. ,

도 입증되었다시피 복리후생비 지출은 재무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복리후생비 지출을 통해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

만 복리후생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어떻게 운용, 관리 보완할 것인가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재무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표본수에 제한이 있을 수밖

에 없었고 재무성과 변수로 기업활동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을 한계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인적자본비. ,

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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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절 연구배경 및 목적1

현대사회가 산업기술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인적자원은

사회발전과 생산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생산의 대 요소. 3

는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이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토지가 중요했으나, , . ,

이후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자본과 기술이 중요해졌다 이 시기의 노동은.

정신노동보다는 육체노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기 후반 지식이 사회의. 20

중심이 되면서 토지와 자본 그리고 기술을 포함하는 물적 자원보다는 인적,

자원이 더 중요해졌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은 핵심적인 생산요소의 하.

나가 되었고 물적 자본의 생산성은 인적자원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 이창길( , 2013).

이처럼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도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

를 도출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와 사회문화 수준의 향상 급격한 환경변화. ,

등으로 다른 자원에 비해 인적자원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

지고 있다 인적자원은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을 효과

적으로 관리하고 훌륭한 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와 는Shultz(1961) Becker(1962,1964) 교육을 통

해 습득된 개인의 기술력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결과와 유사성을 지닌다

는 이론을 제안했다 즉 인적자본에 대한 교육적 투자를 통해 조직 구성원. ,

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구성원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

으로 기업성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인적자본이론.

에 따른 교육적 투자 외에도 보상적 투자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보상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임.

금 복리후생의 경제적 보상과 직무환경의 개선 등의 비경제적 보상이 있는,



데 이러한 보상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또 다른 조직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

적자원에 대한 보상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교육적 투자와 보상적 투자.

로 구분하였는데 인적자본비용은 교육적 투자에 대한 지출인 교육훈련비와

보상적 투자에 대한 지출인 복리후생비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기업의 생리는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

의 경영성과를 창출하려는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적인 이익.

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부문은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부분과 비교하여 그 경영환경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방식과 그에 따른 효과 또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예산낭비와 느슨한 인,

력관리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많은 비판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급기야.

정부는 년 말에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개2013

혁을 구체화하였는데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관별 이행계획과 실적을 평가하였다 방만경영 정상.

화 가이드라인에는 과도한 복리후생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

는데 기관별로 인당 복리후생비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도록1

하였다.

그런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논문에서 복리후생비는 종업원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통한 직무몰입 및 직무만족 나아가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복리후생비 지출을 축소하도록 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복리후생비는 경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과연 복리후생비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복리후생비 및 교육훈련비와 기업성과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공공부문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과연 공공부문에서

도 선행연구와 같이 유사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인적자본비용인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가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기업의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

점을 두면서 민간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함이 목적이다 구체.

적으로 첫째 공기업의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둘째 민간기업의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 ,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인적자본비용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

다 넷째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기업과 민간기. ,

업으로 구분된 조직유형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후속연구.

의 필요성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업 인적자본. ,

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민간기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기업에,

있어서의 인적자본비용의 수준 및 효과성을 파악하고 기업성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적자본비용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제 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2

본 논문은 인적자본비용인 인당교육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비가 재무성과인

인당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공기업과, ,

민간기업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인적자본비용의 효과를 파악함에 있어,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구분되는 조직유형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공기업의 범위는 공공기관운

영에관한법률 제 조 항에 의하여 공기업으로 지정된 개 공기업 시장형5 3 30 (

개 준시장형 개 기관 중14 , 16 )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제외한 개 공기업을29

대상으로 한다 민간기업의 범위는 종업원수 인 이상 자본금 억원 이. 100 , 3

상 기업 중 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를 년부터 년까지 일관성 있2004 2013

게 공시한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51 .



본 논문의 분석방법은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인당교육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비 종속변수인 인당매출액, ,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통제변수인 인당연구개발비 인당광고선, , ,

전비 기업규모 부채비율 업종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과 변수간 상관분석, , ,

을 실시한 후 다중회귀분석과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

한다 또한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시차효과를 보다. ,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시차를 년으로 설정하여 검증모형1

에 포함하되 시차효과가 년까지 지속되는지 또는 나타나는지를 검증한다3 .

본 논문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장은 서론으로써 연구배경. 1

및 목적과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제 장은. 2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들을 바탕으로 인적자원비용과 관련한 이론을 정리하고, ,

기업성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적 투자인 교육훈련의 개념과

보상적 투자인 복리후생비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훈련.

비와 복리후생비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본 논문과의 차이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장에서는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고 본 논문과 관련. 3 ,

된 변수들을 정리한 후 연구가설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조사방법 및.

자료분석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장은 본 논문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4

기초통계량과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한 후 다중회귀분석과 패널분석

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제 장은 결론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5

요약 시사점 및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제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2

제 절 이론적 배경1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론1.

인적자원관리이론1.1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은 투자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인적자원에 대

한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함으로써 인적자원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조직의 성과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업 내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급격한 환

경변화에 대처하고 조직경쟁력 확보를 통해 인적자원이 조직의 성과에 기여

하는 정도도 더욱 커지고 있어 인적자원은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적,

인 성장을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개념에 관리 활동이 더해져 인적자원관리라는 개념을

형성한다.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란 기업이 경영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며 보상 유지 및 동기

부여하는 일련의 과학적 관리활동이다 인적자원관리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경영활동의 중요한 기능 중 한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

은 인적자원관리를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영활동의 목표 즉 기업, ,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은. Fayol(1916)

기업의 경영활동을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하나인 관리활동을 계획 조6 ,

직 지휘 조정 통제의 과정으로 설명하였으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효율적으, , , ,

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 제시하였다. 즉 인적자원관리란 기업의,

경영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 개발 유지 및 동기부여에 관한, ,

일련의 과학적 관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에 속해 있는 모든 조직에

에서 인적자원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은 년대 초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1900



고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던 일련의 연구팀들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이들의 주

장을 통틀어서 고전적 조직이론이라고 한다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인식에 기.

초한 고전적 조직이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의 과학적 관리법Taylor(1911)

이다 의 과학적 관리법은(Scientific Management) . Taylor 테일러 시스템

이라고도 하는데 작업과정의 능률을 최고로 높이기 위하(Taylor System) ,

여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를 기초로 노동의 표준량을 정하고 임금을 작업량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기계적 접근법이다 과학적.

관리법은 주로 공장관리에 초점을 두고 능률적인 작업과 생산성 향상을 목

표로 하는 조직관리 원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가능.

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업자들의 노동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연결시키는 데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조직의 전 구성원과 부.

서의 행동은 이렇게 합리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 통제되고 조

정되었던 것이다 임창희 과학적 관리법은 오늘날까지 조직이론의( , 2010).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순점 또한 지적되었는데 노동력을,

기계와 동일시하고 생산에 있어서 인간적인 요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산업혁명 이후 계속적으로 급속하게 상승일로를 달리던 기계중심의 편협한

생산주의에 대한 맹종이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기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인간의 위치가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때 신고전이론이 등장하였는데. ,

신고전이론은 경제적 수단적 능률보다는 사회적 능률을 더 강조하였으며, ,

조직구성원의 감성적 정서적 측면을 중요시하고 공식적인 관계보다는 비공,

식적인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송교석 윤두열 신고전이론의 대( , , 2005).

표적 이론이 바로 의 인간관계론Mayo, E.(1945) (Human Relations

이다Theory) . 과학적 관리론의 반발로 등장한 인간관계론은 등 하버Mayo

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들이 미국 서부전기 회사 호손(Western Electric)

공장에서 년부터 년까지 수행한 일련의 실험에 의(Hawthorne) 1927 1932

해 이론적 틀이 마련되었다 인간관계론의 요지는 조직구성원의 생산성은 단.

순히 경제적 유인으로만 자극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간적 요인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인관계와 비공식 집단 등을 통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 중요하며 민주적 리더십 하의상달적 커뮤니케이션이 인적자원 관리,

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인간관계론 역시 고전적 조직이론에. ,



비하여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감정, .

적정서적 인간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에 대해 흥분한 나머지 공식조직은 무․

조건 무시하고 비공식 집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였으며 합리적경제적 요소, ․

를 등한시하고 감정의 충족과 인간관계 유지에만 관리력을 집중시키는 우를

범했던 것이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이 인간 없는 조직 이라고 비판 받은. ‘ ’

것처럼 인간관계론은 조직 없는 인간 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 받았다‘ ’

임창희 이렇듯 임금과 복리후생 등의 경제적 보상과 함께 인적자( , 2010).

원을 향한 비경제적 보상 영역을 구축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분이 인식되면,

서 인적자원관리이론은 보다 전략적인 인적자원관리이론으로 발전되었다, .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은 의 이론에서 시작되었Miles(1965)

다고 볼 수 있다 는 상사의 부하에 대한 감독식의 상하관계의 전통적. Miles

인사관리에서 상사는 부하에 대한 역량 강화와 능력 개발을 이끌어내는 관

리자로써 나아가 부하 스스로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관리하고 업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게 하는 인적자원관리적인 관리모델을 제시하였다(Miles,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복합적인 현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R.E., 1965).

개념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연구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 .

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서 전략적 이라는Chadwick & Cappelli(1999)

단어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시하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함축적으로 설명

하고 있다 첫째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의 전략적 수준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

미친다는 의미이다 둘째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의 전략 및 목표와 적합성을. ,

가진다는 의미이다 셋째 인적자원관리 활동들간 수평적인 통합과 적합을. ,

통해서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전략

적인 지원을 하는 의미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결국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의 목적을 잘 반영하여,

경영과정과 잘 연계되면서 인적자원관리의 각 기능 간에도 조화를 이루어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활동들 각각이 별개가 아닌 내적으로 일관성을 중시하,

면서 조직 또는 전략적 사업단위를 기준으로 인적자원관리 활동들과 조직체

의 환경 및 전략과의 적합성이 강조된다 차영덕( , 2010).



즉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란 기업의 조직목표와 내외부환경을 모두 고려해, ․

가장 적합한 인력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조직의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하

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특징으로는 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정해진 전략.

을 기반으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부터 보상과 교육정책을 고려하고 당해,

보상이 실시됨과 동시에 다음 채용전략과 교육훈련 시스템을 다시 고려하면

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명심( , 2011).

이러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전통적 인적자원관리와 비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전통적 인적자원관리가 개인이나 팀 단위에 초점을. ,

맞추어 그들의 만족도와 태도 행동과 직무수행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전략적 단위인 조직에 초점을 맞추,

어 그것의 경영성과와 비교경쟁우위 확보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목적으

로 수행되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이 추구하는 전략과. ,

무관하게 수행되었던 데 반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관리를 조직,

의 전략과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략목적을 효과적으로 달

성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인적자원을 조직의 핵.

심 역량화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데 있

다 이학종 양혁승( , , 2012).

표 인적자원관리이론의 시대적 배경 및 주요 논점< 1>

구 분 시대적 배경 주요 논점

전통적

인사관리

과학적 관리론에서 시작･

･생산과 작업의 기술적 측면

중시

생산요소로써 인력의 효율적 관리･

와 활용

경영자와 종업원의 종속관계 비용･

의 관점

인적자원관리

･전통적 인사관리의 한계 인식

･인적자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

필요성 인식

인적자원에 대한 통합적 제도･

･인적자원을 자산관점으로 파악

훈련개발 의사소통 동기부여, ,･

강조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노동생산성 및 산업의 정체기

직면

전략적 관리에 관심･

･기업전략과 인적자원관리의 통합

인적자원의 확대를 강조하는 패러･

다임



인적자본이론1.2

인간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몸속에 축적시킨 지식 기술 등은 마치 기계,

가 가진 생산력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인적자본이란 사람에게 투자,

하면 회수 가능한 가치가 형성된다는 개념을 강조한 용어이다. 년대1960

초 와 는 교육을 통해 습득된 개인의 기, Shultz(1961) Becker(1962,1964)

술력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결과와 유사성을 지닌다는 이론을 제안했다.

즉 인간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투자도 투자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실물자,

본처럼 수익을 내게 된다는 것인데 와 는 이러한 개발 가능한, Shultz Becker

지적자산을 인적자본이라고 하였다.

