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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며, 사

회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이러한 공기업은 대부분 경제 개발의

시기에 설립되어 국가 경제발전 및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의 역할은,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들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도 무한 경쟁의 시기가 계속됨에 따라 크게 변

화하고 있으며,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공기업의 생존여부가 결정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CEO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 CEO는 그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실제로 어

떤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CEO가 제시한 경영 목표는 시대적 흐

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경영 목표가 제시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서 한국전력공사를 선정하였다. 한국전력공사

는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하여, ‘기업성’ 속성이 강하므로 그만

큼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을 갖는 한국

전력공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공기업 CEO의 리더십이 기업경

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공기업

CEO의 경영 목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CEO의

연설문 中 취임사와 신년사를 선정하였다. CEO의 연설문, 특히 취임사

와 신년사는 CEO의 가치관과 철학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매체임과 동시

에, CEO가 그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

지를 밝히는 경영 목표가 녹아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설문을 통

하여 공기업 CEO 리더십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CEO가 연설문에서 제시한 여

러 경영 목표 중 ‘고객 중심 경영’, ‘해외 사업 진출’, ‘사회 책임 경영’ 등



최고경영자의 경영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실행하는 목표인 ‘기업 가치

제고’ 목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데, 한전 CEO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그 기업 고유의 ‘목적

사업 운영’이나 ‘정부 정책 이행’을 경영 목표 중 가장 우선시 할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상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한, 일상적 업무라고 할 수 있

는 목적사업과 관련된 경영 목표들은 비교적 중요성이 낮아지며, 대신에

복잡해져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 가치 제고’ 활동이

최고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특히 1984년 공기업 관리체계가 사전적 통제제도에서 사후적 관리제도로

전환된 이후로 공기업 경영에 있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보장되면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 가치 제고’ 측면의 경영 목표를 한전 역사 및 시대·정권의

변화에 따라 분석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비중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즉, 한전 창립기나 권위주의 시대 초기에는 ‘기업 가치 제

고’의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1980년대 초반 공기업의 자율경영이 보장되

면서 그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후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이

확대되고, 동반성장, 사회공헌, 환경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생

겨나면서 ‘기업 가치 제고’ 측면의 경영 목표는 CEO에게 있어서 그 중

요성이 한 층 더 강화되었다.

요약하자면, 과거의 공기업 CEO에게 있어 경영 목표의 우선순위는

기관 고유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거나, 조직 내부의 안정을 도

모하고, 기업의 성과를 향상하는 등에 집중 되어 왔으나, 현대에 들어

CEO의 경영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 가치 제고’ 측면의 경영 목표

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곧 공기업 경영에 있어 CEO의 리더십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요어 : 한전, 공기업, CEO, 연설문, 경영목표, 리더십

학 번 : 2015-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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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CEO의 연설문에 제시된 경영 목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공기업 CEO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어 왔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경영 목표가 제시되게 된 사회적 배경

과 역사적 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공기업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며, 사

회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이러한 공기업은 대부분 경제 개발의

시기에 설립되어 국가 경제발전 및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의 역할은,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들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도 무한 경쟁의 시기가 계속됨에 따라 크게 변

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공기업의

생존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공기업 CEO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 CEO의 연설문을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의 연설문은 CEO의 가치관과 철학이 극

명하게 드러나는 매체임과 동시에, 연설문에는 최고경영자가 그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밝히는 경영 목표

가 녹아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설문을 통하여 공기업 CEO 리더

십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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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기업이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

격을 지닌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해 지배하는 기

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심재권, 2004).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

기업은 그 공기업을 소유한 국가 집권 세력에 의해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집권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기업 CEO의 연설문에는 공기업을 소유한 집권 세력에 대

한 CEO의 인식과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등 사회적 배경에 대처

하고자 하는 CEO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의의를 갖는다. CEO의 실제 메시지(Message,

말(言))을 분석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에 있어 CEO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

휘해 왔는지, 제시된 경영목표는 CEO 별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 또 공기업이란 특수성 속에서 시대별·역사별로 강조되어 왔던 사항

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공기업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꼭 필

요한 연구라 하겠다.

제 2 절 연구 대상과 범위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서 한국전력공사를 선정하였다. 한국전력공사

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성격상 ‘시장형 공기업’으

로 분류된다. 5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매출 59조, 순이익 13조 4천억, 175조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진 국내 최

대의 공기업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한국전력공사는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하여, ‘기업성’ 속성이 강하므로 그만큼 기업 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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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CEO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을 갖는 한국전력

공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공기업 CEO의 리더십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2.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역대 CEO의 연설문 中 취임사

와 신년사이다.

취임사는 특성상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와 주주 및 모든 이해

관계자, 그리고 임직원을 대상에게 앞으로의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

의 글이다. 그러므로 취임사에는 당시 CEO의 경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신년사는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년도의 경영실

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경영 목표를 제시하는 글이다. 그러므

로 광의의 개념적인 경영 방침을 제시하는 취임사만을 분석할 경우 간과

될 수 있는 부분을 신년사를 분석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취임사와 신년사는 CEO의 연설문 중 기업경영에 대한

CEO의 철학과 구체적인 경영목표가 가장 잘 나타나 있어 CEO의 리더

십을 확인하기에 가장 적합하므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1. 분석기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961년부터 2012년까지 약 52년의 기간이며,

한전 초대 박영준 사장부터 18대 김중겸 사장까지로 한다.

자료는 ‘전기박물관 사료전시관’, ‘한전 도서관’, ‘한전 인재개발원 도서

관’을 방문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사보(社報)를 수집하고, 위의 분

석기간 동안 재임했던 사장을 대상으로 취임사와 신년사를 발췌하였다.

(단, 취임사와 신년사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총 표본 수는 62개이며, 이 중 취임사는 17건, 신년사는 45건이다. 취

임사와 신년사 중에서 13대 최수병 사장 취임사 및 ’65, ’67, ’76, ’82, ’89

년 신년사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04년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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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사는 사장 부재로 부사장이 대행하였기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1 한국전력공사 역대 CEO(최고경영자) 명단>

구분 이름 재임기간 정권 출신 비고

1대 박영준
61.6.28∼68.2.20

(5년8개월)
윤보선
박정희

군대 39사단장

2대 정래혁
68.2.21∼70.3.10

(2년1개월)
박정희 군대 2군사령관

3대 김일환
70.4.22∼71.6.14

(1년2개월)
박정희

군대
/관료

육군중장
상공부 장관

4대 김상복
71.7.21∼73.10.09

(2년3개월)
박정희 군대 육군 2.3사단장

5대 민충식
73.10.10∼75.12.8

(2년2개월)
박정희

민간기업
/관료

주일대사관 공사
호주 대사

6대 김영준
76.1.12∼81.12.31

(6년)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관료 농림부 장관

7대 성낙정
82.1.1∼83.3.28

(1년2개월)
전두환 내부 한전 부사장

8대 박정기
83.3.29∼87.7.15

(4년4개월)
전두환

군대
/정치

육군 중령
평통 운영위원

9대 한봉수
87.7.16∼89.1.8

(1년6개월)
전두환
노태우

관료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장

10대 안병화
89.1.9∼93.3.31

(4년2개월)
노태우

민간기업
/관료

포항제철사장, 상공부장관

11대 이종훈
93.4.1∼98.4.24

(5년)
김영삼 내부 한전 부사장

12대 장영식
98.5.15∼99.4.29

(11개월)
김영삼
김대중

학계
/정치

김대중 대통령 경제고문

13대 최수병
99.6.15∼02.3.18

(2년9개월)
김대중

관료
/정치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차관, 
서울시 부시장, 국민회의 총재 특보

14대 강동석
02.5.17∼03.12.29

(1년7개월)
김대중
노무현

관료
건교부 기획관리실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15대 한준호
04.3.25∼07.3.30

(3년)
노무현 관료

산자부 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

16대 이원걸
07.3.31∼08.5.30

(1년2개월)
노무현
이명박

관료 산자부 제2차관

17대 김쌍수
08.8.27∼11.8.25

(3년)
이명박 민간기업 LG부회장

18대 김중겸
11.9.28∼12.11.15

(1년3개월)
이명박 민간기업 현대건설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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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공기업

1-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이라는 용어는 공공기관, 공사,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활동내용과 조직 형태도 상이하

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재화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는 국책은행 등과 같이 민간부문에서 조달 가능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

주고 있어 사기업과의 구분이 불분명한 공기업도 존재하며, 양곡관리나

조달기금과 같이 과연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정부부처

의 단순한 예산집행 활동까지 공기업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공기업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

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해 지배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심재권, 2004:23).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정의하면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필요한 재

화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생산적 실제라고 정의 된다. Wickham은 공

공기관이 전체 또는 대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정부예산과는 별개로 자

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며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생산물을 시장에 판매

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의 간섭 하에 운

영되는 기업적 성격을 지닌 조직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공기업은 용어자체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이란 양대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데 공기업에 있어서 공공성의 개념은 공공에 의한 소유 또는 통제를

그 요소로 하고 있고 기업성의 개념은 사업주체의 자율성 및 사업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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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성을 그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구체적 정의는 공공소유성, 공공통제성, 시장성 등 각 변수의

개념적 조합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 5조의 공공기관 구분에 따르면 기획

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

여 지정하되,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기관 중

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

록 되어 있다. 공기업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100 이상인 공기업을 말하며, 준시장형 공기

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말한다. 또한 준정부기관중 기금관

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말하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준시장

형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등 20개, 준정부기관 87개가 있다.

< 표 2. 공공기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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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유형구분 기준

공기업

공기업Ⅰ

(10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

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

로 하는 대규모기관

공기업Ⅱ

(20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

형 SOC기관, 자회사 등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13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

고,「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

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위탁집행형

(19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

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

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강소형

(55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

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미만이고 정원

이 500인 미만인 기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업은 관리적 접근을 하느냐 또는 경제

적·경영적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 결국 공기업은 그

소유나 경영권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구분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특정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내고 이를 판매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설정하는 동시에 여기서 파생되는 수익을 통해

자신의 존립을 유지 한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기관과는 구분되는 성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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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기업의 특성

공기업의 기본 이념은 공공성과 기업성에 있다. 공기업은 기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설정한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기본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

기업의 목적사업을 수정하고 경영목표를 설정한다.

역사적으로 공기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36년 케인스가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불황기에는 국가에서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수요를 창출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부터이며, 이때부터 공기업은 불가

피하게 정부와 시장 사이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기 시작하였다.

공기업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본 관리 철학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

화는 정부와 시장의 상호작용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고 하겠

다. 따라서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지배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공기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서 설

립되고 지배되므로 사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공적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따른다. 또한 공기업은 속성이 기업인만큼 공

공성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 기준인 이윤 추구라는

기업성도 함께 지녀야 한다.

