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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부패인식도 조사를 시행한다. 2015년도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정당 및 입법분야’에 이어 ‘공기업’을

11개 사회분야 중 2번째로 부패한 분야로 응답하였다. 공기업의

주인이자 고객은 국민이며, 정부와 정치인에 의해서 통제받기 때

문에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공기업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청렴수준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공기업의 청렴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공공기관 청렴도를 활용하였다. 종속

변수인 기업성과는 수익성 재무성과, 안정성 재무성과, 주주성과로

구분하여 각각 매출총이익률, 부채비율 및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유형,

기업규모, 측정연도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의 틀을 확정하였

다. 연구대상기간은 자료의 비교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12년부터

2014년으로 한정하였다.

윤리경영 및 기업성과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와 선의경영이론

등을 바탕으로 공기업의 청렴수준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SPSS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

행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수익성 재무성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공기업 청

렴수준이 수익성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

출하지 못했다. 이는 경기 변동,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요인

이 공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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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안정성 재무성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공기업 청

렴수준이 안정성 재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기업이 청렴할수록 부채비율이 낮

아진다는 가설이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주성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공기업 청렴

수준이 주주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기업이 청렴할수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

률이 높아진다는 가설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는 청렴이 내부적으로는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만족, 조직몰

입, 조직시민행동을 제고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외

부적으로는 기업이미지와 신뢰를 제고하여 정부, 정치인, 고객, 주

주,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마찰을 줄이고 가격 결정,

사업물량 및 인원 확보 등에서 협상력을 높인 결과라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임직원에게 청렴은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성공요

인(Critical Success Factor)이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주요어 : 청렴, 기업성과, 공기업

학 번 : 2015-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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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자본주의는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개인의 기여수준에 따라 보상받

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시스템이다. 부정부패는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

는 것으로서 시장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여, 사회적 후생

의 감소와 구성원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더불어,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

원 등의 부정부패행위나 방조는 국가와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

를 감소시키고 정책의 추진력과 대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또한, 이러

한 사회적 분위기는 기술개발, 혁신 등 생산적 활동에 전념하여야 할 기

업가에게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한다.

전기, 수도, 가스, 석유, 고속도로, 주택, 공항, 항만 등은 국민 생활과

산업발전에 필수적이며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어

야 할 재화와 서비스들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2014년 기준으로 650조

원의 자산을 98,830명의 공기업 임직원을 채용하여 그들에게 경영을 위

탁하였으며, 선거를 통해 선출한 정치인과 그들이 운영하는 정부에게 공

기업의 감독을 위탁하였다.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 자산의 경제적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공기업 임직원이 공기업의 설립취지에 맞게 재화와 서비

스를 장기적으로 원활히 생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에서는 크고 작은 부패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

다. 백재현 의원이 2015년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

원이 6년간 비리 및 위법 사건으로 적발이나 처분된 사건이 총 204건에

달한다.1) 또한, 원전비리로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만 68명에 징역합계만

253년, 뇌물액은 34억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으며,2) 일부 사건에

1) 뉴스웨이, 2015.9.2.일자,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원 비리 6년간 2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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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기업 사장이나 상임감사위원 등이 연루되기도 하였다. 이에 국민권

익위원회가 주관한 부패인식도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은 공기업을 11개 사

회분야중 2013년에는 2번째, 2014년에는 3번째, 2015년에는 2번째로 부패

한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2011년 기준으로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94%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일부 국제 신용평가사들

은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평가에서 일부 공기업을 투

자부적격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공유지 비극’은 공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지나친 지대추구행위,

태생적인 복대리인 문제, 공공성과 기업성의 동시 추구로 인한 목표모호

성,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지배구조와 더불어 공기업 임직원

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부패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되기 위해서는 내·외부기관의 철

저한 감시와 감독과 더불어 부패행위를 가장 잘 알고 예방할 수 있는 공

기업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는 공기업 임직

원의 청렴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이에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윤리경영과 같이 청렴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2차 데이터

를 활용하여 실증적인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부산일보, 2015.11.24.일자, 수뢰·문서 위조·사기·입찰방해… 한수원 비리 피해액만 1천

9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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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6)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 2 절 연구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공기업이다. 2014년 현재 ‘공공운영에관한법률’에 따

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기업은 30개이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공공기

관으로서 공공성과 더불어 상당한 기업성을 가지며, 이에 상응하는 자율

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렴수준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변화되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기 때문에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 경영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된 공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다만, 한국지역난

방공사(시장형 공기업)는 2012년 공기업이었으나 청렴도 평가에서 제외

되어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대한석탄공사(준시장형 공기업)는 연구대상

기간동안 자본잠식상태이었음을 감안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1] 공기업 지정 현황 (2014년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편집(201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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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구성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

존의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참고하여 가설과 연구모

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2장의 이론적 고

찰과 선행 연구 검토에서는 청렴, 윤리경영 및 공기업에 대한 이론에 대

해서 논의하고 공기업의 청렴과 윤리경영과 기업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은 연구설계에 관한 것으로, 연구모형, 변수의 설정, 연구

가설에 대해 서술하였다. 4장은 연구결과로 각 변수의 기술통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의 시행결과를 제시하고 가설의 채택여부와 이에 대한 해석

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

을 제시하며,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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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고찰

1. 부패에 관한 논의

1) 부패의 개념

부패를 뜻하는 영어단어는 ‘Corruption’이며, 한자어는 '腐敗'이다.

‘Corruption’은 라틴어 'Cor(함께)'와 'Rupt(무너지다)'의 합성어로서, 부

패행위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뜻이며, '腐敗'는 '

腐(썩을 부)'와 ‘敗(무너질 패)’로서 썩어 무너진다는 뜻3)이다. 이렇듯 동

서를 막론하고 부패의 폐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에 대한 개념은 개인, 시대, 사회, 국가 등에 따라 다르다.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 과속으로 단속되면 일부는 경찰관에

게 약간의 금품을 제공하고 무마할 수 있었을 것이나, 2016년 현재에 단

속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면 대부분은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될 것이

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는 금품으로 단속을 무마하

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행위가 관례라는 이

름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심지어 경찰관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인 나라도 있을 것이다.

부패는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발생한다. 다만, 공공

부분은 독점적인 권한이 있고, 부패로 인한 피해가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기에 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부패를 “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공적 권

력의 오남용(the ab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4) 으로 정의하

3)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참고 (http://blog.daum.net/loveacrc/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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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

맡겨진 권력의 남용(the abuse of entrusted power for private gain)"5)

이라고 정의한다. 국제기구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부패는 ‘공직자가 공적

인 지위와 권한을 오·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대체적으로 정

의된다.

그러나, 도벨(Dobel, P.)은 이는 부패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한 것

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인과 관료는 도덕성과 행위 준칙들의 준수 여부

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순애, 2013, 재인용) 또한, 하이덴하이

머(A. J. Heidenheimer)는 이를 확장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를 정의하였

다.

[표 2] 하이덴하이머의 부패 개념 분류

분 류 정 의

공직중심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

공익중심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시장이론중심 경제주체가 공직자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

자료 : 차문중 외(2009), 재인용

또한, 박순애(2013)도 같은 맥락에서 공공부패는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무를 불공

정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책을 지연시키는 것 등도 광의적으

로는 부패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에서

는 법률적으로 ‘부패행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4) 세계은행 홈페이지 참고

(http://www1.worldbank.org/publicsector/anticorrupt/corruptn/cor02.htm)

5)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 참고 (http://www.transparency.org/cpi2011/in_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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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방지와 청렴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황경식, 2006), 다만 부패방지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는데

반하여, 청렴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뜻을 내포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

다.(차문중외 5인, 2009).

2) 부패통제에 대한 접근방법

김병섭 외(2013)에 따르면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지만, 크게 개인적 접

근방법과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접근 방법은 부패를 비윤리적인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해당 공직자만 제거하는 것으로 부패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개인의 입장에서 부패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리인인 공직자는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부패를 통해서

얻는 금전적·비금적전 이득이 비용보다 클 경우 부패행위를 저지르게 된

다는 것이다.

둘째, 대리인인 공직자는 감시자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졌다는 것이다.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업무의 특성상 비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규정

하는 것이 어려워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패에 대한 개인적 접근 방법에서 부패를 통제하는 방법은 은밀한

부패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부패통제기구에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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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다. 또한 주변

동료들이 이를 발견하여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이를 묵과할 수 있

다.

사회문화적 접근 방법은 은밀한 부패에 대해서 당사자 이외에 가장

잘 알 수 있는 동료들이 개인의 부패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접근의 바탕이 되는 집단행

동 이론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주인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개인들이 자

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전제한다. 개인들이 부패 없는 조

직이나 사회가 주는 효용을 향유하기를 원하지만, 부패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기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집단행동을 할

노력을 들이고 싶지는 않아 한다. 다만 누군가 부패를 제거하여 청렴해

진 세상의 효과에 무임승차하고 싶을 뿐이다.