인적자본 은 물적자본 과 구별하여 근로(human capital) (physical capital) ,

자의 경험을 통해 체화된 근로자의 지식 기술숙련도 교(knowledge), (skill),

육수준 직업훈련 정도 건강 등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생, ,

산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는 인적자본을 투(Becker, 1975). Parnes(1984) ‘

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근로자의 노하우 와 능력(know-how)

이라고 하였다 과 은 인적자본을 기업에(abilities)’ . Snell Dean(1992) ‘

경제적 가치를 더하는 근로자가 보유한 기술 경험 지(skills), (experience),

식 으로 정의하였고 선발 교육훈련 보상과 같은 일반적(knowledge)’ , , ,

제도를 통해 인적자본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외부에서 근HRM .

로자를 고용하는 선발과 내부에서 개발하는 교육훈련이 기업의 인적자본형

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은 인적자본은 개. Coleman(1998)

개인의 기술과 능력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체계화된 교육과 훈련을 통,

해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경험들을 통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은

기업이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과. Carmeli

은 인적자본을 독창적이며 모방이 힘들고 대체 불가능Schubroeck(2005) ‘ , ,

한 인적 자원의 기술 지식 경험 능력의 총체 로 정의하였다, , , ’ .

교육을 통해서 축적된 생산력은 결국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연결된다는 측

면에서 인적자본의 개념은 교육의 투자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인적자본이



론 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는(Human Capital Theory)

근본으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개인의 능력 및 노동생산성

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높은 경제적 수익 즉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 가치와, ,

높은 생산력을 가져다준다는 이론으로 년대 말부터 미국의 노동경제학1950

에 새롭게 등장하여 와 등에George P. Shultz(1961) G. S. Becker(1962)

의해 발전되어 왔다 서은아( , 2012).

는 초기의 교육과 경험으로부터의 노하우 취득을 강조했다Mincer(1974) .

즉 그는 교육을 투자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간주하고 자산으로서의 교육에, ,

있어 투자 회수율 에 대한 분석(The Return On Investment In Education)

적 구조를 제안했다 즉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는 더 나은 금전적 보상을. ,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지닌 개개인의 인적자본을 개발시켜주기

때문에 신입사원과 기존사원에 관계없이 교육에 대한 투자와 고용조건에 맞,

는 기술에 대한 투자는 인적자본을 활용함에 있어서 능력있는 핵심요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는 인적자본이론의 본질을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의Becker(1975)

투자가 인적자원으로서의 근로자의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

성과 이익향상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인적자본에 대한 현재의 투자가 향상된 미래의 결과를 얻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는 인적자본에 해당하는 종업원들에게 개인. Becker(1975)

의 기술과 지식개발에 투자하는 정도와 임금 인상이나 권한과 지휘와 같은

보상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제안했다.

의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교육과 경험을 통해 산업공학기술과Barney(1991)

지식 및 전문적으로 개발된 높은 질의 인적자본은 보다 높은 성과를 성취한

다고 지적했으며 그러므로 인적자본은 자원기반적인 관점에서 확고한 가치,

를 지닌 희소하고 독특한 자원이며 거대한 경쟁적 우위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은 인적자본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에 기Davenport & Prusak(1998)

여하는 시간과 노력 활동과 능력의 의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조직, ,



의 구성원들은 단지 자산의 개념을 넘어 인적자본을 창출하는 투자자의 개

념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기업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최대효.

과를 얻기 위하여 인적자본을 교육하고 양성 및 개발해야 하며 조직의 전략,

을 인적자본 개개인의 충성도와 몰입도에 일치시키고 인적자본 개개인에게

기대되고 요구되는 직무를 확실히 이해시켜 조직과 인적자본 개개인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계약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Win-Win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타의 투

자와는 달리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결과가. 당기의

기업성과에 모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이 기업 구

성원의 인적자본으로 체화되는 과정을 거쳐 기업의 성과에 다기간에 걸쳐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인적자본은 그것을 소유한 개인 또는 기업과

분리하거나 거래하기 어렵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본.

형성에 투자함으로써 이윤추구와 근로자의 심리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의 특성 때문에 복잡하고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놓인. ,

기업은 경쟁우위확보를 위해 인적자본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

경, 2012).

앞서 설명한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인적자본에 대한 이론의,

중심 내용은 교육과 훈련에의 투자가 조직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인

적자본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 ,

자본 개개인의 기술과 지식 및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이익 향상에 기여하도록 만든다 표 는, . < 2>

인적자본이론 연구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자료이다.



표 인적자본이론 연구내용 정리< 2>

연구자 내 용 투자방법

Schultz, T.W.

(1961)

Becker, G.

(1962)

교육을 통해 습득된 개인의 기술력은 실물자

산에 대한 투자결과와 유사성을 지님

교육,

교육훈련

Becker, G.

(1975)

인적자본에 대한 현재의 투자가 향상된 미래

의 결과를 얻는다고 가정 교육개발에 투자.

하는 정도와 임금인상이나 권한과 지휘 등

보상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제안

노하우,

직업훈련

Mincer, J.

(1974)

교육을 투자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간주 교.

육에 있어 투자회수율에 대한 분석적 구조를

제안

초기교육,

노하우

취득

Coleman

(1998)

인적자본은 개개인의 기술과 능력의 수준으

로 규정할 수 있고 기업이 경쟁우위를 차지,

하는데 중요한 원인

교육훈련,

업무관련 경험

Barney

(1991)

전문적으로 개발된 높은 질의 인적자본은 보

다 높은 성과를 성취하는 독특한 자원이며

거대한 경쟁 우위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

교육과

경험,

전문성

Davenport, T.H.

& Prusak, L.

(1998)

조직의 구성원들을 인적자본을 창출하는 투

자자의 개념으로 인식 조직의 전략을 인적,

자본 개개인의 충성도와 몰입도에 일치 조,

직과 개인이 관계 유지Win-Win

교육양성

및 개발

자료 서은아 기업의 교육적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2012), “

연구 성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재구성”,



인적자본비용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2. ( , )

교육적 투자 교육훈련비2.1 ( )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인적자본이란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 경험 기술숙, ,

련도 교육수준 뿐 아니라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생산요소,

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방법인 교육적 투자와 함께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간접

적인 투자방법인 보상적 투자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기업은 인적자원에 대해 직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

화하는데 이러한 직접적인 투자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교육훈련이다 교, .

육훈련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직무가 요구하는 지식 기능 기술 및 태도 등, ,

을 향상시켜 현재 또는 미래에 수행해야할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경영관리 활동이다.

교육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다 황병수.

는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교(1987) . ,

육훈련은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인적요소인 사람의 능력과 동.

기에 의해 생산성 향상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

성장욕구 충족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업원은 직무를 통해 만족.

과 보람을 느끼며 직무의 계속되는 진행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아성취 욕구,

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요. ,

구되는 종업원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훈련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를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 전제와. ,

가치관으로 본다면 이에 적합하게 요구되는 행동과 태도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계획적인 변화의 작업을 교육훈련이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은태 는(2011) 인적자원에는 조직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기술

과 지식 능력과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 내외부적으로 다양, ,

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보유자산이 될 수 있



는데 이것은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애사심과 동기부여 등,

기업경영활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로 연계되므로 기업은 인적자본에 대,

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

인적자원에 대한 기업의 교육적 투자는 개개인의 교육수준 및 숙련도를 높

이기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 개개인에게,

잠재된 역량과 창의적 능력까지도 개발시키고 축적해 나갈 수 있으므로 오,

늘날 경제성장에 가장 큰 원천의 하나로서 교육적 투자를 강조하였다.

은 년대 중반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교육이 국민소득Denison(1990) 1900

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함에 있어서 의 국민소득 성장률에 기여하는23%

바가 있다고 분석 및 보고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인적자본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의 기초를 마련한 의 경우에도 국민소득 성장에 대한Schultz

교육의 공헌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교육적 투자에 대한 회수율을 분석한 결

과 개인에 대한 교육적 투자가 국민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고, 21%

보고하였다 인적자본은 물적자본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생산요소 중 하나이며 지식과 숙련을 보유한 인적자본은 지식기반 경제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가와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는 교육훈련은 오늘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 P. F. Drucker(1956) “

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경영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는 말로 인적자본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무엇보다도 교육훈.”

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교육훈련의 직접적인 목적은 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종업업의 지식 기술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적자본, , .

이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훈련을 통해 향상된 개개인의 능력은 자본

화되어 결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훈련은 기업

의 경영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교육훈련은 국가와 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원천이며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

요한 것이다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투자되는 투입요소 중 화폐로.



환산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모든 지출비용을 교육훈련비라고 한

다 박경규 는 교육훈련에 발생되는 비용에는 먼저 인적자원개발에 직. (2010)

접적으로 필요한 투입비용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한 참가자와 강사 혹은 운영

자에게 드는 강사료와 인건비 관련된 복리후생비 프로그램 개발비와 준비, ,

비 및 진행비 기타 재료비 등이 있으며 그 외 교육훈련에 간접적으로 필요, ,

한 비용으로 스텝과 강사 및 운영진을 위한 사전 교육훈련비와 필요한 지원

금 및 일반관리비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모두 일반적으로 집합식.

직무교육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직장 내 현장직무교육 의 경우에, (OJT)

는 비용측정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의 교육훈련비.

는 임직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비용으로 초청강사료와 강의 참여비 학,

원 연수료와 연수원임차료 위탁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된다 박경규, ( , 2010).

실무노동용어사전 에서 정의하는 교육훈련비는 기업에서 주관하여(2014)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교육훈련으로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

시하는 교육훈련 근로자에 대한 학원수강료 학비 지원금 등에 소요된 직간, , ‧

접적인 비용을 말한다 직접비용에는 기업이 자체 교육시설 또는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강사료,‧

교재비 인건비 숙식비 교육훈련수당 교육훈련담당자 인건비 등 교육훈련, , , ,

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다 기업이 주관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경우 당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에 지급한 전체비

용을 포함한다 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학교 학원 등 각종 교육. ,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수강료 학비 교재비 등의 비용 또한 직접적인, ,

교육훈련비용이다 간접비용에는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사용한 시설 장비비. ,･

자체 교육훈련 시설이 있는 경우 운영경비 등 교육훈련 제공에 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보상적 투자 복리후생비2.2 ( )

기업이 교육훈련 투자를 통해 경영성과가 향상되었다고 한다면 기업은 조,

직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보상을 하게 된다 보상 방.

법으로는 임금 등의 보수 특수근무급식비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



용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보상 및 승진 유연근무제 등 제도를 통한 인정, ,

존경 만족감 등의 비경제적 보상이 있다 경제적 보상이든 비경제적 보상이, .

든 보상은 동기부여와 삶의 질 개선 만족도 향상으로 조직 구성원으로 하, ,

여금 다시금 기업성과를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인전자본이론에 있어,

서도 인적자본을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 경험 기술숙련도 교육수준 뿐 아니, , ,

라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생산요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보상을 투자의 개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보상이란 기업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반대 급부를 의미하는데 보상의

개념은 광의로는 고용관계 속에서 인적 자원의 공헌에 대해서 제공되는 모

든 형태의 반대급부를 의미하나 협의로는 경제적 보상에 국한된다 경제적, .

보상에는 직접적인 보상과 간접적인 보상이 있는데 직접적인 보상에는 임금,

포상이 있으며 간접적인 보상에는 복리후생이 있다 오종석 김종관, ( , , 2014).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간접보상인 복리후생을 다루고 있는데 직접,

보상인 임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해야하는데 이때 인건비는 정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

어서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

금 등의 보수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즉 부가급부를 위해 지불되,

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이다 우동조( , 2014).

복리후생비는 크게 법정 복리후생비와 비법정 복리후생비로 구분되는데 법

정 복리후생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이며 비법정 복리후생비로는 통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장체육비 직장연예, ,

비 특수근무급식비 건강관리비 등이 해당된다 기업마다 규모 및 특성 또는, , .

회계처리 방법 등의 차이로 인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의 분류

가 다를 수도 있으나 유사 비용끼리는 사회 통념상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비용의 구분이 애매하거나 금액적인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중요성의 원칙

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기업마다 처리하는 복리후생비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본 논문을 진행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복리후생비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강영걸 은 기업의 복리후생적 지출은 종업원 인당 부가가치로. (2001) 1

측정되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종희,

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의 지출은 생산성 수(2007) ,

익성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와의 관계를 통하여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곽나래 는 기업의 복리후생비가 경영. (2011)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을 구분

하여 분석하였는데 기업의 구분에 관계없이 복리후생비의 지출은 경영성과,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우동조 의 연구에서도 복리후. (2014)

생비가 종업원 인당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 .

앞서 설명한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또한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복리후생비가 경영성과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교육훈련비와

함께 복리후생비를 인적자본비용으로 포함하여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공부문에 관한 이론적 논의3.

