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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인센티브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한 연구로서 공기업은 경영평가 인센티브에 영향을 크게 받고, 민

간기업은 시장에서의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가설 하에

우리나라의 CBP 전력시장의 사례를 분석하여 진행이 되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이 의미하는 내용은 공기업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추종하여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그 결과가

경영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평가

지표를 정하면, 해당 기업은 이 지표를 충족하고자 내부 조직에

대한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서 해당 지표를 충족할 전략을 세울

것이며, 평가대상자가 시장형공기업일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평가

대상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행태와 경영전략에 암묵적인 영향

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부의 공기업에 대

한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

에 대한 척도로 시장형공기업의 주요사업 경영평가지표 실적에 중

요한 요소인 발전기 불시정지 건수의 실적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민간기업의 실적과

비교함으로서 전력시장이라는 동일시장내에서 경쟁하는 시장형공

기업이 정부의 대공기업 정책인 공기업경영평가의 영향에 대해 어

떻게 반응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발전기의 고장정지는

발전기의 주기기 제작사와 기기 모델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분석을 하고자 연구는 사례분석(Case Study) 연구방식으

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공기업이 민간기업 대비 발전기 불시정지가 양호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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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즉, 공기업 발전회사의 주요 경영

평가 지표중 하나인 발전기의 불시정지에 대하여 공기업 발전사

가 민간발전사에 비해 현저하게 양호한 결과를 나타태고 있어, 공

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경영활동과 시장에서의

행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이 의미하는 내용은 민간기업은 시장에

서의 수익을 추구하므로 공기업 대비 시장에서 보상되는 항목에

경영역량을 집중하여 공기업 대비 우월한 실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었다. 연구는 전력거래소의 시장운영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

으로 접근하여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2015년말 기준 880개의 회원사가 보유한

발전기중 전력거래소에서 중앙급전발전기로 운영 중인 발전기를

소유한 35개의 발전사업자의 232개 중앙급전발전기를 대상으로 하

여 월간자료로 압축을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해 공기업대비 민간기업의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정산

금이 클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보

상되는 정산금에 있어서 공기업 대비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

었다.

전력공급의 특성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공급 전기의 발원지 파

악이 어려워, 개별 공급자들이 전력 품질과 신뢰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 지불을 회피하려는 무임승차(free-riding) 유인을 갖

는다는 것이다.

현재 계통운영보조서비스는 전력시장을 개설한 선진 외국 사례에

서는 별도의 시장으로 운영되나 우리나라는 총금액을 고려한 보상

으로서의 의미만 가짐으로서 시장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

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외국 시장에서는 에너지 정산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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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 정산금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1%대로

미미한 수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개설 이후 에너지 정

산금 대비 보조서비스 정산금 실적을 확인해본 결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시장기

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도출되었다..

첫째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경영활동과

시장에서의 경쟁행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

장형 공기업의 경우 더욱더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경영평가가 기업의 공공성만을 강조하

는 방향으로 치우칠 경우 그 공기업의 기업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향후 시장형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지표 선정시 이러

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전력시장의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정산액수에 있어서 민간기

업이 공기업 대비 클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이 기각된

것은 전력시장, 그 중에서도 보조서비스라는 한정된 시장에서 이

루어진 것이며, 이는 그 시장의 시장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보조서비스가 경합성과 배

제성을 가진 재화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공공재로

서의 특성을 가진 재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전력계통이 정상적

으로 운영되고, 전력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

소가 보조서비스이지만, 민간, 공기업 공히 공급을 꺼리고 무임승

차하려는 유인을 가지는 재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요어 : 공기업, 민간기업, 인센티브, 공기업경영평가, 전력시장,

계통운영보조서비스

학 번 : 2015-2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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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1년부터 촉발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역사는 수직통합

의 분리와 민영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전력산업은 발전-송전-배전이라는

분야로 구성되는데, 각 부문 간 수직통합의 분리와 부문 내 수평 분리를

수반하는 민영화 계획이 원래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이었다. 그리하

여 발전과 배전을 5 ∼ 6개로 분리하고 전력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첫째 단계이며 궁극적으로는 소매 시장까지 개방하여 자유경쟁을 도입한

다는 것이 궁극적 계획 이었다.

지난 10여년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진 것은

바로 한국전력공사로 수직·수평 통합 전력 독점회사의 발전 부문이 분리

되어 6개의 발전공기업으로 자회사화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구

조개편의 성과라는 것은 6사로 분리된 발전자회사의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발전사들이 분할되어 경쟁한 성과는

현재의 전력시장의 완전경쟁시장이라고 볼 수 없는 한계점과 시장구조의

제한으로 각 회사의 재무성과나 입찰전략 만으로 분석할 수는 없고, 같

은 시장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민간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만이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CBP전력시장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서 ‘계통운영보조서비스’라 불리는 전력공급의 품질유지서

비스가 전력시장의 하나의 섹터로서 존재한다. 계통운영보조서비스는 전

력계통에 적합한 신뢰도 및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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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조서비스는 전력시장의 주거래 상품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

전기에 의하여 공급되므로 그 운영 및 거래방식은 에너지시장과 병행하

여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계통운영보조서비스의 일부 항목들

(GF, AGC)은 과거 통합 한전시절의 내부 평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성과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기업에 대한 정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시장형 공기업은 기업성이 강조

되는 공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 설립된 발

전회사의 경우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공기업이 대부분을 이

루는 전력시장 내에서 기업성에 기반 하여 경쟁하여야 할 공기업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가 그 대상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참으

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의 앞으로의 행위에 대한 방향성을 제

공 한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평가자의 피평가

자에 대한 평가의 내용과 방향은 평가 대상의 행위를 구속할 수 있으며,

향후 그 대상의 행동 방향을 특정 지울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 하나의 과제로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척도로 시

장형공기업의 주요사업 경영평가지표 실적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정부

가 공기업에 대한 평가 지표를 정하면, 해당 기업은 이 지표를 충족하고

자 내부 조직에 대한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서 해당 지표를 충족할 전략

을 세울 것이며, 평가대상자의 시장형공기업일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평

가 대상자의 시장에서의 경쟁행태와 경영전략에 암묵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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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민간기업의 실적과 비교함으로

서 전력시장이라는 동일시장내에서 경쟁하는 시장형공기업이 정부의 공

기업경영평가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

다.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조직과 달리 시장의 원리에 따른 시장의 최저

선과 같은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통제 기제가 결여되어 있어 조직 성과

관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정부의 경영평가

제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관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고 조직 성과평가를 통한 경영 효율화 유도 등 공공기관 성과관리에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장형공기업의 민간기업에 대비한 성과

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였다. 더욱이 한 시장내에서 다

수의 공기업과 다수의 민간기업이 동일한 시장규칙 하에서 경쟁하고, 그

실적이 분석가능 하도록 제공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CBP(Cost Based Generation Pool) 전력

시장의 사례를 통하여 시장형 공기업이 경영평가제도에 대해 어떻게 반

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와 함께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수익에 의해

보상 받는 인센티브를 비교해서, 통계적 방법과 사례분석을 병행하여 분

석해 보고자하며, 연구 결과 두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와

시장기제의 작동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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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현재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CBP전력시장에

서 전력을 거래하는 회원사로 하며, 2015년말 기준 880개의 회원사로 보

유 총설비 용량 93,677만 kW에 달한다. 이중 전력거래소에서 중앙급전

발전기로 운영 중인 발전기를 소유한 35개의 발전사업자의 232개 중앙급

전발전기를 대상으로 한다. 발전기 숫자는 물리적 발전기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고, 상업적으로 병합된 발전기를 의미하여 실제 발전기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한국전력공사그룹의 6개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의 경쟁실적의 비교

를 통해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영향과 시장경쟁의 결과를 실

증적이고 통계적 관점에서 규명함으로써 시장형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성

과관리 정책인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정책효과와 향후 전력시장 재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전력시장에서 계통운영보조서비스라는 섹터의 시장기제 작동 여부

를 사업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발전자회사의 주요사업지표 평가지표인 ‘고장정

지율 글로벌 경쟁력’과 ‘비계획 손실 저감실적’에 대해 중요한 기본 자료

가 되는 발전기별 불시정지, 파급정지, 비계획정지, 기동실패에 대한 전

력거래소의 운영실적 자료를 Case Study 방식으로 분석하며, 또한 민간

기업의 시장에서의 수익 추구에 대한 자료로서 전력시장의 계통운영보조

서비스 정산금에 대한 전력거래소의 시장운영 실적자료를 통계적 측면에

서 분석할 것이다. 각 변수들의 수집은 우리나라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결과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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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도현황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공기업 경영평가

1. 공기업 경영평가 현황

과거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영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비효율의 원인으로 정부의 사전 통제 및 사

후 경영평가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들 수 있다(김준기, 2014).

현재 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전년도 말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 2월에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며, 공기업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영실적평가가 실시된다. 그리고 평가결과가 다음연도 6월까

지 확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결과를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도로․항만․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또

는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안전․복지 등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곤

란한 부문에 주로 설립되어 왔으며 그 동안의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그 설립목적과는 관계없이 고비용, 저효율성이라는

태생적 문제가 존재 한다고 비판받아 오기도 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소유 구조적 특성과 시장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먼저 소

유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그 재산권과 소유 주체가 명료하

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물론 공공기관의 최종 소유자는 일반 국민이라

고 할 수 있으나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 즉 공적소유권은 자신

의 몫을 매각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곽채기, 2003). 이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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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약화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공공기관의 관리자들은 경영

효율화에 대한 동기나 유인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을 자기이익추구

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시장 구조적 특성은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독점

적 구조라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독점에 의해 보

호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파산과 합병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시장이 아닌 정부에 생존을 의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

우 대부분 소비자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성장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

다.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공기업 운영과정에서의 ‘비효율

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①재산권이론 ②주인-대리인 이

론③ 비시장실패이론 ④X-비효율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재산권이론에 따르면, 공기업은 그 재산권과 소유주체가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기업을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부른다.