가. 소유 및 경영 형태적 특징

공기업은 소유 및 경영형태면에서 사기업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즉 공기업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 등의 공공기

관에 속해 있다. 이러한 소유지배는 기업에 대한 경영통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인사나 조직 등 경영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제약 받지 않는 사

기업과 대비된다. 공기업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 중의 하나는 경영이 방

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사기업

에 비하여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공기업의 경영이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공공성의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기업성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Dimock은 공기업의

경영상의 근본문제는 어떻게 하여 경영의 자주성(manag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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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ce)과 책임성(publicaccountability)을 조화시키느냐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롭슨도 공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어

떻게 하면 일상적인 활동에 있어서 공기업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정

부가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를 위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유보하느냐 하

는 것이며, 또 하나의 문제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성도 추구하게 하

면서 동시에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적․경제적 목표도 추구 하

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공기업의 효율성

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기업의 경영목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기업의 경영목표는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는 정치적․경제적 목

표의 추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 공공성을 추구한다

는 말이다. 그러나 기업조직으로서의 조직을 존속시킬 정도의 최소한의

기업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요컨대 공기업은 공공적 책임(공공성)과 이윤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

하기 위한 존속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조직목표의 특징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설립동기부터 다르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목표에

서 사기업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공기업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성

의 성격도 가지지만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따르는 공공성도 갖

게 된다. 이때 공공성은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정치적․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

하면 공공성이란 정부가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통하여 공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즉, 공기업

은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목표인 공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경영의

수익성 확보 및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성도 추구하는 것이다.

한편, 공공성과 기업성의 동시적 강조는 활동목표나 운영원리에 있어

상호모순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기업이 기업성을 발휘하

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한 전제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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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Monsen과 Walters는 유능한 관리자의 확보, 자율성의 보장, 책임성

의 확보를 들었다.

그러므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제도

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

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

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공기업도 기업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존립해야 하고 그러

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성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기업이 존립하는 가운데 공공성도 확보될 수 있다. 그럼

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기업의 자율성 보장이 미흡하고 그것이 경

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자율

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실무자들은 아직도 주무기관 등의

비공식적 통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2.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리더십

2-1. 최고경영자(CEO)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대외적으로 기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조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또한 기업이념 등 기업의 가치체계를 구축하

고 이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

는 의사결정 및 목표설정의 전 과정을 통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

으로써 기업의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최고경영자는 비록 개인이지만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전략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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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내리는 ‘핵심적 의사결정자’이며(Ansoff, 1965), 대변인, 기업인, 문

제해결자, 자원배분자, 협상가 등 기업의 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한다(Mintzberg, 1973). 이러한 최고경영자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다.

조직이론에서 최고경영자에 대한 논의는 Barnard(1937)가 조직의 커

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중심점으로써 경영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리자

기능(executive function)을 정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1950년대부

터 1970년대에 개방시스템이론과 상황이론이 조직과학과 경영학의 주류

를 형성하면서 최고경영자의 행위와 특성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스

템이나 환경보다 최고경영자 개인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 연구들이 꾸

준히 진행되었고, Hambrick과 Mason(1984)의 연구를 계기로 최고경영자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다시금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Byrd(1987)는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전략적 리더십(Strategy

leadership)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비젼

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하거나 집행하는 등의 전략적 사고

(strategic thinking)를 통해서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경영자

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전략적 리더십을 ‘미래를 예견하고, 비젼

을 만들며, 기업조직에 유연성을 유지시키고 또한 전략적 변화가 가능하

도록 부하들을 임파워먼트(empowerment)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

다. 이러한 전략적 리더십이 다른 리더십과 가지는 차이점은 조직의 최

고경영자로서 행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구성원에게 미칠 수 있는 상징적

인 의미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다(Hambrick & Pettigrew, 2011).

본 연구 역시 최고경영자의 역할에 있어 리더십을 가장 중요한 요소

로서 판단하며, 동시에 최고경영자로서 행하는 발언 및 경영목표가 구성

원 및 조직 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지에 그 주안점을 둔다.

2-2. 리더십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의 주제이다. 한 문헌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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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지금까지 리더십과 관련하여 7,000여 편이 넘는 책 논문 및 발표

가 있어왔다고 한다.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면을 발견한수 있다.

첫째, 리더십은 부하의 자발적인 추종이나 영향력의 수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으로 강압적인 영향력은 리더십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둘째, CEO와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목표 달성

을 추구한다.

셋째, CEO와 관리자는 구분된다. CEO는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를 통

해서 구성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격려하며, 관리자는

직위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여 구성원들을 관리 감독한다

리더십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 현상의 변화에 따라, 리더십을 연구하는

관점에 따라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더의

개인적 특성, 리더의 행동, 리더와 부하간의 상호작용 형태, 리더십에 대

한 부하의 지각, 그리고 리더십이 조직목표와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한 측면으로 연구되어 왔다. Koontz & O'Donnell(1959)은 ‘사람들

로 하여금 집단 목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기술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Huse & Bouditch(1973)는 리더

십을 ‘조직의 목표, 개인의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

을 변화시키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노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Katz & Kahn(1978)은 ‘조직에서 일상적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상의

결과나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영향력’으로 개념을 정리 하였으며,

Pfiffner(1960)등은 리더십이란 ‘리더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및 집단을 조정하여 동작케 하는 기술을 뜻한다’고 정리하였다. 또

한 Greenberg & Baron(1993)은 ’한 개인이 그룹 또는 조직의 정해진 목

표 달성을 위해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

하였다.

리더십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리더십이란

“리더가 지닌 특성(자질과 능력 등)과 리더가 보이는 특정한 행동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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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행사, 의미부여, 변화 유도 등)에 관련이 있고,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와 추종자(followers)가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

데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리더십은 리더가 지닌 특성과 행동양식과 관련이 있고, 리더의 영

향력으로 인하여 조직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조직의 변화를

통해 조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 학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들을 아래 표에 요약하였다.

< 표 3. 리더십에 대한 정의 >

저자 리더십의 정의

Koontz &

O'Donnell(1959)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 목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
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기술 또는 과정

Huse &

Bouditch(1973)
조직 목표, 개인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노력

Katz& 

Kahn(1978)
조직에서 일상적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상의 결과나 성과
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영향력

Pfiffner(1960)
리더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및 집단을 
조정하여 동작케 하는 기술을 뜻한다

Greenberg&

Baron(1993)
한 개인이 그룹 또는 조직의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

Richard &

Engle(1986)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치관을 구체화하며, 일이 완
수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해 내는 것

Nanus(1992)
꿈(비전)의 제시를 통하여 추종자들의 자발적 몰입을 유도
하고, 그들에게 활력을 줌으로써, 조직을 혁신하여 보다 
큰 잠재력을 갖는 새로운 조직형태로 변형기키는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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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공기업 리더십에 관한 선행 연구

리더십과 조직의 성과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

며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이제 공공조직에도 해당되는 중요한 연구 분야

로 떠오르고 있고, 고위관리자들의 리더십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간의 관계를 요약하면, 리더십의 스

타일과 직무행태 및 조직성과 간의 관계(권경득, 2005), 책임운영기관장

의 리더십 유형과 조직몰입도 간의 관계(정진우 외, 2009), 변혁적 리더

십과 조직지원인식 그리고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김대원, 2011;2012),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의 자질 간의 관계(김미송 하재룡, 2012),

학교장의 리더십 유형과 조직효율성 간의 관계(윤영채 최은영, 2008), 리

더십과 인사공정성 인식 간의 관계(김지한 외, 2010),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김성환 최은수, 2011), 조직의 내,외부적 리더십

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과정 및 결과 지향적 성과)(송윤현, 2009)등의 연

구가 있었다.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정진우 외(2009)는 외부공모를 통해 임명된

외부전문가에 의해 운영된 2개의 책임운영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기관장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시사점

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송윤현(2009)은 공공조직의 고위 관리자들의 리

더십이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관계가 상황적 맥락 조

건들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윤영채 최은영(2008)은 학

교조직에서 학교장의 리더십 유형과 조직효율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김성환 최은수(2011)는 공공부문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습조직 구축과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를 분석함으로



- 15 -

써 공공부문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사

점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박동수·김철의(2008)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조직혁신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공기업 혁신에서 변혁적 리더

십이 혁신과정에서 일관되게 정(+)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혁신을 도입하

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조직문화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혁신도입 이

후 성과를 창출하는데에는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많은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경훈(2009)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

직성과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 단체장의 리더십이 조직내부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외부차원에

서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조직성과에

있어서 부서원들의 업무실적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평가를 내리는 리

더십이 중요하며, 이것이 조직분위기, 커뮤니케이션, 직장생활 전반 등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효과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1-1. 최고경영자의 개인적 특성과 경영성과

Barnard(1938)와 Selznick(1957)은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 특성과

기업성과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

된다. 첫째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CEO의 나이, 성격, 교육, 가족배경

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연구이고(Hornaday & Aboud, 1971; Carland

& Hoy, 1984), 둘째는 경험적 특성인 관련 산업 근무경력, 창업경험 등

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Carland, 1984; Hornaday

& Aboud, 1971). 셋째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향, 통제의 위치, 모호성 감수에 대한 인내자율성 등과 같은 요인이 조직

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Begley & Boyd, 1987; Sexton

& Bowman, 1985). 넷째는 창업가의 동기적 특성인 창업자의 분명한 비

전목표 그리고 경영이념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Herron & Robinson, 1993; 류숙원, 2006:57재인용15).

최고경영자의 나이는 기업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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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성과가 최고경영자에 의해 결정된다. 나이가 젊은 경영자들은

혁신적이고 위험 감수적인 반면 나이가 많은 경영자들은 위험을 회피하

고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있고 성장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한

다(Child, 1974; Hambrick & Mason, 1984; Hart & Mellons, 1970).

Bantel 과 Jackson(1989)에 의하면 나이는 변화를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

책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Alutto와

Hrebiniak(1975)도 최고경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을 회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나이가 젊은 경영자들은 모험적이고 혁신

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Grimm & Smith, 1991 ; Guthrie

& Ohan, 1991).

최고경영자의 교육수준은 능력과 기술 그리고 인지기반을 반영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높은 수준의 교

육은 높은 정보처리능력과 다양한 외부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을 증대시킨

다(Schroder, Driver & Steufert, 1967). 교육수준이 높은 경영자는 경계

탐색에 능하며 상황의 모호성을 인내하며 “통합적 복잡성”을 처리할 능

력이 뛰어나다(Dollinger, 1984). 또한 교육수준이 높으면 위험 수용성향

이 높아져서 전략적인 행동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성향이 있다

(Hambrick & Mason, 1984). 그러나 McMullan & Long(1987)의 연구는

교육수준이 높으면 기업전략을 수립․실행하는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수준

은 전략유형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를 보임으로 중요한 경영자특성으로

꼽는다(송경수․정동섭 1998).

최고경영자의 대학 전공은 개인의 지각 및 개성 뿐 아니라 의사결정

관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Bantel, 1993; Wieserma & Bantel,

1992; Hitt & Tayler, 1991).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전공은 기업의 합병후

보기업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Hitt & Tayler, 1991). 최고경영자의 전공이 과학이나 엔지니어링

분야 인 경우 문학이나 법학, 경영학 부문보다 전략적 변화와 밀접한 관

련을 가진다. 그리고 TMT(Top Management Team)의 다양한 학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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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식기반을 넓혀서 환경이 급변할 때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mbrick & Mason, 1984). 전공의 다양성은 위기관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나타낸다(Smith, 1994). 그리고 TMT는 다양한 지식기반으

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Norburn과 Birley(1988)는 대학

에서 인문계를 전공한 최고경영자일수록 성장산업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성과가 높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일수록 폭넓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증

명하였다. 특히 전문적인 경영에 대한 교육은 적절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보다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Hambrick & Mason, 1984).