공공부문의 정의3.1

국가영역은 크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시.

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부문이며 공공부문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부문을 말한다 공공부문은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임정연( , 2009).

공공기관의 경우 년 월 일부터 시행된2007 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공기업은, , ‘시장형 공

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 수입액이 이상인 공기업2 , 85% 을

말하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50 ,

입액의 분의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2 1

다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 50 ,

서 공기업보다는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

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준정부기관으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

이 아닌 기관으로 정부 산하의 각종 재단 연구원 등이 있다, .

행정학적 관점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활동 및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영역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 .

에 의하면 공공부문을 자원배분 재분배 규제 등과 관련한 정부 활동으로, ,

간주하거나 정책수립 및 집행과 연관된 정책적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정부 및 관료조직과 관련된 기관들은 공공부문에 포함되고 그 외 시장체,

제가 작동하는 영역은 민간부문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경제학적 관점.

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사적영역인 시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다 즉 공 과 사 는 정부의 재정지원 및 통제를 받는 조직에. , (public) (private)

의해 생산 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거나 생산수단의 소유가 공적 또, ,

는 사적 여부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공공부문을 자원배분 측면에서 살펴보.

면 일정하게 제약된 총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을 공공부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

의 생산 유통단계에서 정부의 통제와 개입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중심으·

로 공공부문 개념을 규정하거나 생산자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 및 그와 관련된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재하( , 2005).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공기업에 대한 정의는 표 과 같다< 3> . 공

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소유

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공공성이란 국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실현시키고자 기업을 민주적 체제와 사회적 형평성 원

리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기업성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원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표 공기업의 정의< 3>

학 자 정 의

Rees

(1976)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

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는 조직체

De Fraja and

Delbono

(1989)

민간기업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나 공기업의 궁극적인,

존재목적은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에 있음

이원희

(2009)

공 과 기업 이 결합된 형태로서 공익과 사익(public) (enterprise)

의 접점에 있는 영역

박진우 김대환, ,

김재홍(1980)

자연독점적 산업에서 인위적으로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기업으로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받음

정승은,

노승용(2010)

중앙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경제발전을

이끌었고 지역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움

김준기

(2007)

공기업은 정부가 출자하여 운영 및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

을 의미하며 이들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함,

자료 김준기 공기업정책론 재구성: (2014),“ ”, pp.23-2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점3.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환경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은 세금을 통해 수입을 조달하고. ,

시장은 거래를 통해 수입을 형성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는.

효율성 추구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법적인.

규제로 인한 제약이 많다 법적 규제의 증가는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상대적.

으로 제약시켜 형식주의 의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공(red tape) .

부문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정권의 교체 기관장의 빈번한 교체로 인해. ,

조직 운영의 방침이 자주 변화하게 되고 조직 중요사업의 연속성이 방해받게 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조직목표의 관점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공공기관의.

목표는 민간기업에 비해 더 모호하고 다양하며 공공기관의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전영한 공공기관 목표의 모호성은 그 목표를 측( , 2005).

정할 수단이 명확하지 않고 측정지표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

다 목표의 다양성 또한 공공조직의 특징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 . 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 책임성 형평성 공정성 등 다양한 목표를 추구, , , 하

며 이들 가치는 때로는 상충되기도 한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더. 많

은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은. 민간기관

에 비해 외부의 이해관계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 및 조정을 더욱 필요

로 하게 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설립근거가 되는 기본전제와 핵심가치가 서로 다르

다 공공조직은 공익을 위해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

으로 설립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민간기업은 이윤극대, ,

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는 정부 및 공기업 사기업간 비교자료이다. < 4> , .

표 정부 공기업 사기업간 비교< 4> , ,

구 분 정 부 공기업 민간기업

목 표 공공이익 공공성 기업성+ 이윤극대화

거래방식 공권력을 통한 할당 공권력 시장가격기구+ 시장가격기구

재화의 특성 순수 공공재 순수 공공재 사적재+ 사적재

재원확보 공공재원 공공재원 사적재원+ 사적재원

소유권 공공소유 공공소유 사적소유

자료 김준기 공기업정책론: (2014),“ ”, p.56



제 절 선행연구 검토2

선행연구 검토1.

교육훈련비에 대한 연구1.1

기업의 경영성과와 인적자본비용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주로 종속변수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의 재무제표 상의 기업의 경영성과로 두고 독립변수, ,

는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교육훈련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Bassi & McMurrer(1998)

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에 많은 투자를 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인당 매출액과 순이익률이 높았으며 기업의 장부가격대비 시장가격도1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경기 상황이 악화된 시기에도 높은 매출.

성장을 보이는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기술 특허 또는 고유의 영업 전략의 우,

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높은 교육훈련 등

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여주어 유형자산의 투자와 함께 교육

훈련을 통한 무형자산 형성이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

음을 밝혀내었다.

김연용 김민철 의 연구는 년부터 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2003) 1980 2002

제조업체 개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비와 영업이익률 매출액과의 관181 ,

계를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는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 ,

육훈련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년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의 교육훈97

련비가 경영성과에 좀 더 양의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건권 정군오 김연용 은 기업의 인적자원과 관련된 교육적 투자가, , (2003)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로 사용한 교육훈련비는 기,

업의 경영성과 변수인 매출액총이익 및 경상이익과 관련된 모든 모형에서

유의적인 정 의 영향을 나타났으며 반면 통제변수인 연구개발비와 광고(+) ,



선전비는 일부 모형에서 기업의 경영성과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정 의 연구에서도 교육훈련비와 영업이익과의 관련성 분석에서(2009)

모든 연도에서 교육훈련비가 영업이익 향상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시차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교육훈련비는 영업이익에 최소,

년에서1 최장 년 후의 기간까지 시차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

노용진 채창균 의 연구에서는 인당 교육훈련비를 독립변수로 사용, (2009) 1

하여 교육훈련의 성과를 인당 매출액과 인당 부가가치 및 인당 영업이익1 1 1

기준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이 매출액에는 정 의 영향을 미, (+)

치는 반면 인당 부가가치와 인당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1 1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함창모, 김진덕 조문기, 의 연구는 년부터 년까지 거래소(2010) 1997 2007

에 상장된 개 기업들의 재무제표 자료를 대상으로 교육훈련비와 매출액219

총이익률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교육훈련비의 시차변수를 활용한 패널회.

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육훈련비의 장기적 무형자산 형성이 경영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교육훈련비는 매출액총이익률에.

대해 기에서 양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훈련비가 매t-1, t-3

출액총이익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과 교육훈련비 투자의 필요성을 검증하

였다.

김진덕 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비 지출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기업(2011)

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교육적 투자가 보다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되어야 한다는 중요성과 더불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

책적 지원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김성동 은 당기의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와 과거 교육훈련비의 지속(2011)

효과 그리고 누적 교육훈련비의 효과가 총매출액 현금흐름 당기순이익에, , ,

긍정적으로 반영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기의 교육훈련비가 기업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거에 지출한 교육훈련비는 기업성과에 전반적,



으로 양 의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과거 년간 지출한 교육훈련비가 통계(+) , 2

적으로 유의하게 효과를 보였다 개년 누적 교육훈련비는 기업성과에 전체. 3

적으로 유의한 양 의 반응을 보였다(+) .

고승경 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효과가 기업 노동생산성에 미치는(2013)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당기의 인당 교육훈련비는 당기 인당 매출액에 정, 1 1

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전의 교육훈련은 당기의 인당 매출액에 통계적(+) , 1 1

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시계열 추정결과와 횡단면 추정.

결과에서 모두 기전의 교육훈련 효과보다는 당기의 교육훈련 효과가 기업1

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연구결과 년 전의 교육훈련보. 2

다는 현재의 교육훈련효과가 기업의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는 기업이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교육훈련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수의 연구에서 교육훈련비가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연구(+) ,

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도 있었다 권기정 의 연구는 년부. (2011) 2001

터 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당해연도2008

교육훈련비가 차년도 당기순이익과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당해연도의 교육훈련비는 차년도 기업의 당,

기순이익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애리 의 연구는 인당교육훈련비 혁신성 전이관련성이 조직몰입과(2012) , ,

인당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혁신성과 전이관련성이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인당교육훈련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인당매출액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 ,

한 결과에서는 조직몰입만이 인당매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

훈련비 혁신성 전이관련성은 인당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

타났다.

복리후생비에 대한 연구1.2



강영걸 의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개 제조업체들의 년부(2001) 317 1989

터 년까지1997 년간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복리후생비 지출이 노동9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복리후.

생비는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양의 방향으로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아울러 복리후생비는 기업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광고비.

나 판매비 등의 기업의 마케팅 및 홍보투자 지출과 비교할 경우에도 훨씬

더 큰 영향을 생산성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장지인 송재식 의 연구에서는 거래소 상장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2002)

년부터 년1991 2000 까지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인건비성 지출과 기업가치 간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을 각 년도마다 구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개년 중 개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조10 3 .

사기간 년을 모두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인건비성 지출과 기업가치10 ,

간에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인건비성 지출이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정군오 는 복리후생비와 매출액총이익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2014) ,

이 두 변수를 이용하여 어느 변수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복리후생비의 지출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우동조 는 년부터 년까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시장 상(2014) 2002 2010

장사를 대상으로 복리후생비율 스톡옵션비율 종업원 대여금비율이 인당, , 1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복리후생비율은 인당 부가가치. 1

에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노조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

스톡옵션비율과 종업원 대여금 비율은 인당 부가가치에 음 의 영향을1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한 연구1.3

김종희 의 연구에서는 의 관점에서 인적자원비용 복리후생비 교(2007) BSC ( ,

육훈련비 이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 ,



위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년부터 년까지 년동안 계속 존재하는, 2002 2006 5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결.

과 기업의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의 지출은 생산성 수익성 성장성을 나, , ,

타내는 지표와의 관계를 통하여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고 특히 매출총이익률과 종업원 인당 순이익증가율은 교육훈련, 1

비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의 합과의 관계에서 모두 다, 1%

의 유의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경혜 는 무형자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와 교육(2008)

훈련비를 이용하여 인적자원의 가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에서 년 년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를 종속변수2000 -2006 Tobin's q

로 분석한 결과 인적자원의 질은 기업가치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 (+)

며 그 획득비와 개발비인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또한 기업가치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곽나래 는 기업의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2011) ,

에 대하여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 둘 다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각 변,

수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

비를 합산한 인적자원비용의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업의 복리후생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았다.

서은아 의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적 투자가 기업성과에(2012)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교육훈련비는 매출액과 매출액총이익에 대

하여 유의한 정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

적 투자로써 급여 및 상여금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는 유의하지 않은 부

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간접 보상인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재무적(-) ,

성과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매출액총이익에 있어서는 교육훈련비보다도.

더 높게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는 선행연구 결과에 대해 요약한 자료이다< 5> .

표 선행연구 요약< 5>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분석결과

교육

훈련비

Bassi &

McMurrer(1998)
교육훈련 투자효과 분석

매출액(+)

매출액순이익률(+)

김연용,

김민철(2003)
교육훈련비와 경영성과의 관계 분석

매출액(+)

영업이익률(+)

신건권 정군오, ,

김연용(2003)

인적자원과 관련된 교육적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매출총이익(+)

경상이익(+)

권기정(2009) 교육훈련비와 영업이익과의 관련성 분석 영업이익(+)

노용진 채창균,

(2009)

기업 교육훈련의 생산성 및 수익성

효과 분석

매출액(+)
부가가치 영업이익,
유의하지 않음( )

함창모 김진덕, ,

조문기(2010)

교육훈련비와 매출액총이익률 간의

관계 분석
매출액총이익률(+)

김진덕(2011)
교육훈련비 지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매출액총이익률(+)

김성동(2011)

당기의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와 과거

교육훈련비의 지속효과 누적교육훈,

련비의 효과 분석

총매출액(+)

당기순이익(+)

고승경(2013)
교육훈련효과가 기업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매출액(+)

권기정(2011)
당해연도 교육훈련비가 차년도 순이익

과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당기순이익(-)

주가지수(+)

한애리(2012)

인당교육훈련비 혁신성 전이관련성, ,

이 조직몰입과 인당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직몰입 매출액,

유의하지 않음( )

복리

후생비

강영걸(2001)
복리후생비 지출이 노동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 분석
노동생산성(+)

장지인,

송재식(2002)

인건비성 지출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

분석
기업가치(+)

정군오(2014)
복리후생비와 매출액총이익률 간의

관계 분석
매출액총이익률(+)

우동조(2014)

복리후생비율 스톡옵션비율 종업원, ,

대여금비율이 인당 부가가치에 미1

치는 영향 분석

부가가치(+)

뒷면 계속( )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분석결과

교육

훈련비

&

복리

후생비

김종희(2007)

인적자원비용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 )

이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에, ,

미치는 영향 분석

매출액증가율(+)

매출총이익률(+)

노동생산성(+)

김경혜(2008)
인적자원의 가치 인건비 교육훈련비( , )

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업가치(+)

곽나래(2011)
기업의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가 경,

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매출액(+)

서은아(2012)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가 기업성과

에 미치는 효과 분석

매출액(+)

매출총이익(+)

본 논문과 선행연구와의 차이점2.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교육훈련비와 기업의 경영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복리후생비와 경영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 연

구는 적었다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와 기업의 경영성과를 다룬 선행연구의. ,

대다수에서 종속변수를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재무제표 상의 지표로 하였으,

며 그 결과의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

로 나타났다 물론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의 선행연구들도 있었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인적자본비용이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과연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고 하겠다.

