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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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발전하기 위해 스

스로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 CEO는 그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실제로 어

떤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이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CEO가 제시한 경영 목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

어 왔으며, 경영 목표가 제시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

였다.

또한 어렇게 분석된 경영목표를 다시 기업추구이념인 ‘공공성’ 과 ‘기

업성’으로 구분하므로 써 변화하는 시대속에서 공기업 CEO는 어떠한 가

치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기업을 경영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서 한국가스공사를 선정하였다. 한국가스공사

는 규모가 크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기업으로써 이해관계자가 다양하

여, ‘기업성’ 속성이 강하므로 그만큼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러므로 이러한 성격을 갖는 한국가스공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공기업 CEO의 경영목표의 변화 요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

다. 또한 공기업 CEO의 경영 목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CEO의 연설문 中 취임사와 신년사 그리고 창립기념사를 선정

하였다. CEO의 연설문, 특히 취임사와 신년사 그리고 창립기념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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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가치관과 철학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매체임과 동시에, CEO가 그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밝히는 경

영 목표가 녹아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설문을 통하여 공기업의

기업가치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변화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CEO가 연설문에서 제시한 여

러 경영 목표 중 ‘인사 및 조직관리’, ‘조직문화’, ‘제도보완’, ‘업무의욕 고

취’ 그리고 ‘노사협의’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하는 내부자원

을 관리하는 최고경영자의 목표인 ‘내부 안정 도모’ 목표가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데, 가스공사

CEO가 안정적 천연가스공급이라는 그 기업 고유의 ‘목적사업 운영’이나

‘정부 정책 이행’을 경영 목표 중 가장 우선시 할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

적인 예상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추구이념을 가스공사의 역사와 시대·정권의 변화에 따라 분

석해보면, 창립 초창기를 제외하면 ‘기업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공공

성’의 비중을 초과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가스공사 창립기나 군사정권

시대 초기에는 ‘기업성’의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1990년대 초반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가치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 변화는 가스공사를

둘러싸고 발생하였던 ‘역사적 사건’ 뿐 아니라, ‘정권의 변화’와 ‘CEO의

출신배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왔음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상장 공

기업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기업성’ 측면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 밖에

없었던 이면에는 확장성이 제한된 가스공사의 사업 영역과 외부 경영환

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사업의 특성이 존재하였

다.

본 논문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쟁을 도모할 수 밖에 없었던 동기에 대한 것이다.

역대정부는 공기업을 선진화, 민영화, 구조개편 등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공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성 강화라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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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에서의 작용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경쟁력과 효율

성 강화로 인해 공기업 본연의 업무인 ‘공공성’ 추구라는 공적목표의 비

중이 감소하였다.

시대가 변화하여 이전처럼 공기업이 단순한 정부 기능의 대행자에서

변화하여 사업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

나 지나친 ‘기업성’ 추구는 공기업 설립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기 쉽다.

따라서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을 분류하여 관

리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된 공공기관 중에서도 시장형 공기업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추구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장

공기업에 있어서는 더욱 당면한 과제 일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목표의 제시가 요

구된다. 상장 공기업의 목표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겠다. 또한 상장 공기업의 효율적인 ‘기업성’ 추구는 CEO의

자율경영이 보장 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상장 공기업의 ‘기업성’

추구가 일반 사기업에 있어서의 이윤추구와는 구분되어지는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운법’ 상에서의 ‘상장 공기

업’군에 대한 별도 관리를 통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의 제시가 요구되어

진다.

주요어 :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CEO, 경영목표, 공공성, 기업성

학 번 : 2016-2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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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1. 연구 목적

본 논문은 한국의 공기업이 추구하는 기업가치로는 ‘공공성’과 ‘기업성’

이 있는데, 시대와 역사에 따라 그리고 공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에 따라

공기업 CEO는 ‘공공성’과 ‘기업성’ 중 어느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기

업을 경영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공기업 CEO의 연설문에 제시된 경영 목

표를 분석하여 한국의 공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가치추구 변화를 파악하

고, 공기업의 사회적·역사적 배경 및 공기업이 처한 위기사항 등 사건

속에서 이러한 위기와 경영 환경변화 극복을 위한 CEO의 리더쉽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총 332개이고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수는 29만 9000여명(비정규직 제외)에 이르며, 총 자산규모가 799