최고경영자의 경력은 기업의 전략 선택이나 경영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Hambrick과 Mason(1984)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경력은

그 사람의 태도, 지식 그리고 관점을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 관련 산업

근무경력은 사업상의 이슈나 문제에 관한 경영자의 관점에 영향을 준다

고 한다. 따라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경영자들은 기업에서 발생되는 다

양한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지식과 관점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Ouchi&Jeager, 1978; Raskas & Mambrick,

1992). 또한 특정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경영자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주로 자신의 근무경력에 근거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한다

(Dearborn & Simon, 1958).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전략적

선택도 자신이 습득한 지식 또는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근

무경력은 문제를 정의하고 정보를 처리하며 전략적인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Govindarajan, 1989; Walsh, 1988). 실질적으로 기존의 연

구에서 최고경영자의 근무경력은 경영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의 재직기간은 같은 직위 조직 그리고 동종업계에서의 재

직 기간을 의미한다. 최고경영자는 조직내에서 재직기간이 길수록 현재

의 전략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하고(Hambrick, Geletkanycz &

Fredrickson, 1993),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공격형 전략을 추구한다고 한

다(Miles & Snow,1978). Wiersma & Bantel(1992)은 경영자의 재직기간

이 다각화 전략과 음(-)의 관계가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오랜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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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의 전략을 고수하려는 성향은 물론 Miles & Snow(1978)의 전략

유형 중 방어형 전략을 구사하며 재직기간이 짧은 경영자는 공격형 전략

을 추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한 조직에서의 재직기간은 이미

확립된 정책이나 관행에 대해서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도 밝혔다(Gelekanycz & Fredrickson, 1993; Katz, 1982).

2. 연설문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우리나라에서 연설문의 분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역대 대통령의 연설

문을 분석하는 사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는 연구는 “연설문 문체”에 대한 연

구와 “연설문 내용분석”에 대한 연구,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설문 문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문과나 신문방송학과에서 이루어졌고

주로 언어학적인 차원에 국한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연설문 내용분석”에 대한 연구는 대통령 취임사를 분석

하여 각각의 대통령이 어떤 정책적 목표(예를 들어 “국가 건설”, “경제

발전”, “민주화”등) 중요시하며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

다.

유영준은 제 1공화국으로부터 제 3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취임

사와 기타 연설문 및 정치적사건을 통해 대통령들이 인식했던 시대상황

과 그들이 설정했던 국가목표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취임사에서 나타난 국가목표는 ‘국가건설’이며 박정희 대통령의

초대 민선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나타난 국가목표는 ‘조국근대화’라고 하는

등 각 시대별로 처했던 정치적 상황은 무엇이며 정치지도자는 그것을 어

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국가목표를 제시했는지 서술하고 있다.

김광웅은 1962년부터 1983년까지 22년에 걸친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복지, 자유, 정의 등의 정치행정이념의 강조가 어

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정연

설문에 나타난 복지, 사회보장과 같은 단어들이 언급된 빈도를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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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제시하고 각 년도마다 상이한 연설문의 길이를 감안하여 단어의

총언급회수 대 총연설문의 길이를 분모로 하고 복지가치의 언급횟수를

분자로 하여 나눈 비율로서 빈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각 공화국별 복지이

념 강조의 변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실증적 차원의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행정이념의 변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의 시효라고 할 수 있다.

이세화는 김광웅의 연구를 분석틀로 삼아, 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있

다. 대통령의 정책목표를 기존의 복지가치 한 가지에서 법과질서, 국방외

교, 경제, 교육문화, 사회복지 등의 5대 분야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또

한 대통령의 정책목표가 실제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기

존에는 예산만을 살펴보았으나, 법률을 추가하여 보다 실증적으로 연설

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한편 김예지는 대통령이 아닌 기업차원의 최고경영자의 연설문을 심

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최고경영자의 심리적 낙관주의가 조직분

위기 및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위해서, ‘포스코’라

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최고경영자 1명을 선정하여, 그의 재임기간 동안

연설문에 나타난 낙관주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낙관주의가

실제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선행 연구 종합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공기업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은 주로 공기

업의 운영에 대한 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기업 지

배구조와 관련한 이론적, 제도적 논의와 공기업 관리방식, 민영화 및 경

영평가 등에 대한 논의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제언도 많다(우지숙외,

2015).

상대적으로 공기업 최고경영자 및 공기업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은 소

수이다. 공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최고경영자의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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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등의 개인적인 특성을 분석하거나, 최고경영자가 보이는 리더십을

분류함으로써 그 리더십 스타일에 따른 효과를 연구하였다. 또한, 그 효

과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기업 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등 개인적 차

원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정부경영평가 결과, 재무적 성과등의 기업성과

를 분석하여 왔다.

또한 연설문 내용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경우, 주로 대통령 연설문

에만 그 사례가 집중되어 있다. 연설문 내용분석에 있어서도 특정상황에

대한 대통령 간 비교 분석이 주이며, 역사적 흐름에 따라 대통령의 정책

적 목표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업 CEO의 경영 목표 및 리더십의 변화

를 개인적 특성만이 아닌 더 넓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관념적 차원이 아닌 최고경영자의 ‘말(言, Message)’을 통해 직접

제시한 경영 목표의 변화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그 신뢰도를 더욱 높이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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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의 분석 틀

< 그림 1. 연구 분석 틀 >

본 연구는 한국전력공사 CEO의 연설문에 제시된 경영목표 분석을 통

해 한국 사회에서 공기업 CEO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어 왔는지 파

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경영 목표가 제시되게 된 사회적 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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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공기업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196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전력공사 CEO의 취임사와 신년

사를 수집하여, 여기에 제시된 경영 목표를 크게 5가지로 범주화하였고

이렇게 범주화된 경영 목표를 한전 CEO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경영목표가 제시된 사회적 배경을 찾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분

석하였는데, 첫 번째로 ‘한전 역사’ 관점, 두 번째로 ‘시대 및 정권 변화’

관점, 세 번째로 ‘CEO 출신 배경’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전

역사’와 ‘시대 및 정권 변화’를 각각 3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CEO 출신

배경’도 5개로 구분하여 그 시기별로 경영목표의 변화 양상 및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위의 < 그림 1>은 연구의 분석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1. 분석대상 범주화

1-1. 경영 목표

분석 대상인 한전 CEO의 취임사와 신년사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

분하고자 한다.

첫 째, 연설문에 나타난 각 문장을 ‘경영 상황 인식’에 관한 문장과 그

에 따라 수립한 ‘경영 목표’에 관한 문장을 구분한다.

둘 째, 그 中 경영 목표에 관한 문장을 크게 5개의 분야로 나눈다.

① 정관에 의한 기업 고유의 ‘목적 사업 운영’

한국전력공사 정관에 의거 설립목적인 “전원(電源)개발 촉진, 전력

수급 안정화”와 관련된 목표

- 발전소 및 송전·변전·배전설비 건설, 설비 건설 기술 습득, 발전

원료 확보, 전기품질 향상 등

② ‘재무 성과 향상’

공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성을 고려한 성과 향상관련 목표

- 전기요금 조정, 매출 증대, 부채 감소,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

출, 수익 중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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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 가치 제고’

CEO의 경영 철학을 구현하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실행하

는 목표

- 신규 사업 개척, 고객중심경영,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등

④ ‘내부 안정 도모’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원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목표

- 인사·조직관리, 조직 문화, 노사관계, 보안 및 안전 등

⑤ ‘정부 정책 이행’

정권의 주요 방침 및 정책에 따라 공기업에서 실행해야 하는 목표

- 민영화, 구조조정, 경영 개선 등

1-2. 사회적 배경

경영 목표가 제시된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배

경을 ‘한전 역사’, ‘시대 및 정권 변화’, ‘CEO 출신배경’ 3가지로 구분하였

다.

첫 째, ‘한전 역사’를 아래의 3개 시기로 구분하였다.

① 창립기

1961년 당시 ‘전기 3사’를 통합, 최초의 전국적 전력회사인 ‘한국전

력주식회사’가 창립되고, 이후 1982년 ‘한국전력공사’로 재출범하기 전까

지 기간

② 전환기

1982년 ‘한국전력공사’로 재출범하여,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해 발전회사 및 전력자회사가 분리되기 전까지 기간

③ 성숙기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전력망 운영 및

전기 판매사업만을 담당하게 된 이후 시기

둘 째, ‘시대 및 정권 변화’를 아래의 3개 시기로 구분하였다.

① 권위주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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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창립 시기인 윤보선 대통령 재임기간부터 군사정권인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까지 기간

② 민주화 시대

최초의 평화적 정권이양 시기인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부터 군부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며 시작된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까지 기간

③ 세계화 시대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은 시기이자, WTO 출범 이후 무한

경쟁이 가속화된 김대중 정부 재임기간 이후 시기

셋 째, ‘CEO 출신 배경’를 아래의 같이 5개로 구분하였다.

- 군인, 관료, 민간기업, 한전 내부, 정치·학계

1-3. 범주화의 기준

우선 취임사 및 신년사의 문장을 최고경영자의 ‘경영 상황 인식’에 관

한 문장과 ‘경영 목표 및 방침’에 관한 문장으로 구분한다. 그 중 경영

목표에 관한 문장은 위에서 범주화한 5개 분야로 나누어 그 비율을 계산

하되, 문장을 분야별로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문장을 5개 분야로 나눌 때 문맥에서의 내용과 주제를 우선한

다.

둘 째, 한 문장 안에서 다양한 분야가 추출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

여 값을 부여한다.

셋 째, 영역이 모호한 경우에는 연설문의 취지와 주제와 관련시켜 연

구자의 판단에 따른다.

앞에서 제시된 ‘한전 역사’, ‘시대 및 정권 변화’, ‘CEO 출신배경’의 범

주화도 위의 기준을 응용하여 적용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1.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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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CEO의 연설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1)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공기업 CEO의 연설문에 제시

된 경영 목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공기업 CEO의 리더십의 변화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CEO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메시지

(Message, 말(言)씀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서 내용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다.

1-1. 모집단

본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전력공사 CEO의 연설문 중 취임사와 신년사

이다. CEO의 연설문 전체가 아니라, 연설문 중 취임사와 신년사만을 모

집단으로 설정한 것은, CEO의 여러 연설문 중 취임사와 신년사에 기업

경영에 대한 CEO의 철학과 구체적인 경영목표가 가장 잘 나타나 있어

CEO의 리더십을 확인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타 연설문의 경우 아예 경영목표가 없거나, 경영목표가 제시

되더라도 일회성이거나 특정 조건에만 적합한 이벤트성 경영목표가 제시

되는 경향을 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도 어렵다.

1-2. 범주화

내용분석에 있어 내용의 분류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연구의 질

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주설정은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내용분석에 있어 내용의 분류범주는 변수(Variables)에 해당된다. 그러므

로 내용분석의 범주 설정에 있어서 분류범주가 모든 분류대상을 총망라

1)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신문기사 또는 TV프로

그램 등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에 담긴 총체적인 내용을 연구의 관심과 관련된

특징을 나타내는 몇 개의 범주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용분석은 커뮤니

케이션에 담긴 상징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일련의 방법을 말한다. 사회과학분야

의 분석기법으로서 내용분석은 계량화를 전제로 하므로, 누구든지 동일한 방법

을 사용하면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객관적 분석방법이다. 그러므로 내용

분석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통하여 해석을 시도하는 해석학적 접근

방법과는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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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ive)하여야 하고, 분류범주간에는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여야 그 범주들이 연구문제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반영(Sustainable Relevance)할 수 있어야 하고, 분류체계가 일관성을 가

져야 한다는 일반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경영목표는 ‘목적 사업 운영’, ‘재무 성

과 향상’, ‘기업 가치 제고’, 내부 안정 도모’, ‘정부 정책 이행’ 5개의 세

부 카테고리로 범주화하였고, 사회적배경은 크게 3가지 ‘한전 역사’. ‘시

대 및 정권 변화’, ‘CEO 출신 배경’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1-3. 분석단위

본 연구의 표집단위로는 전체문서(Text)로 한다. 공기업 CEO의 취임

사와 신년사에 반영되는 전반적인 의미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에는 전

체문서를 그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임사와 신년사 분석의 기본단위는 ‘문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단어’를 분석의 보조단위로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작은 분석단위

가 큰 단위보다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부호화 작업을 수행하기

가 용이하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메시지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단

점이 있다. 취임사 및 신년사에서 나타난 CEO의 경영목표들은 전체 속

에서의 메시지 의미 파악이 중요하므로 맥락 단위인 ‘문장’을 주 분석단

위로서 사용하였다.