본 논문과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으로는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민간기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이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공기업을 대상

으로 한 인적자본비용의 효과에 대한 연구이며 특히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구분하여 인적자본비용의 효과를 파악하였으며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는데 큰 차

이가 있다고 하겠다.



제 장 연구모형 설계 및 방법3

제 절 연구모형 및 변수 설정1

본 논문은 공기업의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

면서 민간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함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공기업의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 ,

민간기업의 인적자본비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공기. ,

업과 민간기업간 인적자본비용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넷.

째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조,

절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그림<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교육적 투자비용인 교육훈련1> .

비와 보상적 투자비용인 복리후생비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인당 매출액, ,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인당 연구개발, .

비 인당 광고선전비 기업규모 부채비율 업종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적, , , , .

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구분이 조

절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연구의 모형< 1>

연구개발비 인 광고선전비 인 기업규모 부채비율 업종/ , / , , ,



제 절 조작적 정의2

본 논문에서 이용되는 주요변수로서 독립변수는 인당 교육훈련비와 인당,

복리후생비이고 종속, 변수는 인당 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

이다 통제변수는 인당 연구개발비 인당 광고선전비 기업규모 부채비율 업. , , , ,

종이며 조절변수는 공기업 민간기업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독립변수1.

교육훈련비1.1

앞서 정리한 연구들과 이론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교육적 투자

의 측정기준으로 교육훈련비를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기업에게 교육훈련비란.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교육과 훈련에 투자되는 투입요소 중 화폐로 환산할

수 있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모든 지출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이 지출.

한 교육훈련비를 구하기 위하여 해당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며 손익계산,

서상의 교육훈련비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교육훈련비를 합산한 금액을 이용

한다 인당 교육훈련비 측정을 위해 교육훈련비에서 임직원수를 나눈 값을.

사용한다.

인당 교육훈련비 손익계산서상 교육훈련비 제조원가명세서상 교육= ( +

훈련비 임직원수)/

복리후생비1.2

교육적 투자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기업성과는 다시금 인적자원을 향한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되며 보상적 투자의 측정기준은 간접적으로 인적자원

에게 투입되는 중요한 요소로써 복리후생비로 정한다. 복리후생비란 조직,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의 보수를 제외하고 조직 구성원의 복지와 후,

생 즉 부가급부를 위해 지불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을 말

한다. 기업이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구하기 위하여 해당기업의 재무제표를 활

용하며, 손익계산서상의 복리후생비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복리후생비를 합

산한 금액을 이용한다 인당 복리후생비 측정을 위해 복리후생비에서 임직원.



수를 나눈 값을 사용한다.

인당 복리후생비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 제조원가명세서상 복리= ( +

후생비 임직원수)/

종속변수2.

매출액2.1

매출액은 기업의 외형적 성장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당기순이익과 함께 투

자의사결정의 중요변수로 취급되고 있다 김연용 노용진 김. (2003), (2009),

성동 곽나래 한애리 서은아 고승경(2011), (2011), (2012), (2012), (2013)

등 인적자본비용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서 매출액을 경영성과 지표로 이용

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재무성과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매출

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인당 매출액을 측정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 상.

의 매출액에서 임직원수를 나눈 값을 사용한다.

인당 매출액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임직원수= /

매출액영업이익률2.2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능률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신건권 김종. (2003),

희 함창모 정군오 등 인적자본비용과 관련한 다수의(2007), (2010), (2014)

연구에서 매출액총이익률을 기업성과 지표로 사용하였는데 매출액총이익률,

은 생산단계의 수익성을 확인하는데 쓰이는 지료로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생산단계를 포함한 영업활동의 능률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액영업

이익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매출액= /

매출액순이익률2.3

선행연구에서 기업성과의 측정치로는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총이익률, , ,

매출액순이익률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과 순이



익과의 관계를 표시해주는 비율로서 기업활동의 총체적인 능률을 판단하는

지표이며 기업의 최종 수익성을 판단하는 비율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업활동.

의 능률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함께 기업의 최종 수익성을 판단하

는 매출액순이익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매출액순이익률 손익계산서상 순이익 매출액= /

통제변수3.

연구개발비3.1

연구개발비는 독립변수인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가 종속변수인 기업 재

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기업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개,

발 활동에 투자하게 되며 이로써 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품질,

향상과 생산효율성의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결국 당기순이,

익 등 기업 재무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구하기 위하여 해

당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며 손익계산서상의 연구개발비와 제조원가명세,

서상의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을 이용한다 인당 연구개발비 측정을 위해.

연구개발비에서 임직원수를 나눈 값을 사용한다.

인당 연구개발비 손익계산서상= ( 연구개발비 제조원가명세서상+ 연구

개발비 임직원수)/

광고선전비3.2

광고선전비 지출은 매출 증대를 가져와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기여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고선전비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광고선전. .

비는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광고선전비를 합산

한 금액을 이용하며 인당 광고선전비 측정을 위해 광고선전비에서 임직원수

를 나눈 값을 사용한다.

인당 광고선전비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 제조원가명세서상 광고= ( +

선전비 임직원수)/



기업규모3.3

는 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기술혁신 활동에 더Schumpeter(1942)

적극일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기업은 활동 생산량 생산설비 그리. , R&D , ,

고 자금조달 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기 때문에 신기술의 활용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혁신 활동이 중소기업에서 더 유리하고 활발.

하게 진행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측면(Rothwell and Dodgson, 1994).

에서 기업규모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규모는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

표 상의 총자산 금액을 이용한다.

기업규모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부채비율3.4

기업투자와 관련성이 높은 부채비율은 기업의 자금조달구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기업이 부채조달을 통해 레버리지 효과가 작용하면 기업가.

치 수익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 금융비용 부,

담 등으로 수익성 성장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 .

채비율은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상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을 이용한다.

부채비율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 자기자본= /

업종3.5

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특성은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업종을 설정하였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20

개가 넘는 업종이 존재하는데 이들 업종 모두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

므로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된 업종 가,

운데 유사한 업종들을 함께 묶는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업 금융업 비금융서, ,

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조절변수 공기업 민간기업4.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는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 5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을 시장형, ‘ 공기업’

과 준시장형 공기업 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시장형 공기업은‘ ’ . 자산규

모가 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 수입액이 이상인 공기업2 , 85% 을 말

하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50 ,

액의 분의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2 1

표 와 같다< 6> .

표 공기업 목록< 6>

구 분 목 록

시장형

공기업(14)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 , , ,

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주 한국중부발전 주 한국서부, ( ), ( ),

발전 주 한국남부발전 주 한국동서발전 주 한국수력원자력( ), ( ), ( ),

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 , ,

준시장형

공기업(16)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 , , ,

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 ,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 , ,

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방송광, , , ,

고진흥공사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

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하며 민간기업은 민간인이 자본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

업으로 구성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제외한 개 기29

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정리하면 표 와 같다< 7> .



표 변수의 조작적 정의< 7>

구 분 정 의

독립

변수

인당 교육훈련비
손익계산서의 교육훈련비 제조원가명세서의( +

교육훈련비 임직원수) /

인당 복리후생비
손익계산서의 복리후생비 제조원가명세서의( +

복리후생비 임직원수)/

종속

변수

인당 매출액 매출액 임직원수/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순이익률 순이익 매출액/

통제

변수

인당 연구개발비
손익계산서의 연구개발비 제조원가명세서의( +

연구개발비 임직원수) /

인당 광고선전비
손익계산서의 광고선전비 제조원가명세서의( +

광고선전비 임직원수) /

기업규모 총자산

부채비율 부채총액 자기자본/

업 종 표준산업분류 제조업 금융업 비금융서비스업( , , )

조절

변수

공기업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 의하여5 3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 중 개 기관29

시장형 개 준시장형 개 기관( 14 , 15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

민간기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 기업패널 차5「 」

자료의 개 기업51



제 절 연구가설3

김연용 신건권 김종희 권기정 노용진(2003), (2003), (2007), (2009), (2009),

함창모 곽나래 서은아 고승경(2010), (2011), (2012), (2013) 우동조, (2014)

등 다수의 연구에서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지출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위의 선행. 연구는 민간기

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간기.

업 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다르다 즉 공기업은 국가나 다른 공기업의 일정. ,

비율 이상의 출자에 의해 설립되고 공공서비스 수요의 충족을 통한 공공복,

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추구한다 반면에 자체사업의.

수행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고 적자경영을 지양하는 수익성,

내지 기업성 또한 지니고 있다.

시장형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가 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2 ,

이 이상인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 그나마 민간기업과 비교85%

할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감안하여 위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가설

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의 인적자본비용. ,

이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은 재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1. (+) .

가설 1-1. 공기업 인당 교육훈련비는 재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공기업 인당1-1-1. 교육훈련비는 인당 매출액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공기업 인당1-1-2. 교육훈련비는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3. 공기업 인당 교육훈련비는 매출액순이익률에 정 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공기업 인당 복리후생비는 재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1. 공기업 인당 복리후생비는 인당 매출액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2. 공기업 인당 복리후생비는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3. 공기업 인당 복리후생비는 매출액순이익률에 정 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민간기업 인적자본비용은 재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민간기업 인당 교육훈련비는 재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1. 민간기업 인당 교육훈련비는 인당 매출액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2. 민간기업 인당 교육훈련비는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민간기업 인당2-1-3. 교육훈련비는 매출액순이익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민간기업 인당 복리후생비는 재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1. 민간기업 인당 복리후생비는 인당 매출액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2. 민간기업 인당 복리후생비는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민간기업 인당2-2-3. 복리후생비는 매출액순이익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병훈 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 인당 복리후생비 지출에 있어서(2008) 1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분석 결과.

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방만한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통념과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다 반면 교육훈련비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

더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자는 이에 대해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우수,

인재의 유인을 위해 잘 알려진 안정적 고용조건 뿐 아니라 높은 초임 연봉

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3. 인적자본비용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1. 공기업의 인당 교육훈련비 지출은 민간기업보다 많을 것이다.

가설 3-2. 공기업의 인당 복리후생비 지출은 민간기업보다 적을 것이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

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은 시장경쟁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율되는 한편 공기업은 독점적인 서비스 제공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법, ,

제도에 대한 의존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훨씬 높으며 정부의 지원과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공기업은 이윤추구와 더불어 공공성 또한 추구, 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공적인 역할 수행으로 인해 공기업. 에 있

어서의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기업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4.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1. 인당 교육훈련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2. 인당 복리후생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제 절 조사설계4

표본의 선정 및 조사방법1.

본 논문의 범위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기업의 범위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공기업으로5 3 지정된 개 기관30

시장형 개 준시장형 개 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14 , 16 ) 를 제외한 개 공29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년부터 년까지의 년간2004 2013 10 자료를 이용하였

다 민간기업의 범위는 종업원수 인 이상 자본금 억원. 100 , 3 이상 기업 중 교

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 재무정보를 년부터 년까지, 2004 2013 일관성 있게 공

시한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실증분석에 이용하는 자료는 년부터51 . 2004

년까지 개 기간에 각 기간마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2013 10 한 패널자료이다.

연구의 표본수는 공기업 개 민간기업 개29 , 51 기업의 년간 자료인 총10

건의 관측치로 구성되어 있다800 .