공유지를 지키고 활용하는 임무를 가진 정치인, 관료, 공기업 임직원

이 오히려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유지의 비극을 악화시

키는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권 형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발

전에 따라 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추세에서 공유

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차선책으로 이를 지키는 이들에게 재산권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사회적 충격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의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가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교육한

다면 부패행위자이외에 부패행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동료들이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한민국과 공기업의 부패 현황

(1) 대한민국의 부패 현황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

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여 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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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청렴도 제고활동을 촉진하고 있

다. CPI는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

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CPI는 100점으로 갈

수록 청렴하고, 0점으로 갈수록 부패하다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CPI가 70점대이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고 50점대

이면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168개국

중 37위를 차지했다. 2002년 이후 CPI가 점점 개선되었으나 2008년 56점

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절대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벗어난 수준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청렴한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연도별 부패인식지수(CPI)

[단위 : 점]

45
43

45

50 51
51

56 55
54 54

56
55 55 56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 2012년 이전에는 10점 만점이었으나, 편의상 100점 만점으로 환산

자료 : 한국투명성기구(2016.1월) 게시자료 재구성

우리나라 여건이 유사한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2011년 22위에서

27위로 하락한 이후에 5년 연속 27위에 머무르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CPI는 56점으로 OECD 평균 69.9점과 비교하여 13.9점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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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싱가포르 일본 홍콩 대만 한국

‘14 7위(84점) 15(76) 17(74) 35(61) 43(55)

‘15 8위(85점) 18(75) 18(75) 30(62) 37(56)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순위/대상국 22/30 22/30 22/30 27/34 27/34 27/34 27/34 27/34

[표 3] OECD내 우리나라 연도별 부패인식지수 순위

[단위 : 순위]

자료 : 통계청

아시아 주요 선진국가인 싱가포르, 일본, 홍콩, 대만과 비교하여도 우

리나라의 CPI는 낮았다.

[표 4] 아시아 주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

[단위 : 순위, 점]

자료 : 한국투명성기구 게시자료(2016.1월 및 2014.12월) 재구성

TI의 CPI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교육청,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민원인,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청렴도 측정

관련 신뢰도 저해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5단

계 등급 또는 10점 만점으로 2002년부터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10점으로 갈수록 청렴하고 0점으로 갈수록 부패하

다는 것을 뜻하는데, 2002년부터 시행된 청렴도 평가결과는 다음의 그림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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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7.71 

8.46 
8.68 8.77 8.89 

8.20 
8.51 8.44 8.43 

7.86 7.86 7.78 7.89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그림 2]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 ‘08년, ’12년은 모형개편으로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15.12월) 재구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CPI와 유사하

게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 하락한 이후에

는 7.78∼8.51 사이에서 머무르고 있다.

(2) 공기업의 부패 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여 부패 발생 주체와 원

인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일반국민 1,400

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400명, 전문가 630명을 대상으

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는 10점이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

렴하다’는 것을 의미이며, 낮을수록 ‘부패하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3년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공기업의 주인인 일반국민은 공기업

의 청렴도를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일반국민은 2013년에 공기업을 3.18

점(평균점수 : 3.75)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 11개 사회분야중

‘정당 및 입법분야’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점수이다. 2014년에는 3.02점(평

균점수 : 3.50)을 부여하여 ‘정당 및 입법분야’와 ‘사법 분야’에 이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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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낮은 분야로 평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3.26점(평균점수 : 3.61)을

받아 ‘정당 및 입법분야’에 2번째로 부패한 분야로 평가하였다.

공기업의 감독자인 공무원은 평가자들 가운데 공기업을 가장 우호적

으로 평가하였다. 공무원은 2013년에 공기업을 4.57점(평균점수 : 4.79)으

로 평가하였는데, 조사대상 11개 사회분야 중 4번째로 낮은 점수이다.

2014년에는 공기업에 4.49점(평균점수 : 4.66)을 부여하여 6번째로 부패

하다고 평가했고, 2015년에는 5.33점(평균점수 : 5.11)을 부여하여 8번째

로 낮은 부패하였다고 평가했다.

3년간의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평가자에 관계없이 공기업이

부패하였다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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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근 3년간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비교표

평가대상

평가자
Ⓐ Ⓑ Ⓒ

Ⓓ

(순위)
Ⓔ Ⓕ Ⓖ Ⓗ Ⓘ Ⓙ Ⓚ

2

0

1

3

국 민 2.45 3.42 3.95
3.18
(2)

3.97 3.38 3.65 4.59 4.52 4.39 3.71

공무원 3.14 4.66 6.62
4.57
(4)

4.49 3.41 4.64 5.32 5.72 5.16 4.95

기업인 3.00 4.28 4.53
3.98
(3)

4.76 3.88 4.18 4.96 4.98 4.75 4.25

외국인 4.60 5.43 5.32
5.15
(3)

5.06 5.21 5.27 6.02 5.69 6.05 5.55

2

0

1

4

국 민 2.17 2.92 3.43
3.02
(3)

3.84 3.40 3.58 4.48 4.07 3.88 3.70

공무원 3.01 4.48 6.55
4.49
(6)

4.36 3.35 4.45 5.28 5.68 4.61 5.02

기업인 2.84 4.00 4.41
3.63
(2)

4.96 3.92 4.13 4.98 4.81 4.24 4.10

외국인 3.60 4.26 4.34
4.24
(3)

4.35 4.17 5.06 5.84 4.98 4.79 4.98

전문가 2.31 3.56 3.69
2.85
(2)

3.85 3.23 3.51 4.90 4.17 3.65 4.08

2

0

1

5

국 민 2.12 3.26 3.88
3.26
(2)

3.90 3.47 3.48 4.29 4.51 3.96 3.54

공무원 3.49 4.91 6.89
5.33
(8)

4.87 3.82 4.70 5.56 6.17 5.27 5.17

기업인 2.82 3.85 4.27
3.89
(5)

4.63 3.72 3.80 4.75 4.73 4.21 4.24

외국인 4.08 4.92 4.77
4.83
(3)

4.92 4.87 5.15 5.78 5.31 5.28 5.16

전문가 2.66 3.68 4.05
3.60
(3)

4.10 3.53 3.93 5.00 4.66 3.90 4.24

※ Ⓐ = 정당 및 입법 분야, Ⓑ = 사법분야, Ⓒ = 행정기관,

Ⓓ = 공기업, Ⓔ = 민간기업, Ⓕ = 언론분야, Ⓖ = 종교단체,

Ⓗ = 시민단체, Ⓘ = 교육분야, Ⓙ = 문화/예술/체육 분야

Ⓚ = 노조 등 노동단체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자료(2014.2월, 2014.12월, 2015.12월)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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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의 폐해

부패는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여, 정부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킨다. 민

주주의는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들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주권을 위임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정치인 및 고

위공직자가 공정하게 국가를 운영하며 공익을 추구한다는 전제를 바탕으

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공익보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

익을 앞세우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많아진다면, 국민은 정치인과 고

위공무원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설혹 올바른

것이라도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많

은 비용과 인력을 낭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책이 적기에 적합한 형태

로 추진되기 어려워지며, 궁극적으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민 모두가 부

담하게 된다.

또한, 부패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시장경제에서는 기여하는 만큼 보

상을 받게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시스템이다. 부패는 이러한 사회적 규칙을 위반하여 자

신이 기여한 것보다 많은 보상을 받으려하는 행위로서 비용의 전가가 일

어난다. 규칙 위반자들은 관료들과 결탁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정치

적 능력이 있는 반면에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와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에

서 부패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금현섭, 2013).

더하여, 부패는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킨다. 차문중·김병연(2013)에 따르

면 부패가 존재하면 부패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하며, 부패가 없는 경

우와 비교하였을 때 가격은 높게, 생산량은 적게 결정되게 된다. 일부 소

비자는 높아진 가격을 부담하면서도 이를 구매하고 다른 소비자가 구매

를 포기하게 되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패와 경제성장은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

되었으며, 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Leff(1964)는 정부가 그릇된 결정을 내릴 경우, 부패 행

위에 의해 일이 진척된다면, 이 부패 행위가 오히려 정부의 정책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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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부패가 성과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불

필요한 규제(red-tape)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하여 공공서비스 가격이 낮은 경

우에 급행료는 서비스 가격을 정상화하여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회복시

킬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패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론

은 지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Becker and Stigler, 1974;

Lui, 1996; 차문중 외, 2009, 재인용)

무엇보다도 부패는 제한된 인간의 시간과 노력을 생산비 절감이나 품

질개선, 고객 만족 제고, 기술 혁신 등과 같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로비 대상, 금액, 경로 등의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낭비하게 한다. 또한

산업혁명부터 IT혁명까지 사회를 발전시킨 건전한 기업가 정신과 창조

적 파괴를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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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경영에 관한 논의

1) 윤리경영의 개념

윤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

리”이다. 어원을 살펴보면 ‘윤(倫)’은 무리·또래 등의 의미이며, ‘리(理)’는

이치·도리 등의 뜻이다. 서양에서 윤리는 ethics인데 이는 ‘습속’, ‘성격’이

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토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윤리는 인간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데 있어 지켜야 할 이치 또는 도리라는 의

미라고 할 수 있다.6) 이런 맥락에서 기업윤리 또는 윤리경영은 기본적으

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업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위법 행위시에는 직접적이며 명확한 제재를 받지만, 비윤리

적 행위시에는 사회 및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 또는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

윤리경영의 세부적인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국민권익

위원회(2013)에 따르면 윤리경영은 기업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

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영정신이다. 안춘복·윤

대혁(2013)은 윤리경영이란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조직구성원, 고객,

주주, 경쟁자 및 이해관계자 집단으로부터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경

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Davis & Frederick(1984)은 “윤리경영은 주주, 구

성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의사결정의 옳고 그름 및 선과 악에 관련된 개념으로 의사결정과정과 그

결과에 관련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이상왕 외, 2016, 재인용) 채원호

(2011)은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시장 질서 및 법적 책임 준수 이외에 사

회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여 기업 활동의 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정의된다.