이 때 연설문의 문장수를 빈도분석하고, 그 분야의 문장수가 전체 연

설문의 문장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비교한다. 왜냐하면 취임사

와 신년사의 길이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문장수 자체만의 단순 비교만

으로는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 질적분석

경영 목표에 대한 내용분석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최고경영자의

경영 상황 인식 및 이러한 경영 목표를 수립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역사

적 사건들에 대한 분석은 질적 분석을 통해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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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역대 한전 CEO 연설문의 내용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전력공사 CEO의 취임사와 신년사를 살펴보고, 각

CEO가 당시 경영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경

영 계획과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아울러 그러한 경영

목표가 제시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공기업

CEO 리더십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사회적 배경에 따른 ‘경영 목표’ 변화 분석

1. ‘한전 역사’ 관점에 따른 경영 목표 변화 추이

< 그림 2 경영 목표 변화 추이 종합(한전 역사 관점) >

위의 그래프는 취임사와 신년사에 제시된 한국전력공사 역대 CEO의

경영목표 변화를 ‘한전 역사’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아래 2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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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창립기 → 전환기 → 성숙기’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목적

사업 운영’은 그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반면 ‘기업 가치 제고’는 그 영역

이 점점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 특징은 ‘재무 성과 향상’과 ‘내

부 안정 도모’는 비교적 일정한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

향은 아래 그래프를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 그림 3 세부 경영 목표별 변화 추이 비교(한전 역사 관점) >

목적 사업 운영 VS 리더십 구현 기업성과향상 VS 내부안정도모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목적 사업 운영’

측면은 현대로 오면서 전원(電源) 개발이 완성, 전력 품질의 향상, 전력

의 안정적 공급이 달성되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며, 반대로

‘기업 가치 제고’는 무한 경쟁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업 고유의 목적사업

외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CEO의 리더십의 중요성이 점점

커졌기 때문이다.

한 편, ‘재무 성과 향상’과 ‘내부 안정 도모’는 수익창출이라는 기업의

본질적 목표,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와 관련된 것이

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공기업

의 특성상 ‘재무 성과 향상’보다 ‘내부 안정 도모’가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세부 경영 목표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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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세부 경영 목표별 비중 비교(한전 역사 관점) >

‘한전 역사’관점 경영 목표 비중 변화 경영목표별 비중

한전 역사 관점에서 전체 경영 목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창립기에

는 ‘목적 사업 운영’과 ‘내부 안정 도모’ 비중이 가장 높았다면, 전환기에

는 ‘기업 가치 제고’와 ‘재무 성과 향상’이, 성숙기에는 ‘기업 가치 제고’,

‘내부 안정 도모’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즉, 한전 역사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보면, 창립기에는 ‘목적 사업 운

영’이 CEO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였으나, 전환기에 해당하는 1980년

대 들어 공기업의 ‘자율 경영’이 보장되면서, 한전 CEO들은 이미 ‘기업

가치 제고’ 측면의 경영 목표를 제시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주었다. 그

런 경향은 성숙기로 오면서 더 커져 기업 경영에 있어 본인의 경영철학

을 구현하는데 50%가 넘는 비중을 부여하였다.

한 편 <그림 19>의 우측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역대 CEO가

제시한 세부 경영 목표 전체를 종합하여보면, ‘기업 가치 제고’가 38.4%

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부 안정 도모’가 21.1%, ‘목적 사

업 운영’ 20.1%, ‘재무 성과 향상’ 15.9%, ‘정부 정책 이행’ 4.5% 순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단히 흥미로운데,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고유의 목적

사업을 달성하거나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둘 것이라

예상하는데 비해, 실제 결과는 CEO가 ‘기업 가치 제고’에 가장 많은 비

중을 둔다는 것이다. 즉, 한전의 CEO들은 경영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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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관 고유의 설립목적이라 할 수 있는 ‘목적 사업 운영’이나, 수익을

창출하고, 성과를 향상하는 등 기업의 본질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재무

성과 향상’,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 정책 이행’ 보다 ‘기업 가

치 제고’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을 돕기 위한 산업정책적 동기에

서 설립되었으며, 정부에 의해 소유되며 정부 관리체계에 의해 통제받고

있는 공기업인 한전에 있어서도 CEO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한전

의 CEO는 그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기업을 경영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내부 안정 도모’가 ‘기업 가치 제고’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2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한전 조직내에 노사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문화

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80년대 후반 10대 안병화 사장 이후

모든 사장의 연설문에 계속해서 노사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한전이 바람직한 기업 문화 조성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다. 역대 한전의

CEO들은 꾸준히 기업 문화 혁신 운동을 주창하고, 공정한 승진 및 보직

관리를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한전 역시 다른 공기업들

처럼 ‘철밥통’으로 불리우며 개혁을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룡’으로 표현되는 2만명이 넘는 임직원 모두의 성과를 관리

하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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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정권 변화’ 관점에 따른 경영 목표 변화 추이

< 그림 5 경영 목표 변화 추이 종합(시대·정권 변화 관점) >

위의 그래프는 한전 역대 CEO의 경영목표를 ‘시대 및 정권 변화’ 관

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 그래프는 대통령의 임기(보통 5년)을 평균한

수치를 바탕으로 하므로, ‘한전 역사 변화’ 관점의 그래프보다 보다 ‘경영

목표’ 변화 추이를 더욱 잘 보여준다.

즉, ‘기업 가치 제고’는 ‘시대 및 정권 변화’ 관점에서 역시 ‘권위주의

시대 → 민주화 시대 → 세계화 시대’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나머지 경영목표도 ‘한전 역사 변화’

관점이랑 유사하게 ‘목적 사업 운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비중이 감

소하고, ‘재무 성과 향상’ 및 ‘내부 안정 도모’는 일정 비중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기업 가치 제고’는 크게 2번 증가하였는데, 하나는

권위주의 시대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최규하 대통령 때와 본격적인 세

계화시대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 때이다. 최규하 대통령의 임기

는 1년에 불과하여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당시 박정희 유신체제

가 무너지면서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쿠테타로 인해 권력을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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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시해했던 민주복지정책 등으로 인

하여 자율경영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된 시대적 흐름과 연결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IMF체제를 겪으면서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부단하게 이루어

지던 당시 사회 환경을 반영한다.

한편, ‘정부 정책 이행’ 관련 경영목표는 세계화 시대 초입인 김대중

정권 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당시 김대중 정부가 IMF 구제금융

을 극복하기 위하여 외화부채 상환, 적자 감소를 위한 해외자산 매각 및

전력시장 민간 개방을 위한 구조개편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던 역사적

상황과 관련 있다.

(1) 세부 경영 목표 변화 분석

< 그림 6 세부 경영 목표별 비중 비교(시대·정권 변화 관점) >

‘시대·정권 변화’관점 경영 목표 비중 변화 경영목표별 비중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권 및 시대적 관점에서 그래프를 분석해도

앞서와 비슷한 결과를 얻는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목적 사업 운영’과 ‘기

업 가치 제고’ 비중이 가장 높았다면, 민주화 시대에는 ‘기업 가치 제고’

와 ‘목적 사업 운영’, 세계화 시대에는 ‘기업 가치 제고’가 독보적으로 비

중이 높았다.

즉, 시대와 정권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기업 관리체계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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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공기업에 자율경영을 보장하기 시작하던 권위주의 시대 후반 부터

‘기업 가치 제고’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민주화 시대에 들어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더니, 세계화 시대에서는 다른 세부 목표의 2배

이상의 비중으로 성장하였다.

한 편 <그림 20>의 우측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역대 CEO가

제시한 세부 경영 목표 전체를 종합하여보면, ‘‘기업 가치 제고’가 35.8%

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목적 사업 운영’ 26.6%, ‘내부 안정

도모’가 18.3%, ‘재무 성과 향상’이 15.8%, ‘정부 정책 이행’이 3.4% 순이

다.

이 것 역시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한전 CEO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목적 사업 운영’이나 ‘정부 정책 이행’이 아닌 ‘기업 가치 제고’라는 점이

드러난다.

3. ‘CEO 출신 배경’ 관점에 따른 경영 목표 변화 추이

< 그림 7 경영 목표별 비중 비교(CEO 출신) >

위의 그래프는 한국전력공사 역대 CEO의 출신별로 경영목표의 변화

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특징은 군인 출신 사장을 제외한 모든

출신의 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영 목표는 ‘기업 가치 제고’이며 그 비



- 34 -

중이 36.7%에 달한다는 점이다. 군인을 제외할 경우, 그 비중은 더욱 높

아져 40%를 넘는다. 이것은 앞서 보았던 ‘한전 역사’ 관점, ‘시대 및 정

권 변화’ 관점에서 ‘기업 가치 구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일

맥 상통한다.

두 번째 특징은 군인 출신 사장에게 있어 ‘목적 사업 운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그 이유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특유의

명령에 대한 복종 정신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군인 출신 사장의 재임기

간의 대부분이 한전 창립 초기임을 생각하면, 그러한 시기적 특성도 영

향을 끼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세 번째 특징은 정치학계 출신 사장에 있어서 ‘재무 성과 향상’과 ‘정

부 정책 이행’이 ‘기업 가치 제고’에 이어 2, 3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학계 출신 사장이 미국 경영학 교수라는 출신과도 관련이 있지

만, 정치와 학계 출신 사장이 재임했던 기간이 IMF 외환위기 시기였고,

당시 사장들이 언급했던 주요 경영목표들이 ‘외화부채 조기 상환’, ‘부채

관리’, ‘전력산업 구조개편 적극 동참’ 등이었음을 고려하면, 시기적 특성

이 더욱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즉, ‘CEO의 출신 배경’의 관점에서 그래프를 분석하여 보면, 각 출신

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업 가치 제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

를 이어 ‘내부 안정 도모’와 ‘목적 사업 운영’이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약간 특이한 경향을 나타내는 ‘군인’ 출신 사장과 ‘정치·학계’

출신 사장들에 있어서도 시대적 특성이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하면,

‘CEO의 출신 배경’의 관점에서도 ‘한전 역사’ 관점과 ‘시대 및 정권 변화’

관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 가치 제고’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각 경영 목표별 세부 분석

1. ‘목적 사업 운영’ 경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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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경영목표 中 ‘목적 사업 운영’ 추이(한전 역사 관점) >

위의 그래프는 한국전력공사 역대 CEO가 제시한 경영 목표 中 ‘목적

사업 운영’ 측면의 경향을 정리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목적 사업 운영’ 측면은 한전 정관에 의거 설립

목적인 전원(電源) 개발 촉진, 전력수급 안정과 관련된 발전 및 송변전설

비 건설, 발전 연료 확보 등을 포함한다.