조사방법은 공기업의 경우 평가정보 주 에서 제공하는 기업재무정보NICE ( )

및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의 공시정보 등 공개된 데이터를(DART)

중심으로 하되 제조원가명세서 등 일부 비공개된 데이터의 경우 기관별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민간기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

패널 의 차년도 자료 년 조사 를(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5 (2013 )

이용하였다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이 지닌 인력의 양적질. ․

적 수준을 파악하고 기업 내에서 인적자원을 축적해가는 과정과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2005

주기는 매 격년으로 동일 기업을 계속 추적 조사하는 중장기 패널조사로 수

행되고 있다 또한 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 기업의 인적자원. , 100

정보를 설문조사 자료로 수집하고 신용평가정보 주 의 기업 재무 자료, NICE ( )

와 특허청의 특허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를 기업 단위 패널 자료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4). 본 논문에서 사용한 민간기업의

교육훈련비 복리, 후생비 등 재무 데이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

패널 차 자료 중 신용평가정보 주 의 기업 재무 자료를 활용하였다5 NICE ( ) .



자료 분석방법2.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있어 인적자본비용과 재무성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인당교육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

비 종속변수인 인당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통제변수인, , , ,

인당연구개발비 인당광고선전비 기업규모 부채비율 업종에 대한 기술적, , , ,

통계분석과 변수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당교,

육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비를 독립변수로 하고 재무성과 측정치인 인당매출

액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과, ,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기의 회귀분석을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구

분하여 수행하였다.

한편 패널분석에 있어서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 .

료는 횡단면 자료의 특성과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패널

자료이다 따라서 패널자료에 적합한 패널모형을 사용하였는데 패널모형의. ,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Fixed effect)

여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관찰되지 않는.

어떤 효과가 관찰된 독립변수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관찰되지,

않는 효과를 제거하여 독립변수의 추정량이 불편 추정량(Unbiased

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estimator) .

또한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시차효과를 보다 효과,

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시차를 년으로 설정하여 검증모형에1

포함하되 시차효과가 년까지 지속되는지 또는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인3 .

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비용이

여러 시기에 걸쳐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훈련비.

와 복리후생비는 당기의 기업성과에 모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이 기업 구성원의 인적자본으로 체화되는 과정을 거쳐 기업의

재무성과에 다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시차를 년에서 년으로1 3



설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연구 한진환 에서 시차효과가( , 2007)

년으로 검증되었으며 함창모 의 연구에서도 교육훈련비 지출의 기업3 , (2010)

경영성과에 대한 시차효과가 년 전부터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3

기 때문이다 본 검증모형에서는 검증대상인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가 기.

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 및 기업규모 부채비율 업종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 .

인당교육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비가 인당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 ,

순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인당매출액it =  + 1인당교육훈련비it + 2인당복리후생비it + 3인당연구개

발비it + 4인당광고선전비it + 5 기업규모ln( )it + 6부채비율it

+ 7업종it 연도더미 기업고정효과+ ( ) + ( ) + it

매출액영업이익률it =  + 1인당교육훈련비it + 2인당복리후생비it + 3인당

연구개발비it + 4인당광고선전비it + 5 기업규모ln( )it + 6부채

비율it + 7업종it 연도더미 기업고정효과+ ( ) + ( ) + it

매출액순이익률it =  + 1인당교육훈련비it + 2인당복리후생비it + 3인당연구

개발비it + 4인당광고선전비it + 5 기업규모ln( )it + 6부채비율it

+ 7업종it 연도더미 기업고정효과+ ( ) + ( ) + it

단, 인당매출액it : i 기업의 t년도 인당매출액

추정방정식에 사용된 모든 변수에 적용( )

 회귀계수:

 오차항:

또한 인당교육훈련비 인당복리후생비가 재무성과인 인당매출액 매출액영, , ,

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효과에 대한 추정방정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인당매출액it =  + 1인당교육훈련비it + 2인당교육훈련비it-1 + 3인당교육



훈련비it-2 + 4인당교육훈련비it-3 + 5인당복리후생비it + 6인당

복리후생비it-1 + 7인당복리후생비it-2 + 8인당복리후생비it-3 +

9인당연구개발비it + 10인당광고선전비it + 11 기업규모ln( )it +

12부채비율it + 13업종it 연도더미 기업고정효과+ ( ) + ( ) + it

매출액영업이익률it =  + 1인당교육훈련비it + 2인당교육훈련비it-1 + 3인당

교육훈련비it-2 + 4인당교육훈련비it-3 + 5인당복리후생비it + 6

인당복리후생비it-1 + 7인당복리후생비it-2 + 8인당복리후생비it-3

+ 9인당연구개발비it + 10인당광고선전비it + 11 기업규모ln( )it

+ 12부채비율it + 13업종it 연도더미 기업고정효과+ ( ) + ( ) + it

매출액순이익률it =  + 1인당교육훈련비it + 2인당교육훈련비it-1 + 3인당

교육훈련비it-2 + 4인당교육훈련비it-3 + 5인당복리후생비it + 6

인당복리후생비it-1 + 7인당복리후생비it-2 + 8인당복리후생비it-3

+ 9인당연구개발비it + 10인당광고선전비it + 11 기업규모ln( )it

+ 12부채비율it + 13업종it 연도더미 기업고정효과+ ( ) + ( ) + it

단, 인당매출액it : i 기업의 t년도 인당매출액

추정방정식에 사용된 모든 변수에 적용( )

 회귀계수:

 오차항:



제 장 실증분석 결과4

제 절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1

기초통계량 분석1.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를 대상으로 전체 분석기간에 대하여

기술적 통계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은 년부터 년까지 개. 2004 2013 10

년을 대상으로 각 년도 기준 공기업 개 민간기업 개를 대상으로 하였29 , 51

다 공기업의 변수별 기초통계량은 표 및 표 와 같다 공기업. < 8-1> < 8-2> .

의 경우 독립변수인 인당교육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비의 평균은 각각 1,128

천원 천원이며 종속변수인 인당매출액 매출액영업, 8,792 , 이익률 매출액순이,

익률의 평균은 각각 천원 로 나타났다1,558,536 , 7.15%, 2.07% .

표 공기업의 기초통계량 분석< 8-1>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독립

변수

인당교육훈련비천원( ) 276 1,128 1,207 59 7,906

인당복리후생비천원( ) 273 8,792 4,788 467 30,072

종속

변수

인당매출액 천원( ) 276 1,558,536 2,061,233 75,647 11,400,000

매출액영업이익률(%) 276 7.148 22.732 -116.130 60.860

매출액순이익률(%) 276 2.066 41.625 -427.200 160.900

통제

변수

인당연구개발비천원( ) 191 6,868 8,012 2 39,700

인당광고선전비천원( ) 276 3,566 6,141 30 36,898

기업규모ln( ) 276 21.986 1.660 17.912 25.879

부채비율(%) 263 139.740 203.777 0.200 1191.300

업종 290 1.000 0.000 1.000 1.000



표 공기업의 연도별 기초통계량 분석< 8-2>

구 분
인당

교육훈련비
천원( )

인당

복리후생비
천원( )

인당

매출액
천원(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매출액

순이익률
(%)

2004

평균 814 6,718 1,045,783 9.37 -9.25

표준편차 961 4,168 1,320,036 17.27 85.34

최소값 81 837 85,160 -47.90 -406.50

최대값 3,614 21,841 6,323,237 39.13 34.10

2005

평균 822 6,859 1,012,083 6.49 2.11

표준편차 904 4,131 1,292,230 21.42 19.99

최소값 89 1,056 88,234 -65.12 -72.80

최대값 3,428 23,237 6,008,154 43.38 29.20

2006

평균 1,017 7,247 1,088,505 5.35 1.42

표준편차 1,027 3,796 1,381,206 22.96 19.95

최소값 110 1,317 75,647 -75.26 -68.20

최대값 3,851 19,132 6,211,862 46.43 20.20

2007

평균 1,096 8,070 1,174,423 6.16 3.96

표준편차 1,027 3,503 1,610,281 24.17 16.76

최소값 119 1,105 85,489 -90.46 -54.00

최대값 4,297 20,811 7,605,140 47.42 21.90

2008

평균 1,059 9,629 1,459,141 3.55 -10.74

표준편차 919 5,115 2,084,807 29.28 82.86

최소값 94 2,037 102,300 -116.13 -427.20

최대값 3,049 24,567 8,680,909 49.77 37.40

2009

평균 917 8,935 1,443,956 6.36 14.44

표준편차 765 5,146 1,900,488 28.45 25.88

최소값 92 1,653 115,374 -112.52 -20.10

최대값 2,407 24,948 8,695,453 60.26 127.40

2010

평균 1,129 8,343 1,661,809 7.66 6.81

표준편차 1,015 3,958 2,048,316 26.81 13.56

최소값 90 1,985 95,914 -98.29 -39.90

최대값 4,642 20,855 8,998,552 53.20 40.90

2011

평균 1,282 10,433 2,077,727 9.78 3.20

표준편차 1,316 5,053 2,449,042 20.97 18.89

최소값 59 1,436 112,829 -51.16 -58.40

최대값 5,225 22,220 9,640,479 60.86 40.50

2012

평균 1,510 10,609 2,225,087 7.94 0.03

표준편차 1,800 5,628 2,722,817 17.63 20.80

최소값 113 1,554 113,219 -28.23 -58.60

최대값 7,273 30,072 11,100,000 60.28 31.50

2013

평균 1,531 10,443 2,173,368 8.76 6.36

표준편차 1,711 5,224 2,696,125 16.40 36.24

최소값 96 467 128,140 -18.24 -84.90

최대값 7,906 25,652 11,400,000 58.53 160.90



표 에서 공기업의 연도별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인당교육훈련비의< 8-2> ,

경우 년이후 감소하다가 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당2008 2010 ,

복리후생비의 경우 년이후 감소하다가 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2009 2011

타났다 인당매출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은 가 터진 이듬해인 년에 최IMF 2008

저치인 와 를 기록했다3.55% -10.74% .

민간기업의 변수별 기초통계량은 표 및 표 와 같다 민간기< 9-1> < 9-2> .

업의 경우 독립변수인 인당교육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비의 평균은 각각 593

천원 천원이며 종속변수인 인당매출액 매출액영업, 7,335 , 이익률 매출액순이,

익률의 평균은 각각 천원 로 나타났다550,611 , 5.75%, 4.42% .

표 민간기업의 기초통계량 분석< 9-1>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독립

변수

인당교육훈련비천원( ) 476 593 654 2 4,383

인당복리후생비천원( ) 487 7,335 2,931 1,235 22,913

종속

변수

인당매출액 천원( ) 505 550,611 455,363 20,559 3,413,242

매출액영업이익률(%) 510 5.748 7.130
-39.44

0
36.640

매출액순이익률(%) 506 4.417 13.256
-169.90

0
163.200

통제

변수

인당연구개발비천원( ) 375 7,457 9,735 1 66,322

인당광고선전비천원( ) 489 4,916 9,862 2 48,357

기업규모ln( ) 510 18.981 1.140 15.949 22.068

부채비율(%) 507 131.111 114.727 6.700 982.700

업종 510 0.196 0.397 0.000 1.000



표 민간기업의 연도별 기초통계량 분석< 9-2>

구 분
인당

교육훈련비
천원( )

인당

복리후생비
천원( )

인당

매출액
천원(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매출액

순이익률
(%)

2004

평균 455 5,564 404,895 5.48 1.81

표준편차 612 2,129 278,384 9.59 25.26

최소값 2 1,235 20,559 -34.11 -169.90

최대값 3,403 12,795 1,368,775 36.64 29.10

2005

평균 549 5,982 433,130 6.07 9.49

표준편차 685 2,095 277,416 8.16 24.35

최소값 12 2,336 94,237 -21.15 -4.50

최대값 3,627 13,851 1,510,433 36.21 163.20

2006

평균 555 6,099 459,262 5.48 4.23

표준편차 539 2,248 400,757 6.94 7.69

최소값 20 2,366 73,110 -20.52 -32.40

최대값 2,218 15,837 2,766,483 28.73 23.60

2007

평균 562 6,633 483,109 5.22 4.43

표준편차 570 2,308 425,780 7.55 7.89

최소값 24 3,341 82,336 -20.32 -25.60

최대값 2,311 15,820 2,915,473 26.58 22.50

2008

평균 642 7,243 526,537 5.91 3.39

표준편차 676 2,596 418,147 6.91 8.08

최소값 21 3,147 79,051 -19.77 -22.10

최대값 2,495 17,224 2,247,275 19.79 21.10

2009

평균 654 7,389 534,641 6.95 6.16

표준편차 704 3,005 393,206 6.18 5.78

최소값 13 3,100 81,746 -7.14 -4.70

최대값 2,864 21,173 2,100,396 20.50 23.60

2010

평균 671 8,137 638,620 6.89 5.97

표준편차 700 2,800 517,230 5.48 5.41

최소값 10 3,615 88,163 -8.88 -10.60

최대값 3,162 17,074 2,911,952 20.82 17.30

2011

평균 652 8,464 670,645 6.03 4.31

표준편차 691 2,989 549,669 5.14 4.38

최소값 14 3,771 113,812 -3.58 -4.40

최대값 3,674 18,564 3,070,077 23.05 17.60

2012

평균 628 9,169 684,879 4.86 2.34

표준편차 774 3,232 573,987 6.53 7.83

최소값 21 4,059 93,737 -28.81 -39.70

최대값 4,383 22,913 3,413,242 20.91 11.80

2013

평균 564 9,170 676,484 4.60 2.05

표준편차 576 3,257 532,260 7.95 12.90

최소값 24 4,088 91,057 -39.44 -81.10

최대값 2,816 21,027 3,282,562 23.06 14.20



표 에서 민간기업의 연도별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인당교육훈련비< 9-2> ,

의 경우 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2004 2011

타났으며 인당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매출액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 ,

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은 증감이 반복되다가 년부터 감소하는2010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2.

