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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로

서 공익증진을 목표로 하고 공공재를 생산․공급하는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소유하고 공공기관이 경영을

하고 있는 구조로서 시장에서의 독점성과 함께 치열한 경쟁으로부

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

한 경영 효율성에 대한 성과측정이 모호하고 시장실패, 외부효과

등과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태생적 비효율성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과 기술을 가진 조직 구성원들 이외에도 기관의 조직, 인사, 예산

등에서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장의 리더십 자질과 역량

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관장을 선임하는 인사제도에서

임원 자격 요건 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낙하산, 관피아 등의 관행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어 능력에 따른

실적 인사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1개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신배경을 위주로 한 기관장 특성과 함께 법적 기관유형이라는

기관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기관장 특성은 출신배경, 출신지역, 나이, 교육수준으로 구

분을 하였다. 출신배경은 정치적 권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정치권,

유관 정부기관에서 경륜을 쌓은 관료, 능력과 전문성을 앞세운 외

부전문가, 기관의 업무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승진자로

하였다. 출신지역은 대통령 출신지역을 기준으로 정권, 비정권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학사, 석사, 박사로 하여 각 변수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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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특성은 법적 유형과 경영평가 편람을 기

준으로 하여 공기업Ⅰ, 공기업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

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관료 출신과 정권 지역 출신의 기관

장, 그리고 공기업Ⅱ보다는 공기업Ⅰ 유형에서 경영평가 결과를 지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출신의 기관장이 정치권 출신

의 기관장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주었고 기관장

출신지역이 정권과 유사한 지역일수록 경영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관장의 연령과 교육수준

에서는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기관장의 인사가 기관의 설립목적과 임무,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인물을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여 합리적으

로 추진해야 하며, 경영평가제도 또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

율적인 평가방법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은 관련된 정부부처의 성격에 따라서 조직구조가 다양

하고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기관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

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가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

러한 제약을 최대한 극복하여 최적의 범위를 구현할 수 있다는 방

향성을 제시한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고는 할 수 있다.

주요어 : 기관장, 출신배경,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성과, 리더십

학 번 : 2016-24403



- i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 3

제 3 절 연구대상 및 범위 ··················································· 4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6

제 1 절 공공기관 현황과 이론적 논의 ···························· 6

1. 공공기관 현황 ·································································· 6

2. 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0

제 2 절 기관장과 리더십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5

1. 기관장의 지위와 리더십 ················································ 15

2.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9

제 3 절 경영평가제도 현황과 이론적 논의 ··················· 23

1. 경영평가제도 현황 ·························································· 23

2. 경영평가제도의 이론적 논의 ········································ 28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 30



- iv -

제 3 장 연구설계 ························································· 33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 33

1. 연구모형 ············································································ 33

2. 연구가설 ············································································ 34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 36

1. 종속변수 ············································································ 36

2. 독립변수 ············································································ 36

3. 통제변수 ············································································ 39

4. 조절변수 ············································································ 41

제 3 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 42

1. 자료의 수집 ······································································ 42

2. 분석방법 ············································································ 42

제 4 장 분석결과 ························································· 43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 43

1. 종속변수 : 경영평가 결과 ············································· 43

2. 독립변수 : 기관장 특성 ················································· 44

3. 통제변수 : 기관 특성 ····················································· 50



- v -

제 2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 54

1. 상관관계 분석 ·································································· 54

2. 분산분석 ············································································ 55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 64

1. 모형의 설정 ······································································ 64

2. 분석결과 ············································································ 65

3. 가설의 검정과 해석 ························································ 70

제 5 장 결론 및 논의 ················································· 75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75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 77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함의 ······························ 79

참고문헌 ········································································ 81

Abstract ········································································ 88



- vi -

표 목차

[표 1] 평가유형 구분(2015 기준, 강소형 제외) ··················· 4

[표 2] 분석대상 공공기관 목록(2015 기준, 강소형 제외) · 5

[표 3] 공공기관 지정 현황(2011-2017) ·································· 7

[표 4]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준 비교 ································· 9

[표 5]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절차 ········································· 18

[표 6] 변수들과 산정방법 ························································· 41

[표 7] 기관장 출신배경 ····························································· 45

[표 8] 기관장 출신지역 ····························································· 46

[표 9] 기관장 나이 ····································································· 47

[표 10] 기관장 교육수준 ··························································· 48

[표 11] 기관장 특성 ··································································· 49

[표 12] 기관 나이 ······································································· 50

[표 13] 총 인원 ··········································································· 51

[표 14] 평균보수 ········································································· 52

[표 15] 총 자산 ··········································································· 53

[표 16] 기관 특성 ······································································· 53

[표 17] 변수 간 상관관계 ························································· 54

[표 18] 출신배경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 ····················· 56

[표 19] 공공기관 유형별경영평가결과평균비교(정치권) ······ 57

[표 20] 공공기관 유형별경영평가결과평균비교(관료) ·········· 58

[표 21] 공공기관 유형별경영평가결과평균비교(외부전문가) · 59

[표 22] 공공기관 유형별경영평가결과평균비교(내부승진자) · 60

[표 23] 출신지역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 ····················· 61



- vii -

[표 24] 교육수준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 ····················· 62

[표 25]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 ··········· 63

[표 26]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n = 294) ···················· 65

[표 27]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n = 294) ······ 66

[표 28] 기관유형에 따른 다중회귀분석(n = 294) ················ 68

[표 29] 연구가설 종합결과 ······················································· 74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33

[그림 2]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 43

[그림 3] 법적 기관유형별 경영평가 결과 ····························· 44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은 설립 시부터 독점적인 형태를 가지며 공공성과 기업성의 두 가지 요

소를 결합한 조직체로서 국가와 국민 경제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

을 수행한다. 하지만 정부가 소유하고 공공기관이 경영을 하는 구조로서

시장에서의 독점성과 함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

에 방만 경영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뒤로

하고 공공기관의 조직과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영여건

의 변화와 운영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부의 일관성 있는 공공

기관 관리제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본적 문제인 부실 경영과 비효율성 등

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을 제정하여 정부투

자기관의 독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사후관리적인 운영을

도모하였고, 정부투자기관에 경영평가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자율

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정부의 사전적

간여를 최소화하고 사후적 평가를 위한 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

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공공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조

직 구성원들의 능력도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리더십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공기관의 장으로 선임하는 인사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단계에서부터 자격기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자격기준 소위원회를

만들어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 특히, 정치인이 공공기관의 장으

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경우보다도 직원 및 노조의 반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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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고 전문성 없는 정치적 인사의 임명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전 정부들에

서도 온갖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방지책을 내 놓았지만 항상 수포로 돌아

갔고 이에 대한 비판과 논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조직의 전

략, 책임경영, 재무예산 및 복리후생 등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역량과 책임을 동반한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유로 기관장의 특성이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관장 특성 중에서 출신

배경, 출신지역, 나이, 교육수준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부부처의 통제가 있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조직의 리더로

서 기관 내에서는 조직, 인사,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일인자 역할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역할

이나 분위기가 많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네트워크 형성에 앞장서서 예산, 직제 등의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조직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평탄한 운영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기관장 본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직의 사업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업무에 대해서도 혁신과 성장을 앞세운 개선을

단행하는지 조직의 환경이나 분위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기관장의 관심

사에 따라서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

로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물론 경영평가를 하는 평가자의 성향

이나 내부 비리, 역사적․정치적․경제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상

황이 발생하여 특정 기관의 경영성과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

지만 실질적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산출해 볼 의미는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장 출신배경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고 이를 서로 다른 유형의 기관 간 비교를 통한 연관관계 분석으로 공

공기관 기관장의 출신 배경을 기준으로 한 기관장 특성이 경영성과에 의

미 있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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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최고 경영자의 특성이 무엇이지,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특성이 과연 경영평가 결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관의 경영평가와 기관장의 특성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대 어느 정부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인사와 관련된 이슈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다. 기관장의

역량과 상관없이 정치권의 권력을 앞세워 이루어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

는 실력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인재

발굴을 저해하여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여 정책실현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치권이나 유관부처에서 경륜을 쌓은 관료 출신의 기

관장이 되는 것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나 내부승진을 통해서 기관장

을 선임하는 것보다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

는데 이는 능력에 따른 실적 인사만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단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통해 임용된 정

치적 기관장이 관료나 외부전문가, 내부승진을 통해 임용된 기관장보다

과연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연구 문제의 결론을 통

해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 유형을 분석할 수 있고, 기

관장의 출신배경, 지역, 나이, 교육수준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를 받지 않고 있

는 기타공공기관과 평가방법이 다소 상이한 강소형을 제외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임용 유형, 즉 출신배경, 지역, 나이, 교

육수준을 바탕으로 기관의 다양한 특성과 함께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

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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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는 2015년 기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운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영평가 평가유형 중에서 평가방법이

다소 상이한 강소형 기관은 제외를 하고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기업Ⅰ

(10), 공기업Ⅱ(20)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

(18)의 총 61개 공공기관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15년도 경영실적평가는 공운법(제4조 내지 제

5조)에 의한 공공기관 구분 기준에 따른 평가유형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경영평가 제도는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 정책방향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여 조금씩 변경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유 형 구분 기준

공기업

공기업
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

무로 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공기업
Ⅱ

공기업 중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

무로 하는 기관으로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준정부
기관

기금
관리형

직원정원 50인 이상,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

거나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으로 지정된 기관

위탁
집행형

직원정원 50인 이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으로 지정된 기관

[표 1] 평가유형 구분(2015 기준, 강소형 제외)

조사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이며 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종

속변수로 삼고 출신배경 등 기관장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총 인원

등 기관 현황을 통제변수로 지정하였다. 2011년과 2012년 기관평가 결과

가 존재하지 않는 울산항만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 2011년 여수광양항

만공사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해당연도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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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으로 분석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목록은 [표 2]와 같다.

유 형 기 관 명

공기업

(30)

공기업Ⅰ

(1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

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

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기업Ⅱ

(20)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여

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

(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

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

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

기관

(31)

기금

관리형

(13)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

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

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집행형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

국토정보공사,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

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

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

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표 2] 분석대상 공공기관 목록(2015 기준, 강소형 제외)

밑줄 친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존재하지 않은 연도(2011, 2012)는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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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공공기관 현황과 이론적 논의

1. 공공기관 현황

2017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수는 신규지정기관 13개

를 포함하여 총 332개로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공공기관

208개이다. 1960년대 정부 관료제의 대안적 조직으로 대두되었던 공공기

관은 1970년대 후반에 다소 감소되었으나 1980년대 신공공관리가 대두되

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

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의 투자․출자, 재정지

원 등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일정 요건에 해

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공운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분류 기준을 보면, 우선 기업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인원, 수입액, 자산

등의 조직 규모를 기준으로 좀 더 세분화하였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의 신

규지정, 지정해제, 구분변경을 하는데 회계연도 중이라도 공공기관의 요

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되면 신규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법 적용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지정변경이 필요하면 신규지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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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구분변경을 할 수 있다.

시장성이 높은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고 좀 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준정부기관을 기금관리형과 위탁

집행형, 강소형으로 나머지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3]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공기관 지정 현황이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기업 22 28 30 30 30 30 35

준정부기관 79 82 87 87 86 89 89

기타공공기관 185 176 178 187 200 202 208

합 계 286 286 295 304 316 321 332

[표 3] 공공기관 지정 현황(2011-2017)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공공기관 현황 참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정보공개범위 확대, 경영평가 등 외부 감사

가 강화되는 면이 있어서 일부 공공기관은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요건

에 해당되는데도 지정 유보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기준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기본적 역할은 자연독점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폐해를 예

방하고, 적절한 공공재 공급을 통하여 재화의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하면

서도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로는 기존 정부조직이 갖는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부가 담당

해야 할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11).