조원에 이른다. 이는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국민 경제적 비중이 우리나라

국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범위 또한 넓어졌는지를 단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공적기능의 수행뿐아니라 개인기업과 같은 수준의

경쟁력을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기업이 생존·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CEO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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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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의 경

영목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공기업 CEO의 경영목표 변화의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공기업의 ‘역사적 배경’관점에서 경영목

표와 기업가치이념 변화 및 그 변화의 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자 하였다.

두 번째로는, ‘정권변화 배경’의 관점에서 볼 때 CEO의 경영목표와

기업가치이념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CEO 출신배경’의 관점에서 공기업 CEO의 경영목표와

기업가치이념 변화와 변화 요인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

본적인 연구의 프레임을 배경으로 공기업이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

하고 반응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공기업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연구이며 미래 공기업 CEO의 기업경영에

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2. 연구 필요성

최근 공기업은 ‘공공성’ 추구라는 설립동기와는 다르게, ‘공공성’과 ‘기

업성’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지향점을 추구할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 연구는 이처럼 ‘공공성’과 ‘기업성’ 사이에서 기업의 지향점이

흔들리고 모호해 질 수 있는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공기업의 역

사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의 대표적 상장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CEO의 연설문을 통하여 기업추구의 가치(공공

성, 기업성)가 CEO의 경영목표와 더불어 어떻게 강조되고 변화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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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CEO 리더십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기업은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이러한 공기업은 관료행정의 폐단인 신축성의 결여,

능률성 저하, 절차의 번잡 등을 극복하고 자율경영 체제를 확립하여 일

정범위 내에서 공기업의 장점인 능률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

립되었다. 이처럼 공기업은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의 도구로서의 기능 수

행인 ‘공공성’과 더불어 ‘기업성’의 조화 및 추구를 요구받고 있다. 공기

업에 있어서 ‘기업성’과 ‘공공성’은 상호 충돌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

시에 추구해야 하는 모호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공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영화 정책, 공공기관의 기

능조정 등 법·제도적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일부 공기

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상장이후 주

식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경

우에는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 될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소유주는 외부

로부터 경영권의 위협과 소액투자자들의 경영간섭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경영공시 의무이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를 가진

다. 현재 8개 상장 공기업들 중 다수는 처음에는 민영화 계획에 따라 상

장되었으나, 공공부문이 51% 이상의 주식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공

공기관과 동일한 운영관리체계를 적용받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장이전과도

동일한 공적기능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에 있어서의 주요 가치인 ‘공공성’과 ‘기업성’은 역사적

관점에서 뿐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도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되는 공적기

능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하는 상호 충

돌되는 양면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리더

쉽 추구 가치의 양대축을 ‘공공성’과 ‘기업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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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추가하는 가치가 공기업의 존속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변화 되었으며 그 변화의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공기업 CEO

연설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미래 우리나라 공기업이 추구

해야 하는 경영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 2 절 연구 대상과 범위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서 한국가스공사를 선정하였다.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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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분류되며, 30년이 넘는 오랜 역사속에 199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

을 뿐만 아니라 2015년 기준으로 매출 26조, 영업이익 1조 7백억, 42.3조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진 국내의 대표적인 상장 공기업이다.

이처럼 한국가스공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일반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윤추구에 대한 동기가 어느 공기업보다 강하

고, 이러한 ‘기업성’ 속성이 높은 한국가스공사는 CEO의 리더쉽이 어느

공기업보다 중요한 기업경영의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을 갖는 한국가스공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함으

로써 공기업이 그 역사속에서 공공성과 기업성 중 어떠한 가치에 비중을

가지고 CEO의 리더쉽이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맥락의 파악은 물론 이러

한 리더쉽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2.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가스공사 역대 CEO의 연설문 中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이다. 취임사는 특성상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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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주주 및 이해관계자, 그리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기업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의 글이다. 그러므로 취임사에는 당시 CEO의 경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또한 신년사는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경영 목표를

제시하는 글이며, 창립기념사는 매년 창립일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발전

을 기대하는 내용으로써 취임사 및 신년사와 더불어 CEO의 경영의지를

나타내는 연설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는 연설문 중 기업경영에 대

한 CEO의 철학과 구체적인 경영목표가 가장 잘 나타나 있어 CEO의 리

더십 변화를 확인하기에 가장 적합하므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3년의 기간이며, 가

스공사 초대 최연식 사장부터 15대 이승훈 사장까지로 한다.