표 은 변수 간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계수< 10> (Pearson correlation

로 나타낸 것이다 인당매출액과 인당교육훈련비coefficient) . , 인당복리후생

비 인당연구개발비 기업규모 업종, , , 은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상1% (+)

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인당광고선전비와 부채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츌액영업이익률과 인당교육훈련비 인당복리후생비 인당광고선. , ,

전비 기업규모는 통계적으로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 1% (+)

로 나타났으며 업종은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로 나, 10% (+)

타났다 부채비율은 통계적으로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부 의 상관관. 1% (-)

계로 나타났으며 인당연구개발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

으로 매출액순이익률과 인당교육훈련비는 통계적으로 이하 수준에서 유1%

의한 정 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인당광고선전비는 이하 수준에서(+) , 5%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이하 수준에서 유의(+) . 1%

한 부 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인당복리후생비 인당연구개발비 기업(-) , , ,

규모 업종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상관관계 분석< 10>

구 분 인당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인당

교육훈련비

인당

복리후생비

인당

연구개발비

인당

광고선전비
기업규모ln( ) 부채비율 업종

인당매출액 1.000

매출액
영업이익률

0.046 1.000

매출액
순이익률

0.009 0.502*** 1.000

인당
교육훈련비

0.324*** 0.234*** 0.109*** 1.000

인당
복리후생비

0.484*** 0.115*** 0.058 0.318*** 1.000

인당
연구개발비

0.119*** 0.020 0.031 -0.086** 0.139*** 1.000

인당
광고선전비

0.008 0.155*** 0.073** 0.366*** 0.010 -0.174*** 1.000

기업규모ln( ) 0.418*** 0.121*** -0.003 0.244*** 0.177*** 0.159*** 0.048 1.000

부채비율 0.058 -0.330*** -0.276*** -0.044 0.089** -0.064 -0.069* 0.003 1.000

업종 0.247*** 0.069* -0.019 0.263*** 0.144*** -0.059 -0.091** 0.425*** -0.072** 1.000

주 수준에서 유의함1) * p < 0.1, ** p < 0.05, *** p < 0.01



제 절 회귀분석 결과2

가설 의 검증 결과1. 1

본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은 재무성과에 정< 1>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해 검증하기 위하여 인적자본비용인 인당교육.』

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비가 재무성과인 인당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 ,

액순이익률에 각각 정 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연도별 특징을 통.

제하기 위해서 각각의 분석에서 연도더미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시차효과는 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t-1 .

표 은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이 인당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 11-1>

귀분석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 모형 에서는 인당교육훈련비는 인당매출. ( )Ⅱ

액에 통계적으로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1% (+)

나타났으나 인당복리후생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설명력은 이다 패널분석 모형 에서는 인당교육훈련비는 인당매37.3% . ( )Ⅱ

출액에 통계적으로 이하 수준에서 인당복리후생비는 이하 수준에1% , 10%

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이(+) , 23.7%

다 시차효과에 있어서는 인당교육훈련비의 경우 당기 기 기가 통. , t-1 , t-2

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에 가장(+) , t-1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당기 기에 유의한 결. , t-1

과가 나왔으며 기보다 당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 t-1 .

제변수 중에서는 인당연구개발비 기업규모가 다중회귀분석 패널분석 모두, ,

인당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공기업 회귀분석 결과 인당매출액< 11-1> ( )

인당매출액
다중회귀분석 패널분석 고정효과( )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Ⅰ 모형 Ⅱ

변수명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독립

변수

인당
교육훈련비

510.45
***
123.10 997.21

***
155.70 336.77

***
102.68 465.06

***
166.32

인당
복리후생비

183.80
***

26.24 59.77 39.66 103.96
***

18.73 62.27
*
36.09

통제

변수

인당
연구개발비

43.67
**
17.47 131.35

***
34.97

인당
광고선전비

-29.07 51.78 36.68 41.83

l 기업규모n( ) 321,660
***
94,534 1,263,286

***
360,178

부채비율 182.19655.45 1,478.241,302.99

업종 0(omitted) 0 (omitted)

상수 -466,355
*
247,978-7,238,831

***
2,152,233 397,766

**
155,435-28,500,000

***
7,875,108

관측치 244 160 244 160

Adj R-squared 0.279 0.373 0.284 0.237

주1) 모형 연도더미 통제 모형 기 중심 분석: , t-1Ⅱ

주 수준에서 유의함2) * p 0.1, ** p 0.05, *** p 0.01≤ ≤ ≤

표 는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이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11-2>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 모형 에서는 인당교육훈련비는 매. ( )Ⅱ

출액영업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1% (+)

치며 인당복리후생비는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10% (-)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이다 패널분석 모형 에서는 인당복리. 12.3% . ( )Ⅱ

후생비의 경우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며 인당교10% (-) ,

육훈련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효.

과에 있어서 인당교육훈련비는 기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으나 기의t-1 , t-3

경우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 .



표 공기업 회귀분석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 11-2> ( )

매출액

영업이익률

다중회귀분석 패널분석 고정효과( )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Ⅰ 모형 Ⅱ

변수명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독립

변수

인당
교육훈련비

584.09
***
153.43 363.78

***
132.78 -114.75 132.84 40.83 159.71

인당
복리후생비

30.67 32.71 -57.00
*
33.82 -21.08 24.23 -61.85

*
34.65

통제

변수

인당
연구개발비

16.62 14.90 -80.73
**

33.58

인당
광고선전비

164.23
***

44.16 34.72 40.17

l 기업규모n( ) 37,555 80,621 -791,632
**
345,863

부채비율 -944.26
*
558.98 500.111,251.21

업종 0(omitted) 0 (omitted)

상수 -155,945309,084 199,5851,835,4771,004,218
***
201,08919,300,000

**
75,562,135

관측치 244 160 244 160

Adj R-squared 0.069 0.123 0.067 0.006

주1) 모형 연도더미 통제 모형 기 중심 분석: , t-1Ⅱ

주 수준에서 유의함2) * p 0.1, ** p 0.05, *** p 0.01≤ ≤ ≤

표 는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이 매출액순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 11-3>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 모형 에서는 인당교육훈련비 인당. ( ) ,Ⅱ

복리후생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이다 패널분석 모형 에서도 인당교육훈련비 인당복리후3.7% . ( ) ,Ⅱ

생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

력은 이다4.0% .



표 공기업 회귀분석 결과 매출액순이익률< 11-3> ( )

매출액

순이익률

다중회귀분석 패널분석 고정효과( )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Ⅰ 모형 Ⅱ

변수명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독립

변수

인당
교육훈련비

428.69* 237.50 34.03 167.97 -63.88 409.92 -308.04 388.44

인당
복리후생비

59.01 50.63 -12.62 42.78 -30.73 74.78 -15.80 84.28

통제

변수

인당
연구개발비

21.17 18.85 -12.82 81.68

인당
광고선전비

138.22
**

55.86 -32.70 97.70

l 기업규모n( ) -155,510 101,981 -35,126 841,206

부채비율 1,657.34
**
707.08 6,342.48

**
3,043.17

업종 0 (omitted) 0 (omitted)

상수 -630,416478,4403,654,5962,321,779 645,185620,4951,074,78218,400,000

관측치 244 160 244 160

Adj R-squared 0.019 0.037 0.023 0.040

주1) 모형 연도더미 통제 모형 기 중심 분석: , t-1Ⅱ

주 수준에서 유의함2) * p 0.1, ** p 0.05, *** p 0.01≤ ≤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패널분석을 이용한 가설 검증 결과 공기업 인당교육훈련비는 인당,

매출액과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에 따라 가설 과 는 채택되었다 단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1-1-1 1-1-2 . ,

우 기는 유의하지 않으나 기의 경우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것t-1 , t-3 5%

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순이익률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은 기각되었다 또한 공기업 인당복리후생비는 인당1-1-3 .

매출액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가설(+)

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에 있어서1-2-1 . , ,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와 은 기1-2-2 1-2-3

각되었다.



가설 의 검증 결과2. 2

본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 민간기업 인적자본비용은 재무성과에 정< 2>『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해 검증하기 위하여 인적자본비용인 인당(+) .』

교육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비가 재무성과인 인당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에 각각 정 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

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연도별 특징.

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각의 분석에서 연도더미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차효과는 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t-1 .

표 은 민간기업 인적자본비용이 인당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2-1>

회귀분석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 모형 에서는 인당복리후생비는 인당매. ( )Ⅱ

출액에 통계적으로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1% (+)

로 나타났으나 인당교육훈련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설명력은 이다 패널분석 모형 에서도 인당복리후생비는 인당29.3% . ( )Ⅱ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1% (+)

으로 나타났으나 인당교육훈련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설명력은 이다 시차효과에 있어서는 인당복리후생비의 경우19.9% .

당기 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t-1 나타났으며 기보다 당기의 인당복t-1

리후생비가 인당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에서는 기업규모가 통계적으로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5% 정 의 영향을(+)

미치며 인당광고선전비는, 5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 (-)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민간기업 회귀분석 결과 인당매출액< 12-1> ( )

인당매출액
다중회귀분석 패널분석 고정효과( )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Ⅰ 모형 Ⅱ

변수명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독립

변수

인당
교육훈련비

-35.53 30.79 -13.64 37.63 5.35 27.55 -2.47 29.58

인당
복리후생비

79.46
***

7.17 77.27
***

8.93 57.83
***

4.78 31.66
***

7.41

통제

변수

인당
연구개발비

-6.10
**

2.63 -1.32 2.48

인당
광고선전비

-1.85 2.61 -6.94
**

2.85

l 기업규모n( ) 45,038 27,925 101,691
**

46,099

부채비율 819.71
***
213.93 117.68 109.26

업종 -106,771 84,700 0 (omitted)

상수 19,099 55,819-908,298
*
518,683 149,471

***
35,057-1,635,764

*
863,360

관측치 431 330 431 330

Adj R-squared 0.220 0.293 0.220 0.199

주1) 모형 연도더미 통제 모형 기 중심 분석: , t-1Ⅱ

주 수준에서 유의함2) * p 0.1, ** p 0.05, *** p 0.01≤ ≤ ≤

표 은 민간기업 인적자본비용이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12-2>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 모형 에서는 인당복리후생비는 매. ( )Ⅱ

출액영업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1% (+)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당교육훈련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이다 패널분석 모형 에서는 인당교육훈련18.1% . ( )Ⅱ

비와 인당복리후생비 모두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이다5.2% .