윤리경영의 개념을 사회적 책임과 동일하게 보기도 한다.(이현주,

6) 원불교대사전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13310&cid=50765&categoryId=5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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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 념

비윤리

경영형태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법과 제도도 장애물로 간주하는

전 근대적인 경영형태

초윤리

경영형태

경영과 윤리가 전혀 별개의 영역에 있는 개념으로 합법적

인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좋다는 형태로서

기업경영의 외적 요인 중 하나로 간주하고 위험관리차원

에서 기업윤리의 문제를 접근

윤리

경영형태

합법적인 테두리를 넘어 입법의 취지와 사회통념까지도

감안하여 기업 윤리를 준수하는 경영방식. 단, 기업의 이윤

추구를 벗어나지 않고 잘못된 점을 윤리적인 기준에 맞도

록 바로잡아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행태

2010) 따라서 윤리경영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

회적 책임은 윤리경영에 더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윤

리경영은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두어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김영산·고혁진, 2012 ; 윤종설 외, 2013, 재인용)

Henderson(1982)은 윤리경영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경영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표 6] Henderson의 윤리경영 형태 분류

출처 : Henderson(1982) ; 채원호(2011), 재인용

2) 윤리경영의 필요성

기업의 규모가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커짐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

향력도 막대해지고 있다. 또한, TV·신문 등 단방향 매체와 더불어 인터

넷·SNS 등과 같은 다방향 매체가 발달하여 뉴스가 순식간에 퍼지며, 사

이버 공간을 통해 여론이 빠르고 손쉽게 형성되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

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

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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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될 것이다.

오근혜 외(2012)는 윤리경영의 이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

다. 첫째 윤리경영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이미지를 제고

시켜서 기업의 매출 및 이익의 증대로 연결된다. 둘째, 종업원들의 긍지

와 자부심을 제고시켜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담합,

탈세, 부적격 제품 생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부 및 감독기관과의

마찰비용을 최소화한다.

또한, 선의경영이론(Good Managment Theory)에 따르면 윤리경영의

실천으로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매출액이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종업원의 긍지와 사기가 제고되어 생산성 및 품질도 향상된다. 궁

극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가치는 증가하며 재무적 성과도

향상된다.(오근혜 외, 2012)

이태식․함상우(2009)는 윤리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EO의

윤리경영 실천의지가 조직성과와 관련된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이 있다고 했으며, 이학종․이종건(2000)은 윤리풍토에 대한

지각 수준은 직무몰입과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최

혜경(2016)은 윤리경영은 조직신뢰,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력을 미

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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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에 관한 논의

1) 공기업 개념 및 현황

국가별,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의 공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Ree(1976)는 공기업을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으로 정

의하고 있다. 반면, 김준기(2007)는 공기업은 정부가 출자·운영하며 경영

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들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

공한다고 주장하여 정책도구로서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박진우·김

대환·김재홍(1996)은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산업에서 인위적으로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기업으로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김준기, 2014, 재인용)

대한민국의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여 결정한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중략)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이하 생략)

이러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게 관리·운영하며, 세

부적인 분류기준과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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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공공기관 세부 분류기준(2014년)

[단위 : %, 개]

구 분

주요 분류기준
지정

현황
직원

정원

자산

규모

자체

수입
기타 내용

공

기

업

시장형
50인

이상

2조원

이상

85%

이상
- 14

준

시장형

50인

이상
-

50%

이상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기관 16

준

정

부

기

관

기금

관리형

50인

이상
- -

공기업이 아닌 기관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17

위탁

집행형

50인

이상
- -

공기업이 아닌 기관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70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187

합 계 304

자료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1월)

재구성

위의 분류기준을 종합하면, 공기업은 수입의 과반이상이 정부가 아닌

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두루 갖추어야 하지만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기업성이 중요하며, 인력 및 자산 측

면에서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공기업 역할과 중요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이유는 크게 경제

적, 산업정책적, 정치사회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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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설립목적 관련 법조항

한국전력

공사법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철도

공사법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경제적 동기를 살펴보겠다.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으나, 정보의 불완전성·

외부효과·공공재·자연독점 등으로 필연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불가피하게 시장에 개입한다. 경찰, 치안서비

스, 교육 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가 있는 분야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였

고,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 분야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산업정책적 동기를 살펴보겠다. 전력, 가스, 상수도, 철도, 도

로 등은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필수적이어서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기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회

수되는 사업구조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개발초기 국가에서는

민간에 의해 개발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

본 조달능력이 있는 국가가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을

설립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취지는 아래와 같이 각 공사법의 설립목적에 잘 기술되어 있

다.

[표 8] 공사별 설립목적 법률 조항

※ 각 기관 공사법을 참고하여 재구성

셋째는 정치사회적 동기다. 국가자원을 공기업을 통해서 배분하거나,

일본 식민지 시대의 공기업을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또는 국가 재정수요

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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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면 세계대공항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유화 또는 공

기업 설립을 통해 국가의 기업가적 역할과 공적 영역을 확대해오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공기업 운영과정에서 경제적, 재정적, 관리적 문제점

들이 심화되면서 쇠퇴하고 있다.(곽채기, 2014) 그럼에도 공기업이 차지

하는 경제적 비중은 상당하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30개 공기업이

98,830명을 채용하여 자산 650조원을 운영하며 188조원의 매출과 6조원

의 이익을 거두었다.

또한, 일부 공기업의 역할은 민간이 대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

잡한 이해관계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

니라, 민영화 과정에서 헐값 매각 시비, 국부 해외 유출 논란, 민영화 이

후 지나친 요금인상과 공급 부족사태 우려,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역대 정권에서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등을 민영화하였으나, 한국전력, 한국

가스공사 등에서는 부분적인 성과만 있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민영화 추진이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종합하면, 과거와 같이 공기업의 역할이 확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이미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공기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공기업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경험한 만큼 향후에는 개별공기업의 투입 대비 성과 등을 감안하

여 정부와 국민이 공기업의 존폐여부나 기능의 확대·축소를 신중하게 판

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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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공기업 현황 (2014년)

(단위 : 십억원, 명)

공 기 업 명 부채 자본 매출 순이익 임직원수

대한석탄공사 1,560 -842 223 -71 1,358
부산항만공사 1,681 3,763 341 107 178
인천국제공항공사 2,209 6,004 1,755 618 1,047
인천항만공사 603 2,123 109 17 174
여수광양항만공사 773 1,392 96 -9 141
울산항만공사 76 586 72 25 111

주택도시보증공사 915 5,219 737 390 399
JDC 555 490 629 70 240

한국남동발전 5,057 3,961 4,481 418 1,994
한국남부발전 5,250 3,475 6,244 64 1,991
한국광물자원공사 4,020 1,832 274 -263 539
한국동서발전 4,847 3,561 4,573 160 2,238

한국서부발전 5,012 3,209 4,844 133 2,042
한국가스공사 37,048 9,724 37,285 447 3,453
한국감정원 31 191 114 10 706
한국공항공사 396 3,801 762 174 1,760
한국관광공사 410 985 888 76 622
한국도로공사 26,462 28,875 7,616 117 4,221

한국마사회 142 2,322 7,690 242 85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86 342 191 -5 276
한국석유공사 18,522 8,370 4,358 -1,611 1,407
한국수력원자력 27,849 21,635 9,504 1,441 9,808
한국수자원공사 13,461 11,978 3,698 299 4,235
한국전력공사 108,883 54,825 57,475 2,799 19,870

한국조폐공사 102 283 430 4 1,361
한국중부발전 4,192 3,027 5,112 117 2,262
한국지역난방공사 3,108 1,633 2,369 66 1,406
한국철도공사 17,861 4,347 5,094 -338 27,461
한국토지주택공사 137,881 33,739 21,242 848 6,120
해양환경관리공단 29 159 112 6 551

합 계 429,321 221,009 188,318 6,351 98,830

자료 : 알리오에서 공기업 고유사업을 K-IFRS 기준 검색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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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의 특성

(1) 복대리인 문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주인과 대리인

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발생하

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

키는 적절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업과 달

리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임에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감시와 감독을 정치

인과 정부관료에게, 경영은 공기업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태생적으로 다

층적인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주인, 감시인, 경영자

간에 다양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공식적, 비공식적 지대추구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사기업은 이윤추

구라는 명확한 목표와 더불어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주가, 재

무성과, 회사채 금리 등의 도구가 있는 반면에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

성의 조화라는 애매한 목표와 공공성 측정 등의 난해함이 있다. 이에 사

기업에 비해서 공기업은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를 논란없이 일치시키

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주인-대리인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다.

(2) 목표모호성

정부는 공공 이익을 추구하고, 사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나 공기

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추구한다. 서로 상이한 목표에 따라 재

원 확보방안, 취급하는 재화 등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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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정부·공기업·사기업 간 비교

구 분 정 부 공 기 업 사 기 업

목 표 공공 이익 공공성 + 기업성 기업 이윤

거래방식 공권력을 통한 할당 공권력+시장 가격 기구 시장 가격 기구

재화의특성 순수 공공재 순수 공공재+사적재 사적재

재원확보 공공재원 공공재원+사적재원 사적재원

소유권 공공소유 공공소유 사적소유

자료 : 공기업정책론(김준기, 2014, pp.56) 재구성

특히, 공공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다. 김준기(2010)는

공공의 이익, 즉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Robson(1960)은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로서 국

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한국행정학회 연구보고서

(2003)에서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공공에 의한 소유 또는 통제를 통하여

공익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기업성은 사기업과 같은 기

업으로서의 성격, 즉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주체로서의 성격을 말하며

(김준기, 2010), Mossen and Walters(1983)는 공기업이 기업성을 발휘하

기 위해서는 유능한 관리자, 자율성 및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에 대한 국민, 고객, 정치인, 정부관료,

공기업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상이하며, 시점과 상황

에 따라 변화하여 명확하게 합의된 공식적인 목표를 공기업에게 제공하

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기업의 소비자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

조하며 보편적인 서비스나 산업발전을 위해서 원가와 관계없이 저렴하게

전력, 수도 등의 제공을 원하지만, 주주로서 국민은 원가이하 서비스로

인해 공기업에 지나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관료는

IMF,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민간

기업과 달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기업이 채용을 확대하고, 지출을 늘



- 26 -

리기를 원하지만, 최근과 같이 공기업 부채가 심각해진 상황에서는 수익

성 강화를 통해 부채를 감축에 노력하기를 원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는 학술

적인 정의도 어렵지만 실무적인 수준에서 논란없이 명확히 하는 것은 매

우 어렵다.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변화할

수 밖에 없다.