자료는 ‘한국가스공사 도서관’을 방문하여 한국가스공사 30년사를 기

념하여 발간된 책자 및 한국가스공사 CEO의 연설문집(1983~1993)를 수

집하였으며, ‘가스공사 홍보팀’ 및 ‘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한국가스공사

가 발행한 사보(社報)를 수집하고 위의 분석기간 동안 재임했던 사장을

대상으로 연설문을 발췌하였다. 이와함께 가스공사의 변화의 중요시점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제2창업 및 주식시장 상장관련 CEO의 연설문을

추가 발췌하여 하였다.(단, 취임사, 신념사 및 창립기념사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총 표본 수는 약 66개이며, 이 중 취임사는 10건, 신년사는 31건이며,

창립기념사는 25건이다.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 중에서 자료를 확

보할 수 없는 기간의 연설문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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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경영목표

공기업의 기본 이념은 ‘공공성’과 ‘기업성’에 있다. 공기업은 이러한 기

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설정한다. 우

리나라의 공기업은 기본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

속적으로 공기업의 목적사업을 수정하고 경영목표를 설정한다.

공기업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본 관리 철학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는 정부와 시장의 상호작용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고 하

겠다. 따라서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지배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지며, 이러한 공기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의해서 설립되고 지배되므로 사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공적이익

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

기업의 경영목표 속에는 기업인만큼 ‘공공성’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 기준인 이윤 추구라는 ‘기업성’도 함께 추구하여야 한

다.

이처럼 공기업에서 경영목표는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상반된 기업

이념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성’과 ‘기업

성’은 그 시대의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그 경영목표에는

시대가 공기업에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기업에 있어서의 경영목표에는 사기업과 구별되는 다

음 두 가지 특징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1-1. 소유 및 경영 형태적 특징

공기업은 소유 및 경영형태면에서 사기업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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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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의 경영이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공공성의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기업성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Dimock은 공기업의

경영상의 근본문제는 어떻게 하여 경영의 자주성(manag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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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을 추구한다

는 말이다. 그러나 기업조직으로서의 조직을 존속시킬 정도의 최소한의

‘기업성’ 역시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요컨대 공기업은 공공적 책임(공공성)과 이윤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

하기 위한 존속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1-2. 조직목표의 특징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설립동기부터 다르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목표에

서 사기업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공기업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성’의 성격도 가지지만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따르는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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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갖게 된다. 이때 ‘공공성’은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공성’이란 정부가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

접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통하여 공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편, ‘공공성’과 ‘기업성’의 동시적 강조는 활동목표나 운영원리에 있

어 상호모순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기업이 ‘기업성’을 발

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한 전제조

건으로 Monsen과 Walters는 유능한 관리자의 확보, 자율성의 보장, 책

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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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

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공기업도 기업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존립해야 하는데 그

러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성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기업이 존립하는 가운데 ‘공공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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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기업은 국가가 요구하

는 일정한 목표인 ‘공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경영의 수익성 확보 및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성’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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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공기업은 국

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것이며, 기능적 측면에서도 국민

경제의 핵심적 도구인 전기, 가스, 도로, 사회복지서비스, 4대 보험 등 국

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생활에 있어 중

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등의 기관은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및 SOC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의료,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

의 개발 및 진흥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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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 기준인 이윤 추구라

는 ‘기업성’도 함께 지녀야 한다.

이윤극대화로 정의되는 ‘기업성’과 달리 ‘공공성’의 개념에는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영진(2003)은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 전체 또

는 다수에 관한 일, 권위, 정부, 전유 불가능성, 이타성을 제시하면서 이

타성과 근접한 개념인 공익의 추구를 ‘공공성’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였

다. 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간에는 아직까지

합일된 개념은 없다.(Rainey, 1997).