모든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영역은 경영공시, 고객헌장, 경영혁신 부문으로 공운법에서 자

세히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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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

하도록 요청한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별도 표준화

를 거친 후 통합공시를 하며, 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사이

트에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개를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기본적인 임무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한 고객헌장을 제정․공표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

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도 추진하여야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게는 적용되지만,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

용이 배제되고 있는 영역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와 경영평가 그리

고 예산과 관련된 규정이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로는 기관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고 기관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상설기관인 이

사회와 기관에 따라서 임명절차와 방법 그리고 임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기관장․이사․감사로 구성되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정

부가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 성과급 차등 지급 등

에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국가의 조세정책에 의한 국민의 세금을 통하여 설

립․운영되는 만큼 공적인 통제를 받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지침을 마련하고 또한 자금 운영

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영공시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매년 공개를 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부기관과 일종의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정부는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규제하고 감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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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광의의 범위에서 보면 공

공기관은 일종의 정부정책의 목표 달성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공운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표 4]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구 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Ⅰ 공기업Ⅱ

이

사

회

구성 15인 이내

의장 선임비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감사위원회 ○ 자산 2조원이상 ×

임

원

선임비상임이사 ○

상임이사정수 1/2 미만
대규모 : 1/2 미만

소규모 : 2/3 미만

임명

방법

기관장 대규모 : 대통령 임명, 소규모 : 주무장관 임명

상임 기관장 임명

비상임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주무장관 임명

감사 대규모 : 대통령 임명, 소규모 :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임기 기관장 : 3년, 이사․감사 : 2년

연임 1년 단위

경영공시 통합공시(정기공시, 수시공시)

예산안 확정 이사회 의결 주무장관 승인

[표 4]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준 비교

임원 임명방법 : 세부 방법(위원회 의결, 제청 등)은 기관유형에 따라 다름

이사회 의장 : 공기업Ⅱ(자산 2조원이상 : 선임비상임이사)



- 10 -

2. 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부산하기관들은 설립목적에서부터 구체적 사업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정부 주무부처의 정책수행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정부정책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별로 설립목적과 구조가 다르고 특유의 고유한 특성들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설립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는 시

장실패의 치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발전에서도 공공

기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인적․재정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가가 공

공기관을 설립하고 민간으로 양도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경우가 많

았지만 점차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부터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역할을 대

신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기능을 분담하는 등 일부 자율성이 부여되어 공

공기관의 비효율적인 기능을 점차적으로 해결할 나갈 수 있었다. 그리하

여 공공기관이 정부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서도 한편으로는 예산, 인력, 조직 등 중요한 부문에서는 정부에 의존하

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신공공관리론, 뉴거버

넌스 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상황이론 등이 있다.

첫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

의를 결합한 것으로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작

은 정부 구현과 전통 관료제의 행정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이론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오던 시기를 지나 산업 발전의 정체성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가재정의 감소, 전통적인 관료제의 패러다임 한계점 극

복 등을 위하여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자는 측면이 배경이 되었

다. 즉, 정부 관료제의 운영 체제를 기업의 경쟁의 경영원리와 기법을 도

입한 성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전통 관료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

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기관의 경쟁 확대, 책임운영기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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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인력 감축 및 지출 억제, 민영화, 민간 위탁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고객에게 공공재를 공급함에 있어서 국민이 일방적으로 제공하

는 공공재의 단순한 수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양질의 공공재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서도

독점권을 최소화하고 경쟁주의를 도입하는 등 고객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of), 국민에 의한(by), 국민을 위

한(for) 행정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성과 중심의 관리 강조, 인센티브 구조,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기법, 임

원의 정책결정 기능을 앞세우기 보다는 기술 기능을 중시하고 계약경쟁

체제를 앞세운 신관리주의의 핵심적 내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오스본과 게블러는 배의 노를 젓기 보다는 키를 조종하여 방향을 잡아

주는 촉매 작용적인 정부,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

하는 경쟁적인 정부, 단순히 투입이 아닌 성과와의 연계를 통하여 예산

을 배분하는 성과 지향적인 정부, 고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고객 지향적인 정부, 단순한 지출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가적인 정부를 언급하기도 하였다(Osborne․Gaebler, 1992).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살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이 주인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

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일

정부분 자율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통제가 제한되고 민주적 책임성

또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될 위험도 지니고 있다.

즉,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공급을 정부가 수행하고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로 인하여 조직의 자율성과 효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활동영역이 크게 제한되고, 결국은 큰 정부를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된다(Light, 1999)고 추정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공공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순기능을 주장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게 부여되는 자율성은 정부기관의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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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정부에

만 의존하여 관리되어 오던 책임성을 내ㆍ외부 감사, 이사회 및 각종 위

원회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게 책임성, 자율성, 유

연성을 부여하여 작은 정부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1970년대 정부실패 현상에 대항하여 1990년대 등장한 뉴거버너

스 이론이 있다. 정부의 활동 영역에 시민사회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조

직, 일반 기업,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능동

적으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고 협력체계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Peters(1996)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이론의 주요 모형은 안정성의 전통

적인 정부, 저비용의 시장적인 정부, 협의의 참여적인 정부, 조정의 유연

한 정부,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탈 내부규제 정부로 이들 모두는 신공공

관리론과 밀접한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이론은 뉴거버넌스의 모호성 때문

에 마치 동의어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이한 개념이다.

뉴거버넌스 이론이 정부와 사회 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형태를 의미

한다면,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관료제 조직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의

미한다(Rhodes, 1997). 또한, 신공공관리론이 비정치적인 개념으로 정치

행정 이원론에 가깝다고 한다면 뉴거버넌스 이론은 정치적인 개념으로

정치행정 일원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거버넌스의 이론적인 측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정부기관

과 비정부기관들의 참여로 정부기관과 비정부 조직 간에 자율적이고 계

층적 구분이 없는 멀티 중심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며 이러한 네트워크

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은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하

고 있다. 공동체주의라는 기본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한 뉴거버넌스 이론

에서는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강조하기 때문에 공공기

관의 공공성을 더 강조하거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추가를 강조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기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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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이들의 공

동 참여를 중요시하는 뉴거버넌스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우선 성숙된 민

주의식을 기초로 한 협력 체계의 시민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사회를 기대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참여자들의 책임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누가 책

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주인과 대리인 상황에서 야기되는 주인

-대리인 이론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정보의 비대칭

성(information asymmetry),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어 대

리인이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대리인이 주인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주인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등의 문제가 항상 존재

한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자신의 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대리인에

비하여 정보가 부족하고 또한 대리인의 속마음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

문에 전적으로 대리인을 신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주인-대리인 이론을 공공기관에 적용시켜 보면 국민이 행정조

직의 주인이며 행정조직은 국민의 대리인이 되고 이와 동시에 행정조직

이 주인이 되고 공공기관이 행정조직의 대리인이 되는 복대리인 관계가

성립된다. 즉, 소유의 궁극적인 주체인 국민이 주인이고, 감시는 국민의

대리인인 행정조직이며 경영은 행정조직의 대리인인 공공기관이 담당하

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주체가 최고로 추구하는 이익 목표의

상충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감시제도와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운영자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재산권 보장이나 보상에 대한 유인동기가 매우 제약적이

다. 또한 공공기관은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자연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어서 경쟁 기업이 존재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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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도 적다. 예산 또한 편성과 집행

의 전 과정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예산에 대한 부담도 그다지 크지 않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역시 선출직이 아닌 정부에 의한 임명직에 의해 운

영되므로 최종 의사결정과정 등에서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공공기관은 경제적이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운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과평가와 측정이 어려워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곽채기, 2002).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평가방법과 제도개선 등을 시도하도는 있지만 국민과 정부기관, 공공기

관이 가지고 있는 복대리인 구조라는 특수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황이론이란 조직의 목적과 기능, 기관의 성격, 경영자의

특성, 조직 구성원들의 경영자에 대한 인식, 업무의 특성 등 모든 요소를

구성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들과 경영자와의 관계를 밝히려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직설계나 경영운영을 한다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조직구조나 경영운영을 달리 하면 조직

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상황이론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증가에 대해 살펴보면 보면 통제와 규

제가 엄격한 정부조직보다는 좀 더 유연한 구조를 띠고 있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화ㆍ세분화되

는 국민의 행정수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조직과는 다른 유

연한 조직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준정부조

직의 성장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Worthy, 1950).

즉,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도 하면서 동시에 작은 정부를 안정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통제보다 좀 더 자유로운 준정부조직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정부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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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관장과 리더십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기관장의 지위와 리더십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보통 사장(이사장)이나 CEO(최고경영자)라고 하

는데 우리나라 회사법상 사장 또는 대표이사에 해당된다.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휘와 감독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대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자율성이 부여되

기는 하지만 정부라는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하에서 정해진 조직과 인력,

예산범위 내에서 경영 효율화만으로 성과를 올려야 하는 한계에 부딪쳐

최고경영자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의 성패에 따라 진퇴가 결정되기 때문에

얼핏 동일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점에

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

으로 이익을 위한 진취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최고경

영자는 제한적 경영에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요하는 보수적인 마인드가

더 강하다. 따라서 책임의 한계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경영

자 마인드는 달라질 수 있다(권희용, 2007).

그리고 공공기관 관리자로서의 기관장은 협소한 전문적 지식보다는 광

범위한 관리기술자의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기관의 변화와 미래 발전을

위하여 선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 제고, 전략

적 비전과 미션 제시, 핵심가치 공유 등 리더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더 요구된다. 하지만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고 연임이 가능하기는 하지

만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기관

의 업무를 무리 없이 잘 수행해내는 관리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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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현실이다.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출신의 경우, 정부나 주무부처와의

관계에서 기관의 운영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민간

CEO 출신의 경우에는 경영혁신이나 개혁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이고 관료와 내부승진자의 경우에는 여타 출신에 비해 기관과 관련된 업

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기관장의 역량을 평가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

합하는 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출신배경보다는 전문적 자격요건

이 더 중요하고 대규모 조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지 글로벌 시대에 앞장설 수 있는 감각과 리스

크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능률성, 효율성과

더불어 투명성, 청렴성을 앞세운 윤리경영에도 앞장서야 하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 능력과 함께 기관장의 사명감,

헌신성, 공익성 그리고 남들보다 솔선수범하는 투철한 정신을 통해 직원

들의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부정적 의미의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 내부의 문화를 개선해

야 하는데 자율성과 책임경영이라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간

섭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율성을 확보한 리더십의 발휘가 쉽지 않다.

우수한 기관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관장 자신의 의지와 소신이

중요한데, 기관장 자리를 잠깐 거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기

존 직원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은 낮지만 기관 발전을 저해하

는 반면, 열정을 가진 기관장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조직 구성원들의 저

항에 부딪혀 기관자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임기 말년에는 일종의 지도력 공백현상으로 대표되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면서 기관장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3년 만에 교체된다 하더라도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에게 기관장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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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는

독점력과 주무부처로부터의 완전한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을 한계로

인정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관장의 임기를 기관의 특성이나

기관장의 성과에 따른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기관을 변화시키기 위

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장이 곧 기관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뚜렷한 소명의식

과 투철한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임기동안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열정과 의지가 확실한 실천력을 겸비한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충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등의 조건에 따라 임

명되는 실적주의와 학연, 지연, 혈연 등 개인적 인적관계를 통하여 임명

되는 정실주의, 그리고 정당과 선거에 대한 공헌도인 정치적 요소를 바

탕으로 임용되는 엽관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한영수․강인호, 2006).

이러한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관련 기관의

법률적 취지에 맞게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지녀야 하며 공익성과 효

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민주적인 방법으

로 선출하여 기관의 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직무중심의 구체적

이고도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심사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임용

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한상일, 2003).