법적 측명에서 보면 공기업의 최종 소유자는 투표권을 가진 일반국민이

라고 할 수 있으나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은 공적소유권으로 자

신의 몫을 매각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 약화되어

있는 공기업이 특징상 공기업의 관리자들에게는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

고, 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동기나 유인이 결여되어 있다. 따

라서 공기업과 같이 재산권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에 기초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대체 할 수 있는 관료적 규제와 감독 장치를 도입하

는 것이 필요하며,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치인 및 정부부처에게 감독기능

이 부여되고 있다.

둘째, 주인-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공기업의 경영자는 정부가 임명하게

되므로 전형적인 대리인 유형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주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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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기업은 대리인의 관계가 설정된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일차

적 주인의 지위를 갖는 정부에 대해 궁극적 주인으로 일반국민이 존재하

고, 다시 일반 국민과 정부를 매개하는 정치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복대

리인관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공기업제도는 소유권이 분명하게 정의

돼 있지 않은 가운데 다단계 계층구조를 이룬 주인-대리인 관계를 형성

하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이 강하며, 공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에 대한 통

제가 효과적으로 전개되지 못함으로써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

생하게 된다. 또한, 공기업 경영자에 의한 자기목적 추구 또는 지대추구

행동은 과잉인력, 높은 임금 등 금전적, 비금전적 형태의 비효율성을 유

발한다.

셋째, 울프(C. Wolf)의 비시장실패이론에 따르면 공공부문 활동에 대한

수요·공급조건에 의해 가외적 비용, 내부효과(internality), 파생적 외부효

과(derived externality) 형태의 공공부문 실패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

다. 공공부문 실패를 야기하는 수요조건으로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보

상체계의 왜곡, 정치인들의 단기적 이익추구 성향, 서비스 공급에 따른

이익과 비용분담의 연계 미흡 등을 제시하고, 공급조건으로는 산출물 측

정의 곤란성, 독점적 생산,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종결메커니즘의 결여

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수요·공급 조건이 결합해 공기업의 방대한 내

부조직과 인원, 과도한 자회사 설립, 최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잉생산과

과잉투자의 방만경영 등이 나타난다.

넷째, X-비효율성은 공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으로 인해 유발되는 비효율성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공기업 소유자가 주인-대리인 문제의 근간을 이루는 정보의 비대칭

성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력수준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함

에 있어 ‘불활성 영역’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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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통제하

고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경영평가제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

향한 경로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1984년 24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

가제도는 1990년대 말그 체계가 더욱 정교화, 객관화되었으며 2004년 정

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도입

되었다. 이후 2007년 공운법의 시행으로 평가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단행

하여 현재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9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되고 있다. 경영평가제도의 역할 및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박석희, 2007).

첫째, ‘성과에 관한 계약’을 통하여 정부와 공공기관간의 관계를 재정립

할 수 있게 한다.

계약을 통한 정부와 공공기관간의 역할 명료화는 과거 주무부처의 무분

별한 경영개입을해소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탈정치화’ 또는 ‘관계의

분절화’를 이루며 이는 정부의 다른기회주의적 개입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경영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 경영자에게 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에 노력하도록 하는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에게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의식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경영자율권을 보장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시장에 의한 평가와 유

사한 시스템으로 유도될 수 있다.

셋째,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해

당기업의 상업적, 공익적 목적의 차이점을 구분하게 한다. 정부시스템과

경영목표의 연계는 공공기관의 핵심역량분야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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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구축하게 하며, 사회후생 극대화라는 공공기관의 모호한 목적함

수를 평가지표를 통한 측정 가능한 함수로 전환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주

인-대리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한다.

넷째,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경쟁요소 또는 경쟁

압력을 도입해 준다.

인센티브 차등지급 등을 통해 공공기관 상호간 그리고 공공기관 내부에

서 조직과 개인 상호간경쟁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한다. 또

한 평가 결과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쟁을 조성할

수 있다.

다섯째, 평가결과가 공공기관의 이후 경영에 환류 되어 경영개선을 유도

하는 관리순환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어 경영현안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

안이 도출될 수 있게 한다. 이는 우수한 제도나 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려는 노력을 촉진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관리능력향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여섯째, 경영평가제도는 정부, 노조,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익집단들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역할과 목표에 대한 기대수준을 조정하게 한다. 정부

와의 성과계약관계 설정에 따른 명확한 목표추구 체계로의 전환은 이해

당사자의 기대수준 조정은 물론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기능

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평가제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

영 통제시스템의 간소화 또는 상호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공

공기관의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줄일 수 있다

(김준기, 2001).

마지막으로 일곱째,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결과의 보

고와 경영공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활동과 성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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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제5기 공기업경영평가 제

도는 2007년 4월에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투

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폐지되고, 새로이 ‘공기업·준

정부기관 경영평가’로 통합되어 평가기준과 방법이 일원화 되었다.

2008년부터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용어 대신에 공

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총 101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기

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체계가 운영되었다. 2007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는 종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체계를 적용해 온 14개 공기업을 공기업

Ⅰ유형으로, 종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체계를 적용해 온 10개 공기업

을 공기업Ⅱ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능

및 기존평가체계를 고려하여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2008

년도 경영실적 평가부터는 공기업을 업무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토대로

SOC유형고 서비스·진흥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77개의 준공공기관

의 경우, 현행 유형분류의 틀(5개 유형, 6개 구분)은 유지하면서, 26개 중

소형 기관에 대해서는 계량평가만 실시하고 비계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때, 중소형기관은 준정부 기관 중, 정원100인 미

만 또는 자산규모 500억원 미만인 기관으로서, 결산서 등을 기초로 하여

경영성과에 대해 계량인건비, 노동생산성 , 총인건비인상률 등 계량평가

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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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유형

대 상 유 형 기 관

공기업

SOC 유형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

서비스 ·진흥·

제조유형

일반국민,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 업

무로 하는 기관

준정부

기관

검사·검증

수수료를 받고, 기계·장비·시설·부품 등의

기능·성능·안전도에 대한 검사·진단을 하면

서 수익활동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기관

문화·국민생활

국가 이미지 제고, 문화교류 및 홍보, 체육

진흥, 교육훈련 등 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

으로 관련이 깊은 공익사업 수행

산업진흥Ⅰ·Ⅱ

정부의 산업정책을 위탁 수행하거나, 재정

지원을 받아 산업육성, 정보제공, 기술지원,

지도·자문, 품질 및 규격 표준화 등 주로

공익적 사업수행

연·기금 운용

보증·보험·상호부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

서 연금 및 기금을 관리·운용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기금운용평가대상

중소형기관
준정부기관 중 정원 500명 미만인 기관으

로서 계량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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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평가부문 및 지표

평가부문 평가내용 평가지표

리더쉽·전략

비전, 목표, 전략, 리더십 등

조직을 이끄는 동인이 적절

하게 설정되고 실행되는지

여부

-경영진 리더십

-지배구조 및 윤리경영

-CS 경영

-비전 및 전략개발

-주요사업 추진계획

경영시스템

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 및

조직자원의 효율적 활용체

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주요 사업활동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무예산관리

-보수관리

-노사관계 합리성

-성과관리 체계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

영효율화 추진 관리

경영성과

주요 사업성과, 생산성, 고

객만족도 등 경영 활동성과

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

-주요사업성과

-고객만족 개선도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계량인건비

-계량관리 업무비

-총인건비 인상률

-재무예산 성과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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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구조개편 이전에는 통합 한전의 주요 내부평가지표

(사업소 평가지표)였으며, 구조개편 후에는 공기업 발전회사에 대한 정부

의 경영평가 중 주요사업부분의 지표인 발전기 고장정지와 관련된 항목

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지표는 2015년 경영평가편람 기준 주요사업지

표 총 50점 중 25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을 표와

같다.

<표 3> 한전그룹 발전자회사 주요사업부문 배점 현황(출처: 2015 공공

기관 경영평가 편람)

발전기 불시정지관련 항목은 2. 발전설비 운영사업 중 비계획손실 저감

실적 및 고장정지율 글로벌 경쟁력이며 각 지표별 정의는 다음 표와 같

다.

평가

범주
지표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

사업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3 13

2. 발전설비 운영사업 25

(1)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13

(2) 고장정지율 글로벌 경쟁력 12

3. 발전연로 수급사업 12

(1) 유연탄 도입단가 글로벌 경쟁력 12

주요사업 합계 13 3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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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지표정의(출처:2015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

람)

정의 
전력생산 과정에서 비계획손실량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전성
강화 및 전기품질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하향지표)

난이도 우수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산
식 및 
변수

① 산식 = 비계획손실량 / 기준전력량 × 100
② 기준전력량 = 입찰가능용량 × 역일시간
③ 비계획손실량 = 기준전력량 - 계획손실량 - 실입찰량
④ 입찰가능용량
  - 전년 동월 고장정지 및 출력감발 없는 평균 입찰량
  - 복합발전기는 전년 대기온도와 금년 대기온도를 보정하여 산출 단, 

O/H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전년 동월 실적이 없거나, 10일 이상 
정지시 전월과 익월의 평균치를 적용

  - 계획손실량 : 입찰가능용량 × 계획정지시간
  - 실입찰량 : 전력거래소에서 최종 정산된 입찰량

※ 산출시 고려사항
  -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발전기는 폐지 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자연재해(낙뢰포함), 송전계통, 해양생물유입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의한 정지 및 출력감발은 평가에서 제외
  - 열․증기 공급에 따른 입찰량 변동분은 보정하여 산출
  - 계획정지 전․후 계통병입/병해로 인한 입찰량 저하분은             
     계획손실량에 산입
  - 사전 전력거래소에 신고 된 각종 시험에 의한 손실량은            
     보정하여 산출



- 15 -

<표 5> 고장 정지율 글로벌 경쟁력 지표정의(출처: 2015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정의

고장정지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 전기품질 향상 등의

고장정지율 관리 실적을 글로벌

수준에서 평가한다.