(3)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방침과 전략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경

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감독하는 법적, 제도적 방법을 포괄적으로 의미

한다. 이는 크게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로 분류된다. 내부지배구조

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의 내부 통제 조직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

제·감시를 수행하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보상체제를 설정하여 동기를 유

발하는 것이며, 외부 지배구조는 주식시장, 기업인수시장 등 기업 외부의

시장 기능을 통한 통제장치를 말한다.

사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이에 따라서 경영진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며, 상품시장, 주식시장, 자금시장, 재무제표, 기업

신용등급 등을 통해서 그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다.

반면 공기업은 기업성과 더불어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표가 모

호한 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기업이 해당 상품시장에서 독점적 지

위에 있고, 정부의 지원가능성 등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현금흐름 등에 관계없이 자금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

기업의 외부지배구조가 사기업의 시장과 같이 작동하게하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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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자료 : KDI(2008) ; 신진영(2014), 재인용

(4) 독립체산제

독립채산제(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는 기본적으로 소련에

서 국영기업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 채택했던 경영관리제도이다. 이

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족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개별기업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각 기업에게 제한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적자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제도는 외부지배

구조가 작용하기 어려운 공기업을 중심으로 적용이 되었다. 각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세금 등 국가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개별 공기업별로 독립적으로 재무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

간기업에서도 공장, 사업부 등 단일기업내의 경영단위가 자신의 수지에

따라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책임을 지는 경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은 공공기관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이다. 즉, 공

기업은 국민 소유의 기업임에도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상 정부

또는 타 공공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적정수준의 이윤을 추구하는 독립채산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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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9 2011(Ⓑ) 차이(Ⓑ-Ⓐ)

부

채

합계 249 342 464 215
공기업 158 239 330 172

준정부기관 84 93 125 41
기타공공기관 8 10 9 1

자

본

합계 223 249 235 12
공기업 155 165 170 15
준정부기관 57 71 52 -5
기타공공기관 11 14 14 3

부채

비율

합계 112 137 197 85
공기업 102 145 194 92
준정부기관 147 132 242 95
기타공공기관 68 67 64 -4

4) 공기업 부채 문제

(1) 공기업 부채 현황

2012년 4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공기업 부채는 330조원, 준정부기관은 125조원, 기타공공기관은 9조원이

다. 2007년 부채와 비교하였을 때, 공기업은 172조원, 준정부기관은 41조

원, 기타공공기관은 1조원 부채가 증가하여, 공기업 부채 증가액이 가장

높았다. 반면 공기업의 자본은 같은 기간 동안에 15조원 증가하는데 그

쳐서, 2007년 102%에 불과했던 공기업 부채비율이 4년 만에 194%로 급

격히 악화되었다.

[표 11] 공공기관 재무현황 추이

(단위: 조원, %)

※ 국가가관리주체인기금계정제외함. 수은, 정책금융공사등 2개공공기관제외함

※ 2007-2009년 자료는 K-GAPP, 2010-2011년 자료는 K-IRFS 기준

자료 : 기재부 보도자료(2012.4월) ; 박진 외(2012), 재인용

통상적으로 사기업은 부채비율이 200% 수준이면 신용등급이 BBB 수

준이며, 그 이상의 신용등급에서만 채권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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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공기관이 정부의 지원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짐

작할 수 있다.

김찬수(2012)는 대부분의 공기업은 우수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지

만,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22개 공기업(2010년 기준)을 분석하면 5단계로

구분된 신용등급중 3개 공기업이 하위 2개 신용등급에 속하며, 이들 3개

공기업의 부채가 전체 공기업 부채에 54.4%에 달한다고 했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2014년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제외하고 공

기업에게 부여한 독자신용등급을 부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심각성

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무디스는 한국석유공사(Ba2), 한국광물자원

공사(B3), 한국철도공사(B2), 한국토지주택공사(B2)에 투자부적격 등급을

부여하였고, 한국전력공사(Baa2), 한국가스공사(Baa3), 한국수자원공사

(Baa2) 및 한국도로공사(Baa2)에게도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다. S&P

도 한국석유공사(BB), 한국가스공사(BB+), 한국광물자원공사(BB), 한국

수자원공사(BB-), 한국철도공사(B+) 및 한국토지주택공사(B+) 등에 모

두 투자부적격 등급을 부여했고, 한국전력(BBB-)과 한국도로공사

(BBB-)는 겨우 투기등급을 면했다.7)

(2) 부채증가 원인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뉴시스가 주관한 ‘2016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포럼에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원인은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이

나 공공요금 수준 동결 등이 있다고 하였다.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진

외(2012)는 공기업의 부채가 단기간 급증한 것은 정치인(정부), 공기업,

국민 3자가 담합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요금을 규제한 결과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동원하

7) 아시아투데이, 2014.8.26.일자, ‘부채과다 공기업 자체 신용등급 ‘투기등급’ 전락’

8) 뉴시스, 2016.2.19.일자, ‘기재부 이승철 기획관 “공공기관 자율성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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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공기업 임원과 고위 직원은 부채 증가가 우려되었지만 이는 자

신의 임기동안에는 문제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진 임면권·감사

권·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인과 정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또한, 공기업 직원 등도 사업을 확장하면 정부로부터

인원증가를 승인받을 수 있어 공기업 임직원의 승진도 빨라지고 경영평

가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있었다. 많은 국민들은 정책사업의

추진으로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거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

기업을 이용한 정부의 무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공기업에게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제공하

게 하여도 직접적인 수혜자였기 때문에 반대하기 어려웠다. 공기업 경영

진은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발생하지만 향후에 있

을지도 모르는 정부의 지원을 막연히 기대하면서 이를 수용하였다. 이렇

게 정치인, 정부, 국민이 각자 현재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공기업에 미루고

부담하지 않으면서 편익을 누리려고 한 결과, 2007년 102%에 불과했던

공기업 부채비율은 4년 만에 19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김영신(2012)은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 경영의 독립

성 훼손, 그리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결합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

공기업은 대형 국책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지나치게 통제된 공공요금으

로 수익이 악화되어 부채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가. 비현실적인 요금 규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은 원가회수율이 2001년에서 2005년까지는 거의

100%에 근접하였으나,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며, 2008년에는 78%

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2011년에는 87.4%를 기록하였다. 원가이하의 가격

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전기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공기업이 제

공하는 서비스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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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통행료 철도 수도 평균

87.4 87.2 81.7 76.2 81.5 82.8

[표 12] 공공요금 원가회수율 현황

(2011년 기준, 단위: %)

자료 : 한전(2013) ; 이상철 (2014), 재인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주요 회원국과 전기요금을 비교해보

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원가를 낮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일정 수준

의 요금은 장기적적으로 공공재화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미래세대에 부담

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를 사용

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는 급격한 가격 인상, 생산 부족, 공기업 또는 국가의 부채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가격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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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OECD 회원국 전기요금 비교 (2012년 명목기준)

국가명
산업부문 주거부문

단가($/MWh) 수준(%) 단가($/MWh) 수준(%)

한 국 82.4 100.0 93.1 100.0

일 본 194.3 235.8 276.8 297.3

미 국 67.0 81.3 118.8 127.6

독 일 148.7 180.5 338.8 363.9

영 국 134.2 162.9 220.7 237.1

칠 레 126.7 153.8 185.4 199.1

터 키 148.2 179.9 184.7 198.4

멕시코 114.7 139.2 90.2 96.9

OECD 평균 122.3 148.4 171.2 183.9

<자료 : OECD/IEA·국제에너지기구; 연합뉴스 재구성9)>

저렴한 요금 등의 원인으로 2008년 114%이던 한국전력의 부채비율은

2013년 202%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전기요금 인상, 원재료 가격 하락 및

본사부지 고가 매각 등으로 부채비율이 2015년 158%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다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6.3.21일 전기요금 인하를 요지로 하는

전기요금체제 개편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였다.10)

나. 무리한 사업 확대

박진 외(2012)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65조원), 신

도시개발(92조원), 보금자리 주택(105조원) 등 대규모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였지만 미흡한 정부 재정지원, 부동산 불경기, 그리고 분양가격 규

제로 부채가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2007년 9조원이었던 부채가 27조원으로 18조원

9) 연합뉴스. 2013.11.19일자, ‘OECD 회원국 전기요금 비교’

10) 아시아경제. 2016.3.21일자. ‘경제단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해야"…정부에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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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2007년 부채가 4조원이었던 부채가 12조원

으로 8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당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수행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수자원공사도 2007년 2조원이었던 부채가 13조원으로 9조원 증가

하였다. 이 또한 당시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5) 공기업 부패 취약성

Klitgaard(1998)는 독점력과 재량권이 높고 책임소재의 파악 가능성이

낮으면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은 전기, 고속도

로, 철도 등 각 산업에서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통제를 받고 있

지만 수입의 50%이상을 시장으로부터 확보하고,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

또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이윤 추구에 대한 압박이

적으며 오히려 일부 공기업은 지나친 이익이 발생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

기도 한다. 정부의 지원 가능성 등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자본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는 등 시장에서 압박 수준도 낮다.