이명석(2001)은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과 책임경영체제 훼손의 근본적

인 원인을 임원의 정치적 임용을 통한 낙하산 인사라고 가정하고, 1985

년부터 1996년까지 18개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실태와 경영실

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임용된 임원인 경우 상

대적으로 낮은 경영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료 출신 임원의

경영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투자기관의 실효

성 있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임용이나 관료 출신의 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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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곽채기(2005)는 10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2

년 동안 기관장의 출신배경을 분석한 결과, 정치인 출신과 관료 출신의

임명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고 반면 민간인 출신과 내부승진자의

기관장 임명 비율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을 조금

벗어나는 의아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공공기관 기관장의 선임은 공운법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 절차는 기관장 추천 → 심의 → 의결 → 제청 → 임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1. 일반적인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무

기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2.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

무기관 장관 임명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1. 일반적인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주무기관 장관 임명

2.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대통령

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주

무기관장관제청→대통령 임명

[표 5]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절차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선임 시에만 임시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명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임기를 부여하거나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전문으로 하는 인사전문조직을

구성한다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

하므로 기관장 선임방식을 다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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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논의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극대

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리더십은 조직의 구조나 목표의 원활

한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성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력으로 최근 들어 직원의 참여 독려와 조직

의 융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

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에게 역할과 책임 및 목표 의식을 부여해주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사기를 북돋아주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물론 기관장 이외에도 임원, 부서장, 팀장 등의 리더가 존

재하기는 하지만 기관장은 기관의 최고 수장으로서 조직의 큰 그림을 그

려주고 직원들이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듯이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와 서번트적인 역할을

원활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관장이라는 지위와 함께 리더로서의

자질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대로 된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리더십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이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리더십 이론은 크게 특성이론과 행동이론으로 구분된다.

특성이론이란 리더의 자질과 능력이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부여된다는

일종의 위인이론으로 조직 구성원의 역량이나 조직의 환경적 영향 등의

고려가 전혀 없이 오직 우수한 자질이라는 개인의 특성으로만 모든 상황

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행동이론이란 리더가 타고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경험을 통해 습득한 능력을 조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가에 따라 리더십

의 효과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후천적인 교육 개발이나 자신의 노력에 의

해서 터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리더의 행동이론에는 세 가지 타입의 유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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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항상 최상이라고 생각하여 구성원을 무시하고 따르기만을 강요

하며 업무 중심적이고 권위적으로 혼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권위형과

명령보다는 조언을 통한 인간관계와 팀워크를 중시하여 의사결정이 필요

한 전 과정에 조직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민주형,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

적 요소에 의해 잘 동기화 되어서 스스로 일을 잘 한다고 믿고 구성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방관하는 자유방임형이 있다.

권위형은 인간적인 감정 교류가 거의 없고 구성원의 창의력 개발능력

을 제한하고 책임의식 또한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이 성취감

같은 감정을 거의 느낄 수는 없지만, 조직 구성원의 지식과 경험이 미숙

하여 처리 능력의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 리더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함

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민주형은 구성원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

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 책임감, 만족감이 크게 증가될 수 있고

능력개발 또한 용이하긴 하지만 위기 상황 발생 시 많은 시간이 요구되

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자유방임형은 구성원들의 능력에 따라 업무성과의 상향 조절이 어려워

조직 규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의견 수렴 또한 힘들다.

리더가 아닌 리더십에 관한 대표적 이론들은 다양한 학자들이 연구를

통하여 많은 학문적 정의를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책임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첫째, 변혁적 리더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특성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인지 능력, 기대감, 동기 등을 변화하도록 독려하고 장려하는데, 이는 변

화를 만드는 리더들의 성격이나 기질, 능력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단체

조직인 기업 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리더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미래의 비전과 공동체적 사명감, 열정적 마

인드를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의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최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론보다도 리더의 역할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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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하여 동기를 유발시키고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능

력으로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충성과 존경 등의 감정을 일으켜서 기대

보다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이다.

Kouzes & Posner(1995)는 변혁적 리더십은 팔로워들의 행동을 고취시

켜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긍정적 감정을 자극하는

리더십이라고 하였으며 변혁적 리더는 타의 모범이 되고, 조직 구성원들

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주며, 스스로 전진하도록 활동하고 마음도 움직여

준다고 하였다.

Conger(1999)는 변혁적 리더십은 기존 조직의 문화를 변화시켜 조직

원들의 자발적 창의성과 의욕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였으며, 리더가 부하

를 몰입시켜 기대치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의 의

욕을 상승시켜 상위욕구를 중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서번트 리더는 무엇보다도 첫째로 섬기는 자인데 이는 남을 섬

기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시작되며 그 다음의 의식적 선택은 리

더에게 남을 리드하기를 열망케 한다(Robert Greenleaf, 1970).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봉사적 리더십 또는 섬김의 리

더십이라고도 하는데 추종자(follower)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겸손, 경청,

공감, 진정성, 스튜어드십, 대인 관계적 수용성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요구에 망설임 없이 경청하고 맞장

구를 쳐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직 구성원들을 돕는 사람이 그들로부

터 존경을 받고 결국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

신적인 봉사정신을 가지고 부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 그들로 하여

금 스스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는 그들의 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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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윤리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일반

적인 자질에 부가되는 속성으로 존중, 봉사, 정의, 정직 등의 개인적인

행동특성을 나타내며, 리더와 조직구성원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갖게 되

는 리더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적 학습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선생님, 부모, 리더와 같은 롤 모델

의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적절한 행위의 기준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으

며, 조직의 일반적 정책 및 개인적 사례를 통해 리더의 윤리적 기대에

대해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Bandura, 1986).

사회적 교환이론에 의하면 리더가 부하를 윤리적으로 대하면 부하들은

윤리적 리더에 긍정적으로 보답할 것이며 이와 같은 호혜관계의 지속은

상호 헌신과 만족이 최고가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하였다(Blau, 1964).

자신의 행동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규범적으로 타당한 행위를

보여주고, 쌍방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의사결정을 통해 부하의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Brown, Trevino & Harrison, 2005).

최갑열(2009)은 윤리적 리더십을 정직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부하 직

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행동모델을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조

직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형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임 리더십(Responsible Leadership)은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리더에 의해 행해지는 고의적인 행위나 기업의

주주 및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

연구 분야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개념이다(David A. Waldman, 2008).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 변화와 같은 새로운 비전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의사소통, 권한부여, 설득하는 능력이다(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2008)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의 공통적인 성격은 리더와 팔로워는 조직의 구성원으

로서 조직의 성공과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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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영평가제도 현황과 이론적 논의

1. 경영평가제도 현황

1) 경영실적 평가제도

본 연구에 핵심이 되는 연구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경영성과로 대표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란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 등이 일정기간

동안에 달성한 경영실적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영의 개선과 성과급의 책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도입된 이래로 2004년부터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시행하여 사전적 관여를 최소화하고 자율경

영을 보장하려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2005년 OECD에서 제시한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가이

드라인을 수용하여 제정된 2007년 공운법에서는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

여 시행되어 왔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로 일원화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궁극적 설립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경영평가기준과 방법인 평가편람을 작성․

배포한다. 경영평가 편람을 기준으로 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전년

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경영평가단에 의해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경영평가단은 경영실적보고서와 관련 근거자료, 현장 실

사 등을 실시하여 경영평가 결과를 산정하고 기획재정부는 보도 자료를



- 24 -

통하여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공시한다(기획재정부, 2015).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대상 기관의 경영성과와 실적을 목표달성과

예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결과로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동안에 이룩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된다. 장기적으로는 각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

표를 일치시킴으로써 조직의 활성화와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

으로 활용되고, 단기적으로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인사고과 반영 등

기관의 업무능률 향상과 경영개선에 도움을 준다(유훈, 2007).

이와 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

이 커짐에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기관 성격에 맞게 분리하

고 개별기관에 대한 절대평가방식도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평가방식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의 핵심 업무

와 기능에 맞도록 지표를 재편하여 각각의 기관 핵심 업무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목표 달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과 임원 보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결정적

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평가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전 직원 성과연봉제 제도가 도입된 기관들

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도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 본

연의 업무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도

경영평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달 실적관리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격과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간 기업처럼 오직 성

과에 연동한 보상체계 구축을 조직의 효율성 담보를 위한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평가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보상에

대한 관심 또한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강화를 위하여 공정성

과 신뢰성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평가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해

결방안을 모색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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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실적 평가의 성과와 한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학자

들의 실증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박석희(2004)는 공기업 경영평가가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

구에서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고 강화된 이후에 기관의 조직역량과 생산

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경영평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

율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진 정부투자기관에서 조직성과에 대한 개선효

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직성과 향상의 원인이 경영평가로 인한 조

직역량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김지영(2010)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공기업의 경영성과 변수를 포

함한 패널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평가제도 도입 이후 공기업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수익성 부분에서 개선효

과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공기업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는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

로는 공기업 평가제도가 공기업 평가 점수의 향상을 이끌어내지 못하였

다. 즉, 공기업 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평가 부문의 향상과 개선에

큰 효과를 발생하지도 못하고 평가 시스템이나 평가 지표 등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최성락․박민정, 2009).

다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범주와 평가지표별 실증연구

를 살펴보았다.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공

공기관의 경비 증감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비 증가가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의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경영평가

를 받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기타 공

공기관보다 경영성과 평가를 통하여 재무예산, 회계결산 등의 직․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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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용통제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평가가 기관의 비용

통제에 효과가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석희, 2004).

하지만 평가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인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인 측정과 기관의 특

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관 간의 상대적인 평가방식을 통한 비

교, 성과측정과 목표의 전치, 성과창출의 일관성 결여 등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Daley, 2003). 또한 2004년부터는 준정부기관도 공기업과 같이

경영평가를 받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입장에서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 조금은 덜한 공기업보다 평가에

대한 수검 부담이 증가되며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 구조로 인하여 준정

부기관의 궁극적 존립 목적인 공익성이 침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기관은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민간 기업에 비해 구성

원들이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여 제도나 규정의 변화

를 쉽게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수용도 또한 낮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

관에 경영평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착하기가 어렵고 평가위원들의 책임

감과 윤리의식 담보에 대한 보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관철시

키기 위해서는 평가방법과 배점 등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별 공공기관마다 기관의 설립 목표와 비전, 경영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관리자의 능력과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주체, 내용, 방식, 보상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경영평가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

평가 목표와 결과와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어서 평가를 통한 문제

를 예방하거나 효율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진보된 경영시스

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전략과 조직, 리더십, 책임경영, 인사, 재무 등 조

직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기관의 대표 업무를 고려한

주요사업을 계량과 비계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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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영평가 제도가 성과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

어 지면서 공공기관의 공적인 역할보다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로 진

행되다 보니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설립목적이자 실

질적인 존재 이유인 공공서비스 질이 점점 하락하게 되고 조직 구성원도

경영평가 준비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영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준기(2001)는 경영평가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하였다. 지표체계의 중복성과 복

잡성, 기관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표체계, 계량지표의 증가

와 비계량지표 감소 및 두 지표간의 연계성 빈약, 통제 불가능한 지표

존재, 경영진의 중․장기 사고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부재, 피드백의 내

실화 부족 등을 경영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곽채기(2003)는 경영평가제도의 이원적 평가의 한계, 지표체계의 복잡

성, 평가 방법 및 체계의 문제점, 매년 평가하는 평가주기의 문제점, 경

영평가단 구성․운영상의 문제점,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 및 환류기능 미

흡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현존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전문성

과 독립성을 확보한 평가 결과의 적극적 활용 등을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함으로써 평가제도에 대한 기관의 수용도와 신뢰성 제고,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 평가체계의 간소화 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영상의 자율성을 보장은 하면서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후통제 절차인 경영평가제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률적인 줄 세우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개선대안을 제

시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열 오철호(2002)는 경영평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지표를 무조건

계량화보다는 평가대상기관에 따른 차별화를 통해 비계량과 계량의 범위

를 결정하고 평가대상 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수성과 일반성

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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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평가제도의 이론적 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은 공공부문 참여자간의 상호협

정을 통하여 성과 유형 및 양과 질을 규정하는 과정인 성과계약이론, 주

인-대리인 이론의 변형인 복 대리인 관계 형성, 기관의 사업목적을 명확

히 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통제 기능인 성과측정기법 등으로

설명되어진다. 또한 소유주체의 불명확성에 관한 재산권 이론, 정치인들

의 단기적 이익추구를 위한 배경, 서비스 공급에 따른 이익분배와 비용

분담의 연계성 미비, 공공부문에 대한 산출물 측정의 어려움, 독점적 생

산, 외부효과 등으로 나타나는 시장실패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성과계약이론이란 사업전략과 연계하여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를 설정