‘목적 사업 운영’ 그래프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그 중요

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과,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역사적 사

건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목적 사업 운영’ 그래프에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그 계획에 의해 절대적 전력 공급설비 확보가 중요하

던 1960∼70년대 초반의 시대 상황, 그리고 제 1·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높아진 발전연료 가격을 회피하고자 발전원(發電原)을 다변화하던 70년

대 초반∼80년대 초반 상황, 이후 2000년대 중반들어 新고유가 시대 도

래, 환경에 대한 관심증가, 전력수요 성장율 둔화로 인해 안정적 자원 확

보, 새로운 목적사업 발굴을 고민하던 당시의 시대상이 잘 드러난다.

(1) 한전 역사 관점 분석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적 사업 운영’ 그래프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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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점점 그 중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창립기에

평균 35.1%에 이르던 그 비중이, 성숙기에는 평균 10.0%로 크게 감소하

였다.

우선 창립기를 보면 ‘고유 목적 사업 운영’에 대한 비중이 1대 박영준

사장 45%에서 2대 정래혁 사장 56%를 거쳐 6대 김영준 사장 21%로

대폭 감소한다. 이 같은 경향은 당시 전력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전

설립 초기 절대적 전력공급 부족 상황에서, ‘전원(電源)개발 5개년 계획’

이 실행되면서, 발전 및 송변전설비 확충이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1대 박영준 사장이 취임했던 1961년 총 426MW였던 발전설비는

6대 김영준 사장의 임기말인 1973년에는 11,029MW로 25배 이상 설비가

확충되었다.

다만, 5대 민충식 사장은 예외적인데, 이는 당시 제 1차 석유파동이라

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민충식 사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 및 전력공급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

의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목적 사업 운영’ 측면 목표의 비중이

20%나 증가하였다.

전환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목적 사업 운영’ 목표 비중 감소는 지속되

었다. 1978년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준공을 비롯하여 무연탄 발전소,

수력 발전소들이 속속 준공되면서 제 1·2차 석유파동에 의한 고유가를

대체할 수 있는 탈유(脫油) 전원 개발 및 전원(電源)의 다원화가 이루어

졌고, 이에 따라 전력수급이 안정화되면서 ‘목적 사업 운영’의 비중도 자

연히 낮아졌다.

다만, 10대 안병화 사장은 예외적인데, 이는 당시 발생한 전력 수요의

예측 실패에 기인한다. 1989년 여름 전력 실제 수요가 장기전원개발계획

(舊 전원개발 5개년 계획)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높아지자 전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전력예비율 확보가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따라서

안병화 사장은 ‘공급능력 확보’, ‘건설공기 준수 및 단축’, ‘설비 운영 효

율 극대화’, ‘전력 수요의 관리’ 등의 긴급 전력수급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목적 사업 운영’과 관련된 경영목표 비중이 급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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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기에 들어선 후에는 비중이 평균 10% 선에서 고착되어 변화도

미비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목적 사업 운영’ 측면의 경영 목표는 하나

의 중요한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바로 전력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 시기에는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미래 전력수요 성장율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공급 확대’에서 ‘수요 관리’로 전력산업의 추진 전략

자체가 변화하였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목적 사업 운영’ 그래프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점점 그 중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인데, 그 주요

원인은 공급 설비 확충 및 안정적 전력공급 실현에 따른 관심도 감소라

고 볼 수 있다.

(2) 시대 및 정권 변화 관점 분석

< 그림 9 경영목표 中 ‘목적 사업 운영’ 추이(정권·시대 관점) >

정권 및 시대적 관점에서 ‘고유 목적 사업 운영’ 그래프를 분석하면,

‘한전 역사’ 관점에서 보인 경향과 대동소이한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평균 37.5%, 민주화 시대 평

균 25.6%, 세계화 시대에 들어와서는 평균 9.1%로 그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한다.

권위주의 시대를 살펴보면 윤보선 대통령 시기는 1962년 7월 한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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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1963년 이전까지를

의미한다. 즉, 공식적으로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 이었지만, 5.16 쿠데타

로 박정희 군사혁명정부가 사실상의 권력을 획득한 시기였다. 당시 혁명

정부는 주요 정책목표 중의 하나인 ‘자립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첫 사업

으로 전력 3사(1개 발전회사, 2개 배전회사)의 통합을 선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한전이 창립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사장은 전력 3사 통합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전원 개발 촉진, 전력손실 감소, 시설개보수 철저 등

의 ‘고유 목적 사업 운영’ 측면을 강조하였고, 그 비중은 85.7%에 달했

다.

그 후 민주화시대·세계화시대에는 발전설비 및 송변전설비 등 전력설

비가 안정적으로 확충되면서 ‘고유 목적 사업 운영’에 대한 비중은 꾸준

히 감소하였다.

다만, 한전 창립이후 IMF 외환위기 전까지 전력수요성장률이 연평균

15.6%에 달하면서 엄청난 전력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생기는 공급

부족 현상이 시기에 따라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노태우 정부 시

기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989년 당시 정부에서는 5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던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을 장기전원개발계획으로 명칭을 바

꾸면서 계획기간도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3년간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88올림픽 이후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989년 하절기 전력수요가 계

획치보다 훨씬 높아지자, 정부는 급히 중·단기 전력수급대책을 수립시행

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목적 사업 운영’ 측면의 목표가

강조되었다.

(3) CEO 출신 배경 관점 분석

< 그림 10 경영목표 中 ‘목적 사업 운영’ 추이(CEO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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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한국전력공사 역대 CEO의 출신별로 ‘목적 사업 운영’

측면의 경영목표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군인 출신 사장이 32.5%로서

‘목적 사업 운영’을 가장 강조하였고, 관료 18.5%, 한전내부 17.8%, 민간

16.6%, 정치·학계 11.8% 순이다.

‘목적 사업 운영’ 그래프의 특징은 예상대로 보수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 관료, 한전내부 출신 사장들이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군인 출신 사장들은 제 1대, 제 2대, 제 3대, 제 4대, 제 8대 사장으로

서 비교적 초기에 재임하였다. 그리하여 시기적으로도 ‘목적 사업 운영’

측면을 강조할 수 밖에 없던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역대 군

인출신 사장들의 연설문을 보면 단순 경영 목표를 제시한 수준 이상의

‘정권에 대한 찬양과 충성’에 대한 인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초대 박영준 사장의 “방대한 통합업무를 불과 20여일만에 완수한 그

절륜의 정력과 위국지성(爲國至誠)”, “정부의 면밀하고도 과감한 시책과

지도가 절대 필요”등의 문장에서 그러한 인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외

에도 6대 김영준 사장의 취임사에서 나타난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민

족이 갖추지 못한 위대한 영도력을 받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자랑이요. 우리 한전의 밑거름인 것입니다.”, “자조와 자립은 유신과업의

기본사상인 동시에 우리들이 하루속히 몸에 익혀 실천해야 할 기본과제

라고 믿습니다.”등의 문장에도 그러한 인식이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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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 성과 향상’ 경향 분석

< 그림 11 경영목표 中 ‘재무 성과 향상’ 추이(한전 역사 관점) >

위의 그래프는 한국전력공사 역대 CEO가 제시한 경영 목표 中 ‘재무

성과 향상’ 측면의 경향을 정리한 것이다.

‘재무 성과 향상’ 측면은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기업성을 고려한 성과

향상관련 목표로서, 전기요금, 매출, 부채, 수익, 생산성, 부가가치향상 등

과 관련된 목표를 포함한다.

‘재무 성과 향상’ 그래프의 특징은 특정 몇몇 시기를 제외하고는 시간

의 흐름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기업의 본질적 성격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라는 점을 감

안했을 때,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민간기업에서 볼 수 있는

생산성과 효율, 수익 등과 같은 ‘경영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성은 공기업

에서 역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역대 한국전력사장들은 꾸준히 기업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다만, 한전 내부 사정 및 역사적 사건에 따라 그 비중

이 약간씩 변화되는 추이를 보인다.

(1) 한전 역사 관점 분석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무 성과 향상’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



- 41 -

이 비교적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다만 몇몇 사장들의 재임기간에 갑자

기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상황을 분석하여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4대 김상복 사장의 시기이다. 김상복 사장 시기의 ‘재무 성과 향

상’ 측면 목표는 잉여 전력의 ‘판매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한전 창

립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전기의 제한 송전(送電)과 무제한 송전이

반복되던 시기이다. 전력의 절대적 부족 상황에서 제한 송전이 되다가,

일부 발전 설비가 확충되면 일시적으로 무제한 송전을 하는 등 전력수요

의 불확실한 예측과 장기계획 부재로 인하여 전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

던 시기이다. 그런데 김상복 사장 시기에는 이러한 수요예측의 실패로

인하여 전력예비율이 50%에 달하는 전력의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되었

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김상복 사장은 전사적으로 판매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판매(매출) 목표 달성,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요금제 실시, 전력 수요를 유발할 전기기기 개발 등이 중요한 목표

로서 제시되었고, 따라서 ‘재무 성과 향상’ 비중이 전임 사장에 비해 약

30% 가까이 급증하였다.

이 후 전환기의 시작점인 7대 성낙정 사장 역시 ‘재무 성과 향상’을

강조하였다. 당시는 계속된 설비 건설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및 1·2

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발전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의 재무구조가 최

악인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에서 민간주를 매입하

여 공사 체재로의 재발족을 결정했던 시기였다(당시 한전은 한국전력주

식회사 체제 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취임한 성낙정 사장은 한전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었고, 이에 따라 낭비요소 제거,

과잉투자 배격, 양질의 외부자금 조달, 단기고리채의 대환등을 강조하였

다.

한편, 전환기의 말인 12대 장영기 사장의 재임 당시는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이다. 장영기 사장은 외환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 원가주의 원칙에 의한 경영 체질 개혁을 주장하며, 노동생산성

향상, 비핵심사업 정리, 수익성 위주의 해외사업 시행, 발전설비 및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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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매각, 적극적 주가관리 등을 목표로서 제시하였고, 그 당시 ‘재무 성

과 향상’ 의 비중은 역대 사장들 중에서 가장 높은 40.0%에 달했다.

성숙기에 들어 ‘재무 성과 향상’에 대한 비중이 감소하다가 17대 김쌍

수 사장, 18대 김중겸 사장이 다시 ‘재무 성과 향상’에 대한 경영목표를

강조하였다. 이는 한전의 내부 상황에 기인하는데, 당시 한전은 원가이하

로 판매되는 전기요금 때문에 2008년 3조 7천억 적자를 시작으로 5년 연

속 적자를 기록, 누적적자가 9조 6천억에 이르는 등 재무적인 위기를 겪

게 되었다. 이런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당시 사장들은 수익성 추구, 재무

건전성 확보, 기업가지 극대화 등 ‘재무 성과 향상’에 관한 경영 목표를

강조하였고, 그로 인해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2) 시대 및 정권 변화 관점 분석

< 그림 12 경영목표 中 ‘재무 성과 향상’ 추이(정권·시대 관점) >

정권 및 시대적 관점에서 ‘재무 성과 향상’ 그래프를 분석하면, ‘한전

역사’ 관점에서 보인 경향처럼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 평균 16.8%, 민주

화 시대에는 평균 16.0%, 세계화 시대에 들어와서는 평균 14.1%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를 살펴보면 박정희1(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 중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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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기간) 기간에 ‘재무 성과 향상’ 비중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경제 성장

초기 단계의 설비 건설 위주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설비

건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뒤로 미룬 채,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설비 건설을 우선하였고, 이에 따라 부채 문제 해결이 한

전의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그 비중이 상승하였다.