또한, 정부관료, 정치인, 국민, 공기업 임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복대리

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실패시에도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



- 34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공기업 청렴관련 선행연구

기존의 청렴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청렴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

향이었다. 따라서 경제성장, 소득, 정치적 안정성,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크고, 공기업의 청렴수준을 결정하는 주체가 공기업과 임직원임에

도 청렴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

다. 공기업의 청렴을 주제로 선행된 연구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이상왕(2016)는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공기관 청렴도중 내부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등과 지

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중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

수 지표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부청렴도는 리더십·전략, 경

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 지표에서, 외부청렴도는 경영시스템, 정책

준수 지표에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신상훈·이세철(2015)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연구결과 청렴도 평가 도입이후에 이익조정(회계 왜곡)이 증

가하였으며, 청렴도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이익조정(회계 왜곡)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렴도 평가에 회계처리 투명성은 포함되지

않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병훈(2015)은 신공공관리의 영향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간관리자

의 통솔범위 확대됨에 따라, 이것이 윤리경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Gulick(1937)에 따르면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지면 많은 부

하직원을 관리하며, 이는 부하직원의 재량권이 커진다는 것으로 연결된

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가 공공기관 청렴도중 내

부청렴도에 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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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2015)은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정보공개율과 공공기관 청렴

도중 외부청렴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에서만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체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김희정(2015)은 공공기관의 여성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조직규모와 산업유형은 여성채용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공기관 청렴도는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진한(2014)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책임은 공공

기관 경영실적 평가중 사회공헌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기업성

과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측면은 고객만족도, 종업원 측면은 공공기관 청

렴도, 재무적 측면은 총자산순이익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공헌지

표는 고객만족도와 청렴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목현수(2014)는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로는 기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경

영보고서 발간 여부, UN Global Compact 가입 여부를 측정하였고, 활동

수준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중 리더십·책임경영·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 이행점수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기업성과는 효율성 측

면에서는 노동생산성, 청렴성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UN Global Compact 가입 여부와 공공기관 청렴도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중 리더십·책임경영·사회

공헌·정부권장정책 이행점수의 합은 노동생산성과 공공기관 청렴도 모두

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송길마로(2015)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직원 비율과 청렴도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는 여성임직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등을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공공기관 청렴도중 외부청렴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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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청렴도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총여성비율은 내부청렴도와 부(-)의

관계가 있으며, 총여성비율의 제곱값은 내부청렴도와 정(+)의 관계를 보

였다.

2) 윤리경영과 기업성과 관련 선행연구

윤리경영이 재무적·비재무적 기업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를 살펴보았다. 윤리경영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가 다수이나, 일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도 있다. 또한, 윤리경영이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박헌준 외(2001)는 우리나라 2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윤리수준이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건전할수록 수익성과 단기 상환력이 좋아지

며, 기업의 경영활동이 건전하고 공정할수록 장기부채의 상환력이 좋아

지고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호갑 외(2011)는 윤리경영 수준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간에 재무

적 성과가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윤리경영수

준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과 비교하면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

이익률(ROE), 유동비율 높았으며, 부채비율이 낮아서 재무적으로 건전하

였다. 또한, 윤리경영수준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근혜 외(2012)는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 수행이 기업 가치와 재

무적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 수행성과는 기업가치와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윤리경영과 기업가치 및 재무적 성과간의 선 ·

후 관계 분석에서는 모두 상호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증

명되었다.

안춘복 외(2013)는 조직구성원의 윤리경영 대한 인식수준과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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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실천 지각수준이 각각 내부고발 의지와 기업이미지라는 매개를

통해서 직원 차원의 조직성과(조직몰입, 직무만족)와 고객 차원의 조직성

과(구매의도, 브랜드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윤리경영의 실천은 조직구성원들의 내부고발 의지와 고객의 기업이미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Cummings(2000)는 윤리경영이 재무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호주에서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그렇지 않은 투자 포트폴리오보다 재무적 성과가 좋

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태식․함상우(2009)는 윤리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EO의

윤리경영 실천의지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

구결과 윤리경영 실천의지는 조직성과와 관련된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

동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종․이종건(2000)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윤리풍토와 조직효율성간

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윤리풍토에 대한 지각 수준은 직무

몰입과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최병우․윤태익․박해선(2010) 조직의 윤리풍토와 윤리실천 메커니즘

의 관계와, 윤리풍토의 지각이 조직성과 변수인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윤리실천시스템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으나, 윤리풍토는 직무

만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입증하였다.

한진환․연경화(2012)는 윤리경영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경제정의연구소

에서 발표한 윤리경영지수(KEJI지수)를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윤리경영

은 기업성과(ROA)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진환(2011)은 윤리시스템과 윤리문화는 조직신뢰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윤리방침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조직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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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곽수근․김평기(1993)는 1992년 KEJI지수를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 사회적 성과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하였다.(오근혜,

2013, 재인용)

장경형(1996)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의 KEJI지수를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 수익성, 매출액, 순이익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으나,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하였다.(오근혜,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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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이 경제성장, 평등,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의 학자와 OECD 등 국제기구에 의해서 활발히 이루어졌으

나, 공기업의 청렴수준이 기업의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막대한 국민의 자산을 운영하는 공기업 임직원에

게 공무원 같이 높은 수준의 청렴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공기

업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의미있는 청렴도 제고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기업에게 청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 다차원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렴수

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를 활용하였고, 기업성

과를 수익성 재무성과, 안정성 재무성과, 주주성과로 다차원적으로 분류

하여 분석하였으며, 공기업 유형, 기업규모, 측정연도를 통제하였다. 연구

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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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의 청렴수준이 공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본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청렴수준은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중 종합청렴도 점수를 사용하였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임직원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한 내부청렴도, 거래고객 입장에서 평가한 외부청렴도, 오피니온 리

더 입장에서 평가한 정책고객평가가 있으며, 산출된 각각의 청렴도에 가

중치를 감안하고 언론보도사건 및 부패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종합청렴도가 있다.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는

10점 만점의 점수와 5단계의 등급으로 발표되는데, 점수와 달리 등급은

권익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상

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인데, 공기업은 대상기간동안 상이한 평가군에

속하였기 때문에 점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청렴도 평가 종류에 따라 각

기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되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공기업이

라도 청렴도 평가 유형에 따라 청렴도가 상이하게 측정되는 측면이 있

어, 각각의 청렴도에 가중치를 적정히 반영하여 대표성을 지닌 종합청렴

도 평가결과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기업성과는 공기업의 특성을 재무 성과와 주주 성과로 구

분하였다. 재무성과는 다시 수익성11) 성과 지표와 안정성 성과 지표로

구분하여 각각 매출총이익률과 부채비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주주인 국민을 대신하여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기업에

11) 수익성 측정에 총자산순이익률(ROA)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일반적으로 사용

되나, 정규성 검토결과 첨도에서 10을 초과하였다. 이에 대안으로서 매출총이익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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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업성과 공공성을 균형적으로 감안하여 공식적으로 정해준 목표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만점 기준이 공기업별로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득점률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공기업 유형(시장형 공기업 및 준

시장형 공기업), 기업규모(매출액), 측정연도(2012년 ∼ 2014년)를 적용하

여 분석의 틀을 확정하였다.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

다.

[그림 4]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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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설정

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청렴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서 조사·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중 종합청렴도 점수를 사용하였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부

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에 취약한 분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

적으로 2002년 도입되어 매년 시행되고 있다. 본 평가는 ‘부패방지및국민

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2014년

기준으로 총 640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을 포함

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53,819명의 설문조사결과, 부패사건 발생현황,

청렴도 측정관련 신뢰도 저해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단계 등급 또

는 10점 만점으로 표기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등급은 평가군내 기관

들의 상대적 청렴수준에 의해 좌우됨으로 본 연구에서는 10점 만점으로

표기된 점수를 사용하겠다.

[표 14] 공기업 중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대상 현황

공기업 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시장형 13개 14개 14개
준시장형 14개 16개 16개
합계 27개 30개 30개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공기업이었으나 청렴도 평가에서 제외됨

자료 : 기획재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재구성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

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12)를 측정하며, 그 결

과는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로 구분된다. 그

1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2014.3),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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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에 부패발생현황

및 평가 관련 신뢰도 저해행위를 두루 감안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청렴도이다.

단, 대한석탄공사(준시장형 공기업)는 연구대상기간동안 자본잠식상태

로 정상적인 평가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발생현황, 신뢰도저해

행위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 지표로서, 국민,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

장에서 평가한 청렴도와 부패사건 발생정도, 신뢰도 저해행위를 전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종합지표이다.