하고 성과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성과평가지표(KPI)를 도출하여

상호간에 합의한 목표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행

정기관, 공공기관 사이에는 복대리인 관계가 형성되어 국민이 아닌 행정

기관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성과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부여된 기능의 수행 결과이며, 측

정이란 표준이나 기준에 의하여 사람의 능력을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과 측정기법이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의

수행결과를 비교하여 생산성ㆍ능률성을 평가하는 관리 기법으로 효과적

인 성과측정 시스템은 경영 프로세스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사적인 편익과 사회적 편익, 사적인 비용과 사회적인 비용의 괴리로

인하여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시장

이 효율적인 배분에 실패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시장지배력을 지닌 경제단위가 존재하는 독과점의 경우처럼

올바른 시장이 성립하지 않을 때, 보조금 지급처럼 정부의 지나친 규제

나 간섭,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진 공공재의 고유한 속성, 외부효과로

인한 소유권의 부재,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 등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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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경영평가제도는 성과계약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를 재

정립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비정치적 영역

으로 돌아서는 일종의 탈정치화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좌우하는 조직의 창의성과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에 경영평가에 대한 사후적 기능을 강화하여 공

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기관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경영진에게는 경영성과 제고에 대

한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넷째, 공공기관별로 경영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에 대한 관리를 함으로

써 사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차등부여를 시행하여 복대리인 문제로 야

기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 경영에 있어서 시장원리와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혁

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내․외부로부터의 경쟁적인 압력의 결여

로 나타나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섯째,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즉각적인

환류를 가능하게 하고 경영현안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이 신속하

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부 과정에서의 평가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경영평가는 조직 운영과정에서의 관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

록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

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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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유형이 경영이행 실적이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경영평가가 실시된 이후부터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

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고경영자의 이전 경력은 기관의 전략체계나 경영성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영자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의 근무경력은 문제 발생의 해결책 제시가

필요할 때 경영자 관점에서 큰 영향을 준다(Hambrick&Mason, 1984)고

하였다. 자신이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과 전략

적 선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경력은 문제를 정의하고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전략적

인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Govindarajan, 1989; Walsh, 1988).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최고경영자들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하여 그 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노하우

와 관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조직의 내부 출신자가 외부 출신자

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낸다(강영걸, 1999)는 결과가 있는데 이는 각 조직

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출신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기관장 출신배경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내

부감사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관장이 내부승진자인

지 외부 영입자인지 여부는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외부

영입자가 내부승진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부와 공기업 임원의 정치적 연결이 오히려 경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독립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승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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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정치적 요인에 의해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고 경영평가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시 정권의 정치적 의도

에 의해 기관장을 임명해 왔기 때문에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초래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을 받아왔다. 다시 말해서 정권에 따른 공기업

의 기관장 교체와 기관장의 임용유형, 특성, 출신배경 모두 경영평가 결

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윤성식, 2003).

한편, 김헌(2007)은 1999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개정이 낙하산

인사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상당부분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정실인사와 같은 기관장의 임명 유형 보다는 유관 기

관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관료 출신의 기관장이 경영성과에 더욱 많은 영

향을 주었고 경영성과 결과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출신 기관장의 경영성과도 관료 출신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치적 권력의 지배하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공공기관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가 경영성과를 좋게 나

타낼 것이라는 일반적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이 되었다.

안성규․곽채기(2013)도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면서 기관장의

출신배경과 성과 간 관계의 불분명성을 제기하면서, 지방 공사와 지방

공단의 기관장 출신배경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역시나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윤호진(2010)은 기관장의 교육 수준과 재직기간은 경영평가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정치적인 변수는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관계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고경영자의 출신 배경을 분석한 연구(안용식․

최성은, 2010)에 의하면 공무원 출신 기관장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에

내부승진자나 민간인 출신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익집단에서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적․인적․재정적

자원을 동원하는 행위인 자원동원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임명

된 공무원들이 정치적 지원을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며 조직성과

에도 영향을 미친다(Moynihan and Pandey, 2005)고 보고 있다.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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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다른 방식으로 임명된 공무원보다 정치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의 자원과 자율성을 증가시키는데 유리

하고 이로 인하여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김다경․엄태호(2013)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정치적 경험과 정부부처에

서 관료로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킹이 정부

사업이나 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부 환경에 대한 관리

역량과 리더십 역량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하여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에서도 정치인 및 관료 출신이 내부승진자에 비해서 더 많은 보조금 혜

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정치인 출신의 기관장이 정부에서의 정치적 지원

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지원이 가능하여 기관의 경영성

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정치인 출신 기관장이 외부전문가나 관료 출신에 비해서 유의

미한 혁신을 많이 하였으나 조직성과에서는 오히려 정치인 출신 기관장

이 다른 출신 기관장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 공공

기관장의 출신배경이 혁신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정

치인 출신 기관장이 다른 출신의 기관장보다 혁신은 많이 하지만 이러한

혁신이 반드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정지수․한승희, 2014).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임용유

형별 경영성과와의 실증적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

할 수는 없었지만 시장형 공기업으로 한정시켰을 경우에는 민간기업인

출신이 관료 출신보다 경영평가 결과가 높은 것을 확인되었고 준정부기

관의 경우에는 임용유형별 경영평가 결과의 평균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

다(조규석, 2015). 민병익․김주찬(2016)은 공공기관장의 임용유형과 리

더십에 따른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정치권 출신이 리더십 발휘에 오

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기관 평가나 기관장 평가 모두에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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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인 공공기관 기관장의 특성변수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기관장 특성

․출신배경

․출신지역

․나이

․교육수준
경영성과

․기관 경영평가

결과
통제변수 조절변수

기관 특성

․기관 나이

․총 인원

․평균보수

․LN(총 자산)

법적 기관유형

․공기업(공기업Ⅰ, 공기업Ⅱ)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 각각의 특성이 공

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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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앞 장의 이론적 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관장의 특성에 따른 경

영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장 특성을 출신배경, 출신지역, 나이, 교육수준으로 분류하여 경영

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1-1. 기관장의 출신배경이 정치권일수록 경영평가 점수에 긍

정적(Positive)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장의 출신유형을 정치권, 관료, 외부전문가, 내부승진자로 구분하

여 이러한 출신배경이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

인해 보고자 한다.

가설 1-2. 기관장의 출신지역이 정권과 유사할수록 경영평가 점수

에 긍정적(Positive)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당 연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출신지역을 비교

하여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가설 1-3. 기관장의 나이가 젊을수록 경영평가 점수에 긍정적

(Positive)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임 당시 기관장의 나이가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

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가설 1-4. 기관장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점수에 긍정적

(Positive)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장의 학력을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관장의 교육수준이 기

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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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기관장의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의 관계는 기관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자체 수입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과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 이러한 법적 기관유형이 경영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가설 2-1. 공기업Ⅰ 유형에서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점수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총 자산이 크고 자체 수입액이 많은 시장형 공기업인 공기업Ⅰ에 속해

있는 기관들의 기관장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2-2. 공기업Ⅱ 유형에서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점수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총 자산, 자체 수입액이 공기업Ⅰ보다는 작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공기

업Ⅱ에 속해있는 기관들의 기관장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알

아보고자 한다.

가설 2-3 기금관리형 유형에서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점수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의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받아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금관리형에

속해 있는 기관들의 기관장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 한다.

가설 2-4. 위탁집행형 유형에서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점수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 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고 관리하는 위탁집행형에 속해 있는 기

관들의 기관장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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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의 6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로, 경영평가 결과는 계량의 정

량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비계량의 정성적인 평가 결과까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평가결과가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부 경영평가 등급은 S부터 A∼E까지 등 총 6단계 등급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각 등급에 대해 S등급과 A등급은 5점,

B등급은 4점, C등급은 3점, D등급은 2점, E등급은 1점으로 산정을 하였

다.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최종적인 성과가 경영평가 결과로 나타

나기 때문에 경영평가 결과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한 것이다.

2. 독립변수

1) 기관장 출신배경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기관장 특성 요인 중 하나로 기관장 출신배경을

선정한 이유는 기관장의 출신배경에 따라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

상 공공기관과 기간 선정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출신배경은 기관장으로 임용

되기 직전의 경력이나 주요 경력을 기준으로 정치인 출신, 관료 출신, 외

부전문가 출신, 내부승진자 출신으로 구분하였다.

정치인 출신은 정당인으로서 국회의원, 선출직 출마경험 및 정당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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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정치인 출신 기관장은 업무의 전문성보다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외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

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관료 출신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가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기관장 임용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관료 출신 기관장은 정치인 출신 기관장처럼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원만한 업무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중앙정부에서 재직한 경우라면 기관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조직 관리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전문가 출신은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학교수, 전

문연구원도 포함하였다. 민간 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날 것이며, 관련 분야에서의 꾸준한 지식 습득과 연구를

통해 축적해 온 전문성과 노하우 또한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이상적인 기관장 출신배경으

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내

부승진자 출신은 해당 공공기관 출신자가 최고경영자로 임명된 사람을

지칭한다. 내부승진자는 해당 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내

부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에게 ‘나도 우리 기관의 최고경영

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동기부여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2) 기관장 출신지역

기관장 출신 지역은 해당 연도 대통령 출신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

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역대 기관장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대통령과 같은

지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

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포항에서 보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

구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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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기간이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해당되며, 대통령의 출신지역을 영남으로 한정하고 이와 같은 출신지역

의 기관장이 속한 기관과 아닌 기관과의 경영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정실

임용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3) 기관장 나이

기업의 전략과 성과는 최고경영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

영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많은 경영자들은 변화와 혁신

을 회피하고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젊은 경영자

들은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강하다(Child, 1974;

Alutto&Hrebiniak, 1975; Grimm&Smith, 1991).

최고경영자의 나이는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

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Bantel&Jackson, 1989)고 하였다.

보수와 진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나이가 있는 기관장은 보

수 성향, 젊은 기관장은 진보 성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연 이러한 성

향이 경영평가 결과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4) 기관장 교육수준

최고 경영자의 교육수준이 전략유형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를 보임으

로써 경영자 특성 중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송경

수․정동섭, 1998).

교육수준이 높으면 정석대로 진행되는 전략에 대한 수립과 실행은 우

수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그렇지 않은 때

보다 반드시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기관의

경영성과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

육수준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와의 상관성 여부를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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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1) 기관의 나이

공공기관의 나이는 그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성과를 지속

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조직의 경

영성과와도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Quinn and Cameron(1983)은 조직의 수명주기는 창업, 집단공동체, 공

식화, 정교화의 4단계로 각각의 단계에는 위기를 동반하게 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였을 때만이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의 진행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의 성장은 멈추고 도태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기관의 역사가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사물인터넷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경제 혁신을 가져온다는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첨단 IT 산업이 달리고 있는 요즘에 위와 같은 이

론이 모든 조직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통적으

로 조직의 나이는 경영성과와는 어느 정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에 기관 나이가 미치는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2) 총 인원

권민정․윤성식(1999)은 정부투자기관의 정원 규모가 경영평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강제상․류상원

(2008)은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수와 경영평가 결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반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관의 총 인원이 많다는 것은 수행

해야 할 업무가 많고 조직 규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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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제로화 등 정규직과 비

정규직에 대한 논의가 가장 큰 이슈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정원

을 고려한 정규직 인원만을 조직의 총 인원으로 활용하였다.

3) 평균보수

Berman(2010)은 급여의 총액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사기 수준이 다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구성원들은 매너

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동기부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

였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기관들보다 비록 보수가 낮을지언정 기관장의

뛰어난 리더십과 직원들의 열정적인 마인드 등 다른 요인들로 인하여 조

직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균보수가 높은 조직의 경우에는 우수한 인재를

보다 많이 영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균보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평균보수란 정

규직 직원에 대한 연도별 보수지급액(기본급, 실적수당, 고정수당, 급여

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상여금, 기타 성과금 등)을 나타낸 것이다.