또한 1973년 발생한 제 1차 석유파동은 당시 유류발전이 90%이상을

담당하던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 파장을 안겼는데, 탈유(脫油) 전원 개

발과 에너지 다원화의 필요성을 적극 대두시켰고, 한편으로 발전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원가 의식 고취, 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투자 억제 등과

같은 ‘재무 성과 향상’ 관련 경영 목표 제시 비중도 증가하였다.

이후 잠시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가 1978년 제 2차 석유파동이 다시

발생하면서, 전력 원가관리 및 열효율 향상, 전력손실 감소, 건설투자비

절감, 재고자재 관리등 다양한 ‘재무 성과 향상’ 측면 경영 목표들이

CEO의 연설문에 자주 등장하였고, 이는 전두환 정권 초기까지 계속 영

향을 미쳤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대중 정부 시기는 우리나라에 있어 ‘6.25 이

후 최대의 국난(國難)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를 겪고 있을 때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

선 목표로서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장영식 사장은 취임사에서 외화 부

채의 분담과 분산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 및 적

정요금 수준 유지, 경영에 있어서의 효율과 수익성 향상을 주요 경영 목

표로 내세웠고 역대 정권중 가장 높은 24.4%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3) CEO 출신 배경 관점 분석

< 그림 13 경영목표 中 ‘재무 성과 향상’ 추이(CEO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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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한국전력공사 역대 CEO의 출신별로 ‘재무 성과 향상’

측면의 경영목표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정치·학계 출신 사장이 26.4%로

서 ‘재무 성과 향상’을 가장 강조하였고, 한전내부 21.5%, 군인 20.6%, 민

간 11.2%, 관료 10.9%순이다.

‘재무 성과 향상’ 그래프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정치·학계 출신

사장이 가장 강조하였고, 민간기업 출신 사장들은 의외로 그 비중이 낮

았다.

이것은 CEO의 재임기간과 관계가 있는데 12대 사장인 장영기 사장은

뉴욕주립대 경제학부 교수출신의 사장으로서 IMF 외환위기 당시 한전

사장을 지냈다. 그러므로 시기적 특성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부채 축소,

수익성에 근거한 사업정리 등 ‘재무 성과 향상’ 목표를 강조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었다. 또한 서울시 정무부시장 및 국민회의 총재 특보출신인

13대 최수병 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IMF 외환위기가 계속되고 있던 1999

년에서 2002년까지 사장직을 지내 효율적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금융

비용 최소화 등의 목표를 강조하였다.

정치·학계 출신 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내부 출신 사장들에게서 ‘재무

성과 향상’의 비중이 높은 것도 시기적 특성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재무 구조 취약으로 ‘한국전력주식회사’ 체제에서 공사화(公社化)되어 ‘한

국전력공사’로 재출범한 시점이었던 7대 성낙정 사장, 임기 말에 IM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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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던 11대 이종훈 사장 시기도 재무적 어려움이 있던 시기였고, 이로

인해 ‘재무 성과 향상’을 강조하였다.

한편 민간기업 출신 사장으로서 5대 민충식 사장, 17대 김쌍수 사장,

18대 김중겸 사장이 있으나, 5대 민충식 사장은 재임 당시 전력수급 위

기 때문에 ‘목적 사업 운영’ 측면에 비중을 더 두었고, 기업간 무한 경쟁

이 이루어진 세계화 시대 이후에 취임한 김쌍수, 김중겸 사장은 기업 경

영에 있어서 ‘기업 가치 제고’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재무 성과 향상’

측면의 경영 목표가 민간기업 출신 사장들에게 비중이 낮게 나오는 결과

가 나왔다.

3. ‘기업 가치 제고’ 경향 분석

< 그림 14 경영목표 中 ‘기업 가치 제고’ 추이(한전 역사 관점) >

위의 그래프는 한국전력공사 역대 CEO가 제시한 경영 목표 中 ‘기업

가치 제고’ 측면의 경향을 정리한 것이다.

‘기업 가치 제고’ 측면은 공기업 최고경영자로서의 경영 철학을 구현

하기 위해 실행하는 목표로서, 신규 사업 개척, 고객중심경영, 사회책임

경영등을 포함한다.

‘기업 가치 제고’ 그래프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그 비중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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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데, 기업 성립 초기 목적사업

운영에 집중하다가 이후 수익성을 비롯한 재무 성과 향상에 주력 후 안

정된 기업환경이 갖추어지면 최고경영자가 각자의 리더십 구현을 최우선

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

구들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도 무한 경쟁이 지속되어 최고경영자의 리더

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의 경영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1) 한전 역사 관점 분석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 가치 제고’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그 비중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기업 가치 제고’ 측면 경영 목

표는 창립기 평균 19.4%에서, 전환기 평균 40%로 상승하였으며, 성숙기

에 들어서는 52.3% 상승한다. 즉, 이미 80년대부터 한국전력공사 CEO에

게 있어서 여러 경영 목표 중 ‘기업 가치 제고’가 가장 중요한 경영 목표

가 된 것이다.

한전 역사 관점에 있어 ‘기업 가치 제고’는 시기별로 구분 보다는 다

음의 내용별 분석이 더욱 용이한데, 즉 ‘고객 만족 경영’ 측면, ‘해외 사

업 진출’ 측면, ‘기타 경영 리더십’ 측면의 3가지로 분석하는 것이다.

역대 사장들의 연설문에서 ‘기업 가치 제고’ 측면의 경영목표 중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고객 만족 경영’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電氣)’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특성상,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강조는 공사 창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아래는 ‘고객 만족’과 관련하여 역대 사

장이 언급한 내용이다.

<표 4 ‘고객 만족 경영’ 관련 역대 사장 언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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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1대 박영준
“전력사정이 어려울수록 더욱 봉사정신을 앙양해서 전력난에서 
오는 수용가의 불만이나 불평을 서비스로 덜어줄 수 있어야 함
(1968)”

2대 정래혁
“우리는 서비스정신에 투철하여, 수용가의 便宜(편의)에 최대한
의 성의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 김일환
“수용가인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친절하고 성실한 봉사를 지표로 하는” 

4대 김상복 “두번째 강조할 과제는 서비스 수준의 개선 향상입니다.”

5대 민충식
“고객에 대해서는 항상 서비스 정신을 發揮(발휘)해 달라는 것
입니다.”

6대 김영준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비스」수준의 향상 문제입니
다.”, 

7대 성낙정
“수용가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어 줄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의 지상과제로 삼고”

8대 박정기
“국민봉사, 국민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봉사는 질 좋은 전
기를 싼 값으로 안전하고 친절하게 공급하는 것”

9대 한봉수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과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국
민봉사의 서비스정신이 있어야”

10대 안병화 “이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그에 못지않게 높아져야” 

11대 이종훈
“고객에 대한 봉사도 만족의 수준을 넘어 감동과 신뢰가 모아
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12대 장영식
“경영의 목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전력사
용의 편의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13대 최수병
“고객은 우리의 존재이유이며, 고객존중이야 말로 오늘날 기업
존립의 핵심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15대 한준호
“고객만족 경영은 우리가 지향해야할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
니다.” 

16대 이원걸 “고객과 함께하는 한전이 되어야 합니다.” 

17대 김쌍수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연구하고 차별화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급
선무입니다. 즉, 고객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18대 김중겸
“단순한 매출의 증가가 아닌,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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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전 초대 사장 취임시인 1960년대 초부터 18대 사장에 이르기까

지 역대 사장 모두가 고객 만족을 주요 경영 목표로 삼은 것이다. 한편

위의 언급 내용을 보면 ‘고객 만족’의 개념 역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

라지는걸 알 수 있다. 창립기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 판매를

위한 부가적인 개념으로 고객 만족을 강조하였다면, 전환기에는 고객 만

족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 성숙기에 이르러서는 고객 만

족을 기업 존립의 핵심요건으로 보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취임한 사장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해외 사업 진출’은 그들의 리더십을 구현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

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국내 전력 수요 성장률이 한 자리로 줄어들고

2010년 이후의 전력 수요 성장률이 2% 미만에 머물 것이라 예상되면서,

‘해외 사업 진출’은 한전 CEO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졌다.

전환기 후반인 1993년 취임한 11대 이종훈 사장은 세련된 국제감각과

안목으로 해외비지니스를 통해 기술 진출을 모색해나가야 한다며, 역대

사장 중 처음으로 ‘해외사업 진출’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리더십은 한국

전력공사의 최초 해외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95년 필리핀 말라야 발전소

운영사업 수주로 이어진다.

이후 성숙기에 들어 해외사업은 외환위기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해 잠시 관심도가 떨어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신 고유가 시대 도

래로 인한 자원 확보 경쟁 및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전력수요 둔

화 등으로 인해 15대 사장부터 관심도가 대폭 증가하며, 이후 사장부터

는 ‘해외 사업 진출’을 다시 꾸준히 강조한다.

< 표 5 ‘해외 사업 진출’ 관련 역대 사장 언급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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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6대 김영준
“발전연료의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의 수입의존에서 과감히 탈
피 우리 스스로 해외자원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속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11대 이종훈
“전력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여 국제화시
대에 대응하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14대 강동석
“해외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고 수주사업을 촉진해 나가야 하겠
습니다.”

15대 한준호

“해외사업도 금년에는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발전분야
는 물론 송변전, 배전 등으로 사업분야를 다각화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업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하겠습니
다.” 

16대 이원걸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연계한 패키지 딜의 적극적인 추
진과 함께 우라늄 개발과 연계한 해외 원자력사업 진출, 한 
걸음 더 나아가 M&A를 통한 선진 전력시장 교두보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17대 김쌍수

“UAE에서 최초의 원전 수출을 달성한 기세를 이어나가, 핵심 
국가를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2020년까지 10
기 이상의 원전을 수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
니다.”