(하향지표)

난이도 양호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정지시간 / 역일시간
② 정지시간 = 불시정지 + 파급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③ 역일시간 = 365일(1년) × 24(시간)
④ 실적 = 기관의 고장정지율 / NERC 고장정지율 

※ 산출시 고려사항
  -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 발전기는 폐지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자료출처 : NERC(북미전기신뢰성위원회)의 Generating   

 AvailabilityData System(Fossil, All Fuel Types, All  
MW Size)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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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와 경영평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경향

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강조되었고, 성과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

혁활동이 나타났다(김준기, 2014). 즉,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며 성과창

출에 관심을 갖는 성과관리가 강조되었고, 공공부문에 다양한 혁신기법

과 관리제도들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정부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

률(GPRA, Gover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제정 이후, 본격

적으로 성과관리가 강조되었으며, 이는 투입 위주에서 멋어나 조직이 궁

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결과를 통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추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목표관리제(MBO) 등 일

부 기법들이 시행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관

리활동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정부업

무평가를 실시하면서 성과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각 부

처에서 성과를 강조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되었다. 성과에 기

반한 공기업 관리혁신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이다(김태은 외,

2008; 신열, 2008; 윤광재, 2008).

이러한 성과관리의 핵심은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으

로, 과거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사전 통제식 접근에 대응하는

것이다. 정책 집행을 비롯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

니라, 그 결과(성과)에 입각하여 행정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중훈, 2004). 전통적 관점에서는 투입이나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산출 및 결과 또한 바람직할 것이라는 지극히 낙관적 기대를

전제하며, 이에 따라 관리의 초점이 ‘과정에 대한 관리’ 혹은 ‘통제’에 맞

춰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복잡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며 비효율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성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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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게 된다. 즉,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성과에 따른 사후평가체계를 구

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사전에 조직과 개인의 목표와 성과지표가 설

정되고, 설정된 지표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전개한다.(이윤식

외, 2006; 신열, 2008). 이 때, 성과관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이 성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측정 결과에 따른 성과보상

시스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즉, 높은 성과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보

상을 연계시켜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성과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가 극대화되는 일종의 윈-윈(win-win)전략이 필

요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정치·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 개

념화하고 측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김태은 외, 2008).

공기업의 경우, 시장성과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유와 경영이 분

리되는 특성이 존재한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공공부분

이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이해 과정이

나 절차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과 또는 성과에 초점을 두고 지

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평가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제

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기업 경영활동에 대학 정확한 진단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공기업 경영혁신 활동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김준

기, 2014).

3. 선행연구 검토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영향과 성과에 대한 기존연구

들을 살펴보면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조직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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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조택, 2008; 김지홍, 2007; 박석희, 2007;송희준, 2005; 곽채기,

2003; 김판석, 2003; 송대희, 2003; 김준기, 2001; 오연천, 1999) 반면 평

가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경영평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가지표

등 평가 운영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한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

다(이창길․최성락, 2008;이승필, 2004; 최종원․이승필, 2003).

하지만 이들의 논의방법은 이론적․규범적 연구나 설문조사, 인터뷰, 평

가 결과분석 등의 방법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한적인 범위라도 피평가 기

관들의 실제 실적자료를 토대로 경영평가제도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박석희(2007), 김준철(2006), 곽채기(2003)가 있을 뿐이다. 이는 공공기관

에 대한 공통된 성과측정 변수가 부재하며, 독점구조로 인해 민간조직보

다 성과의 계량화가 어렵다는 것이 근본 배경일 것이다(Ellwood, 2000).

더욱이 정책과정은 다차원적인 목표들로 인해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정치

적 특성을 보인다. 이로 인해 제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계량분석 모

형은 복잡해지며 결과의 해석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존재한

다5). 다음으로 경영평가제도의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들의 또 다른 특징

은 연구대상이 주로 공기업 경영평가라는 점이다.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

시행의 오랜 역사와 공기업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성과의 계량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박석희, 2007). 준정부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도입 이전 평가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거나 도입 후 평가지표개

선 등 평가운영 방법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전의 경영평가, 즉 성과평가와 관련되어 수행된 국내 연구들은 대

체적으로 최적평가체계 도출, 평가모형과 평가방법론의 개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과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 평가결과 분석 등의 연구가 중심이

었으며, 기관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역할이나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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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치우쳐 있었다. 해외연구들 중에서도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운영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다만 여타 공공관리제

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일부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공공부문의 여러 성과관리제도가 조직 혹은

개인 수준의 성과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선행연구들 중 기관평가제도의 역할과 운영성과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은

대부분 국내연구들인데 이들 대부분은 이론적, 규범적 연구이거나(김준

기, 2001; 오연천, 1996: 송대희, 1989; 심오택, 2001; 이근주, 2001; 선태

제·홍후조, 2000),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대부분 설문분석을 중심으로 하

고 있으며(송패희, 1997; 박재희, 2002; 이근주, 2003; 회옥희, 1998), 제한

적인 범위라도 실증자료를 토대로 기관평가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연

구는 곽채기(2003), 주민정(2005), 임연기(2004) 등이 있을 뿐이다. 이 중

에서 특히 곽채기(2003)는 13개 공기업의 1985년 이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경영혁신의 촉진, 경영투명성, 고객만족도, 경영

효율성, 조직생산성, 공기업관리정책 개선 등 6개 항목에 걸쳐서 경영 평

가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주민정(2005)

역시 104개 우체국의 2003년도 단년도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자료를 바탕

으로 우정사업경영평가제도가 우체국의 관리효율성(인력규모 등), 우정사

업의 수익성, 우정사업의 생산성 등에 미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

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의 논의는

공기업 성과관리체계로서 경영평가제도가 공기업의 시장에서의 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대다수 선행연구들이 비록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지만 경영평가제도의 운영성과를 주로 경영효율성, 조직성과나 경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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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대한 인식도, 업무생산성 및 투명성, 고객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분

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의 운영성과를 실증적

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제도의 운영성과는 여러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수 조직 혹은 개인차원의 다양한 성과변수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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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관평가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분석대상

평가제도
성과분석의 초점 비고

김준기(2001) 공기업경영평가

공기업의 공익성

공기업의 효율성

공기업의 경영성과

이론적 분석

오연천(1996) 공기업경영평가
경영혁신 및 경영효율

성
이론적 분석

곽채기(2003) 공기업경영평가

경영혁신의 촉진

경영투명성

고객만족도

경영효율성(관리 효율)

생산성(요소생산성)

이론적 분석 및

자료분석

송대희(1989,

1997, 2003)
공기업경영평가

경영효율성 개선

경영혁신의지 확산

이론적 분석 및

설문분석

심오택(2001) 중앙부처기관평가

업무의 생산성

경영혁신(관리혁신)

행정의 투명성

국민신뢰도 및 만족도

이론적 분석

이근주(2001) 미국 GPRA

성과에 대한 인식도

효과적 성과지표의 개

발

이론적 분석

박재희(2002) 중앙부처기관평가

제도개선

대민업무 수행방식개선

대민서비스 개선

책임행정구현

예산집행의 효율성

설문분석

주민정(2005) 우정사업경영평가

관리효율성

우정사업의 수익성

우정사업의 생산성 등

104개 우체국의

2003년도 경영

성과

조금주(2004) 학교기관평가

학교운영방식의 개선

학사관리의 개선

재정 및 시설관리 개선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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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해외 공공관리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분석대상

성과제도

성과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혹은

통제변수

R o d e r i c k ,

jacob & Bryk

(2000)

공립학교 개혁제도

- 개인수준

- 질적변수:이수정도,

출석률 등

- 환경요인

- 교장 및 교사특성

- 학생특성

- 정책집행특성

Heinrich &

Lynn (2000)
직업훈련 개혁정책

- 개인수준

훈련참여자 소득

훈련참여자 고용

- 환경요인

- 행정구조

- 관리전략

Jennings &

Ewalt(2000)
복지개혁정책

- 조직수준

주정부 복지제공건수

- 환경요인

가족복지건수 감소

주 정책선택

주 정책목표

주 전략

주 행동

Sandfort(2000) 근로복지개혁정책 - 조직수준

- 환경요인

- 서비스 구조

- 서비스 기술

- 고객특성

Riccio, Bloom

& Hill(2000)
근로복지정책

- 개인수준

고용수준

소득수준

복지수혜

- 기술요인

- 조직요인

- 관리과정

- 직원특성

- 고객특성

- 환경요인

O’Toole &

Meier(2000)
공공관리제도 성과 -정책수준 : 정책성과

- 구조

- 환경

- 관리

- 시차변수

Wolf(1993) 공공관리제도 성과 -정책수준 : 정책성과 - 리더쉽요인

Ingraham &

Donahue(2000)

정부관리역량의 효

과

-정부성과 : 정책집행

결과

- 환경요인

- 성과관리제도

-구조

-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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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력시장과 계통운영보조서비스

1. 전력시장 현황

전력시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물리적, 기술적 특성에서 본 전력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의 저장은 순시적으로도 불가능 하다. 물

론, 양수발전기나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에너지의 저장이 가능하기는 하

나, 그 양이 미미하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둘

째, 설비 투자의 적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전력 공급은 설비용량에 의하

여 강하게 제약을 받으므로 설비능력의 한계에 도달할수록 발전비용이

급격히 증대하게 된다. 그런데, 전력기반시설의 건설은 최소 수년에서 최

대 십여년 까지 걸리게 되므로 단기적인 초과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발전

설비의 확장이 순시적으로 불가하여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셋째 수

급균형의 유지가 어렵다. 전기 저장의 비경제성과 설비제약으로, 전력시

장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때 순간적으로 공급을 조절하여 수급균형

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 저장해둔 재고를 이용하여 수급을 맞출 수도

없고, 발전설비를 단기에 확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넷째 전력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력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

탄력적인데, 발전설비의 공급한계에 도달할수록 전력공급의 비탄력도는

극심하게 커진다. 뿐만 아니라 전기는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까지 연

결된 전력계통에 의해 전달되는데, 전기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발전

에서 뿐 아니라 송전과 배전에서도 혼잡(congestion)이 발생해 전력공급

의 비탄력도는 더욱 커진다.