4) 총 자산

총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을 일컫는 것으로 자본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증가하게 되고 자산은 부채조달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 있는 맹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출액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인 총자산회전

율 또는 총 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인 충자산이익률(ROA)

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주요수단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고유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매출액

이나 당기순이익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관의 총 자산을

로그로 변환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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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절변수

법률적 기준에 따른 기관유형은 공운법에서 분류한 유형에 따라 시장

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기관별 특성은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특성이 어떠

한 방식으로든지 기관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

기 때문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공기업Ⅰ, 준시장형 공기업은 공기업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위탁집

행형으로 정의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6]은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산정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구분 산정방법

종속
변수

경영평가
결과

S, A등급(5), B등급(4), C등급(3), D등급(2), E등급(1)

독립
변수

출신배경 정치권, 관료, 외부전문가, 내부승진자

출신지역 영남(정권), 그 외 지역(비정권)

나이 기관장 재임 당시 나이{(해당연도 – 출생연도) + 1}

교육수준 학사, 석사, 박사

통제
변수

기관나이 (해당연도 – 기관설립연도) + 1

총 인원 총 임직원수(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평균보수 당해 직원 평균보수액(단위 : 백만원)

총 자산 ln(총 자산액)(단위 : 억원)

연도 2011년 ~ 2015년

조절
변수

기관유형 공기업Ⅰ, 공기업Ⅱ,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표 6] 변수들과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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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61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공공

기관의 기관장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독립변수

로는 기관장의 출신배경, 지역, 나이, 교육수준을 사용하였고 기관 나이,

총 인원, 평균보수, 총 자산을 통제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기관유형을 조절

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로는 기관 경영평가 등급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양

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연도별 경영평가

등급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를 기

초로 하였으며, 일부 유형별 기관구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경영평가 상세

보고서 자료를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All Public Information in One, Alio)에 공시되어 있는 기관 설립

연도, 총 인원, 평균보수, 총 자산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기관장 특성에 관한 자료는 네이버 인물검색, 조인스 인물정보, 인터넷

기사 및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 각종 관련 문헌조사에 의하여 수

집을 하여 정리를 하였다.

2. 분석방법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알리오에서 수집한

기관 특성 자료, 그리고 기관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기관장

특성을 바탕으로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한 개의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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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 : 경영평가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을 S, A = 5점, B =

4점, C = 3점, D = 4점, E = 1점으로 환산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의 평균은

3.52점으로 B등급과 C등급의 중간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다.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2011년 평균이 3.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2013년 평균이 가장 낮은 2.93점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는 오히려 평균 점수가 3.62점으로 전

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렇듯 경영평가제도의 변화, 정권의

특성, 역사적 큰 사건 등은 시간고정효과를 통제하여 문제를 해결하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단위 : 점)

[그림 2]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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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적 기관유형별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공기

업Ⅰ이 3.52점, 공기업 Ⅱ가 3.23점, 기금관리형이 3.66점 그리고 위탁집

행형이 3.75점으로 자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 오

히려 준정부기관보다 경영평가 평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위 : 점)

[그림 3] 법적 기관유형별 경영평가 결과

2. 독립변수 : 기관장 특성

1) 출신배경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공공기관의 기관장 특성 중에서 가장 핵심적

연구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장 출신배경별 분포를 법적 기관유형별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공공기관 전체를 놓고 보면 관피아라는 신조어를 대표할 수 있는 관료

출신 기관장 비율이 4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치권 출신

21.8%, 외부전문가 출신 20.1%, 내부승진자 12.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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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형 공기업(공기업Ⅰ)에서는 외부전문가 출신 비중(38.0%)

이 가장 높은 수준을 점하고 있으며, 공기업(공기업Ⅰ, 공기업Ⅱ)에서는

내부승진자 출신 비중(20.1%)이 준정부기관의 내부승진자 출신 비중

(4.5%)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점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기관장의 경우에는 관료 출신 비

중(기금관리형 50.0%, 위탁집행형 47.7%)이 내부전문가 출신(기금관리형

1.2%, 위탁집행형 7.7%) 비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기타 사항으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외부전문가(9.5%)와 내부승

진자(1.2%) 출신 기관장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공기업 Ⅱ와 기금관리

형이 관료출신의 기관장 비율이 각각 48.4%, 50.0%로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구 분 정치권 관료
외부
전문가

내부
승진자

총 계

공기업
Ⅰ

빈도 5 16 19 10 50

비율 10.0 32.0 38.0 20.0 100.0

공기업
Ⅱ

빈도 14 46 15 20 95

비율 14.7 48.4 15.8 21.1 100.0

기금
관리형

빈도 33 42 8 1 84

비율 39.3 50.0 9.5 1.2 100.0

위탁
집행형

빈도 12 31 17 5 65

비율 18.5 47.7 26.2 7.7 100.0

총 계
빈도 64 135 59 36 294

비율 21.8 45.9 20.1 12.2 100.0

[표 7] 기관장 출신배경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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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신지역

다음으로 기관장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그 당시 대통령과 유사한 영남

권 출신 기관장이 113명(38.4%)으로 서울 지역 출신인 37명(12.6%)에 비

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 연고에 대한 국민

들의 믿음을 묵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다.

기관장의 출신배경이 정치권인 경우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정

권과 유사한 지역의 기관장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정권 지역 비정권 지역 총 계

출신
배경

정치권
빈도 27 37 64

비율 42.2 57.8 100.0

관료
빈도 53 82 135

비율 39.3 60.7 100.0

외부
전문가

빈도 22 37 59

비율 37.3 62.7 100.0

내부
승진자

빈도 11 25 36

비율 30.6 69.4 100.0

법적
기관
유형

공기업Ⅰ
빈도 12 38 50

비율 24.0 76.0 100.0

공기업Ⅱ
빈도 39 56 95

비율 41.1 58.9 100.0

기금
관리형

빈도 39 45 84

비율 46.4 53.6 100.0

위탁
집행형

빈도 23 42 65

비율 35.4 64.6 100.0

총 계
빈도 113 181 294

비율 38.4 61.6 100.0

[표 8] 기관장 출신지역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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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이

기관장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0대가 57.8%의 비중으로 가장 높

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관장으로서는 다소 젊다고 여겨지는 50대

도 35.7%로 생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70대는 6.5%로 가장 적

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8세이며 기관장 재직 당시 최연소자는 51세

이고 최고령자는 74세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임당시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 분 50대 60대 70대 총 계

출신
배경

정치권
빈도 13 37 14 64

비율 20.3 57.8 21.9 100.0

관료
빈도 75 60 0 135

비율 55.6 44.4 0.0 100.0

외부
전문가

빈도 8 46 5 59

비율 13.6 78.0 8.5 100.0

내부
승진자

빈도 9 27 0 36

비율 25.0 75.0 0.0 100.0

법적
기관
유형

공기업Ⅰ
빈도 11 36 3 50

비율 22.0 72.0 6.0 100.0

공기업Ⅱ
빈도 28 57 10 95

비율 29.5 60.0 10.5 100.0

기금
관리형

빈도 32 48 4 84

비율 38.1 57.1 4.8 100.0

위탁
집행형

빈도 34 29 2 65

비율 52.3 44.6 3.1 100.0

총 계
빈도 105 170 19 294

비율 35.7 57.8 6.5 100.0

[표 9] 기관장 나이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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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수준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교육 수준을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살펴보

았다. 고등학교 출신이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기관장은 존재하지 않

았으며 박사출신의 기관장이 132명(44.9%)으로 거의 절반 수준에 다다른

점을 보거나 뒤이어 석사(31.0%), 학사(24.1%) 출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기관장 임용 시 학력 수준이 간과할 수 없는 특성 중

하나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관료와 외부전문가 출신, 공기업Ⅰ과

기금관리형에서 기관장의 박사 학위 취득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학사 석사 박사 총 계

출신
배경

정치권
빈도 22 20 22 64
비율 34.4 31.3 34.4 100.0

관료
빈도 25 40 70 135
비율 18.5 29.6 51.9 100.0

외부
전문가

빈도 11 12 36 59
비율 18.6 20.3 61.0 100.0

내부
승진자

빈도 13 19 4 36
비율 36.1 52.8 11.1 100.0

법적
기관
유형

공기업Ⅰ
빈도 11 13 26 50
비율 22.0 26.0 52.0 100.0

공기업Ⅱ
빈도 18 47 30 95
비율 18.9 49.5 31.6 100.0

기금
관리형

빈도 19 19 46 84
비율 22.6 22.6 54.8 100.0

위탁
집행형

빈도 23 12 30 65
비율 35.4 18.5 46.2 100.0

총 계
빈도 71 91 132 294

비율 24.1 31.0 44.9 100.0

[표 10] 기관장 교육수준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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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독립변수인 기관장 특성 요인으로 정의되어 있는 출신배경,

출신지역, 나이, 교육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요약자료는 [표 11]과 같다.

구 분 빈 도 비 율

출신배경

정치권 64 21.8

관료 135 45.9

외부전문가 59 20.1

내부승진자 36 12.2

출신지역
영남권 113 38.4

그 외 지역 181 61.6

나이(연령별)

50대 105 35.7

60대 170 57.8

70대 19 6.5

교육수준

학사 71 24.1

석사 91 31.0

박사 132 44.9

[표 11] 기관장 특성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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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 기관 특성

1) 기관 나이

[표 12]에서 기관 평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기관의 나이를 살펴

보면 전체 평균은 27.88년이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2년과 67년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 중에서는 기금관리형이 29.68년으로 역사가 가장 오

래되었고 반면 위탁집행형은 26.77년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5년 기준, 한국마사회가 67년의 역사로 가장 오래된 기관으로 나타

났고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통합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역사가 가장 짧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기 시작한

분야들이 하나둘씩 뒤늦게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공기업Ⅰ 50 3.0 55.0 28.10 16.5026

공기업Ⅱ 95 2.0 67.0 26.94 21.2221

기금관리형 84 2.0 62.0 29.68 15.2103

위탁집행형 65 3.0 54.0 26.77 12.4383

총 계 294 2.0 67.0 27.88 17.0547

[표 12] 기관 나이

(단위 : 년)

2) 총 인원

공공기관 전체로 보면 총 인원의 평균은 2754.77명이고 공기업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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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16명, 공기업Ⅱ는 1467.06명, 기금관리형은 2514.83명, 위탁집행형은

1511.95명으로 공기업Ⅰ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이에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업Ⅱ에 속해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

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의 총 인원이 대부분 200명 이

하로 구성되어 공기업Ⅱ의 전체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대상 기관 중 최대인원은 한국철도공사로 27,981명이고 최소인원

인 71명은 울산항만공사이다.

연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공기업Ⅰ 50 915 27,981 7,220.16 8767.4659

공기업Ⅱ 95 71 11,153 1,467.06 2148.2967

기금관리형 84 571 12,857 2,514.83 2861.6527

위탁집행형 65 187 5,933 1,511.95 1671.1069

총 계 294 71 27,981 2,754.77 4643.8138

[표 13] 총 인원

(단위 : 명)

3) 평균보수

공공기관 평균보수액의 경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속해있는 한국

무역보험공사가 88,660백만원으로 최댓값을 기록하였고, 국립공원관리공

단이 42,478백만원으로 최저금액을 기록하였다.