표 민간기업 회귀분석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 12-2> ( )

매출액

영업이익률

다중회귀분석 패널분석 고정효과( )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Ⅰ 모형 Ⅱ

변수명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독립

변수

인당
교육훈련비

204.32
***
49.28 -34.96 51.02 67.81 78.88 -57.40 82.80

인당
복리후생비

-11.02 11.49 41.89
***

12.13 -5.16 13.67 32.53 20.73

통제

변수

인당
연구개발비

-5.50 3.57 5.38 6.93

인당
광고선전비

11.74
***

3.55 -8.94 7.98

l 기업규모n( ) 81,259
**
37,918 247,397

*
128,834

부채비율 -1,658.70
***
290.43 -1,245.98

***
305.77

업종 217,291*113,994 0 (omitted)

상수 533,978
***
89,357 -904,098704,298 573,577

***
99,959-3,901,9422,411,944

관측치 436 332 436 332

Adj R-squared 0.034 0.181 0.038 0.052

주1) 모형 연도더미 통제 모형 기 중심 분석: , t-1Ⅱ

주 수준에서 유의함2) * p 0.1, ** p 0.05, *** p 0.01≤ ≤ ≤

표 은 민간기업 인적자본비용이 매출액순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12-3>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 모형 에서는 인당복리후생비는 매. ( )Ⅱ

출액순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1% (+)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당교육훈련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이다 패널분석 모형 에서는 인당교육훈련비18.7% . ( )Ⅱ

와 인당복리후생비 모두 매출액순이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이다12.3% .



표 민간기업 회귀분석 결과 매출액순이익률< 12-3> ( )

매출액

순이익률

다중회귀분석 패널분석 고정효과( )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Ⅰ 모형 Ⅱ

변수명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독립

변수

인당
교육훈련비

130.50 83.75 -26.01 63.08 -124.39 196.12 -6.57 121.65

인당
복리후생비

-20.01 19.48 52.78
***

14.97 -41.32 34.03 37.05 30.46

통제

변수

인당
연구개발비

-2.47 4.41 20.28
**

10.19

인당
광고선전비

4.14 4.38 -14.82 11.72

l 기업규모n( ) 117,205
**
46,859 428,304

**
190,746

부채비율 -2,517.57
***
358.45 -2,651.77

***
449.07

업종 22,675141,921 0(omitted)

상수 536,624
***
151,673-1,627,305

*
870,221 842,016

***
249,618-7,278,124

**
3,572,315

관측치 429 328 429 328

Adj R-squared 0.003 0.187 0.000 0.123

주1) 모형 연도더미 통제 모형 기 중심 분석: , t-1Ⅱ

주 수준에서 유의함2) * p 0.1, ** p 0.05, *** p 0.01≤ ≤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기업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패널분석을 이용한 가설 검증 결과 민간기업 인당복리후생비는,

인당매출액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가설(+)

은 채택되었다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에 있어서는 유의2-2-1 . ,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은 기각되었다2-2-2, 2-2-3 .

또한 민간기업 인당교육훈련비는 재무성과인 인당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서 가설 2-1-1,

은 기각되었다2-1-2, 2-1-3 .



가설 의 검증 결과3. 3

본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 인적자본비용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다르< 3>『

게 나타날 것이다 에 대해 검증하기 위하여 인적자본비용인 인당교육훈련.』

비와 인당복리후생비에 대하여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구분하여 t 검정을 실시

하였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 , t 검정 결과 인당교육훈련비는 값이p 0.000

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인당교육훈련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평균이 약 배 높은, 1.9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복리후생비는 값이 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p 0.000

인당복리후생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

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평균이 약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

표< 13> t 검정 결과

구 분
공기업 민간기업

t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인당

교육훈련비
276 1,128 1,207 476 593 654 -7.871***

인당

복리후생비
273 8,792 4,788 487 7,335 2,931 -5.201***

주 수준에서 유의함1) * p < 0.1, ** p < 0.05, *** p < 0.01

에 따르면 기업이 피고용자들의 교육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Becker(1964)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피고용자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은 후 보수를 더

많이 받는 일자리로 옮기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은 교

육투자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기업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

는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공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다 종업원을, .

대상으로 교육훈련 투자를 하더라도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이직을 하게 되

면 기지출한 교육투자비는 매몰비용이 되며 이직률이 높은 기업에서는 이러,



한 위험부담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민간기업에서는 교육훈련 투자에 적극

적이지 못한 것이라 판단되며 복리후생비 지출이 민간기업에서 더 적은 것,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본비용 t 검정 결과 공기업의 인,

당교육훈련비가 민간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가설 은, 3-1

채택되었다 인당복리후생비에 있어서도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의 인당복리후생비는 민간기업보다 적을 것이라고 가정한 가

설 는 기각되었다3-2 .

가설 의 검증 결과4. 4

본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4>『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에 대해 검증하기 위하여 인적.』

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구분되

는 조직유형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기업과 인당교육훈련비.

및 공기업과 인당복리후생비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관.

측되지 않는 연도별 특징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각의 분석에서 연도더미변수

를 포함하여 패널분석 고정효과모형 을 실시하였으며 시차효과는 기를( ) t-1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는 공기업 그리고 공기업과 인당교육훈련비의 교차항 및 공기업과< 14> ,

인당복리후생비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공기업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이다.

인당교육훈련비와 공기업의 교차항은 인당매출액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5%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출액영(+) ,

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결과가 나온 인당매출액에 있어서는 인당교육훈련비가 인당매출액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조직유형이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

석된다 즉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에서의 인당교육훈련비가 인당매출액에 더. ,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은 시장경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하는 치열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외부환경은 그 불확실성이 높아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이 많으며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도 다수 존재할 것이라 판,

단된다 반면 공기업은 시장경쟁이 아닌 정부의 통제 속에서 민간기업 대비. ,

다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민간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매출액은 매출액영업이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에 비해 그 영향변수들이

더 적기 때문에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대비 교육훈련효과가 매,

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고 매출액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투,

자 효과는 t 검정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민

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교육훈련이 활성화되어있는 공기업에서 더 크게 나

타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에 따르면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일정한Becker(1964)

과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러한 과업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기술, ,

특히 다른 부문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용될 수 없는 기술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는 이를, Becker ‘특수’ 기술이라고 하(specific)

였다 민간기업은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기업에 한하여 유용한 특수교육.

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다른 기업에서도 유용한 ‘일반’(general)

교육훈련에 투자하려는 인센티브가 강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인적자본투자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공기업 대비 민간기업에서 상대적

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당복리후생비와 공기업의 교차항은 인당매출액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1%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출액영(+) ,

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결과가 나온 인당매출액에 있어서는 인당복리후생비가 인당매출액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조직유형이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

석된다 즉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에서의 인당복리후생비가 인당매출액에 더. ,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인당복리후생비 또한 인당교육훈련비와 마찬가지로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에

서 인당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기업 경영환경의 상대적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투자효과가 공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은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증액할 수 없도록 정부로부터. ,

통제를 받기 때문에 조직이 아무리 큰 재무성과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조직

의 총인건비는 정부의 지침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의 보상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더하여 연공서열 중,

심의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공기업은 민간기업 대비 성과에 대한 성과급 승,

진 등 보상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공기업에 있어서 복.

리후생비 지출을 통한 보상적 투자는 직원의 만족도를 개선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며 직원의 만족도 상승은 결국 매출액 향상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다 즉 보상적 투자인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 효과는 성과에 대한 보. ,

상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

는 공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기업 민간기업의 조직유,

형에 따른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당교육훈련비에 있어서의 인당매출액,

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한 정 의 결과가 나왔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 매(+) , ,

출액순이익률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설 4-1(인당교

육훈련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다르게 나타날 것

이다 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인당복리후생비에 있어서의 인당매출액에.) .

대한 조절효과 또한 인당교육훈련비와 마찬가지로 인당매출액에서는 유의한

정 의 결과가 나왔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에서는 유의하(+) , ,

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설 4-2(인당복리훈련비가 재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는 부분적으로 채택되.)

었다.



표 조절효과 패널분석 고정효과모형 결과< 14> ( ) 1)

variable
SALE OS NS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독립

변수

인당
교육훈련비

-26.65 98.11 -76.46 107.46 10.56 221.43

인당
복리후생비

-36.56 22.37 20.61 24.51 7.86 50.47

통제

변수

인당
연구개발비

14.29* 7.72 -2.81 8.45 16.03 17.43

인당
광고선전비

-1.35 8.94 -6.97 9.80 -16.72 20.17

l 기업규모n( ) 344,446
***

126,333 -38,925 138,294 455,897 286,218

부채비율 756.77
**

326.81 -966.74
***

357.99 -1,133.25 737.19

업종 0 (omitted) 0 (omitted) 0 (omitted)

조절

변수

공기업 0 (omitted) 0 (omitted) 0 (omitted)

인당교육훈
련비 공기업*

372.35
**

142.97 -86.21 156.59 -415.15 322.80

인당복리후
생비 공기업*

162.74
***

26.63 -47.88 29.17 5.92 60.10

상수 -6,583,609
***
2,495,020 1,824,404 2,730,018-8,230,487 5,653,973

관측치 490 492 488

Adj R-squared 0.312 0.009 0.001

주 수준에서 유의함1) * p < 0.1, ** p < 0.05, *** p < 0.01

주 시차 년 중심 분석 고정효과모형 연도더미 통제2) 1 (t-1) , ( )

주 조절변수 중 공기업3) 공기업 민간기업: 1, 0

1) 통제변수 중 부채비율은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부채비율을 제외하더라도,

추정결과는 변동없으며 앞서 분석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별 패널분석 가설 검증 에, ( 1,2 )

서도 부채비율 제외시 추정결과 변동없음



제 절 연구결과 요약3

인당교육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t-1

를 중심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 표 와 같이< 15>

가설이 채택 또는 기각되었다.

첫째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인당교육훈,

련비는 인당매출액과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기의 인당교육훈련비와 유의적인 관, t-3

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복리후생비는 인당매출액에만 정 의 영향을.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기업의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인당교,

육훈련비는 인당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모두 유의하지, ,

않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인당복리후생비는 인당매출액에만 정 의 영향을,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본비용, t 검정 결과 공기업,

의 인당교육훈련비가 민간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당복리후생비,

에 있어서도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기업 민간기업의, ,

조직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당교육훈련비에 있어서의 인당,

매출액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한 정 의 결과가 나왔지만 매출액영업이(+) ,

익률 매출액순이익률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인당복리후생비, .

에 있어서의 인당매출액에 대한 조절효과 또한 인당교육훈련비와 마찬가지

로 인당매출액에서는 유의한 정 의 결과가 나왔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 , ,

매출액순이익률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표 연구결과 요약< 15>

가 설 결과

가설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은 재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1. (+) .

가설 공기업 인당교육훈련비는 재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1-1. (+) .

가설 공기업 인당교육훈련비는 인당매출액에 정 의 영향을1-1-1. (+)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공기업 인당교육훈련비는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정 의1-1-2. (+)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공기업 인당교육훈련비는 매출액순이익률에 정 의 영1-1-3. (+)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공기업 인당복리후생비는 재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1-2. (+) .

가설 공기업 인당복리후생비는 인당매출액에 정 의 영향을1-2-1. (+)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공기업 인당복리후생비는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정 의1-2-2.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공기업 인당복리후생비는 매출액순이익률에 정 의 영1-2-3. (+)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민간기업 인적자본비용은 재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2. (+) .

가설 2-1. 민간기업 인당교육훈련비는 재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민간기업 인당교육훈련비는 인당매출액에 정 의 영향2-1-1. (+)
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민간기업 인당교육훈련비는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정 의2-1-2.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민간기업 인당교육훈련비는 매출액순이익률에 정 의2-1-3.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2. 민간기업 인당복리훈련비는 재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민간기업 인당복리후생비는 인당매출액에 정 의 영향2-2-1. (+)
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민간기업 인당복리후생비는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정 의2-2-2.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민간기업 인당복리후생비는 매출액순이익률에 정 의2-2-3.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인적자본비용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3. .

가설 공기업의 인당교육훈련비 지출은 민간기업보다 많을 것이다3-1. . 채택

가설 공기업의 인당복리후생비 지출은 민간기업보다 적을 것이다3-2. . 기각

가설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다르게4.
나타날 것이다.

가설 인당교육훈련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공기업와 민간4-1.
기업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인당복리훈련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공기업와 민간4-2.
기업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부분
채택



제 장 결론4

제 절 요약 및 연구의 시사점1

본 논문은 인적자본비용인 인당교육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비가 재무성과인

인당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공기업과, ,

민간기업을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나아가 인적자본비용의 효과를 파악함에,

있어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구분되는 조직유형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인적자본비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그나마도 공공기관에 관한 연구는 횡단면적 연구로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민간기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의 수준을 파악,

하고 기업성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

정된 공기업 중 개 기관 민간기업은29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

패널자료 중 종업원수 인 이상 자본금 억원100 , 3 이상 기업 중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 재무정보를 일관성있게 공시한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51

며 실증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년부터 년까지 총 년간의 자료를, 2004 2013 10

이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인당연구개발비 인당광고선전비 기업규모 부채, , ,

비율 업종을 사용하였고 가설을 검증하는 모든 분석에서 연도더미변수를, ,

포함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차효과는, t-1

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인당교육훈,

련비는 인당매출액과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시차효과는 인당매출액의 경우 당기 기 기가 통계적으로. , t-1 , t-2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 기에 가장 영향력이(+) , t-1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기의 인당교육훈련비와. t-3

유의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복리후생비는 인당매출액에만 정.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차효과는 당기와 기에 유의한, t-1

결과가 나왔으며 기보다 당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1 .