[그림 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2014년)

※ 정책고객평가 미실시 기관은 외부(0.735)와 내부(0.265)를 가중합산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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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청렴도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

서 “공직자가 금품·향응·편의의 수수 등과 같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한다.13)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되며, 총 17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15] 외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2014년)

평가영역(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부패 지수

(0.638)

부패직접경험

(0.511)

금품제공률 (0.085)

금품제공빈도 (0.198)

금품제공규모 (0.188)

향응제공률 (0.069)

향응제공빈도 (0.154)

향응제공규모 (0.144)

편의제공률 (0.059)

편의제공빈도 (0.103)

부패간접경험

(0.138)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1.000)

부패인식

(0.351)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0.248)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0.244)

알선․청탁, 압력행사 (0.271)

부당한 사익추구 경향 (0.237)

부패 위험

지 수

(0.362)

투명성

(0.552)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0.555)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0.445)

책임성

(0.448)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0.502)

권한남용 (0.498)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pp.12)

3) 내부청렴도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가 부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14)를 평가한다. 내부청렴도는 청

13)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2014.3), pp.49

14)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2014.3), p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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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가중치) 세부측정항목(가중치)

청렴

문화

지수

(0.433)

조직

문화

(0.631)

업무 처리 투명성 (0.165)

부당한 사익추구 경향 (0.162)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0.138)

조직내 알선·청탁 정도 (0.174)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0.158)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0.203)

부패방지

제도

(0.369)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0.322)

징계 및 처벌의 적절성 (0.381)

자체 부패통제 시스템 효용성 (0.297)

업무

청렴

지수

(0.567)

인사

업무

(0.413)

직접

경험

(0.515)

금품 제공 경험률 (0.097)

금품제공빈도 (0.239)

금품제공규모 (0.222)

향응․편의 제공 경험률 (0.082)

향응․편의 제공 빈도 (0.188)

향응․편의 제공 규모 (0.172)

간접경험
(0.173)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1.000)

인식
(0.312)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0.500)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영향 (0.500)

예산

집행

(0.347)

경험
(0.606)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0.067)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빈도 (0.148)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규모 (0.129)

운영비․여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0.061)

운영비․여비 위법․부당집행 빈도 (0.130)

운영비․여비 위법․부당집행 규모 (0.114)

사업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0.066)

사업비 위법․부당집행 빈도 (0.151)

사업비 위법․부당집행 규모 (0.134)

인식(0.394) 예산의 위법, 부당 집행인식 (0.100)

업무지시

공정성

(0.240)

경험
(0.600)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0.282)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0.718)

인식

(0.400)

복지부동 및 업무책임 회피 정도 (0.235)

부당한 업무지시 인식 (0.413)

부당한 지시불응 불이익 인식 (0.352)

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되며, 총 30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16]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2014년)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p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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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부패경험(0.279)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직간접경험 (1.000)

부패인식

(0.427)

예산낭비 (0.103)

알선 청탁, 압력행사 (0.120)

부당한 사익추구 경향 (0.091)

특정인에 대한 특혜 (0.097)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0.102)

금품 향응 편의 수수 (0.134)

정책 및 정보 공개 (0.088)

권한 남용 (0.088)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0.080)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0.097)

부패통제

(0.294)

징계기준/처벌수준의 엄정성 (0.374)

부패 신고자 보호 실효성 (0.306)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0.320)

4) 정책고객평가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학부모 등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

관의 정책 및 업무전반의 청렴 정도”15)를 평가한다. 정책고객평가는 부

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로 구성되며, 총 14개 설문항목

으로 구성되었다.

[표 17] 정책고객평가 세부측정항목(2014년)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pp.25)

5) 부패사건 발생현황

“실제 부패행위가 발생한 정도”16)로 정의되며, 부패공직자징계지수와

부패사건지수로 구성되었다.

15)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2014.3), pp.51

16)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2014.3), p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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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뢰도 저해행위

“측정대상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하는 행위”17)를 평가한다.

2. 종속변수

1) 수익성 재무성과

일반적으로 ROA(Return on Asset; 총자산대비이익률)나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대비이익률)가 대표적인 수익성 재무성과지표이나

본 연구에서는 정규성을 보이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대안으로

매출총이익률을 수익성 지표로 사용하였다.

2) 안정성 재무성과

부채비율은 대표적인 안전성 재무성과지표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지나친 지대추구행위가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공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하였다.

Jensen(1983)은 공기업의 지나친 여유자금은 경영진이 기업의 내부

사익을 위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높은 부채비율이 오히

려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경제성장기에는 적정한

부채는 빠른 기업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

라 공기업 또한 2014년 기준으로 200% 수준에 달하는 한계수준의 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부채비율이 일반적으로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17)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2014.3), p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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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성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

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경영 노력과 성

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코

자 한다(기획재정부, 2014). 동 평가는 2014년 기준으로 총 117개 기관

(30개 공기업, 87개 준정부기관)을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경영관리-

주요사업’의 2개 범주에 대해 각 지표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도를 감

안하여 평점을 산출한다.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

고, 비계량 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

를 산출한다. 다만, 일부 지표의 점수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제외하

여 합계를 산출한다. 이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

의·의결로 평가를 확정한다.

이를 근거로 공기업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며, 부진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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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공기업 경영평가지표(2014)

범주 평가지표
중장기 제출 非 제출기관

비계량 계량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 전략기획 2 2
- 국민평가 4 5
- 정부권장정책 5 5
2. 업무효율 8 8

3. 조직, 인적자원및성과관리 2 3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재무예산 관리 6 6
- 자구노력 이행성과 3
- 재무예산 성과 6 6
- 계량 관리 업무비 2 3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보수 및 복리후생 6 6
- 총인건비 인상률 3 3
- 노사관리 3 3

소 계 22 28 20 30
주요
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18) 13 37 15 35

합 계 35 65 35 65

자료 : 기획재정부,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2014.11월, pp.12)

3. 통제변수

1) 공기업 유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

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이다.

이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

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유형이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를 더미변수화하여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18) 개별기관의 현안과제, 성과지표 도출 한계 등의 특성에 따라 세부지표별 가중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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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공기업 지정 현황

공기업 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시장형 14개 14개 14개

준시장형 14개 16개 16개

합 계 28개 30개 30개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구성(2012.1월, 2013.2월, 2014.1월)

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공기업이었으나 청렴도 평가에서 제외

되어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대한석탄공사(준시장형 공기업)는 연구대상

기간동안 자본잠식상태로 정상적인 평가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구대상

에서 제외한다.

2) 기업규모

선행연구에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된 조직규모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조직규모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Daft(2003)는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규모

의 경제가 발생하여 관리 및 행정인력 비율이 감소하고 전문인력 비율이

증가하여 조직성과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Williamson(1975)는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조직내 거래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하였다.(전영한·금현섭, 2009, 재인용).

기업규모는 매출액, 조직인원, 자산 등으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에 자연로그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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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연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측정 당시의 제도, 사회, 경제적 여건 등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측정연도를 더미변수화하여

통제변수로 적용하였다.

[표 20] 변수의 측정방법

구분 변 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기

업

성

과

1. 수익성 재무성과

(매출총이익률)
매출액
매출액매출원가 

× 100

2. 안정성 재무성과

(부채비율)
자본
부채

× 100

3. 주주성과

(경영평가 득점률)
총점
득점

× 100

독립

변수

청

렴

수

준

1. 종합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로 측정

(10점 만점)

통제

변수

1. 공기업 유형
공기업 유형을 더미변수화

(준시장형 : 1, 시장형 : 2)

2. 기업규모 Ln(매출액)

3. 측정연도

측정연도를 더미변수화

(2012년 : 1, 2013년 : 2,

2014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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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가설

1. 연구가설

앞서 살펴본 선의경영이론과 선행연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

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가설1. 청렴도는 매출총이익률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청렴도는 부채비율과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청렴도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득점률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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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의 청렴수준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설정한 종합청렴도와 종속변수로

설정한 매출총이익률, 부채비율,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을 다중회귀모

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던 공기업 유형, 기업규

모, 측정연도를 통제변수로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확정하였다.

[그림 6] 다중회귀모형

Y = α + β1X + β2Z1 + β3Z2 + β4Z3 + ε

<종속변수>

Y1 = 매출총이익률

Y2 = 부채비율

Y3 =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

<독립변수>

X = 종합청렴도

<통제변수>

Z1 = 공기업 유형

Z2 = 기업규모

Z3 = 측정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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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공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청렴도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에서 확보하였다. 매출총이익률과 부채비율 산출을 위한

자본, 부채, 매출액, 매출원가에 관한 자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을 통해 확보하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 산출을 위한 공

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과 평가결과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대한민국정보

공개 인터넷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확보하였다.

2. 분석방법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청렴도와 기업성과간에 관계에 대

해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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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종합

청렴도
84 7.46 9.28 8.42 0.38 -0.28 -0.21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독립변수

2012년 공기업은 28개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에 2개(울산항만

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변동이 없었

다. 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공기업이었으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제외되어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한석탄공사는 연구대상

기간동안 자본잠식 상태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2012

년 26개, 2013년 29개, 2014년 2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로 설정한 종합청렴도 평균은 8.42이고, 표준편차는 0.38이다.