공공기관 전체 평균은 68,427.03백만원이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57,903.74백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공기업Ⅱ가 73,663.61백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기업 전체 평균이 준정부기관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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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공기업Ⅰ 50 60,148 85,888 72,814.10 6250.3432

공기업Ⅱ 95 48,238 88,028 73,663.61 9434.7460

기금관리형 84 42,478 76,562 57,903.74 7862.8786

위탁집행형 65 47,826 88,660 70,998.23 10736.4888

총 계 294 42,478 88,660 68,427.03 11098.3431

[표 14] 평균보수

(단위 : 백만원)

4) 총 자산

조직의 규모를 나타내는 총 자산에서는 공공기관의 평균이 13,687억원

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업의 평균 자산은 28,313억원, 준정부기관은 6,731

억원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기관 중 가장 높은 총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한

국전력공사로 175,257억원이며, 최소 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16억

원으로 거의 10,000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정책의 방향이나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아 총 자산이 증가하지만 해당기관의 성과와 상관없이 총

자산이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향상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관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개 총자산회전율, 총자산이익률,

또는 자기자본회전율을 사용하는데 고유사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매출액 산출이 불가능하여 총 자산액을 로그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석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



- 53 -

구 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공기
업Ⅰ

총 자산 50 3,497 175,257 50,857.40 58,319.94

LN(총자산) 50 15.07 18.98 17.06 1.25

공기
업Ⅱ

총 자산 95 110 49,484 5,768.41 9,856.56

LN(총자산) 95 11.60 17.72 14.72 1.36

기금
관리형

총 자산 84 16 31,743 3,056.36 6,553.73

LN(총자산) 84 9.69 17.27 12.91 1.99

위탁
집행형

총 자산 65 247 89,609 10,406.94 15,350.32

LN(총자산) 65 12.42 18.31 15.33 1.40

총 계
총 자산 294 16 175,257 13,687.23 30,894.19

LN(총자산) 294 9.69 18.98 14.74 2.09

[표 15] 총 자산

(단위 : 억원)

본 연구의 통제변수인 공공기관의 나이, 총 인원, 평균보수, 총 자산

관련 기술통계량은 [표 16]과 같다.

구 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기관나이 294 2 67 27.88 17.3657

총 인원 294 71 27,981 2,754.77 4644.8138

평균보수 294 42,478 88,660 68,427.03 11098.3431

총 자산 294 16 175,257 13,687.23 30,895.2

LN(총 자산) 294 9.69 18.98 14.74 2.08572

[표 16] 기관 특성

(단위 : 년, 명, 백만원,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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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관계와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

보고 회귀모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이란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선형 관계의 방향과 크기를 추정과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

으로 상관되는 인자가 서로 어느 정도의 규칙성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수

치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회귀분석에 앞서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한 분석을

하였는데 일부 변수들에서 Pearson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수들은 거의 나

타나지 않았다.

[표 17]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기관장
나이

기관
나이

기관
인원

평균보수
(백만원)

LN
(총 자산)

기관장나이 1

기관나이 .012 1

총 인원 .087 -.071 1

평균보수(백만원) .116* -.013 -.069 1

LN(총 자산) .127* -.196** .372** .530** 1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표 17]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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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P<0.05에서 기관장 나이와 평균보수는

.116, 기관장 나이와 총 자산은 .127로 상관관계가 존재는 하지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에서 기관나이와 총 자산 간에 -.196의 부적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P<0.01에서 기관인원과 총 자산은 .372로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평균보수와 총 자산에서는 .530이라는 비교적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평균보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총 자산도 많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상관분석에서 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더라

도 다중공선성이 높으면 설명력이 낮은 것처럼 보이고 이 변수와 상관관

계가 높은 다른 변수는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적절한 회귀분석을 위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종속변수인 경영평가 결과에서 모든 독립

변수의 공차한계가 0.25에서 0.89사이로 0.1보다도 훨씬 크고, 분산팽창계

수(VIF) 값 또한 1.12에서 4.06사이로 10보다도 훨씬 작기 때문에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적인 가정을 놓고 보면,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분산분석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은 종속변수의 전체 변산성 혹은 총 개

인차에서 독립변수에 의해 초래되거나 설명되는 부문과 나머지 개인차를

분리하여 연구자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먼저 자료의 목적에 맞도록 수학적으로 요약을 하고 요약된 자료를 이

용하여 모집단의 상태에 대한 가설 검정 혹은 통계적 추론을 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주형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관장 특성 변수인 출신배

경, 출신지역, 교육수준 그리고 기관 특성 중 하나인 법적 기관유형을 분

석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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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신배경

구 분 N
경영평가
환산점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치권 64 3.48 .9084 .1135 3.257 3.711

관료 135 3.56 1.0836 .0933 3.371 3.740

외부전문가 59 3.64 .9607 .1251 3.394 3.894

내부승진자 36 3.22 1.0983 .1831 2.851 3.594

총계 294 3.52 1.0276 .0599 3.399 3.635

[표 18] 출신배경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

<기술통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간 4.350 3 1.450 1.378 .250

그룹 내 305.065 290 1.052

총계 309.415 293

<분산분석>

<다중비교>

(I)
출신배경

(J)
출신배경

평균
차이(I-J)

표준
오차

유의
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치권
관료 -.0712 .1557 .968 -.473 .331

외부전문가 -.1597 .1851 .824 -.638 .319
내부승진자 .2622 .2137 .610 -.290 .814

관료
정치권 .0712 .1557 .968 -.331 .473
외부전문가 -.0885 .1601 .946 -.502 .325
내부승진자 .3333 .1924 .309 -.164 .830

외부
전문가

정치권 .1597 .1851 .824 -.319 .638
관료 .0885 .1601 .946 -.325 .502

내부승진자 .4218 .2169 .212 -.139 .982

내부
승진자

정치권 -.2622 .2137 .610 -.814 .290
관료 -.3333 .1924 .309 -.830 .164

외부전문가 -.4218 .2169 .212 -.982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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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아 공공기관의 기관장 출신배경은 관료 출신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외부전문가

출신의 기관장이 3.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료, 정치권, 내부승

진자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업무나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

로 생각되었던 내부승진자 출신의 기관장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체계적 분산을 의미하는 그룹 간 분산과 오차분산을 의미하는 그룹 내

분산 자료를 볼 수 있는데, F값이 1.378이고 유의확률이 .250으로 p>.001

이므로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수용되어 출신배경에 따

른 경영평가 결과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도출되

었다. 다중비교에서도 출신배경 간 평균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공공기관 유형별로 경영평

가 결과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19] ~ [표 22]와 같다.

구 분 N
경영평가
환산점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공기업Ⅰ 5 4.00 1.4142 .6325 2.244 5.756

공기업Ⅱ 14 2.93 .9169 .2450 2.399 3.458

기금관리형 33 3.46 .7111 .1238 3.202 3.707

위탁집행형 12 4.00 .8528 .2462 3.458 4.542

총계 64 3.48 .9084 .1135 3.257 3.711

[표 19]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정치권)

<기술통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간 8.874 3 2.958 4.117 .010

그룹 내 43.110 60 .719

총계 51.984 63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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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출신 기관장의 전체 평균이 3.48점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업Ⅰ과

위탁집행형에서 4.00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공기

업Ⅱ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2.93점을 기록하였다. F값이 4.117이고 유의

확률이 .010으로 정치권 출신의 기관장과 법적 기관유형에 따른 경영평

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0]은 관료 출신의 기관장에 대한 자료이며, 관료 출신 기관장의

전체 평균 점수는 3.56점이며, 위탁집행형에서 3.84점으로 가장 높은 평

균 점수를 보이고 있고 정치권 출신 기관장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기업Ⅱ

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3.13점을 기록하였다.

F값이 3.966이고 유의확률이 .010으로 관료 출신의 기관장과 법적 기

관유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도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N
경영평가
환산점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공기업Ⅰ 16 3.63 1.0878 .2720 3.045 4.205

공기업Ⅱ 46 3.13 1.3268 .1956 2.736 3.524

기금관리형 42 3.79 .8421 .1299 3.523 4.048

위탁집행형 31 3.84 .7788 .1399 3.553 4.124

총계 135 3.56 1.0836 .0933 3.371 3.740

[표 20]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관료)

<기술통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간 13.101 3 4.367 3.966 .010

그룹 내 144.232 131 1.101

총계 157.333 134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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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은 외부전문가 출신 기관장의 경영평가 결과자료로 전체 평균

은 3.64점이며, 공기업Ⅱ에서 3.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탁집행형

이 3.5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네 가지의 기관 유형별 평균 점수와 전체 평균과의 차이,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자료 값들이 평균 근처에 가장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값이 .130이고 유의확률이 .942로 외부전문가 출신의 기관장과 법적

기관유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와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구 분 N
경영평가
환산점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공기업Ⅰ 19 3.68 1.2043 .2763 3.104 4.265

공기업Ⅱ 15 3.73 .9612 .2482 3.201 4.266

기금관리형 8 3.63 .9161 .3239 2.859 4.391

위탁집행형 17 3.53 .7174 .1740 3.161 3.898

총계 59 3.64 .9607 .1251 3.394 3.894

[표 21]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외부전문가)

<기술통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간 .377 3 .126 .130 .942

그룹 내 53.149 55 .966

총계 53.525 58

<분산분석>

마지막으로 [표 22]는 내부승진자 출신의 분석 자료로 평균 점수는

3.2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례 수가 1개인 기금관리형에서 5.00점

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기업Ⅰ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2.80점을 기록하였고

공기업Ⅱ와 위탁집행형은 3.30점과 3.40점으로 비슷한 점수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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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값이 1.506이고 유의확률이 .232로 내부승진자 출신의 기관장 역시

법적 기관유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와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구 분 N
경영평가
환산점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공기업Ⅰ 10 2.80 1.5492 .4899 1.692 3.908

공기업Ⅱ 20 3.30 .8645 .1933 2.895 3.705

기금관리형 1 5.00 . . . .

위탁집행형 5 3.40 .5477 .2449 2.720 4.080

총계 36 3.22 1.0983 .1831 2.851 3.594

[표 22]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내부승진자)

<기술통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간 5.222 3 1.741 1.506 .232

그룹 내 37.000 32 1.156

총계 42.222 35

<분산분석>

2) 출신지역

기관장 출신지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재임 당시 정권과 유사한 영남권

출신의 기관장 재임 시에 3.63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비 정권 지역 출신의 기관장 재임 시에는 3.45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출신지역별 통계자료의 F값은 2.162이고 유의수준은 .1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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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경영평가
환산점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권 지역 113 3.63 .9561 .0899 3.450 3.807

비정권 지역 181 3.45 1.0665 .0793 3.291 3.604

총계 294 3.52 1.0276 .0599 3.399 3.635

[표 23] 출신지역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

<기술통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간 2.274 1 2.274 2.162 .143

그룹 내 307.141 292 1.052

총계 309.415 293

<분산분석>

3) 교육수준

기관장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결과를 살펴보았다.