전력공급의 특성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급 전기의 발원지 파악이 어려

워, 개별 공급자들이 전력 품질과 신뢰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 지불

을 회피하려는 무임승차(free-riding) 유인을 갖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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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공급자로부터 송전선에 주입된 후에는 그 발원지를 파악하기 어

려우므로 특정 전기에 대한 공급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 공

급자의 전력에 대한 품질은 계통으로 주입되기 전에 확인되어야 하나 현

재의 계량장치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개별 공급자들에게는

전력 품질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을 서로 부

담하지 않으려는 무임승차 유인을 갖게 된다.

전력수요 측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의 변동성

(volatility)이 극심하다. 전력의 최대 수요와 최소 수요의 차이가 일년,

주간, 일일 중에도 매우 크다. 더구나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하여 동태적

으로 분산(dynamically hedging)할 수도 없으므로 수요의 변동성은 도매

가격의 변동성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둘째, 최종 수요가 도매가격에 대

해 비탄력적이다. 전력의 최종 사용자들은 대부분 시간대에 관계없이 규

제된 일정 요금 하에 전력을 사용하므로 전력 도매시장에서의 단기적인

전력요금 변화가 최종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최종소비자들의 단기 전력수요 역시 도매전력시장에서의 가격에 대하여

매우 비탄력적이다.

전력산업은 크게 발전부문, 송·배전부문, 그리고 판매부문으로 구분된

다. 이는 일반 산업의 경우에 생산·유통·소비부문으로 구분되는 것과 동

일한 형태이다. 전력의 생산단계인 발전 부문은 원자력, 석탄, 중유,

LNG 복합 등 다수의 발전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력의 유통단계인 송·

배전 부문은 765kV, 345kV, 154kV, 22.9kV 등 다양한 전압을 갖는 송배

전선로와 변전설비, 조상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매 부문은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산업은 과거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 송배전, 판매의 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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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는 독점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1년에 시

행된 제1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발전부분이 분리되

어 6개의 발전자회사로 설립되면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동년 4월 2일에는 발전부문만이 경재에 참여하는 전

력시장이 개설되었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들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판

매하며, 또한 한전은 이를 전력시장에서 구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력을 거래하

는 체제로 산업구조가 변경된 것이다.

전력시장의 운영은 2001년도에 전력시장의 출범과 함께 한전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전력거래소가 담당한다. 따라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회원

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개설 초기의 CBP(CBP: Cost Based

Generation Pool) 전력시장에는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와 송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로서의 한전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과거에 한전과의 전력구입계약(PPA : Power Purchase Agreement)을

바탕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던 발전회사 및 자가용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과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한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 참여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력거래에 참여하고 있느 전력거래소 회원의

숫자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에 PPA에 따라 하전에 전력을 판매하던 발전업

체 즉, 민영발전회사(한국종합에너지, LG에너지, LG Power 등), 수자원

공사, 자가용설비업체 등에 대하여는, 각 업체의 선택에 따라 한전과 기

체결한 PPA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자유경쟁

방식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력시장 개설

이후에는 신규 PPA를 체결 할 수는 없다. 그 결과 대부분의 발전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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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

2001년 4월, 구조개편을 통하여 수직통합 전력회사인 한전으로부터

발전부문을 분리함과 아울러 경쟁 통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발전시장을

개설하였다. 이러한 발전경쟁 단계의 전력시장은 한전의 6개 발전회사와

소수의 소규모 민간발전회사들이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독점 송·

배전 및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이를 전량 구입하는 구조이다. 또한, 일반

경쟁시장에서와 같이 가격입찰을 통하지 않고, 대신에 발전기들의 실제

변동비를 반영하여 시장가격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시장을 변동

비반영발전시장(CBP: Cost Based Generation Pool)이라 부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CBP 전력시장은 세계적으로 고유한

형태이다. 이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적용하며, 아울러 향후 도

입되는 경쟁시장에 대한 경험축적 측면에서 도입된 전력시장이기 때문이

다.

2. 계통운영 보조서비스

전력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항상 실시간에 따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반면, 수요의 불안정성과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수급을 사전적으

로 일치시키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후의 순간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

을 유지하는 기능을 받듯이 필요로 한다. 전력 주파수와 전압을 일정하

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전력계통에 걸쳐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의 생

산과 소비를 지속적으로 감시(실제 감시치는 주파수 및 전압임)하며 수

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일부 지역의 영향이 전력계통을 통하여 전 시스템에 동시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계통을 동시에 감시해야 한다. 결국 전력계통의 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계통운영자(System Operator)에 의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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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집중적 시스템 감시 및 지원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인데, 이와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상품인 전력에너지 및 송전서비스 이외에도 계통운

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계통운영보조서비스라 부른다.

보조서비스라는 표현은 1996년 4월 미국의 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의 Order 888에서 비롯되었다. 송전망이 개방되

어 자유롭게 전력을 거래하다 보면 특정 지역의 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할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Order 888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6가지 보조서비스를 정의하고 송전망의 비용에 이를 반영하여 해결하

도록 하였다.

CBP시장에서도 보조서비스는 계통의 안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CBP의 시장규칙 하에서 보조서비스는

역할과 그에 따른 보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보조서비

스 시장이 없어서 보조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운영이 투명하지 않은 측면

이 있다. 둘째,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며 받는 비용이 보조서비스의 정산금

Box 4.1] Order 888

After considering the comments, we conclude that the following

six ancillary services must be included in an open access

transmission tariff:

(1) Scheduling, System Control and Dispatch Service;

(2) Reactive Supply and Voltage Control from Generation Sources

Service;

(3) Regulation and Frequency Response Service;

(4) Energy Imbalance Service;

(5) Operating Reserve - Spinning Reserve Service; and

(6) Operating Reserve - Supplemental Reserv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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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에너지의 정산금 중 COFF라는 항목에 반영되어 있어 보조서비

스의 가치가 정확히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

계통운영보조서비스는 전력계통의 신뢰성, 안정성을 유지하고 전기품

질을 유지하며 전력거래를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조정, 대기·대체예비력, 무효전력 및 자체기동 등의 서비스를 말한

다. 이와 관련하여 전력거래소는 보조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보조서비스 확보기준, 운영절차 및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여 공정하

고 투명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전력시장에서는 2002년 5월 1일부터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주파수조정, 대기·대체예비력, 자체기동서비스에 대한 보조서비

스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전에 지정된 정산단가에 보조서비스 기

여도 및 지정된 용량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서는 실시간 급전운영을 위해 확보된 발전력 이외에 보조서

비스 종류별로 적정수준의 예비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서

비스 종류는 주파수조정 서비스(주파수추종운전, 자동발전제어), 예비력

서비스(대기예비력, 대체예비력), 무효전력 서비스, 자체기동 서비스로 구

분할 수 있다. 보조서비스 항목 중 무효전력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으며, 다른 항목들은 발전기별 기여도에 따라 일

정금액의 정산금을 지불하고 있다.

현재 전력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계통운영 보조서비스 종류를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예비력확보기준은 평상시와 동하계로 구분하여 운영

되고 있으며, 동하계 기간에는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예비력을

500MW 더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예비력 종류별 확보순서는 이용가능 시간에 따라 주파수조정예비력, 운

전중인 대기·대체예비력, 정지중인 대기·대체예비력 순으로 확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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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종류별 확보기준 초과량은 후순위 예비력에 포함 한다.

<표 8> 계통운영보조서비스 항목 및 확보량

구 분 항 목 확보량(평상시) 확보량(동하계)

운전

예비력

주파수

조정

GF

1,500MW 1,500MW

AGC

대기·대체

운전상태

(SR)

1,000MW

(10분)

1,500MW

(10분)

정지

예비력

정지상태

(RR)

1,500MW

(120분)

1,000MW

(20분)

자체기동서비스(지정량, BS) 2,249MW

현재 계통운영보조서비스에 대한 정산은 전체 정산금액으로 배정된 436

억원을 각각의 보조서비스별 항목별로 금액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조서비스 정산금중 주파수추종서비스와 자동발전제어는 발전기별 기여

도에 따라 정산금을 지불하며, 예비력과 자체기동 서비스는 사전에 지정

된 량에 대해정산금을 지불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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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보조서비스 정산

구 분 정 산 식

주파수 추종서비스

(GF)

정산단가×응답량×속도조정률가중치×부동대가중

치×주파수조정운전상태

자동발전제어

(AGC)

정산단가×제어가능용량×제어가용률 가중치×제어

성과 가중치

대기·대체예비력

(RR, SR)
정산단가×대기·대체 예비력 지정량

자체기동발전

(BS)
정산단가×발전기 설비용량

보조서비스 정산단가는 매년 1분기에 재산정되며, 각각의 보조서비스 배

정액 및 이전 해의 서비스량을 고려하여 금년도 배정액에 맞도록 단가를

조정하고 있다. ’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항목별 정산단가는

<표 10>과 같다.

<표 10> 계통운영보조서비스 항목별 정산단가

구 분

주파수조정 대기·대체예비력
자체

기동
비고

GF AGC
20분

(RR)

120분

(SR)

단가(원/MWh) 2,867 876 3,395 2,263 96 -

배정액(억원) 246 44 128 18 436

비율(%) 56 10 30 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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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계통운영보조서비스의 역사는 전력시장의 개설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2001년 전력시장이 개설된 후 2002년 초기 단계로서 계통운영보조

서비스가 운영되었으나, 외국의 사례와 달리 별도의 시장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전력시장 내에서 보상의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후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계통운영보조서비스의 적정비용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

나(윤용범, 2006), CBP 시장의 원리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어려움이 많았다. 즉, 특정한 서비스는 비용 발생

을 측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조서비스 제공 비용을 어떻

게 분담하느냐의 연구도 있었다, 즉 필요한 경비를 시장참여자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느냐가 주요 연구 대상 이었고, 경제학적 입장에서 접근해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영세, 2003).