자료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왜도는 절대값이

3, 첨도는 절대값이 10을 벗어나지 않으면 해당 변수가 정규분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Kline, 2005 ; 김지혜, 2011, 재인용) 독립변수인 종합청렴

도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0.28와 -0.21로서 변수의 분포가 정규성을 벗

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21]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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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기업성과는 재무성과와 주주성과로 구분하였

으며, 재무성과는 다시 수익성과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익성 재무성과는 매출총이익률을 활용하였다. 매출총이익률을 산출

하기 위한 매출액, 매출원가 자료는 알리오에서 확보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o 매출총이익률 (%) =매출액
매출액매출원가 

× 100

안정성 재무성과는 부채비율을 활용하였다. 부채비율을 산출하기 위

한 부채, 자본 자료는 알리오에서 확보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

였다.

o 부채비율 (%) =자본
부채

× 100

주주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을 활용하였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득점률을 산출하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과 평가결과는 정

책브리핑 홈페이지, 대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확보하여 아래의 산

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o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 (%) =총점
득점

× 100

종속변수로 설정된 매출총이익률, 부채비율, 경영평가 득점률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 57 -

구분
표본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매출총
이익률 84 -88.91% 100.00% 21.86% 27.58% 0.35 3.65

부채
비율 84 4.55% 466.01% 126.56% 116.12% 1.41 1.43

경영
평가
득점률

84 57.43% 92.69% 78.21% 7.31% -0.49 0.06

[표 22]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매출총이익률의 평균은 21.86%이고, 표준편차는 27.58%이다. 부채비

율의 평균은 126.56%이고, 표준편차는 116.12%이다. 경영평가 득점률의

평균은 78.21%이고, 표준편차는 7.31%이다. 매출총이익률의 왜도와 첨도

는 각각 0.35과 3.65이고, 부채비율은 각각 1.41과 1.43이며, 경영평가 득

점률은 -0.49과 0.06이다.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하

로 변수의 분포가 정규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자산순이익률(ROA,

Return On Asset)도 수익성 지표로 고려하였으나 자기자본순이익률의

왜도가 -1.732, 첨도가 23.978이고, 자산순이익률은 왜도가 4.620, 첨도가

36.858로서 정규성을 벗어나서 본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3. 통제변수

공기업의 청렴수준이 공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공기업 유형, 기업규모, 측정연도로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공기업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과 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준

시장형 공기업은 ‘1’, 시장형 공기업은 ‘2’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총 84개

표본중 준시장형 공기업은 43개(51.2%), 시장형 공기업은 41개(4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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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자연로그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측정연도는 2012년, 2013년, 2014년으로 구분하여, 2012년은 ‘1’, 2013

년은 ‘2’, 2014년은 ‘3’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총 84개 표본중 2012년은

26개(31.0%), 2013년은 29개(34.5%), 2014년 29개(34.5%)이다.

공기업 유형의 평균은 1.49, 표준편차는 0.50이며, 매출액의 평균은

28.1, 표준편차는 1.88이며, 측정연도의 평균은 2.04, 표준편차는 0.81이다.

공기업 유형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0.05과 -2.05이고, 매출액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0.11과 -1.07이고, 측정연도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0.07과

-1.48로서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하로 변수의 분포

가 정규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23] 통제변수 기술통계량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공기업

유형
84 1.0 2.0 1.49 0.50 0.05 -2.05

매출액 84 24.9 31.7 28.1 1.88 -0.11 -1.07

측정연도 84 1.0 3.0 2.04 0.81 -0.07 -1.48

구분 빈도(개) 비중(%)

공기업유형

준시장형 43 51.2

시장형 41 48.8

부분합 84 100.0

측정연도

2012 26 31.0

2013 29 34.5

2014 29 34.5

부분합 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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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중회귀분석

1. 다중공선성 진단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에 다중회귀분석의 사용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중공선성 진단을 시행하였다. 다중공선성이란 상관관계가 높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동시에 모형에 넣어 분석할 경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간에 상

관계수가 0.7이상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다른 방법은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

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

차한계가 0.1보다 작거나, 분산팽창계수가 10보다 높으면 다중공선성 문

제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연구모형을 사용하며, 연구모형별로 독립변수,

통제변수는 동일하나 종속변수는 상이하다.

우선,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

한 결과 가장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 0.7보다 높은 상관계수가 없

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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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합

청렴도

공기업

유형
매출액

측정

연도

종합

청렴도

Pearson 상관계수 1 0.127 -0.221* -0.471**

유의수준(양쪽) 0.250 0.043 0.000

N 84 84 84 84

공기업

유형

Pearson 상관계수 0.127 1 0.395** -0.014

유의수준(양쪽) 0.250 0.000 0.902

N 84 84 84 84

매출액

Pearson 상관계수 -0.221* 0.395** 1 -0.034

유의수준(양쪽) 0.043 0.000 0.760

N 84 84 84 84

측정

연도

Pearson 상관계수 -0.471** -0.014 -0.034 1

유의수준(양쪽) 0.000 0.902 0.760

N 84 84 84 84

[표 24] 변수간 상관관계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다음으로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통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점검하

였다. 그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 0.1보다 낮은 공차한계나, 10

보다 높은 분산팽창계수가 없음으로 변수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5]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IF)

구 분 공차한계 VIF

독립변수 종합청렴도 0.668 1.497

통제변수

공기업 유형 0.780 1.281

매출액 0.737 1.357

측정연도 0.74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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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계수와

산점도를 통해 데이터의 분포와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1) 수익성 재무성과 검증모형

공기업의 청렴수준이 수익성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독립변수는 종합청렴도를, 종속변수는 매출총이익률을, 통제변수는

공기업 유형, 매출액, 측정연도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6] 수익성 재무성과 다중회귀분석 결과

R R2 조정된 R2 F 유의확률

0.497 0.247 0.209 6.475 0.000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항 224.759 101.031 2.225 0.029

종합청렴도 0.741 8.767 0.010 0.085 0.933

공기업 유형 7.600 6.062 0.139 1.254 0.214

매출액 -7.798 1.666 -0.532 -4.679 0.000

측정연도 -0.054 3.839 -0.002 -0.014 0.989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R
2을 참고하는데, R2의 값은 독립변수가 많아질수록 종속변수에 대한 설

명력과 관계없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정된 R
2

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매출총이익률이라는 종속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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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모형에서의 조정된 R
2이 0.209로

나타나 20.9%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회귀모형의 전반적 신뢰도는 F 값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본 모형에

서는 F값이 6.475이며, 유의확률은 0으로 나타나 모형의 전반적 신뢰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도출된 회귀계수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몇 단위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며, 표준화 회귀계수는 여러 독

립변수들 간에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도출된 계수

이다. 수익성 재무성과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종합청렴도의 회귀계수 값

은 0.741이고 유의확률은 0.933이다. 이는 공기업의 청렴도가 1 증가할

때마다 매출총이익률이 0.741% 증가함을 의미하나 이는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매출액이 유의수준 1% 이내에서 매출총이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의 회귀계수 값은

-7.798로 매출액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매출총이익률이 7.798% 감소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공기업 유형과 측정연도는 매출총이익률에 유

의수준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3 -

2) 안정성 재무성과 검증모형

공기업의 청렴수준이 안정성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독립변수는 종합청렴도를, 종속변수는 부채비율을, 통제변수는 공기

업 유형, 매출액, 측정연도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는 아래와 같다.

[표 27] 안정성 재무성과 다중회귀분석 결과

R R2 조정된 R2 F 유의확률

0.576 0.331 0.297 9.782 0.000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항 -196.826 400.834 -0.491 0.625

종합청렴도 -60.986 34.782 -0.197 -1.753 0.083

공기업 유형 -41.926 24.051 -0.182 -1.743 0.085

매출액 32.980 6.611 0.535 4.988 0.000

측정연도 -14.075 15.230 -0.099 -0.924 0.358

부채비율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모

형에서는 조정된 R2이 0.297로 나타나 29.7%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본 모형의 F값은 9.782이며, 유의확률은 0으로 나타나 모형의 전반적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성 재무성과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종합청렴도의 회귀계수 값은

-60.986%이고 유의확률은 0.083이다. 다시 말하면, 공기업의 청렴도가 1

증가할 때마다 부채비율이 60.986% 감소함을 의미하며 이는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청렴도가 높은 공기업은 선의경영이론과 윤리경영의 효과에 대한 오

근혜 외(2012) 등의 주장과 같이 외부적으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여 주

주, 정부, 정치인, 고객,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높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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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확보하여, 공급가격, 정부지원, 사업물량, 정원관리 등 다양한 부분

에서 마찰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직

원들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을 유도하여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제변수중에서는 공기업 유형과 매출액이 각각 유의수준 10% 이내

와 유의수준 1% 이내에서 부채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유형의 회귀계수 값은 -41.926으로, 시장형 공기업이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부채비율이 41.926%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액

의 회귀계수 값은 32.980로 매출액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부채비율이

32.980%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측정연도는 부채비율에 유의

수준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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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성과 검증모형

공기업의 청렴수준이 주주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

립변수는 종합청렴도를, 종속변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을, 통제변

수는 공기업 유형, 매출액, 측정연도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8] 주주성과 다중회귀분석 결과

R R2 조정된 R2 F 유의확률

0.564 0.318 0.284 9.224 0.000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항 42.608 25.477 1.672 0.098

종합청렴도 5.217 2.211 0.268 2.360 0.021

공기업 유형 -1.535 1.529 -0.106 -1.004 0.318

매출액 0.037 0.420 0.009 0.087 0.931

측정연도 -3.459 0.968 -0.385 -3.573 0.001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조정된 R2이 0.284로 나타나 28.4%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

다.

본 모형의 F값은 9.224이며, 유의확률은 0으로 나타나 모형의 전반적

신뢰도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주주성과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종합청렴도의 회귀계수 값은 5.217이

고 유의확률은 0.021이다. 즉, 유의수준 5% 이내에서 공기업의 청렴도가

1 증가할 때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이 5.217% 증가함을 의미한

다.