박사 출신의 기관장이 재임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점수가 나타날 것

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석사 출신의 기관장 경영평가 평균이

3.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학사 출신의 기관장 경영평가

평균이 3.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박사 출신의 기관장 평균은 전체

평균과 동일한 3.52점을 기록하였다.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수준별 평균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아

서 기관장이 어떠한 학위를 취득하였는지는 경영평가 결과에 별다른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이 .172이고 유의수준 .842로 이 변수 역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

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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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경영평가
환산점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학사 71 3.47 1.0533 .1250 3.215 3.714

석사 91 3.56 1.0023 .1051 3.352 3.769

박사 132 3.52 1.0374 .0903 3.337 3.694

총계 294 3.52 1.0276 .0599 3.399 3.635

[표 24] 교육수준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

<기술통계>

기관 평가 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간 .366 2 .183 .172 .842

그룹 내 309.049 291 1.062

총계 309.415 293

<분산분석>

4) 법적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기관에서 경영평가 평균 점수가 3.75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기금관리형(3.66점), 공기업Ⅰ(3.52점), 공기업Ⅱ(3.23점)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기업Ⅱ는 전체 평균인 3.52점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공기업Ⅱ에 속해있는 A공사와 B공사가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 무리

한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각각 2년, 3년 동안 E등급을 받아 공기업Ⅱ 평

균 점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자체 수입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

적 성격이 강한 공기업이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준정부기관에 비

해 경영평가 결과가 낮은 이유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직접적

인 영향력을 가진 기관일수록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인데, 이는 기관

의 경영평가 결과에는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이 4.233이고 유의수준 .006으로 그룹 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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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경영평가
환산점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공기업Ⅰ 50 3.52 1.2816 .1812 3.156 3.884

공기업Ⅱ 95 3.23 1.1435 .1173 2.999 3.465

기금관리형 84 3.66 .8139 .0888 3.478 3.831

위탁집행형 65 3.75 .7712 .0957 3.563 3.945

총계 294 3.52 1.0276 .0599 3.399 3.635

[표 25]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결과 평균 비교

<기술통계>

기관 평가 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간 12.980 3 4.327 4.233 .006

그룹 내 296.435 290 1.022

총계 309.415 293

<분산분석>

<다중비교>

(I)
기관유형

(J)
기관유형

평균
차이(I-J)

표준
오차

유의
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공기업Ⅰ

공기업Ⅱ .2884 .1766 .362 -.168 .745

기금관리형 -.1348 .1806 .878 -.601 .332

위탁관리형 -.2338 .1902 .609 -.725 .258

공기업Ⅱ

공기업Ⅰ -.2884 .1766 .362 -.745 .168

기금관리형 -.4232* .1514 .028 -.814 -.032

위탁관리형 -.5223* .1627 .008 -.943 -.102

기금
관리형

공기업Ⅰ .1348 .1806 .878 -.332 .601

공기업Ⅱ .4232* .1514 .028 .032 .814

위탁관리형 -.0991 .1670 .934 -.531 .332

위탁
집행형

공기업Ⅰ .2338 .1902 .609 -.258 .725

공기업Ⅱ .5223* .1627 .008 .102 .943

기금관리형 .0991 .1670 .934 -.332 .531
*. 평균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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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중회귀분석

이번 절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은 변수 간 상관의 내용을 조사하여 수학적인 함수 형태로 표시하는 회

귀 분석의 일종으로 종속변수는 하나이고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관계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1. 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중회귀모형을 설정

하였다.

Y(경영평가 결과) = α + β1출신배경1 + β2출신배경2 + β3출신배경3

+ β4출신지역 + β5기관장나이 + β6교육수준1 + β7교육수준2 + β8

기관유형1 + β9기관유형2 + β10기관유형3 + β11기관나이 + β12총인

원 + β13평균보수 + β14LN(총자산) + β15연도1 + β16연도2 + β17연

도3 + β18연도4 + ε

α = 상수항, βn = 패러미터, ε = 오차항

위의 회귀식은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기관장 특성인 출신배경, 출신지

역, 나이, 교육수준과 기관유형 등의 기관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기관장 특성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는 출신배경(정치권=0), 출신지역(정

권지역=0), 교육수준(학사=0)이며, 통제변수는 기관 나이, 총인원, 평균보

수, 총 자산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2011=0)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였고 법적 기관유형(공기업Ⅰ=0)은 조절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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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1) 기관장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

공공기관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26]과 같다.

네 개의 독립변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

보는 회귀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값은 4.879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앞서 회귀식을 통한 경영평가 결과를 예측하

는 것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7]과 같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기관장 출신배경과 출신지역이 유의수준 .05에서

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기관장 나이와 학

력수준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

변수 중에서는 평균보수와 LN(총 자산)이 각각 p=.000와 p=.012로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74.890 18 4.161 4.879 .000b

잔차 234.525 275 .853

총계 309.415 293

R2(adj. R2)=.24(.19)

a. 종속 변수: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
b. 예측변수: (상수), 관료, 외부전문가, 내부승진자, 비정권, 석사, 박사, 기관장 나이, 공기업Ⅱ,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관 나이, 총 인원, 평균보수, LN(총자산), 2012~2015년

[표 26]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n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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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수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이외에도 경영평가 성과급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양(+)의 결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총

자산 역시 기관의 역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분석 결과도 이와 같이 도출되었다.

변 수
비표준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오차 공차 VIF

출신
배경

관료 .337 .162 .164 2.073 .039 .443 2.259

외부전문가 .164 .184 .064 .895 .371 .536 1.864

내부승진자 -.092 .220 -.029 -.418 .676 .557 1.794

출신
지역

비정권지역 -.234 .117 -.111 -1.999 .047 .893 1.119

기관장나이 .027 .014 .114 1.874 .062 .740 1.351

교육
수준

석사 .269 .156 .121 1.730 .085 .561 1.783

박사 .040 .147 .019 .269 .788 .540 1.851

기관
유형

공기업Ⅱ -.616 .202 -.281 -3.046 .003 .325 3.081

기금관리형 .191 .240 .084 .797 .426 .246 4.060

위탁집행형 .160 .202 .065 .793 .428 .414 2.413

기관나이 .000 .003 .003 .057 .955 .858 1.165

기관인원 6.161E-6 .000 .028 .427 .669 .650 1.539

평균보수 3.266E-5 .000 .353 4.603 .000 .469 2.131

LN(총자산) -.107 .042 -.217 -2.520 .012 .373 2.680

(상수) 1.527 1.126 1.356 .176

a. 종속 변수: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

참고 1. 더미변수인 관료(1), 외부전문가(1), 내부승진자(1)의 기준변수는 정치권(0)이다.

참고 2. 더미변수인 비정권지역(1)의 기준변수는 정권지역(0)이다.

참고 3. 더미변수인 석사(1), 박사(1)의 기준변수는 학사(0)이다.

참고 4. 더미변수인 공기업Ⅱ(1), 기금관리형(1), 위탁집행형(1)의 기준변수는 공기업Ⅰ(0)이다.

[표 27]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n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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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출신배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의한 결과(p=.039)를 도출

한 관료 출신(t=2.073)인 경우에 정치권 출신보다 경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위적이고 경직된 관료 문화가 그대

로 반영되어 조직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

하고 안정적 운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경험이 오

히려 기관 운영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외부전문가(p=.371)와 내부승진자(p=.676)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

여주지는 못하였지만 외부전문가(t=.895)는 정치권 출신보다는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내부승진자(t=-.029)는 정치권 출신보다 더 낮

은 영향력을 준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기관장 출신지역에서는 유의확률이 .047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대통령과 유사한 정권지역 출신이 비

정권지역(t=-1.999) 출신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

권 세력과 유사한 지역의 최고경영자가 기관에 재임하고 있을 경우 경영

평가에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법적 유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

기업Ⅱ에서 유의확률 .00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론이 도출되었는데, t값이 –3.046으로 공기업Ⅱ는 공기업Ⅰ보다 경영평

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

업Ⅰ 유형의 경영평가 평균이 3.52점, 공기업Ⅱ 유형은 3.23점인 통계분석

결과와 비교하여도 산술평균이 높은 기관이 낮은 기관보다는 경영평가에

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는 당연한 분석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준정부기관에 속해있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에서는 유의확률이 각

각 p=.426, p=.428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공공기관의 법적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자산규모(2조

원 이상)가 크고 자체 수입액 비율(85% 이상)이 높으며, 총 인원과 총

자산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형 공기업인 공기업Ⅰ

군이 경영평가에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획득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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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유형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

[표 27]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유

형 중에서 공기업Ⅰ이 공기업Ⅱ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관유형에 따른 독립변수들

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28]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변 수
공기업Ⅰ 공기업Ⅱ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출신
배경

관료 .748 .674 .788 .366* .415 .228 -.394 .398

외부
전문가

.542 .713 1.141 .401** .160 .341 -.882 .424*

내부
승진자

.720 .799 .759 .414 1.347 .798 -.792 .436

출신
지역

비정권
지역

-1.596 .519** -.137 .209 .123 .187 .057 .231

기관장나이 .080 .052 .019 .027 .032 .024 .005 .031

교육
수준

석사 1.173 .487* .106 .286 .292 .287 .358 .308

박사 1.612 .511** -.120 .329 .278 .236 .231 .286

기관나이 .030 .014 -.010 .006 -.001 .008 -.003 .008

총 인원 -2.351E-5 .000 -2.421E-5 .000 8.063E-5 .000 .000 .000**

평균보수 -2.325E-5 .000 4.543E-5 .000** 4.304E-5 .000** 7.737E-6 .000

LN(총 자산) -.346 .153* -.354 .118** -.152 .076** .293 .098**

상수 5.497 4.511 4.212 2.561 .484 1.608 -1.303 2.724

F Value 2.398* 3.641** 2.471* 2.494*

R-Square .717a .639a .594a .658a

a. 종속 변수 :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표 28] 기관유형에 따른 다중회귀분석(n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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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에 따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의수준 .01에서는 공

기업Ⅱ 유형이, 유의수준 .05에서는 공기업Ⅰ,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유

형에서 통계 모형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기업Ⅰ에 속하는 기관들에서는 출신지역, 교육수준 그리고 총

자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관장 출신지역이

비정권보다는 정권지역일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학사보다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는데, 오히려 총 자산이 많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공기업Ⅱ에 속하는 기관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장 출신배경 중에

서 관료와 외부전문가 출신이 정치권 출신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

인 결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직원들의 평균보수가 높을수록 경

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공기업

Ⅰ과 마찬가지로 총 자산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조금은 의아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결과에서는 평균보수가 높을수록, 총 자산은

작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는 기관장 출신배경이 외부전문

가인 경우에 정치권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더 유의한 결과를 준 것으로

분석되었고, 총 인원이 많을수록 총 자산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공기업Ⅱ와 위탁집행형 유형에서 기관장 출신배경이

경영평가 결과에 유의한 결과를 준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평균보수와 총

자산에서도 경영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결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Ⅰ은 출신지역과 교육수준, 총 자산에서, 공기업Ⅱ는 출신배경과 평균보수,

총 자산에서, 기금관리형은 평균보수, 총 자산에서, 위탁집행형은 출신배경,

총 인원, 총 자산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

기관에 대한 분석결과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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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의 검정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출신배경을 포함한 기관장의 다양한 특성이 기관 경영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기관유형에 따른 기관장 특성과 경영평

가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 특성과 기관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여 정리를 하였다.

가설 1.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장 출신배경, 출신지역, 연령, 교육수준을 기관장 특성으로 분류하

여 이러한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출신배경과

출신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설 1-1. 기관장의 출신배경이 정치권일수록 경영평가 점수에 긍

정적(Positive)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장의 출신배경을 정치권, 관료, 외부전문가, 내부승진자로 구분하

였고 권력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정치권 출신의 기관장

이 다른 출신배경을 가진 기관장보다 경영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선정하였는데 오히려 관료 출신의 기관장이 정치

권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출신인 경우는 정부부처에서 재직하였던 경험과 노하우에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여 업무와는 거의 관련성이 없고 네트워크

체계만 풍부한 정치권 출신의 기관장보다는 기관을 운영 관리하는데 좀 더

능률적이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외부전문가와 기관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고 있다고 생각되는 내부승진자 출신의 경우에는 정치권 출신과 비교하

였을 때 경영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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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기관장의 출신지역이 정권과 유사할수록 경영평가 점수

에 긍정적(Positive)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장의 출신지역을 영남권인 경우에는 정권 지역으로 서울을 포함한

그 외 지역을 비정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기관장이 그 당시 대통령 정권과 유사한 지역의 출신일수록 경

영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분석

결과 이 가설 또한 채택이 되었다. 기관장 출신지역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또한 기관장 출신지역이 정권과 유사

할수록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1-3. 기관장의 나이가 젊을수록 경영평가 점수에 긍정적

(Positive)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장 재임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나이가 젊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선정하였으나 분석결과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기관

의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가설 1-4. 기관장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점수에 긍정적

(Positive)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장의 학력을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즉 학

사보다는 석사, 박사로 갈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는 가설을 선정하였는데 분석결과 이 가설 또한 기각이 되었다.