또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계통운영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위

한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김시연, 황재동, 송경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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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가설의 이론적 논거

1. 공기업의 공공성과 민간기업

공공성 또는 공익은(public intrest)은 쉽게 말해 공공의 이익 즉, 국민

들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 한다(김준기, 2014). 또한 공익은 사

적이익, 개인이익, 부분이익, 특수집단의 이익, 소수의 이익에 대비하여

공적이익, 국가이익, 전체이익, 일반이익, 대중이익, 다수이익 등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은 매우 추상

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정정길, 2006).

이와 같은 공공성 또는 공익의 일반적인 정의 및 내용에 대한 논의에 비

추어볼 때 공기업은 시장에 맡겨둘 경우 공급되지 않거나 과소 공급되는

순수공공재 및 준공공재를 생산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공성 또

는 공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기업은 시장 실패 현

상에 대응하여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공적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거

나, 경제 발전과 같은 국가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저책 수단으로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김준기, 2014).

다음으로 민간기업은 본질적으로 사적 소유의 특징을 띄며 이윤 추구

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재와 같이 금전적 수요를 동반하지 않는

수요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공

기업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재 공급과 국가의 공적인 특정

목적 달성이라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기 힘들게 한다. 이에 반해

공기업은 공공적 소유 및 공공적 지배를 통해 이러한 민간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결국, 정부 부문이 직면한 강력한 정치적

제약, 경직성, 관료제화로 인한 비효율성, 정부 부문의 확장을 제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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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적 환결과 사적 이윤 추구의 속성을 지닌 민간기업의 한계 등으

로 인하여 정부 부문은 정부 조직 자체나 민간기업을 활용하기 보다는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게 된 것이다.

2. 공기업의 기업성

공기업의 기업성이란 대체적으로 “공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성격, 즉

계속적 상품 생산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유훈

외, 2011) 또한 “위험에 과감히 도전하여 신사업을 개척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같은 기업가 정신(enterpreneurship)”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송대희 외, 1987; 1988). 이러한 공기업의 기업성은 정부 부문의 속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성은 구체적으로 공기

업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가격기구와 결합’되어

있다는 데서 확인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기업은 정부 부문과는 달리

대화 및 서비스를 요금을 받고 판매하여, 생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성은 공기업이 시민을 공기업의 고객, 즉 주

요한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고객제안제도를 마련하거나 주요 경영 모토

로 ‘고객만족’을 설정하는 등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기조 또

는 비전에 있어서 민간기업에서 볼 수 있는 생산성, 수이 등과 같은 ‘경

영성과’를 중요시 하고 있는 데서도 공기업의 기업성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태생적 특성으로 인하여 공기업은 기업성과 앞에서 지

적한 공송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제약이 있다(김준기, 2014).

그러면 공기업과 기업성의 조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국유화

와 이윤동기 간의 모순을 의미하는 것인가? 공기업의 주요한 목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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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많은 학자들은 공기업이 가지는 공공성

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보완적 개념임을

보여 왔다(이상철, 1998; 유훈, 2005). 사실 공공성이라는 것이 공권력을

수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정치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성이라는 것은 공권력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간의 주요한 속성상의 차이가 있다(김준기,

2014).

<그림 1> 공공기관의 형태와 공공성-기업성

기업성

높음 낮음

공공성

높음 준정부 기관

낮음 공기업

3. 공기업과 공사부문간 비교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지닌 ‘혼합조직체(hybrid

organization)’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 공공성과 기업성은 각각 정부

부문과 사기업 부문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정부 부문, 사기업 부문, 공기업 부문은 각 부문이 추구하는 목표

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 부문의 경우 행정활동을 통해 ‘공공 이

익(public intrest)’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기업 부문은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

화’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려고 한다. 이처럼 정부 부문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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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문이 공익 실현과 이윤극대화라는 양극단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

과는 달리, 혼합 조직체로서의 공기업 부문은 앞서 지적 하였듯이 각 조

직 형태별로 그 비중은 다를 수 있으나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달성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의 차이는 활동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로 연결된다. 즉,

정부 부문의 경우 공익 또는 다수의 집합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권

력(power) 작용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데 비해, 효율성 또는 이윤극대

화를 추구하는 사기업 부문은 시장 가격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특성이

있다(김준기, 2014). 그리고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

부문은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결부되는 측면이 있으나, 전기 및 가스 요금, 철도 요금 등의 공공

요금 인상 억제에서 보듯이 행정부 및 정치권의 권력 작용이 함께 가해

지는 특성이 있다.

각 부문은 생산하는 재화의 특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Savas(1982)

는 배제 가능성(excludability)과 경합성(rivalry)을 두 축으로 하여 재화

를 구분하였는데, 정부 부문은 이의 유형분류에 따를 경우 주로 비배제

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순수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기업은 주로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이라는 특성을 지

닌 재화를 경쟁적인 시장 환경 하에서 생산한다. 이에 비하여 공기업 부

문은 본래 시장 실패에 대응한 정책적 산물로서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출현하였으나, 최근에는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시장 재화를 생

산하면서 사기업 부문과도 경쟁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곽채기,

2009). 이와 같은 대표적 사례로서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우리나

라의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계통운영보조서비스라는 재화에 대해서 실

증적으로 접근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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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공급하는 재화에서의 이와 같은 차이는 활동의 토대가 되는

재원 확보(funding)의 차이로 이어진다. 정부 부문의 경우 배제불가능성

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지닌 순수 공공재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용의

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이 암시하듯이 그 활동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정부 부문은 순수 공공

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주로 강제적인 세금 부과를 통하여 그 재원을 마

련하고 있다. 반면에 사기업 부문은 시장가격과 연결된 재화 및 서비스

의 매출액으로 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 부문은

그 조직 형태에 따라 재원 마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공공기관 운

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소비에 따른 수입’인 ‘자체 수입’이 총수입 중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매출액이 그 활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공공성이 강한 ‘준정부기관’의 경우는 자체수입이 비중이 50% 이하로써

매출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정부, 공기업, 사기업 간 비교

정부 공기업 사기업

목표 공공이익
(public interest)

공공성 +
기업성(이윤극대화) 이윤극대화

거래방식 공권력을 통한
할당 공권력+시장가격기구 시장가격기구

재화의

특성
순수공공재 순수공공재+사적재 사적재

재원확보

(funding)
공공재원

(public funding) 공공재원+사적재원 사적재원
(private funding)

소유권
공공소유
(public
ownership)

공공소유
(public ownership)

사적소유
(private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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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모형 및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및 분석 모형의 설정

1. 분석의 이론적 틀

앞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을 기업의 소유형태와 시장구조라고 한다면,

그 동안의 연구에서 경쟁적 환경에서의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지배구조의 변화 즉 민영화에 따른 효율성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실증적 연구 성과 또한 민영화 전후의 기업의

경영성과 변화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서 동일 산업 내에서 경쟁하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성과를 비교하

거나, 또는 국제적인 산업별 비교를 통해 공공부문과 사이업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목적은 결국 공공기관의 태생적 한계로 지적되어

지는 비효율성을 공공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해결하

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시장형공기업의 실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경영평가 도입이 기관 시장경쟁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

석하고자 하였다. 시장형공기업은 기업성이 강조되는 공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 설립된 발전회사의 의 경우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공기업이 대부분을 이루는 전력시장 내에서

기업성에 기반하여 민간자본이 투입된 민간기업과 경쟁하여야 할 공기업

이라 할 수 있다.



- 38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경영 행

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동시에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의 경쟁행태와 비교함으로서 전력시장이라는 동일시장내에서 경쟁하는

시장형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 한전에는 공기업의 내부평가제도에 의하여 발전사

업소에 기술적 평가가 두 종류 존재하였으며, 그 중 하나는 발전기의 불

시정지와 관련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에 관련된

사항이었다.

발전기의 불시정지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발전회사 주요 사업부문 계량평가 항목 편입되어 평가되고 있으며, 기술

적 특성에 관련된 사항은 2001년 도매전력시장 개설에 이어 2002년 5월

부터 계통운영보조서비스란 항목으로 전력시장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하

나의 섹터로서 정산금 의해 보상받고 있는 항목이 되었다. 따라서 공기

업과 민간기업의 고장정지 건수의 차이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CBP전력

시장에서의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정산금 수령액을 분석함으로써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인센티브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더불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시장에서의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에 착안하

여 전력시장의 한 섹터로 운영되고 있는 계통운영보조서비스의 시장기제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부가적으로 검증 할 것이다.

독립변수인 시장형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분류는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6

개 발전공기업은 시장형공기업으로 하고,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시 존재

하였던 민자발전회사 및 그 이후에 진입한 민간자본발전사는 민간기업으

로 한다.

통제변수는 설비의 경년열화에 따른 취약점을 반영한 ‘설비의 노후’와

‘설비의 규모’, ‘연료의 종류’, ‘발전기 형식’ ‘운영회사’ 등을 두어,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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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년 변화와 발전회사의 기술력 격차 등을 고려 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개별발전기의 발전기 불시정지건수와 전력시장에서 보상받는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정산금으로 한다. 발전기 불시정지건수는 한전그룹

사 발전회사의 경영평가 항목중 주요 계량항목인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및 ‘고장정지율 글로벌 경쟁력’두 항목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발전설비 용량별 발전기 기수별 연간정지 건수로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 연구분석의 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공기업 / 민간기업

1.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시장 수익, 다중회귀분석)

2. 발전기 불시정지

(경영평가항목, 사례분석)

통제변수

설비노후화

설비규모

연료의 종류

발전기 형식

회사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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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과 분석방법

김병섭(2010; 165)은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연구에 대한 잠정적 해답 내지 최선의 예측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이론의 내용에 근거하여 정부의 공

기업 정책인 공기업경영평가가 공기업의 경영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찾

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동일시장에서 경쟁할 때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영행태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찾는 차원에서 가설을 설정하

여 분석코자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민간기업은 공기업에 비해 시장수익 관련 항목(계통운영보

조서비스)에서 우월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김준기(2014: 49)는 “민간기업은 본질적으로 사적소유의 특징을 띄며 이

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재와 같이 금전적 수요를 동반하지

않는 수요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고 하였다.