청렴도가 높은 공기업은 선의경영이론과 윤리경영의 효과에 대한 오

근혜 외(2012) 등의 주장과 같이 외부적으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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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정치인, 고객,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높은 신

뢰를 확보하여, 공급가격, 정부지원, 사업물량, 정원관리 등 다양한 부분

에서 마찰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직

원들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을 유도하여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제변수중에서는 측정연도가 유의수준 1% 이내에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득점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연도의 회

귀계수 값은 -3.459로 측정연도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공공기관 경영평

가 득점률이 3.459%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공기업 유형 및

매출액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에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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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결과의 해석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청렴수준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

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인 가설의 채택 여부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9] 가설 채택 여부

가설

연번
가 설 내 용

채택

여부

1
종합청렴도는 매출총이익률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2
종합청렴도는 부채비율과 부(-)의 관계가 있을 것

이다.
채택*

3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상관이 0.10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1. 공기업 청렴수준이 수익성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청렴수준과 수익성 기업성과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

설의 검증을 위해 청렴수준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

가결과중 종합청렴도로 측정하고, 수익성 기업성과를 매출총이익률로 측

정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매출총이익률에 대해 종합청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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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청렴수준이 안정성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청렴수준과 안정성 기업성과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

설의 검증을 위해 청렴수준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

가결과중 종합청렴도로 측정하고, 안정성 기업성과를 부채비율로 측정하

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부채비율에 대해 종합청렴도가 10%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를 채택하였다.

3. 공기업 청렴수준이 주주성과에 미치는 영향

‘청렴수준과 주주성과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의 검

증을 위해 청렴수준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중

종합청렴도로 측정하고, 주주성과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로 측정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확

인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에 대해 종합청렴도가 5% 유의수

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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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의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고찰

공기업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

이며, 주요 고객도 국민이다. 따라서 사업 영역, 가격, 사업 물량, 임원의

임면과 인력 운영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국민 또는 국민이 선출한 정치

인과 관료들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 공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 기본은 사

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공기업의 청렴은 아직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에 대한 반성에

서 시작한 윤리경영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인 기업의 발전과 생존을 고민하는 고도의 경영전략이다. 선의경영이론

과 오근혜 외(2012) 등이 주장한 윤리경영의 효과에 따르면 윤리경영은

이해관계자와의 마찰을 감소시키고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기업의 성과

를 제고하며 이는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국내외에서 입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의 청렴수준이 윤리경영과 같이 기업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공기업의 청렴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국민

권익위윈회에서 주관하여 2002년부터 시행중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중

종합청렴도 점수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기업성과는 재무성과와 주주

성과로 구분하였으며, 재무성과는 다시 수익성 재무성과와 안정성 재무

성과로 구분하였다. 수익성 재무성과는 매출총이익률로, 안정성 재무성과

는 부채비율로, 주주성과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을 활용하였다. 또한, 공기업 유형, 기업규모, 측정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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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의 틀을 확정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은 종합청렴

도의 비교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12년부터 2014년으로 한정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공기업의 청렴수준은 기업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SPSS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수익성 재무성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공기업의 청렴수준이 수익성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는 경기 변동,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다

양한 요인이 공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안정성 재무성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기업의 청렴수준이 안정성 재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공기업이 청렴할수록 부채비율이 낮아진

다는 가설이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밝혀졌다. 이는 이호갑외

(2011)이 KEJI지수를 활용하여 검토한 결과 윤리경영수준이 높은 기업

이 낮은 집단보다 부채비율이 낮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선의경영이론과 오근혜 외(2012)가 주장한 윤리경영의 효과 등과 유

사하게 청렴한 조직풍토가 내부적으로는 공기업 임직원의 조직몰입, 직

무만족 및 조직시민행동을 촉진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업이미지와 신뢰를 제고하여 주주, 고객, 정부, 정치인,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증진

시킨 결과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공기업은 가

격, 사업 물량, 사업 분야, 인력 확보 등 주요사항에 대해 정부, 정치인,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직·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주성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 모형의 다중회귀

분석결과, 공기업의 청렴수준이 주주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공기업이 청렴할수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이 높아진다는 가설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밝혀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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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주주인 정부가 공기업 임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부여한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결과는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또한, 선의경영이론과 오근혜 외(2012)가 주장한 윤리경영의 효과

등과 유사하게 청렴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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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매출총이익

률, 부채비율, 공기업유형, 매출액, 측정연도와 같이 객관적인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공기업의 청렴수준과 매출총이익

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반면에 부채비율은 부(-)의 관계

가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률은 정(+)의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 임직원에게 청렴은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

산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최소한 자격일 뿐만 아니

라, 성공적인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이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둘째, 청렴이 공기업 성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

여 국민, 정부, 정치인 등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청렴

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패예방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부

분의 기관에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금액 등으로 객관화하

고, 감면을 제한하여 온정적인 처벌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부패행위로

퇴직할 경우 공공기관 및 유관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기간동

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적은 내부자의 신고

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자 보호 및 포상을 명문화 하였다. 그러나 여

전히 내부신고자가 주변 동료 또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받는 경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신고자만 보호하는 제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자와 선량한 동료 및 회사의 목적함수를 최대한 일치

시켜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신고자 뿐

만 아니라 선량한 임직원과 회사에도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내부

임직원이 합심하여 자발적으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렴성이 높은 일부직원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승진, 포상 등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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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부 임직원의 부패에 대한 침묵

또는 간과는 결국 자신과 선량한 동료가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체

임직원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임직원

의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공기업

의 청렴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

패행위로 인한 피해는 1차적으로 기관에게 미치지만, 궁극적으로 본인과

동료에게도 명백히 미친다는 점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부패예

방 및 청렴도 제고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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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청렴수준과 기업성과

사이의 관계를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청렴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청렴에 대한 평가

자의 개념, 가치관 및 평가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은 담

당 업무가 상이하여 평가 응답자의 특성이 다름에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

가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공기업이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는

장기적으로 거래해야하는 기업이 주요고객인 반면에, 일부 업무는 일회

성으로 거래하는 일반 소비자가 주요고객이라는 차이가 있다.

둘째는 연구기간에 관한 문제이다. 독립변수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는 2002년 도입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모형을 개선하였다. 특히

2008년과 2012년은 평가모형이 대폭 변경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시

계열이 단절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렴도를 장기간에 걸쳐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평가모형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2012년 이후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

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연구수행중에는 현재 2014년까지만 발표되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로 한정하

였다. 향후 연구에서 청렴도 평가모형이 안정화되어 장기간에 걸친 연구

가 가능해진다면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통제변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유형, 기업규모, 측정연도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를 통제하였으나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의 속성을 감안하면 더 많은 요인이 통제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이를 보완한다면 연구결과의 의미가 제고될 것이다.

넷째는 본 연구에서 청렴도가 높을수록 공기업의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나, 영향을 미치는 이유나 경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선의경영이론,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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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업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청렴의 일반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윤리경

영과 유사한 경로로 청렴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추정하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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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합

청렴도

매출총

이익률

부채

비율

경영

평가

득점률

종합

청렴도

Pearson 상관계수 1 0.146 -0.292
**

0.434
**

유의수준(양쪽) 0.185 0.007 0.000

N 84 84 84 84

매출총

이익률

Pearson 상관계수 0.146 1 -0.332** 0.313**

유의수준(양쪽) 0.185 0.002 0.004

N 84 84 84 84

부채

비율

Pearson 상관계수 -0.292** -0.332** 1 -0.287**

유의수준(양쪽) 0.007 0.002 0.008

N 84 84 84 84

경영

평가

득점률

Pearson 상관계수 0.434** 0.313** -0.287** 1

유의수준(양쪽) 0.000 0.004 0.008

N 84 84 84 84

부 록

<부록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상관관계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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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산점도

<산점도 (종합청렴도와 매출총이익률)>

<산점도 (종합청렴도와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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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점도 (종합청렴도와 경영평가 득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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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tegrity

on Corporate Performance

- Focusing on Public Enterprises -

Park, Sun Kyoo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very year, the Corruption Perception Survey is conducted by the

Civil Rights Commission. According to the 2015 result, the general

public perceived 'a public enterprise field' as the second most

corrupted field among the 11 social fields after 'a political field'.

The general public are shareholders and customers of public

enterprises. Moreover,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ticians supervise

public enterprises. Therefore, the negativ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against public enterprises can cause adverse outcomes on corporate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grity of public enterprises and corporate

performance.

The Public Institution Integrity Index published by the Civil Rights

Commission is used to measure integrity of public enterprises which

i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dependent variables,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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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e corporate performance,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 profitability, financial stability and shareholder target achievement

rate. The proxy measures for those three categories are gross margin

ratio, debt ratio, and scoring rate of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control variables are the types of public enterprises, the measurement

year and the company size. The study period was limited to years

between 2012 to 2014 due for the comparability of dat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using SPSS computer

program to verify the positive effect of integrity on public enterprise

performances based on the Good Management Theory and the

previous studies on the relation between ethical management and

corporate performance.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is unable to show the statistical proof that the

integrity of a public enterprise has a positive effect on profitability

since many factors such as economic fluctuation, raw material price

fluctuation, etc can affect the profitability of cooperation.

Second, the study shows that integrity has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stability. As level of integrity increases, the debt ratio

decreases at a confidence level of 90%.

Lastly, the study shows that integr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hareholder target achievement rate. level of integrity is proportional

to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at a confidence level

of 95%.

Similar to the Good Management Theory and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on the relation between ethical management and

corporate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as the integrity of a public

enterprise increase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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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go up leading to improved

productivity and quality. Moreover, improvement of integrity also

affects positively on corporate image and trust, which leads to

reinforcement of negotiating power that decides price, business area,

personnel management, etc.

In conclusion, it is verified that integrity is not only a minimum

qualification of employees who manage valuable assets on behalf of

the general public, but also a critical success factor in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Keywords : integrity, corporate performance, public enterprise

Student Number : 2015-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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