이로부터 공기업에서 인당교육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비는 각각 재무성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적자본비용 지출의.

인당매출액에 대한 효과가 당기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러기간

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인당복리후생비는 당기 인당교육훈련비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익성 즉 매출. ,

액영업이익률에 대한 효과는 당기에 즉시 나타난다기 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적자본으로 체화되어 일정시점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당교육훈련비는 인당매출액과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유의한 결과가 나.

왔고 인당복리후생비는 인당매출액에만 유의한 결과가 나왔는데 기업의 외,

형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훈련활동과 복리후생제도 개선에 힘써야하며 기,

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중요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출액순이익률에 대하여는 인당교육훈련비. ,

인당복리후생비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매출액순이익률은 기

업의 최종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대비 영향변,

수들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민간기업의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인당교,

육훈련비는 인당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모두 유의하지, ,

않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인당복리후생비는 인당매출액에만 정 의 영향을,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효과에 있어서는 인당복리후생비의 경우 당기. ,

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보다 당기의 인당복리후생t-1 t-1

비가 인당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기업에. ,

서는 교육훈련비가 재무성과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민간기업에 있어서 교육훈련이 재무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에

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교육훈련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본비용, t 검정 결과 공기업,

의 인당교육훈련비가 민간기업 평균보다 약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1.9 ,



이를 통해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종업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훈련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당복리후. ,

생비에 있어서도 공기업이 민간기업 평균보다 약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1.2

는데 이를 통해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리후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공기업은 민간기업 대비 성과에,

대한 성과급 승진 등 보상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업, ,

에 있어서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만족도를 개선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다고 볼 수도 있다.

에 따르면 기업이 피고용자들의 교육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Becker(1964)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피고용자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은 후 보수를 더

많이 받는 일자리로 옮기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은 교

육투자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기업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

는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공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다 종업원을, .

대상으로 교육훈련 투자를 하더라도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이직을 하게 되

면 기지출한 교육투자비는 매몰비용이 되며 이직률이 높은 기업에서는 이러,

한 위험부담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민간기업에서는 교육훈련 투자에 적극

적이지 못한 것이라 판단되며 복리후생비 지출이 민간기업에서 더 적은 것,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기업 민간기업의, ,

조직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당교육훈련비 인당복리후생비, ,

각각의 인당매출액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한 정 의 결과가 나왔지만 매(+) ,

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유, .

의한 결과가 나온 인당매출액에 있어서는 인당교육훈련비와 인당복리후생비

가 인당매출액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조직유형이 조

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에서의 인당교육훈. ,

련비 인당복리후생비가 인당매출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민간기업은 시장경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하는 치열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외부환경은 그 불확실성이 높아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이 많으며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도 다수 존재할 것이라 판,

단된다 반면 공기업은 시장경쟁이 아닌 정부의 통제 속에서 민간기업 대비. ,

다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민간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매출액은 매출액영업이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에 비해 그 영향변수들이

더 적기 때문에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대비 교육훈련효과가 매,

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고 매출액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투,

자 효과는 t 검정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민

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교육훈련이 활성화되어있는 공기업에서 더 크게 나

타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에 따르면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일정한Becker(1964)

과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러한 과업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기술, ,

특히 다른 부문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용될 수 없는 기술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는 이를, Becker ‘특수’ 기술이라고 하(specific)

였다 민간기업은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기업에 한하여 유용한 특수교육.

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다른 기업에서도 유용한 ‘일반’(general)

교육훈련에 투자하려는 인센티브가 강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인적자본투자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공기업 대비 민간기업에서 상대적

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기업은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증액할 수 없도록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조직이 아무리 큰 재무성과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조직의 총인

건비는 정부의 지침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과에 대한 성.

과급 등의 보상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더하여 연공서열 중심의 조,

직문화 등으로 인해 공기업은 민간기업 대비 성과에 대한 성과급 승진 등,

보상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공기업에 있어서 복리후생.

비 지출을 통한 보상적 투자는 직원의 만족도를 개선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며 직원의 만족도 상승은 결국 매출액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 즉 보상적 투자인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 효과는 성과에 대한 보상의 범. ,

위가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기,



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본 논문 결과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인당복리후생비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는 강영걸 정군오 우동조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2001), (2014), (2014)

지하는 것이다 인당교육훈련비의 효과성은 공기업에서만 유의한 결과로 나.

타나긴 했지만 김연용 노용진 김성동 고승경(2003), (2009), (2011), (2013)

등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

자가 미래에 높은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이론인 인적자본이론을 뒷받

침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방식을 교육훈련 뿐 아니라 종업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에 대한 지원 또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논문 결과는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교육훈련비는 단지 지출이 아니라 투자의 의미를 가지며. ,

기업의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 ,

업에서의 년 교육훈련비 지출수준이 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줄어2013 2008

든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민간기업들은 교육훈련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으로 판단된다 비록 인당교육훈련비에 대한 효과가 민간기업에서. ,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민간기업에서 모든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효과적인 교육훈련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적 요인으로 교육훈련이 효과적인 기업도 있을 수 있다 따, .

라서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훈련 투자와 함께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며 공기업에 있어서는,

교육훈련의 시차효과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도 민.

간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특정 재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의 복리후생비의 지출수준은 년이후 꾸준, 2004

히 증가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도 입증되었다시피 복리후생비 지출은 재무성.



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지출을 통해 종업원의 만족도

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복리후생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어떻게 운

용, 관리 보완할 것인가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정부는 년말부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2013 개선하기 위해 복리후생비

지출을 축소하도록 하였는데 복리후생비는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히 복리후생비 지출을 축소하도록 할 것

이 아니라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를 면밀히 살펴 종업원의 만족도를 실질적으

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2

본 논문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수의 한계이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 개만을 대상으로 하였으, . 29

며 민간기업은 개 기업이다 교육훈련비 등 인적자본비용의 경우 판매비, 51 .

와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비용은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있고,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비용은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인 제조원가명세서에 계

상되어있는데 제조원가명세서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된 기업에서

만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려면 기관별로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김안국 김경혜 는 재무제표상의. (2002), (2008)

교육훈련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재무제표상의 교육훈련비만을 대상으

로 할 경우에는 연구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비용까지 고려하였으며 그로 인해 표본 수에 제한이 있

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표본수를 확대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인적자본비용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훈련활동이 매출액에 미치는 시차효과는 인당매출액의 경우 당,

기 기 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t-1 , t-2 (+)

왔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기의 인당교육훈련비와 유의적인 관계, t-3

인 것으로 나타나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교육훈련활동이 성.



장성지표인 매출액과 수익성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재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기업 민간기업의, ,

조직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에서의 인당,

교육훈련비 인당복리후생비가 인당매출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 시장의 논리가 아닌 정부의 통제가 작용되기. ,

때문에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

넷째 재무성과 변수로 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을 이용하, , ,

였는데 기업활동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노동생산성 등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기업 자료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 「

자본 기업패널 차 자료 중 신용평가정보 주 의 기업 재무 자료를 이5 NICE ( )」

용하였는데 해당 자료에서는 부가가치 정보가 제외되어 있어서 생산성지표

를 기업 재무성과 지표로 활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기업과 민

간기업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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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per-capita training expenses

and per-capita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the factors of human

capital expenses, on the factors of financial performance, namely, the

per-capita sales, operating return on sales ratio, and the net profit to

sales ratio. The effects on the companies were separately analyzed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addition, this study further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organizational type, that could distinguish the

enterprises into the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when identifying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expenses. The studies about human capital

expenses to date have tended to focus on the private sectors, and the few

studies about the public sectors have been mainly limited to the

cross-sectional research. Thus, this thesis intended to imply the

importance of making investments in the human capital, which is a vital

factor in the company performance, by identifying the level of public

enterprise's human capital expens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expenses on the public enterprise's financial performance, in

comparison to the private enterprise.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29 public enterprises that were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51 private enterprises that had consistently made public announcements

regarding the financial information, including the training expenses and

welfare expenditures, and that had more than 100 employees and the

capital of higher than 300 million won, among the companies that are on

the list of the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data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materials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were the ten years of data between 2004 to 2013. The

per-capita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per-capita advertising

expenses, corporate scale, debt ratio, and the category of the businesses

were used as the control variables. All the analyses used to verify the

hypotheses conducted the panel analysis method using the fixed effect

models, including the year-dummy variables. The time lag effect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t-1 year.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hown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human capital expenses in the public enterprise, the

per-capita training expense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apita sales and the operating return on sales ratio. In terms of the time

lag effect, the current, t-1 and t-2 yea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er-capita sales. The operating return on sales ratio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er-capita training expenses

in the t-3 year. The per-capita welfare expenditure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ly on the per-capita sales, and the time lag effect was

identifi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urrent and t-1 years.

Second, in terms of the effects of private enterprise's human capital

expenses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the per-capita training expens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apita sales, operating return

on sales ratio, nor the net profit to sales ratio. The per-capita welfare

expenditures had a positive influence only on the per-capita sales. In

terms of the time lag effect, the per-capita welfare expenditures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n the current and t-1 years.

Third, the t-test results of the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showed that



both the per-capita training expenses and per-capita welfare expenditures

of the public enterprise were greater than the private enterpris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the public enterprise is better than the private

enterprise, whereas the employee turnover rate is relatively greater in the

private enterprise. Although when a company makes investments in the

employee training, if a trainee changes the job, the previously spent training

expenses become the sunk cost. Thus the company with a higher rate of

turnover would have a tendency to avoid such risks. Therefore, it seems

that the private enterprise, which has a relatively higher turnover rate than

the public enterprise, would become more inactive in making investments in

the employee training, and the tendency of having smaller welfare expenditures

in the private enterprise could be understood in the same manner.

Fourth, an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human capital

expenses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al type (public enterprise and

private enterprise) on the enterprise's financial performance was

conducted. Regarding the influences of the per-capita training expenses

and per-capita welfare expenditures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ose factor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per-capita sales, whereas the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perating return on sales ratio nor the net profit to sales ratio. In terms of

the per-capita sales, which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the organizational

type of the public or private enterprises seem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of the per-capita training expenses

and per-capita welfare expenditures that have effects on the per-capita

sales. In other words, the per-capita training expenses and per-capita

welfare expenditures in the public enterprise are having a greater influence

on the per-capita sales, compared to the private enterprise.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both the per-capita training expenses and

per-capita welfare expenditur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correspond with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of human

capital expenses. Although the effectiveness of per-capita training

expenses was found only in the public enterprise in this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still supports the human capital theory, which suggests that

the investment in the human capital brings about the increased economic



benefits in the future. The findings also suggest a basis for considering not

only the training expenses, but also the welfare expenditures to enhance the

employee satisfaction as a part of the human capital investment.

In this study, the positive effect of the training expenses and welfare

expenditures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was empirically proven, and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training expenses are not simply a

spending, but have the meaning of investment, and they contribute to

secure the corporate profitability. It is suggested for the private enterprise

make more active investments, and to explore the mea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mployee training. Also, for the public enterprise, it is

suggested to find ways to reduce the time lag effects of employee training.

For the administrative sector, the political means to increase the private

enterprise' training investments is necessary, such as implementing a

compulsory quota in the employee training investments, at a certain

percentage of a certain account of the company's finance. Second,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employee satisfaction through the welfare

expenditur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at the welfare

expenditures have effects in increas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but it is

suggested to make a greater attention and efforts in the ways to properly

operate, manage, and supplement the welfare programs or the relevant system.

Due to the practical constraints to secure a full scope of the financial

data, there was an inevitable limitation regarding the number of the

samples used in this study. Also, this study could not consider the index

of measuring the productivity of corporate activities. Nonetheless, this study

suggested a meaningful implication in terms of identifying the comparative

effects of the public enterprise’s human capital expenses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in comparison with the private enterprise, while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targeting the public enterpris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vigorating the studies targeting the public enterprise.

keywords : public enterprise, human capital, training expense, welfare

expenditure, financ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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