18대 김중겸

“현재 3% 수준인 해외사업 비중을 향후 50% 이상으로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원전, 화력, 신재생 등 
다양한 해외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M&A를 통해 규모와 기술
력을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기타 경영 리더십’ 측면에 있어, 한전의 CEO는 창립기부

터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의 현대화 및 능률의 제고하는 데 많

은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후 전환기 초입인 8대 박영준 사장 임기에 들

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자율경영’ 체제가 확립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영 목표가 제시되었다. CEO의 생각에 따라 많은

종류의 경영 목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창립기에는 업무의 전산화와, 행정관리 기법의 도입 등이 주요 목표

였고,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경영 혁신, 윤리경영, 환경 경영, 중소기업과

의 협력 등으로 범위가 확산되었고, 성숙기에 들어서면서는 ‘윤리경영’,



- 50 -

‘사회 책임 경영’, ‘지속가능 경영’, ‘투명경영’, ‘그룹 경영 확대’, ‘상생경

영’, ‘동반 성장’ 등으로 그 종류와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

< 표 6 ‘기타 경영 리더십’ 관련 역대 사장 언급 내용 >

구분 주요내용

1대 박영준
“업무량의 증가는 사무의 기계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대처한다
는 것이 본사의 기본방침(1966)”

3대 김일환
“과감한 권한의 이양으로 책임경영제가 강화되어야 함(1971)”
“ZD(Zero Defect)계획을 토착화해서 비효율의 요소 배제(1971)”

4대 김상복
“장기적으로는 전산화 대상 업무와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종합
적인 경영정보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준비작업 계속 추진(1973)” 

6대 김영준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공해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입지와 요금등 공해대책에 세심한 주의(1977)”
“앞으로 경영활동은 미리 정해진 경영지표와 장기경영계획 및 
관리방식 등의 종합적인 토대위에서 전개, 이를 위한 장기경영체
제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임(1978)”
“발전연료의 장기안정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에 보다 광
범위하고도 적극적으로 참여(1979)”
“업무전반에 걸친 행정간소화 작업 전개로 낭비요소 제거(1980)”
“전기안전공사와 전기공사업자 그리고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체
제의 재정립과 국민각계 각층에 대한 PR의 강화(1980)”

8대 박정기

“전사원이 홍보요원이 되어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을 정확히 국
민에 게 알려야 함(1984)”
“경영의 기본방향중 하나는 기업의 윤리성임. 이런 경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행동방법으로 「MV운동」을 마련(1987)”

10대 안병화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불어 닥칠 지역주민의 권리의식 증
대를 수용(1988)”

11대 이종훈

“전력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여 국제화시대
에 대응하는 역량을 길러야 함(1994)”
“우리의 고객이자 거래선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인력, 자금 
등 종합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1994)”
“둘째는 환경친화 경영입니다. 모든 경영관리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함(1997)”

12대 장영식
“우리 회사도 경영계약제 도입을 통하여 책임 경영의 기틀을 확
립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비효율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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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기타 경영 리더십’ 관련 역대 사장 언급 내용 – 계속 >

구분 주요내용

13대 최수병 “기업은 지식경영에 의해 성패가 좌우(2000)”

15대 한준호

“오늘날 ‘제3의 경영’이라 일컬어지는 사회공헌활동도 금년부터
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2004)” 
“윤리경영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2005)”
“ERP도입도 착실히 추진하여 경영투명성을 더 높여야 함(2005)”

16대 이원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 메커니즘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과 미래
지향적 친환경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2008)”.

요약하자면 ‘기업 가치 제고’ 측면의 경영 목표는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창립기에는 ‘고객 만족 경영’과 함께 업무의 전산화, 행정관

리 기법의 도입 등이 주요 이슈였고, 이후 전환기 초반에 들어서서 ‘자율

경영 체제’가 확립되면서 ‘기업 가치 제고’ 측면의 경영목표가 급증하였

고, 전환기 후반·성숙기에 이르러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영 목표가 나타나,

그 비중이 52.3%에 달하였다.

(2) 시대 및 정권 변화 관점 분석

< 그림 15 경영목표 中 ‘기업 가치 제고’ 추이(정권·시대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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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및 시대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 그래프를 분석하면, ‘한전

역사’ 관점에서 보인 경향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고 있

다. 권위주의 시대 평균 25.9%, 민주화 시대 평균 38.9%, 세계화 시대에

들어와서는 평균 50.3%로 상승하였다.

권위주의 시대를 살펴보면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 0%,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18.5%, 24.7%에 불과하던 비중이 최규하 대통령 45.5%, 전두환

대통령 40.7%로 급증한다. 이것은 2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최규하 대통령 선출, 전두환 대통령 쿠데타로

이어지는 일련의 급박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1980년 최규하 대통령 취임 당시 사장이었던 12대 김영준 사장은 급격하

게 변동하는 주변 정세에 동요하지 않고, 일사불란한 체제 유지를 강조

하며, ‘기업 가치 제고’ 측면의 많은 목표를 제시하였다.

‘기업 가치 제고’ 비중 급증의 또 하나 원인은 당시 정부의 ‘공기업 관

리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며 기존의 사전 통제 방식을 사후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투자기관 최고경영자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

라 한전에서도 경영의 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조직 구성 등의 조치가 취해졌

다.

이 후 민주화 시기 후반기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도 여전히 ‘기업 가치

제고’ 측면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정책’과 ‘세

계화 구상’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구체화하고 세계자본주의 체제

의 재편과정에 적응하고자 하였고, 개방, 탈규제, 유연화 등을 국가 정

책 전면에 내걸었다(오세철외, 2001).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이종훈 사

장은 ‘해외 사업 진출’을 적극 강조하였고, 동시에 세계적 수준에 맞는

경영관리 및 경영혁신을 강조하였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때는 IMF 외환위기라는 국내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등의 ‘재무 성과 향상’, 그리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이행’ 강조와 맞물려 잠시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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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다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요약하자면 정권·시대적 관점에서 본 ‘기업 가치 제고’도 한전 역사

관점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 미미했던 비중이 80년대 들어 정부

의 공기업 관리체계 변화와 맞물려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0년 중반 이

후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의해 다시 한번 도약하였다.

(3) CEO 출신 배경 관점 분석

< 그림 16 경영목표 中 ‘기업 가치 제고’ 추이(CEO 출신) >

위의 그래프는 한국전력공사 역대 CEO의 출신별로 ‘기업 가치 제고’

측면의 경영목표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민간기업 출신 사장이 46.3%로

서 ‘기업 가치 제고’를 가장 강조하였고, 관료 45.0%, 한전내부 39.3%, 정

치·학계 30.0%, 군인 22.7% 순이다.

‘기업 가치 제고’ 그래프의 특징은 군인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출신

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영 목표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군인 출신 사장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군인 출신 사장의

대부분이 리더십 및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80년대

중반 이전에 취임했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또한 정치·학계 출신 사장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취임하여 전력사업 구조개편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중요시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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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장이 ‘기업 가치 제고’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4. ‘내부 안정 도모’ 경향 분석

< 그림 17 경영목표 中 ‘내부 안정 도모’ 추이(한전 역사 관점) >

위의 그래프는 한국전력공사 역대 CEO가 제시한 경영 목표중 ‘내부

안정 도모’ 측면의 경향을 정리한 것이다.

‘내부 안정 도모’ 측면은 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내부 관리

를 위해 실행하는 목표로서, 조직 문화, 인력개발, 노사관계 구축, 보안

및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내부 안정 도모’ 그래프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

정한 비중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의 인사, 조

직, 기업문화가 그만큼 기업에서 차지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CEO가

인사, 조직, 기업문화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자 동시에 기업경영의 성공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1) 한전 역사 관점 분석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부 안정 도모’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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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적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이것은 비교적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공기업 내부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동기를 유발하고, 근무기강을 바로 세

우며, 바람직한 사풍(社風)을 조성하는 것은 CEO에게 필수적인 역할 중

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부 안정 도모’ 그래프에서는 창립기, 전환기, 성숙기에 따른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되지 않고, 유사성이 많이 발견된다.

우선, 역대 사장들이 제시한 경영목표는 대부분 유사한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성과 평가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관리’, ‘경영 조직의 효

율적 운영’,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축’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80년대 후반 취임한 10대 안병화 사장부터는 공통적으로 노사관계의 중

요성을 피력하며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경영 목표들을 제시하였다.

또 하나 위의 그래프에서 비교적 ‘내부 안정 도모’이 높았던 제 3대, 5

대, 8대, 11대 사장은 공통적으로 기업 문화에 대하여 강조하였다는 특징

을 갖는다. 3대 김일환 사장은 ‘사풍 쇄신’을 제기하며 건전한 경영풍토

조성 및 부정과 비위를 일소를 주장하였고, 5대 민충식 사장은 조직 내

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당부하였다. 8

대 박정기 사장은 최초의 본격적인 기업문화 혁신 운동을 주장하며 ‘신

나는 직장, 살맛나는 한전’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1대 이종훈 사장은 변

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는 기업문화 조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 편 일부 사장들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급여 인상, 복지 강화,

근무환경 개선 등을 경영목표로서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시대 및 정권 변화 관점 분석

< 그림 18 경영목표 中 ‘내부 안정 도모’ 추이(정권·시대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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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및 시대적 관점에서 ‘내부 안정 도모’ 그래프를 분석하면, 권위주

의 시대 평균 18.4%, 민주화시대에는 평균 19.5%, 글로벌 시대에 들어와

서는 평균 1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한전 역사’ 관점에서 보

인 경향처럼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를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들어 ‘내부 안정 도

모’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는데, 이는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 관련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궐기

를 주장하며, “자신을 포함한 지도층이 앞장설 것이니 국민들도 방관자

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 근대시민의 생활이념을 일상화하는 정신혁명을

이룩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8대 정권 때에는 유신질서 확립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제시하며 이에 따라 자조, 자립을 강조하였다. 이

런 상황에서 당시 한전 CEO는 사내 庶政(서정) 쇄신의 정착화를 강조하

며, 조직 내 부조리와 비리의 일신을 주장하고, 한편으로 자립체제의 강

화를 위해 기술개발, 인력개발,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목표로 제시하였

다.

이 후 그 비중이 약간씩 감소하다가 민주화 시대 들어서 다시 그 비

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취임한 김영삼 정부와 관련 있다. 당시 김

영삼 정부는 군부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시대를 열면서 ‘신한국

창조’를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 살리기’, ‘국가기

강 바로 잡기’의 3대 개혁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이종훈 사

장도 ‘새로운 한전’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당부하면서 승진위주의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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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성과위주의 풍토를 정착시킬 것을 언급하고, 정실인사와 청탁

인사 철폐를 강조한다. 또한 간부들의 자기관리 철저 및 방심을 통한 안

전사고 방지등 ‘내부 안정 도모’ 측면의 경영 목표를 많이 제시하였다.

(3) CEO 출신 배경 관점 분석

< 그림 19 경영목표 中 ‘내부 안정 도모’ 추이(CEO 출신) >

위의 그래프는 한국전력공사 역대 CEO의 출신별로 ‘내부 안정 도모’

측면의 경영목표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민간기업 출신 사장이 24.9%로

서 ‘내부 안정 도모’ 을 가장 강조하였고, 군인 22.2%, 관료 21.8%, 한전

내부 21.5%, 정치·학계 10.% 순이다.

‘내부 안정 도모’ 그래프의 특징도 ‘기업 가치 제고’와 마찬가지로 비

교적 고른 수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규모 조직을 운영해 본 경

험이 있을수록 ‘내부 안정 도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정치·학계 출신 사장은 ‘내부 안정 도모’에 낮은 비중을 부여했

다. 특히 학계 출신인 12대 장영기 사장은 7.3%로 역대 사장 중 가장 낮

은 비중을 부여하였으며, 정치인 출신인 13대 최수병 사장도 12.7%의 비

교적 낮은 비중을 부여한다. 물론 이런 경향이 앞에서 언급한 조직 운용

경험과 연관되어 있으나, 이 2명의 사장의 재임기간이 IMF 외환위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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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것을 감안하면, 시기적 특수성도 이러한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쳤

다고 볼 수 있다.

5. ‘정부 정책 이행’ 경향 분석

< 그림 20 경영목표 中 ‘정부 정책 이행’ 추이(한전 역사 관점) >

위의 그래프는 한국전력공사 역대 CEO가 제시한 경영 목표 中 ‘정부

정책 이행’ 측면의 경향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 정책 이행’ 측면은 정권의 주요 방침 및 정책에 따라 정부산하

기관으로서 실행해야할 목표로서, 구조조정, 판매 분할등을 포함한다.