즉, 민간기업은 금전적 수요가 동반되지 않는 경영평가 항목 보다는 시

장에서 정산금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항목에 보다 더 경영 역량을 집중함

으로써 공기업 대비 우월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가설 2: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경영평가 관련 항목(발전기 불시

정지)에서 우월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공기업 경영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공공성’과 ‘기업성’

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다. 즉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지닌 혼합조직체(hybrid organization)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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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 2014). 즉, 공기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사후 관

리장치인 경영평가에 반응하여 경영평가 관련 지표에 있어서 민간기업

대비 양호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는 그 대상의 향후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공기업은 경영평가 항목인 발전기 불시정지(고장) 관련 지표에서

민간기업 대비 우월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위의 두 가지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발전기의 불시정지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통제변수들이

있는데 주기기 공급사 등 설비의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의 경우도 제작사와 모델에 따라서 그 고장의 빈

도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고장은 운용자의 의도나 능력에 관

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연구가설1의 확인을 위하여 사례

분석(Case Study) 방법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가설2의 검정을 위하여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계 패

키지 SPSS를 활용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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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과 지표 측정

1. 자료수집 방법

회귀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시장운영실적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원 자료는 하루 24개의 Data를 가지는 시간대별 자료로서 2015

년말 기준 880개의 회원사가 보유한 발전기들의 총설비 용량은 93,677만

kW에 달한다. 이중 전력거래소에서 중앙급전발전기로 운영 중인 발전기

를 소유한 35개의 발전사업자의 232개 중앙급전발전기를 대상으로 하여

월간자료로 압축을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하며, 공기업은 한국전력

공사 그룹의 6개발전사를 포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아울러 구성되며, 민간기업은

2001년 시장개설시 존재하던 민간기업에 더하여 시장개설 이후에 신규

진입한 민간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종속변수는 전력시장의 계통운영보조

서비스 정산금으로 한다. 계통운영보조서비스는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으나 ‘자체기동’ 항목은 대상발전기의 제한으로 분석에서는 제외하

고 각각의 정산항목과 전체를 합한 금액을 별도로 분석하기로 한다.

통제변수로서는 설비의 경년 열화에 따른 고장과 운영 확인를 통제하기

위하여 ‘설비노후화’라는 변수를 활용한다. 설비노후화란 설비가 완공되

고 얼마의 년수가 흘렀는지를 나타내는 연속형 변수이다.

또, 설비의 규모의 크기에 따른 정산금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비

규모’를 통제변수로 활용하며, 연료의 종류, 발전기의 기술적 형식, 소유

회사, 년도 등도 통제 변수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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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제 1 절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1.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영행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므로 연속형 변수뿐 아니라 여러 가지 법주형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주형 변수를 연속형 변수로 변환한 더미변수를 활용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 하였으며, 발전기 형식, 연료의 종류, 회원사, 년

도 등을 더비 변수로 변환함으로써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여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표 18>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
Watson

GF .569a .324 .323 12116869 .382

AGC .544a .296 .295 9940518 .344

SR .369a .136 .135 16095308 .592

RR .554a .307 .306 23420991 .376

BS .866a .750 .749 2208626 .242

AS .656a .430 .430 33581830 .372



- 44 -

1) GF(주파수 추종운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19> GF 다중회귀 분석결과

* GF(Governor Free, 조속기운전, 주파수 추종운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GF

(상수) 2498995 482005 　 5.185 .000

공기업/사
기업 -4427715 289231 -.087 -15.309 .000

설비노후 -72615 7457 -.065 -9.737 .000

설비용량 26050 523 .481 49.801 0.000

복합 4829709 328511 .151 14.702 .000

내연 557989 306670 .010 1.820 .069

유연탄 1367694 395092 .040 3.462 .001

무연탄 -1476065 479001 -.019 -3.082 .002

가스 -1576159 407413 -.051 -3.869 .000

유류 -400466 355115 -.009 -1.128 .259

양수 -3021525 557509 -.038 -5.420 .000

원자력 -24332457 533685 -.548 -45.593 0.000

2014 846424 358860 .016 2.359 .018

2013 2668423 360286 .050 7.406 .000

2012 2540851 362992 .047 7.000 .000

2011 3157142 363980 .058 8.674 .000

2010 5322968 366804 .097 14.512 .000

2009 3735719 369899 .067 10.099 .000

2008 3044530 371204 .054 8.202 .000

2007 2589150 377106 .045 6.866 .000

2006 -3857915 380273 -.066 -10.145 .000

2005 -6086390 390494 -.101 -15.586 .000

2004 -5550781 396565 -.090 -13.997 .000

2003 -3960931 401339 -.063 -9.869 .000

2002 -4445197 466181 -.057 -9.53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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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기(Governor)는 수차나 터빈 발전기의 회전속도 변화에 따라 자동적

으로 수차입구변이나 증기 터빈의 증기 유량제어변의 개도를 조종하는

장치를 말하며 발전기의 정격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주파수추종운전(Governor Free)은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주파수에 의해

변동되는 주파수를 추종하여 계통에 연결된 발전기 출력이 조속기에 의

해 자동적으로 증, 감발되어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운전하는 것

을 말한다.

위 결과에서 공기업에 비해 사기업이 GF 항목에서 취약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설비노후화 또한 GF 공급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보여 주

고 있다. GF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상 서비스 공급량 또한 설비용량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설비용량의 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복합화력, 내연, 유연탄 등이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GF 정산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GF 정산 규정

GFPi,t = GFRQi,t × SDWFi × DBWFi × GFSFi,t × GFHF × 운전

시간(분)/60

GFPi,t: 주파수추종서비스 정산금액

GFRQi,t: 주파수추종서비스 응답가능용량

SDWFi: 속도조정률에 따른 가중치

DBWFi: 부동대에 따른 가중치

GFSFi,t: 주파수추종서비스 운전상태[신설 2008.10.31]

GFHF: 주파수추종서비스 정산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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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GC(자동발전제어운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20> AGC 다중회귀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
률

B 표준오차 베타

A
G
C

(상수) 401694 395431 　 1.016 .310

공기업/사기업 -4369603 237281 -.106 -18.415 .000

설비노후 -83524 6118 -.093 -13.653 .000

설비용량 9486 429 .218 22.106 .000

복합 3995764 269506 .155 14.826 .000

내연 315831 251588 .007 1.255 .209

유연탄 2229970 324128 .081 6.880 .000

무연탄 -3269687 392966 -.052 -8.321 .000

가스 -2339571 334237 -.094 -7.000 .000

유류 -2053012 291331 -.059 -7.047 .000

양수 -2387149 457373 -.037 -5.219 .000

원자력 -11167675 437828 -.313 -25.507 .000

2014 174793 294404 .004 .594 .553

2013 618959 295574 .014 2.094 .036

2012 736388 297794 .017 2.473 .013

2011 962033 298604 .022 3.222 .001

2010 1385882 300921 .031 4.605 .000

2009 1007353 303460 .023 3.320 .001

2008 909811 304531 .020 2.988 .003

2007 1417755 309373 .031 4.583 .000

2006 11260756 311971 .241 36.095 .000

2005 14282826 320356 .294 44.584 0.000

2004 13731265 325337 .276 42.206 0.000

2003 9580504 329253 .189 29.098 .000

2002 8620594 382449 .136 22.54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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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발전제어(AGC)운전은 계통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60hz에서 벗어난 양에 비례하

여 산정한 값을 자동발전제어를 수행하는 발전기들의 ramp-rate에 비례

하여 배분하는 방법을 취한다. 보통 수십초~수분 내의 주파수 편차 조정

을 담당하게 된다.

위 표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GF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에 비해 사기업

의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GC 또한 설비노후화의 영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복합화력 발전기와 유연탄화력이 양호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GF 정산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AGC 정산 규정

AGCPi,t = AGCQi,t × CAWFS × CPWFi × AGCF

AGCPi,t: 자동발전제어서비스 정산금액

AGCQi,t: 자동발전제어서비스 제어가능용량

CAWFi,t: 제어가용률에 따른 가중치

CPWFi: 제어성과에 따른 가중치

AGCF : 자동발전제어서비스 정산단가

  × 

Apfi,t : 발전기별 제어참여율

Apfi,t = 








Rpfi,m : 발전기별 EMS 조정참여율 (매 1분)

Epfi,m : 발전기별 EMS 추종참여율 (매 1분)

AGCRQt : 시간대별 자동발전제어 요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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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R(운전상태 대기대체예비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21> SR 다중회귀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SR

(상수) 9273311 640266 　 14.484 .000

공기업/사기
업 156806 384197 .003 .408 .683

설비노후 -17398 9906 -.013 -1.756 .079

설비용량 4320 695 .068 6.217 .000

복합 -818846 436374 -.022 -1.876 .061

내연 411575 407362 .006 1.010 .312

유연탄 -11103409 524816 -.276 -21.157 .000

무연탄 -9525328 636276 -.103 -14.970 .000

가스 -9660677 541183 -.265 -17.851 .000

유류 -9425991 471713 -.185 -19.982 .000

양수 20043633 740561 .215 27.065 .000

원자력 -12713041 708915 -.244 -17.933 .000

2014 1774918 476688 .028 3.723 .000

2013 1042513 478582 .017 2.178 .029

2012 1904994 482177 .030 3.951 .000

2011 -1439463 483488 -.023 -2.977 .003

2010 -1856615 487240 -.029 -3.810 .000

2009 -622539 491351 -.010 -1.267 .205

2008 -1372422 493085 -.021 -2.783 .005

2007 -1494233 500924 -.022 -2.983 .003

2006 -1524302 505132 -.022 -3.018 .003

2005 -26438 518708 .000 -.051 .959

2004 171427 526773 .002 .325 .745

2003 1857272 533115 .025 3.484 .000

2002 1758848 619247 .019 2.84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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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상태대기대체예비력(SR)은 계통에 병입되어 운전 중이고 출력 여유