기관장의 학습 기간이 길수록 경영평가 점수는 높을 것이고 짧을수록

경영평가 점수가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교육수준이 높다

고 하더라도 이러한 배경이 경영평가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

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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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기관장의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의 관계는 기관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네 가지 법적 기관유형 중에서 공기업Ⅰ인 경우에 공기업Ⅱ보다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연구자

는 기관장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가 기관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

타나는지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네 가지 유형 모두 통계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

설 또한 기관장 출신배경만 놓고 보았을 때는 공기업Ⅱ와 위탁집행형 유

형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설 2-1. 공기업Ⅰ 유형에서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점수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공기업Ⅰ에서는 기관장의 출신지역과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나타냈다. 기관장 출신지역이 정권지역과 유사할수록 그리고

기관장 최종학력이 학사보다는 석사, 박사인 경우에 경영평가 결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석사(p<.05)보다도 박사(p<.01)인 경우에 유

의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볼 때 학습 기간이 길수록 기관 경영평가 결과

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총 자산이 작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2-2. 공기업Ⅱ 유형에서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점수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공기업Ⅱ에서는 기관장 출신배경에서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는데 관료

와 외부전문가 출신이 정치권 출신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관료 전체 유형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관료 출신이 정치권 출신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결과를 준 것과

유사한 분석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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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에서는 기관의 평균보수가 높을수록, 총 자산은 작을수록 경

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고유사업을 가지고 있

지 않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총 자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기관에

좋은 결과를 미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가설 2-3. 기금관리형 유형에서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점수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기금관리형에서는 기관장 특성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만 통제변수 중에서 평균보수와

총 자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공기업Ⅱ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평균보수가 높을수록, 총 자산은 작을

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4. 위탁집행형 유형에서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점수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탁집행형 기관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장 출신배

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기관장 출신배경

중에서도 외부전문가 출신 기관장이 정치권 출신의 기관장보다 경영평가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는 조금 상

이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통제변수에서는 기관의 총 인원이 많을수록, 총 자산 또한 많

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총 자산에서는 같은

준정부기관 유형에 속하는 기금관리형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결과를 보

여주었다. 고유사업을 가지고 있는 위탁집행형과 가지고 있지 않은 기금

관리형이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고유사업의 유무와 총 자산

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정치권보다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전문가 출신의 기관장 재

임 시절에 경영평가 결과가 좋게 나타난 것도 눈여겨 볼만한 분석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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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은 기관장 특성과 법적 기관 유형이라는 두 가지의 대 분류로 구

분을 하였고 각각 네 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 결과를 알아보았다.

[표 29]는 이러한 연구가설을 종합하여 분석한 최종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구분 연구가설
채택

여부

가설1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채택

가설

1-1

기관장의 출신배경이 정치권일수록 경영평가 점수에

긍정적(Positive)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기관장의 출신지역이 정권과 유사할수록 경영평가 점

수에 긍정적(Positive)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3

기관장의 나이가 젊을수록 경영평가 점수에 긍정적

(Positive)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4

기관장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점수에 긍정적

(Positive)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
기관장의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의 관계는 기관유형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일부

채택

가설

2-1

공기업Ⅰ 유형에서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2

공기업Ⅱ 유형에서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

기금관리형 유형에서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4

위탁집행형 유형에서 기관장 특성이 경영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29] 연구가설 종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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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경영평가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기존에 많은 연구를

하였지만, 본 연구는 출신배경을 위주로 한 기관장 특성과 함께 법적 기

관유형이라는 기관 특성의 두 가지로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기관장 특성은 크게 출신배경, 출신지역, 나이, 교육수준으로 구

분을 하였고 출신배경은 정치권, 관료, 외부전문가, 내부승진자로 분류를

하였으며, 출신지역은 정권, 비정권으로 그리고 교육수준은 학사, 석사,

박사로 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흥

미로운 결과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기관 특성은 법적 기관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경영평가 편람

을 참고로 하여 공기업에 속하는 공기업Ⅰ, 공기업Ⅱ와 준정부기관에 속

하는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으로 구분을 하였다. 기관장의 출신배경만

살펴보면 공기업Ⅱ와 위탁집행형에서 각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였고 각각 네 개씩 총 여덟 개의 가

성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기술통

계 및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기관장의 출신배경, 출신지역, 나이,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경영

평가 결과는 종속변수로 두었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관 나이, 총 인원, 평균보수, 총 자산, 연도를 사용하

였다. 그리고 기관 유형에 따른 기관장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분석

을 위하여 법적 기관유형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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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목형으로 사용된 기관장 출신배경, 출신지역, 교육수준, 법적 기관

유형 그리고 연도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 따른 가설 검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에서의 기관장의 출신배경과 경영평가 점수는 유의미하다

는 결론이 나왔으며, 관료 출신의 기관장이 정치권 출신의 기관장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치고, 외부전문가나 내부승진자는

정치권에 비해 경영평가 결과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장 출신지역이 그 당시 정권과 유사한 지역인 영남권일수록

경영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신지역과 경

영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가설은 채택이 되었다.

셋째, 기관장의 나이와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분석에서

는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 않아서 관련된 가설은 기각되었다.

넷째, 기관장의 교육수준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 설정한 고 학력일수록 경영평가 점수가 잘 나올 것이라는 가설 또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된 가설이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법적 기관유형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계에서는 전체평균이

제일 낮은 공기업Ⅱ가 공기업Ⅰ보다 경영평가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업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의 준정부기관에서는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기관장 특성과 기관 특성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에서 관료

출신과 정권 지역 출신의 기관장이, 공기업Ⅱ보다 공기업Ⅰ 유형에서 경

영평가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및 분산 분석

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

을 하였고 이를 다양한 분석 결과들로 제시를 하였다.

하지만 기관장 출신배경과 법적 기관 유형에서의 가설채택이 부분적으

로만 이루어져 개념적 접근방법의 변화가 필요하고, 경영평가 결과 이외

에 조직성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추가적인 종속변수의

설정을 통하여 실효성 있고 효과성 있는 결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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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주제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특성과 경영성과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으로 특히 기관장의 출신배경이 경영평가 결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기관장의 임용유형, 출신배경 등이 기관의 경영성과와 어떠한 상관관계

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법적 기관유형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대상 공공기관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임용된 기

관장의 출신배경 등을 살펴보면 관료 출신의 비율이 45.9%를 차지하였

고 이에 비해 내부승진자 출신의 비율은 12.2%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 기관장의 인사에서 이른바 정실인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관

료들로 채워지는 관치인사의 폐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업무에 대한 실적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

할 수 있는 정치권의 임용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전체의 21.8%에 불

과하며 기관의 경영평가 실적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관료 출신 기관장들은 경영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결과를

주었고 내부승진을 통해 임용된 기관장들은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외부전문가 출신

의 기관장인 경우에도 업무의 전문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현재 공운법 제30조에서는 기업 경영 및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해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기관장의 자격요건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의 전문성만 강조하기 보다는 경영관

리와 비전, 전략에 대한 혁신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세밀

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신지역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출신지역과 유사한 영남권이 38.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어 어느 정도는 지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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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인사가 이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경영평가 결과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기관유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는데

회귀분석 결과만 보았을 때는 공기업Ⅰ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관 유형별로 분석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

면,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위탁집행형에서 3.70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금관리형이 3.66점, 공기업Ⅰ이 3.52점, 그리

고 공기업Ⅱ가 3.23점으로 전체 평균인 3.52점보다 0.29점이 낮게 나타났

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비교해보면 각각 3.33점과 3.70점으로 정부사

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이 자체 수익사업을 가지고 있는 공

기업보다 오히려 0.37점이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관장 특성이나 기관

특성 변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단순한 산술평균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

과로 본 연구 주제와 다소 상관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정치권 출신이 39.3%로 다른 기관유형에 비

해서 비중이 높았으며, 관료 출신 또한 기금관리형이 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외부전문가 출신은 공기업Ⅰ에서 38.0%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내부승진자는 공기업Ⅱ에서 21.1%의 비율을 보이면

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권 지역으로 분류된

영남권 출신의 기관장은 공기업Ⅱ에서 41.1%, 기금관리형에서 46.4%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비정권 지역 출신의 기관장은 공기업Ⅰ에서

76.0%, 위탁집행형에서 64.6%로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장 연령과 교육 수준은 회귀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

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60대가 57.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관장의 비율이 4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공공기관이 비효율적인 인사와 관련된 논쟁을 없애고 국민을 위한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인사가 기관의 설립목적과

업무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인물을 선정할 수 있는 분명한 판단 기준과 제

도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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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가

지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만 분석을 하였는

데 분석 기간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하여 장기간의 시계열 측정치를 이용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

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가 최근 5년간에 대해서만 자료를 공시하

고 있어서 이전의 과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자료만 공시하고 있어 폐지 또는

통합된 기관의 경우에는 통·폐합 이전 기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문제도 존재하였다. 그리고 기관의 재무성과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매출

액과 당기순이익 같은 자료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는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총자산회전율이나 총자산이익률을 산출할 수가 없었다.

경영평가 세부 지표에서 기관장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많다고 생각되

는 리더십․책임경영의 평가지표를 종속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려고 시

도하였지만 이 역시 2014년부터 경영평가 지표 체계가 변경되어 리더

십․책임경영이 기관장 평가 지표로 이동되고 기관 평가에서는 전략기획

이라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구성하여 경영평가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

매년 기관장 이행실적을 평가하던 경영계약제도도 2014년부터는 기관

장 임기 중 1회만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종속변수로 지정할 수 없

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결국 경영평가 최종 등급 결과만을 종속변수로 사

용하여 분석을 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분석에서 공공기관장의 단순한 이전 경력배경을 가지

고 출신배경을 구분한 것과 영남권이라는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정실 인

사로 구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자의적 해석이 작용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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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의 부족에 따른 풍부한 논의

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 또한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

를 하여 조그마한 노력을 모아서 큰 그릇이 된다면 공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더 나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낙하산 인

사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경영평가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히려 소위 관피아로 대두되는 관료 출

신의 인사 비중이 훨씬 높았으며,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드러남을 알 수 있었고,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몇 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개별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추가되거나 기관 임직원들에

게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풍

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향상을 위하여

기관장 임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참고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

에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현 시점에서

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동시에 제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조직구조가 다양하고 각 기관별로 업무의 특성

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종 변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 최적의 범위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기관 특성을 인원

이나 연혁, 평균보수, 총 자산 그리고 법적 유형으로 구분 하기는 하였지

만 실제 조직의 목적이나 구조, 사업 유형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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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Performance

Kang, Hey Ji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organizations are an organization that combines elements of

publicity and enterprise,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because it is responsible for supplying and producing public

goods.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separated, and monopoly management is likely to occur in the

market and protection from intense competition. And public

organizations can guarantee management efficiency through market

competition, performance measurement is ambiguous and has inherent

inefficiencies such as market failure and external effect.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ublic organizations, besides the

ability of employee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the leadership

qualities and capabilities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who plays a

leading role in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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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has made various efforts, such as strengthening

the standard of qualification for officers in the personnel system that

appoints the CEO.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controversy over

the ability to perform according to ability, since every government in

the past has been practicing ‘Nakhasan’, ‘Gwanpia’, etc.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influence of CEO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n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for 61

public organizations from 2011 to 2015.

First, the CEO’s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into the background,

the area of origin, the age, and the educational level.

In the background, the political power that can expec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alization through the political power, the

bureaucrats who have achieved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in the

related ministries, the external experts who are equipped with the

ability and expertise and an internal promoter who knows the work

and current status of the organization best.

The area of origin is divided into regime and non-regime based on

the region from the president and the level of education is divided

into bachelor, master and doctor.

Seco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s public

enterprise Ⅰ, public enterprise Ⅱ, fund managed quasi-government

agency and the trust type quasi-government agency.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bureaucrats, the

head of the regime region, and the public corporation Ⅰ supported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The bureaucratic CEO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than the CEO of the politic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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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eongnam region, which is similar to the regime reg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However,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CEO's age and education level.

In order to perform the public agency’s duties as an organization

for the public, it should be rationally promoted by establishing clear

standards and systems that enable the personnel of the head of the

agency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person for the organizational

purpose, mission and institutio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should try to have an

awareness of fair and objective evaluation by introducing efficient

evaluation method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research results are more

meaningful in suggesting the direction that the optimal range can be

realized rather than presenting the correct answer.

Keywords : Chief Executive Officer, Background, Public Agency,

Management Evaluation, Management Performance,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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