‘정부 정책 이행’ 그래프의 특징은 주로 이슈가 있을 때만 등장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 정책 이행’ 목표는 공기업으로서 고유의 목적사업을 충

실히 수행하는 한 주요 경영목표로서 제시되지 않다가, 특별한 이슈가

발생할 때에만 경영 목표로서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1) 한전 역사 관점 분석

위 그래프를 보면, ‘정부 정책 이행’ 목표는 2번 나타나는데, 처음은

창립기인 2대∼6대 사장 재임기간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환기 후반부터

성숙기 초반에 걸쳐 있는 12대∼15대 사장 재임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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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기는 박정희 정부 시기로서 당시는 ‘조국 근대화’라는 이름

으로 경제개발이 최우선시 될 때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한

전은 경제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원(電源)개발 및 송변전설비 건설

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전은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으로서 이와는

별도로 여러 국책사업들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부의 입김을 받아

왔는데, 대표적인 예로 2대 정래혁 사장이 강조했던 “향토예비군의 조직

과 훈련에 솔선참여”, 3대 김일환 사장의 “농어촌 전화(電化) 사업”, 6대

김영준 사장의 “서정(庶政) 쇄신 작업의 확대심화 및 새마을 운동의 내

실화”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던 시기이자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여파가 남아 있을 때이다. 김대

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외국자본과 민간기업의 공공부문 참

여를 대폭 개방하고 전력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

책에 따라 12대 장영식 사장뿐만 아니라 13대 최수병사장, 14대 강동석

사장은 전력사업 구조개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구조조정

을 적극 추진하였다.

(2) 시대 및 정권 변화 관점 분석

< 그림 21 경영목표 中 ‘정부 정책 이행’ 추이(정권·시대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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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및 시대적 관점에서 ‘내부 안정 도모’ 그래프를 분석하면, ‘한전

역사’ 관점에서 보인 경향과 동일하게 2번 나타난다. 첫 번째는 권위주의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인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이며, 두 번째

는 민주화 시대 후반과 세계화 시대 초반에 속하는 1999년부터 2007년까

지 기간이다.

우선 첫 번째 기간인 박정희 대통령 기간을 보자. 박정희 대통령은 역

대 대통령 중 가장 재임기간이 길며, 동시에 유신 체제로 인하여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독재정권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 5개

년 계획 등 여러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자, 박정희 정부에서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의 전화(電化)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

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전화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런 정

부의 정책 추진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농어촌 전화(電化)사업을 적

극 추진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반영되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에서는 국민들의 민주화 의지를 억제하고 독재 정권

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새마을 운동’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취임한 한전 사장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향토예비군 솔선참여’, ‘농어촌 전화 사업’, ‘사내에 유

신 체제 확립’, ‘공장 새마을 운동 확산’ 등이 주요 경영목표로서 제시되

었다.

두 번째 시기는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던 시기이자 김대중

정부가 취임한 직후였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외국자

본과 민간기업의 공공부문 참여를 대폭 개방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전력

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당시 한전 사장들은

사내 구성원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정

부 정책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민영화’, ‘발전 부문 분리’, ‘판매 분할’ 등

을 주요 경영목표로서 제시하였다.

이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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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분할 정책은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추진이 중단되었다. 노사

정위원회는 대신하여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고, ‘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고, 15대 한준호 사장과 16대 이원걸 사

장은 이에 따라 사내에 독립사업부제 도입 및 성공적 정착을 적극 추진

하였다.

(3) CEO 출신 배경 관점 분석

< 그림 22 경영목표 中 ‘정부 정책 이행’ 추이(CEO 출신) >

위의 그래프는 한국전력공사 역대 CEO의 출신별로 ‘정부 정책 이행’

측면의 경영목표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정치·학계출신 사장이 21.8%로

서 ‘정부 정책 이행’ 을 가장 강조하였고, 관료 3.8%, 군인 2.1%, 민간기

업 1.0%, 한전내부 0% 순이다.

‘정부 정책 이행’ 그래프의 특징은 정치·학계출신 사장에게서 강조되

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학계출신 사장들의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IMF 외환위기 시대에 재무구조

개선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임명된 시대적 상황

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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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한국전력공사 최고경영자의 연설문을 분석함으로써, 한전의

역대 CEO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경영 목표를 제시하였으

며, 그 목표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러한 변화를 있게 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사건들이 무엇인지도 살펴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시장형 공기업이자,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

전력공사이며, 1961년부터 2012년까지 약 52년의 기간동안 행하여진

CEO의 취임사와 신년사 총 62개를 수집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62개

의 표본을 ‘경영 상황 인식’에 관한 문장과 ‘경영 목표’에 관한 문장으로

나눈 후, ‘경영 목표’에 관한 문장을 ① 목적 사업 운영 ② 재무 성과 향

상 ③ 기업 가치 제고 ④ 내부 안정 도모 ⑤ 정부 정책 이행,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5개의 세부 경영 목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업 가

치 제고’ 측면의 경영 목표로서 그 비중이 38.4%에 달한다. 이어 ‘내부

안정 도모’ 21.1%, ‘목적 사업 운영’ 20.1%, ‘재무 성과 향상’ 15.9%, ‘정

부 정책 이행’ 4.5% 順(순)이다.

이 같은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데, 공기업이 ‘목적 사업 운영’이나 ‘정

부 정책 이행’을 경영 목표중 가장 우선시 할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상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및 미국 주식시

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에 있어서 ‘재무 성과 향상’ 측

면의 경영목표가 15.9%의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인 것도 예상과는 많이



- 63 -

다르다.

이것은 공기업이 설립 목적이자 미션인 ‘목적 사업 운영’을 정상적으

로 하고 있는 한, 일상적 업무인 목적사업과 관련된 경영 목표들은 비교

적 중요성이 낮아지며, 대신에 현대 글로벌 경쟁시대의 복잡한 경영 환

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가치 제고’ 관련 경영목표의 중요성이 커져가

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1984년 공기업 관리체계가 사전적 통

제제도에서 사후적 관리제도로 전환된 이후로 공기업 경영에 있어 자율

경영과 책임경영이 보장되면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재무 성과 향상’과 ‘내부 안정 도모’는 연설문에서 꾸준히 일정

한 비율을 유지하는데, 이것은 기업 경영의 목적이 곧 이윤 창출 이라는

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 내부의 인력과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역대 사장들에 의해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특히 ‘내부 안정 도모’가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

한 것처럼 ‘철밥통’이라는 공기업 특유의 보수적인 문화로 인한 동기부여

의 어려움, 직원이 2만여명에 이르는 ‘공룡’ 조직으로서 공정한 인사 및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CEO들의

지속적인 관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재무 성과 향상’ 측면의 경영목표

가 ‘내부 안정 도모’ 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 이유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공기업에 있어서 ‘재무 성과 향상’이란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재무건전성 및 효율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공

기업은 일단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적정한 재무건전성을 갖

추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계속적인 이윤 창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정부 정책 이행’ 비중이 낮은 이유는 2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IMF 외환위기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정

부 정책이 공기업 고유의 목적사업과 일치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정

부 정책이 포괄적인 내용의 지시가 많고, 그러한 지시는 이미 공기업의

경영자가 본인의 경영 목표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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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개 경영 목표 비중의 변화 추이를 시대·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분석해보면, 비교적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목적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는 반면 ‘기업 가치 제고’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재무 성

과 향상’과 ‘내부 안정 도모’는 시간 흐름에 관계없이 꾸준히 일정 비중

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이행’과 관련된 목표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에만 제시된다. 분석 결과, 이러한 경향은 취임사와 신년사, 시대

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유사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CEO 출신 별로 연설문을 분석해 보면, ‘기업 가치 제고’와 ‘내부

안정 도모’ 측면은 비교적 모든 출신의 사장들에게 중요한 경영목표로

인식된 반면에, ‘목적 사업 운영’ 측면의 경영목표는 군인 출신, 재무 성

과 향상’은 학계(경제학) 출신 사장이 가장 강조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보면, 경영 목표 중 상대적으로 CEO

의 철학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가치 제고’가 그 비중이 크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정부 정책 이행’ 그리고 비

교적 업무범위가 명확하여 CEO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목적 사업 운영’

목표는 그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지금까지는 거의 사례가 없었던 공기업 CEO의 연

설문을 통해서 실제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을 분석한 연구라는 점

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시대적 흐름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공기업 CEO들이

어떤 경영목표를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그 비중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

지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함으로써 CEO의 자율성이 계속 확대되고 CEO

리더십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간접적인 확인이 아니라 공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실제 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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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을 가지고 내용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실증적인 분석이 가능하

도록 되였다.

또한 한전의 CEO가 능동적으로 기업 경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등의 경영능력을 발휘해 온 사례들을 제시

하면서, 공기업 관리체제의 장기적 방향(기업의 자율경영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도 얻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

는다.

첫 째, 이 연구가 특정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이다.

2014년 현재 공기업은 총 295개에 달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에 의거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

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

어 볼 때, 특정 하나의 기업으로 공기업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은 한계를

지닌다

둘 째, 내용 분석에 있어, 연설문의 성격의 변화를 전부 반영하지 못

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상황에 대한 인식과 경영

목표를 가장 잘 표현한 연설문 취임사와 신년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960년대에는 CEO의 특성에 따라 ‘경영 모토’나 ‘경영 계획’등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렇게 제시된 경영 모토나 계획중 중요한 사항만을 다시 신

년사에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

로 인해 CEO의 신년사에 특정 경영목표에 대한 비중이 쏠리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전체 표본의 수가 많지 않고, 연설문 내 각 문장에 영

역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분석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셋 째, CEO가 제시한 경영목표를 분류함에 있어 명확한 분류기준이

부재하였다.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된 대통령 정책 목표와는 달리 공기

업 CEO가 제시한 경영 목표에 대한 분류기준이 부재하여, 배타적으로

범주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연설문 내용분석에 있어서

도 분석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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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Public Enterprise

CEO’s Managerial Objectives

and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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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enterprises have big share in the national economy, also

have an important social position. These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established at the time of development and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national economy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various social needs for the

public sector and the advent of endless global competition era, the

role of these public enterprises is being changed and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public enterprise is adaptable to the change, the

survival of the company is decided. So today, as the CEO of public

company, leadership of the CEO is emphasized more than ever.

In this situation, through investigating this study, try to figur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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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kinds of managerial objectives the CEO has presented for

survival of the company and what kinds of leadership the CEO has

showed. In addition, try to figure out how the CEO’s managerial

objectives are changing on the stream of times and what is a

historical background of managerial objectives.

Looking at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corporate

value enhancement” is the top priority of the various managerial

objectives. for example,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overseas

busi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This result is very interesting

because it is a lot different from the common expectation that

KEPCO CEO’s top priority is “operating the institution’s own

purpose-business such as generating the electricity, building a

power-plant” or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this result means that “operating the institution’s own

purpose-business”, which looks like routine tasks, is getting less

important and “enterprise value enhancement” activities to survive in

the global competition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for the

CEO. In particular, since the government’s management system for

the public enterprises changed from proactive control to ex-post

manage in 1984, this trend has strengthened.

In addition, a proportion of “enterprise value enhancement” tends to

increase with the passage of time. In other words, in the time of

KEPCO founding and the authoritarian regimes of Korea, a proportion

of “enterprise value enhancement” was small and then after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CEO was ensured in

the early 1980s, a proportion jumped up. After being greeted by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competition is expanding, a variety of social

needs arise such as shared growth, social responsibility,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o on, the importance of manag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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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related to “enterprise value enhancement” were further

reinforced to the CEO.

In summary, in the past, the top priority of the public enterprises’

CEO is operating the institution’s own purpose-business or improving

internal organizational stability or promoting corporate performance.

but lately, the number of managerial objectives related to “corporate

value enhancement”, which is connected to the CEO’s management

philosophy, is increasing rapidly. this means the importance of CEO

leadership is continuously getting greater.

keywords : KEPCO, Public Enterprise, Message, Manegerial

Objective, Leadership, CEO

Student Number : 2015-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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