분(주파수조정 예비력 초과 발전력)을 보유한 발전기가 급전지시 후 10

분이내 이 여유분의 출력을 추가로 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위 표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SR에서는 공기업에 비해 사기업의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SR 또한 설비노후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서비스의 공급 원리에 의하여 설비용량과는 정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양수발전소에서 상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

의 SR 정산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예비력 정산 규정

SRPi,t = SRSCi,t × SRHF

SRPi,t : 20분이내 응동가능한 정지상태 대기․대체예비력 정산금액

SRSCi,t : 시간대별 지정된 20분이내 응동가능한 정지상태 대기․대

체예비력(MWh)

SRHF : 20분이내 응동가능한 정지상태 대기․대체예비력 정산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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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R(정지상태 대기대체예비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22> RR 다중회귀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
차 베타

RR

(상수) 3996239 931680 　 4.289 .000

공기업/사
기업 -882358 559062 -.009 -1.578 .115

설비노후 -3458 14414 -.002 -.240 .810

설비용량 11437 1011 .111 11.312 .000

복합 3038903 634987 .050 4.786 .000

내연 585716 592771 .005 .988 .323

유연탄 -13097924 763682 -.201 -17.151 .000

무연탄 -9691502 925873 -.065 -10.467 .000

가스 -9019688 787499 -.153 -11.454 .000

유류 -8665123 686410 -.104 -12.624 .000

양수 69064708 1077624 .456 64.090 0.000

원자력 -17514915 1031574 -.207 -16.979 .000

2014 1092925 693650 .011 1.576 .115

2013 2507542 696406 .025 3.601 .000

2012 -161850 701636 -.002 -.231 .818

2011 3025500 703545 .029 4.300 .000

2010 2508058 709004 .024 3.537 .000

2009 4682351 714987 .044 6.549 .000

2008 2790304 717509 .026 3.889 .000

2007 2379840 728917 .022 3.265 .001

2006 3975037 735040 .036 5.408 .000

2005 4994379 754795 .043 6.617 .000

2004 5971336 766531 .051 7.790 .000

2003 9380848 775759 .078 12.092 .000

2002 10280723 901093 .068 11.40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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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상태대기대체예비력(RR)은 전력계통에 병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

시 기동이 가능한 대기상태의 발전기(수력, 양수, 가스터빈 발전기 등)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후 120분 이내(동․하계 전력수급대책기간은 20

분이내 이용가능)에 전력계통에 병입하여 발전출력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위 표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RR에서도 공기업에 비해 사기업은 취약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SR 또한 설비노후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서비스의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설비용량과는 정의 연관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양수발전소와 복합화력에서 상당한 수익

을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RR 정산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예비력 정산 규정

RRPi,t = RRSCi,t × RRHF

RRPi,t : 120분이내 응동가능한 정지상태 대기․대체예비력 정산금액

RRSCi,t : 시간대별 지정 120분이내 응동가능한 정지상태

대기․대체예비력(MWh)

RRHF : 120분이내 응동가능한 정지상태 대기․대체예비력 정산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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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S(자체기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23> BS 다중회귀 분석결과표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
차 베타

BS

(상수) 173556 87858 　 1.975 .048

공기업/사기업 43504 52720 .003 .825 .409

설비노후 24608 1359 .073 18.103 .000

설비용량 896 95 .055 9.393 .000

복합 756496 59880 .079 12.634 .000

내연 194720 55899 .011 3.483 .000

유연탄 -1218052 72016 -.119 -16.914 .000

무연탄 -1204779 87311 -.051 -13.799 .000

가스 -1560545 74262 -.168 -21.014 .000

유류 -1113266 64729 -.086 -17.199 .000

양수 19254022 101621 .810 189.469 0.000

원자력 -1626103 97279 -.122 -16.716 .000

2014 -21736 65412 -.001 -.332 .740

2013 -52076 65672 -.003 -.793 .428

2012 -6822 66165 .000 -.103 .918

2011 -19919 66345 -.001 -.300 .764

2010 -37071 66860 -.002 -.554 .579

2009 -25868 67424 -.002 -.384 .701

2008 378462 67662 .023 5.593 .000

2007 242271 68738 .014 3.525 .000

2006 164665 69315 .009 2.376 .018

2005 290251 71178 .016 4.078 .000

2004 305779 72285 .016 4.230 .000

2003 281974 73155 .015 3.854 .000

2002 146080 84974 .006 1.719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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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Black Start)란 전계통정전 발생에 대비하여 외부로부터의 기동전력

공급없이 비상발전기 등에 의하여 자체기동 후 타 발전소의 기동전력 또

는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에 의해 사전에 지정된

발전소(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위 표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BS에서는 공기업에 비해 사기업은 양호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BS 보조서비스는 노후화의 영향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비스 공급원이 수력기들이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의 공급 원리에 의하여 설비용량과는 정의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수발전소와 복합화력에서 상당

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자세히 파

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BS 정산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자체기동 정산 규정

BSPi,t = BSSCi × BSHF × BSFi,t

BSPi,t : 정산금액

BSSCi : 자체기동발전기 지정 설비용량(MW)

BSHF : 정산단가

BSFi,t : 자체기동서비스 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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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총금액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24> AS 다중회귀 분석결과표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A
S

(상수) 16343801 1335875 　 12.235 .000

공기업/사기업 -9479364 801602 -.061 -11.826 .000

설비노후 -152387 20668 -.045 -7.373 .000

설비용량 52188 1450 .319 35.999 .000

복합 11802001 910467 .122 12.963 .000

내연 2065836 849935 .012 2.431 .015

유연탄 -21821732 1094994 -.211 -19.929 .000

무연탄 -25167364 1327549 -.106 -18.958 .000

가스 -24156628 1129144 -.258 -21.394 .000

유류 -21657871 984198 -.165 -22.006 .000

양수 102953676 1545134 .430 66.631 0.000

원자력 -67354208 1479106 -.502 -45.537 0.000

2014 3867324 994580 .024 3.888 .000

2013 6785362 998531 .042 6.795 .000

2012 5013561 1006030 .031 4.984 .000

2011 5685294 1008767 .035 5.636 .000

2010 7323222 1016595 .044 7.204 .000

2009 8777018 1025173 .052 8.562 .000

2008 5750686 1028790 .034 5.590 .000

2007 5134765 1045147 .030 4.913 .000

2006 10018243 1053925 .057 9.506 .000

2005 13454629 1082251 .074 12.432 .000

2004 14629029 1099078 .078 13.310 .000

2003 17139669 1112309 .090 15.409 .000

2002 16361051 1292019 .069 12.66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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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운영보조서비스(AS) 총정산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공기업에 대비

하여 사기업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져 전력시장에서 보조서비스 정산금을

적게 가져가는 것으로 최종 분석되었다 이는 본연구의 가설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보조서비스는 설비의 경년열화와 관련이 있어서 설비의 년식

이 증가할수록 정산금의 수령이 적어지는 젓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공

급 원리상 설비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정산금의 수령액 또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합발전기와 양수발전기가 실적에 있어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 가설의 검증과 소결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전력시장의 계통운영보조서비스

라는 특이한 섹터에서 서로 경쟁하는 경영행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더미 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가설2는 다음과 같았으며, 연구가설 1은 사례분석을 통하여 검정할

예정이다.

연구가설 2: 민간기업은 공기업에 비해 시장수익 관련 항목(계통운영보

조서비스)에서 우월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민간기업이 공기업에 비해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저조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위의 연구

가설을 기각하였다.

현재 계통운영보조서비스는 선진 해외사례에서는 별도의 시장으로 운영

되나 우리나라는 총금액을 고려한 보상으로서의 의미가 가짐으로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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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외시장의 경우 1% ∼ 2%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다.

<표 25> 연도별 전력시장 정산금액

단위: 억원, %

기

간

에너지

정산금
용량정산금 보조서비스 기타 총

정산금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2015 317,957 76 47,522 11 419 0.10 50,428 12 416,326

2013 320,732 76 42,670 10 493 0.12 57,186 14 421,080

2012 327,752 77 41,518 10 450 0.11 55,676 13 425,397

2011 281,237 76 41,847 11 457 0.12 44,243 12 367,784

2010 241,637 75 39,755 12 474 0.15 40,378 13 322,243

2009 195,457 73 39,864 15 475 0.18 33,322 12 269,118

2008 188,675 70 38,791 14 406 0.15 40,127 15 267,999

2007 146,747 69 36,412 17 371 0.18 28,041 13 211,572

2006 98,560 52 63,470 34 441 0.23 26,774 14 189,245

2005 82,215 48 67,773 39 430 0.25 22,390 13 172,809

2004 73,724 47 63,311 40 433 0.28 19,099 12 156,568

2003 60,022 41 64,806 44 456 0.31 20,458 14 145,741

2002 57,721 43 60,113 45 284 0.21 14,931 11 1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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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산금 대비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정산금이 시장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인센티브는 더욱 작동하기가 힘들어 지는 상

황이며 같은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한 메카니즘인 용량정산금 또한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보상이 미약함에 따라 사업자들이 설

비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시장운영규칙에 명시된

의무조항과 정부규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계통운영보조서비스가 공공재가 아닌지를 검토할 시

점이 아닌가 한다. 물론 외국 선진시장에서는 별도의 시장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지만, 서비스 산정을 위한 비용의 산정이 어렵고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기 쉬운점이 있는 등 공공재로서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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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영평가관련 사례연구(Case Study)

본 연구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인센티브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로서 공기업은 경영평가 인센티브에 영향을 크게 받고, 민간기업은 시장

에서의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가설 하에 진행이 되었다.

이번 절에서는 경영평가 인센티브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고자 하며,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었다.

연구가설 2: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경영평가 관련 항목(발전기 불시

정지)에서 우월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위 가설을 통계적으로 접근하여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통제해야 할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

첫째로, 주기기 공급사 등 설비의 특성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의 경우도 제작사와 모델에 따라서 그 고장의 빈

도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고장은 운용자의 의도나 능력에 관

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근무자의 기술적 수준과 교육정도 등과 발

전기의 구성요소(세부설비), 발전기의 용량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발전기가 지어지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주기기

공급사와 근무자의 수준 등을 통제하여 통계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한

계가 있어 사례분석(Case Study)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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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불시정지 자료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

였으며, 2001년부터 2013년 까지의 발전기 정지횟수를 파악 하였다.

<표 26> 발전기 불시정지횟수 분석결과

발전소
정지횟수

(2001 ~ 2013)

발전기

대수 당

정지 건수

발전기

용량(1만 kW)당 정지

횟수

B 복합

(민간기업)
28 7 0.62

I 복합

(공기업)
35 4.38 0.38

A 복합

(민간기업)
13 2.6 0.29

P 복합

(공기업)
32 3.2 0.35

B복합과 I복합이 동일한 제작사의 설비로 구성되고, A복합과 P복합이

동일한 제작사의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업 발전사의 주요 경영평가 지표중 하나인 발전기의 불시정지에 대

하여 공기업 발전사가 민간발전사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어,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경영활동에 심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공기업이 민간기업 대비 발

전기 불시정지가 양호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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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의 결론 및 함의 도출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인센티브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로서 공기업은 경영평가 인센티브에 영향을 크게 받고, 민간기업은 시장

에서의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가설 하에 우리나라의 CBP

전력시장의 사례를 분석하여 진행이 되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영향과 성과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경

영평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조직운영의 성과를 향상시키

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반면 평

가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경영평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가지표

등 평가 운영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한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

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방법은 이론적․규범적 연구나 설문조사, 인터뷰,

평가 결과분석 등의 방법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한적인 범위라도 피평가

기관들의 실제 실적자료를 토대로 경영평가제도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가 있을 뿐이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공통된 성과측정 변수가

부재하며, 독점구조로 인해 민간조직보다 성과의 계량화가 어렵다는 것

이 근본 배경일 것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이 의미하는 내용은 공기업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추종하여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그 결과가 경영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평가 지표를 정하면, 해당

기업은 이 지표를 충족하고자 내부 조직에 대한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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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당 지표를 충족할 전략을 세울 것이며, 평가대상자가 시장형공기업

일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평가 대상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행태와

경영전략에 암묵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경

영평가가 공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척도

로 시장형공기업의 주요사업 경영평가지표 실적에 중요한 요소인 발전기

불시정지 건수의 실적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민간기업의 실적과 비교함

으로서 전력시장이라는 동일시장내에서 경쟁하는 시장형공기업이 정부의

대공기업 정책인 공기업경영평가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여

부를 분석해 보았다. 발전기의 고장정지는 발전기의 주기기 제작사와 기

기 모델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분석을 하고자 연구는 사

례분석(Case Study) 연구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공기업이 민간기업 대비 발전기 불시정지가 양호할 것이라는

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즉, 공기업 발전회사의 주요 경영평가 지표중

하나인 발전기의 불시정지에 대하여 공기업 발전사가 민간발전사에 비해

현저하게 양호한 결과를 나타태고 있어,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평가

가 공기업의 경영활동과 시장에서의 행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실

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이 의미하는 내용은 민간기업은 시장에서의

수익을 추구하므로 공기업 대비 시장에서 보상되는 항목에 경영역량을

집중하여 공기업 대비 우월한 실적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즉, 민간기업

은 본질적으로 사적 소유의 특징을 띄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재와 같이 금전적 수요를 동반하지 않는 수요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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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전력거래소의 시장운영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접근하

여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2015년말 기준 880개의 회원사가 보유한 발전기

중 전력거래소에서 중앙급전발전기로 운영 중인 발전기를 소유한 35개의

발전사업자의 232개 중앙급전발전기를 대상으로 하여 월간자료로 압축을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해 공기업대비 민간기업의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정산금이

클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보상되는 정산

금에 있어서 공기업 대비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전력공급의 특성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공급 전기의 발원지 파악이

어려워, 개별 공급자들이 전력 품질과 신뢰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

지불을 회피하려는 무임승차(free-riding) 유인을 갖는다는 것이다.

현재 계통운영보조서비스는 전력시장을 개설한 선진 해외사례에서는 별

도의 시장으로 운영되나 우리나라는 총금액을 고려한 보상으로서의 의미

만 가짐으로서 시장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해외시장에서는 에너지 정산금 대비 1 ∼ 2%의 정산금이 발생하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1%대로 미미한 수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

다. 시장개설 이후 에너지 정산금 대비 보조서비스 정산금 실적을 확인

해본 결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

력시장의 시장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때

문에 용량시장을 포함하여 보조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재검

토가 필요하며, 전력산업의 구조를 다시 재편할 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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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연구에서는 시장형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반응

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발전설비의 구성, 준

공년도 및 제작사가 다양하며, 공기업 대비 민간기업의 발전용량이 10%

에 불과하여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

향후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계

적 방법에 의한 분석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며, 실무적 관점에서도 지속

적인 관심과 분석방법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 3 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CBP 전력시장의 사례를 통하여 시장형 공기업

이 경영평가제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와 함께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수익에 의해 보상 받는 인센티브와 비교해서, 통계

적 방법과 사례분석을 병행하여 분석해 보았으며, 연구 결과 두 인센티

브가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와 전력시장에서 시장기제의 작동여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경영활동과 시장에

서의 경쟁행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더욱더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

부의 경영평가가 기업의 공공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치우칠 경우 그

공기업의 기업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시장형공기업에 대

한 경영평가지표 선정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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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전력시장의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정산액수에 있어서 민간기업이 공

기업 대비 클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이 기각된 것은 전력시

장, 그 중에서도 보조서비스라는 한정된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그 시장의 시장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보조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재화인 것인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가진 재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전력계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전력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

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보조서비스이지만, 민간, 공기업 공히 공급을 꺼

리고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을 가지는 재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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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centive

factors of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 The Case of the electricity mar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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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ublic as a study to analyze the incentive factors of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are being greatly influenced by

management evaluation incentives, private companies are analyzing

our country's practice of CBP's electricity market under the

hypothesis maven incentives for the return of the market and it was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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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first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public speaking business strategy followed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of business

performance as a result appears. In other words, if the government is

assuming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public enterprises, the company

is by to meet the indicators reflected in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internal organization will devise strategies to meet the indicators,

evaluating person is one market type public corporation, which

ultimately as it will have a tacit influence on business strategy and

competitive behavior in the market valuation of subjects to which

they belong.

To verify this hypothesis, this study i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generator unannounced stop the number of major projects

management evaluation index performance of market-public

enterprises, the scale for this was management evaluation analyzes

the impact of public action on the government's public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saw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market-public

enterprises to compete in the gut identified that electricity markets

react to the impact of the public management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for public policies by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private companies that compete in the same market . Failure of the

generator is stopped, so get big impact on the primary device

manufacturer, device models, to the exclusion of the generator,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case studies (Case Study)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were public companies to adopt the hypothesis generator

compared to a private company would have to stop unexpectedly

good. That is, remarkably's ancient displayed good results ar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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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jeonsa than private baljeonsa for major management unannounced

stop in one of the generators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the

public power company, management assessment of the government

for the public is in the public management activities and market it

was confirmed empirically that to influence the behavior of.

This means that the contents of the second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that private companies are seeking to profit from the

market because of public enterprises achieve superior performance

compared to concentrate its management resources on items that are

rewarded in the market compared to public companies. Research and

access to statistical data on operational performance by leveraging of

market power exchanges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utilizing a dummy variable.

Data used in the study, and in 2015 By the end of 880 member

companies that have a generator in a power exchange to target the

232 central power supply generator of 35 power generation business

owned by a generator running to a central power supply generator

analyzes the compressed Monthly Data It was conducted.

This hypothesis was rejected operating system of the public

compared to private enterprise support services jeongsangeum that is

larger b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other words, the public had

shown poor performance compared to that in the jeongsangeum

private company is compensated on the market.

One important aspect of the nature of origin of the supplied electric

power is difficult to grasp, but the individual suppliers have a free

ride (free-riding) incentives to avoid paying costs required to

maintain power quality and reliability.

In the current operating system support services is leading

international practices established by the electricity market operat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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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parate market, but the country is by having only compensation

as a means considering the total amount was confirmed that the

market mechanism is not working properly. In overseas markets,

which occurs jeongsangeum of energy compared to 1-2%, but

jeongsangeum In Korea seems to be due to the insignificant as 0.1%.

Drop in energy market opened since jeongsangeum contrast ancillary

services to check the result of the ongoing performance

jeongsangeum and it was confirmed that, to enable the market

mechanisms of the electricity market was estimated to be not

working properly. Thu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s derived.

First, it was confirmed that assessment of government management

of the public company to influence the competitive behavior of public

enterprises in business activities and markets. In the case of

market-public enterprises and the castle will be more publicity

yirueoya harmony. But if the government is biased in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that emphasizes only the publicity of

enterprises it will not only be infringement of the castle now public.

When selecting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of future market

type public corporation considered these points to be taken into

account sufficiently.

Second, the hypothesis was rejected private companies against large

public companies that operate in the system ancillary services

settlement amount of the electricity market. It rejected the hypothesis

of market power, been made in the secondary market of limited

services, among which will mean that the market mechanisms of the

market does not work properly.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ancillary

services are worried about whether the goods with a rival and

exclusion Castle. That is, whether the good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public good. In order to have a functioning power syste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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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normally, the electricity market because it also has a good

incentive to free ride is essential, but reluctant to ancillary services,

private and public companies both supply.

keywords : Public enterprises, private enterprises, incentives,

Public management evaluation, Electricity Market, Ancill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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