많은 학자들은 ‘공공성’의 내용과 개념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또

그 구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 해서 가장 사적인 문제가 공적인 문제로 되어 버리는 경

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정은 사적 영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저 출산 및 낙태문제는 공적 영역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 하면 허공에서 맴 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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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공공성(公共性)이 결국은 공공성(空空性)이 되어버리지 않나 하는

우려감까지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이 이렇게 복잡하고

방대하다고 해서 공공성(公共性)에 대한 연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인간

의 생활을 크게 나누어 보면 공공영역(public sphere)과 사적영역(private

sphere)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인간생활의 기본방향을 결정

짓는 기본 인자이기 때문이다.

2-1. 공기업에 있어서의 공공성

‘공공성’하면 그 개념과 내용이 너무 광대하고 복잡해서 한마디로 정

의하기가 어렵다. 우선 동 서양이 그 개념적 내용과 접근방법이 다르다.

또 서양에서도 그 개념이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내용을 어떤

사람은 공적 영역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적 영역이라고 한다. 예

컨대 경제학이나 행정학에서 시장을 사적 영역이라고 하다면 철학에서는

공적 영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공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광 협의

범위가 너무 크고 넓은데, ‘공공성’을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할 때에

John Rawls 같은 학자는 ‘자유스럽고 평등한 시민정신’(the reason of

free and equal citizens)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좁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공공성’을 단지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로 보고 있다.

공기업 제도는 소유주체로서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함으로

써 “이윤추구를 금지”하는 대신에 “공공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지향토

록 하며, 이를 위해 시장기구의 규율에 대신한 강력한 정치·행정적 통제

가 가해지는 제도적 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 영역의 확대에 치

중하던 공기업의 역할은 1980년대 이후 반전되어 이제는 공기업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 존재 자체에 대해서 까지도 비난받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공기업 운영의 과정에서 경제적, 재정적, 관리적 문제점들

이 심화되면서 “빈약한 성과”를 보여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Toninelli,

2000). 이처럼 공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요구는 공기업에 대한 민

영화나 구조조정 등 정부정책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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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전세계적으로 확대·확산되면서

“민영화 실폐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독과점 폐해, 고용 악화, 요금 인상 및 수급불안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공공성 투쟁이 초래 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ILO는 1999년

에 공익사업 개혁 및 민영화와 관련한 국제회의에서 “민영화와 구조조정

에 있어서 공익사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비스 질과 접근성의 악화를 방

지하기 위하여 공공적 책임성이 필수적이다. 공익사업을 민영화 하더라

도 국가는 수도, 전기, 가스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결의를 채택한바도

있다(G. 펠러스트 외, 2004:22-23). 이처럼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아니라 민영화

정책의 설계 및 집행 자체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공공성’의 문제는 공기업의 설립 및 존립을 위한 정당성의 토대를 제

공하는 가치준거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등 공기

업 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및 성과평가, 그리고 민영화 이후의 정부역할

구조의 재구축을 위한 이념적 준거로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에 있어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이는 시장실

패 현상에 대응하여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공적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

하거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적 수단 등에 따라 공적인 목적을 추구

함을 뜻한다. Robson(1962)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경제적 사회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다시말하면, 공기업에 있어 ‘공공성’이란 시장에 맡겨 둘 경

우 공급되지 않거나 과소 공급되는 순수공공재 및 준 공공재를 생산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거나 국가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

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2. 공기업에 있어서의 기업성

공기업의 ‘기업성’이란 우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사기업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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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으로서의 성격, 즉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주체로서의 성격을 말한

다(김준기, 2010). 송대희·송명희(1990)는 ‘기업성’을 적극적으로 위험에

도전하여 시장 개척 및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의미한다

고 하였다. Monsen and Walters(1983)는 공기업이 이러한 ‘기업성’을 발

휘하기 위한 전제로써 유능한 관리자가 필요하며 자율성 및 책임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 한국의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

조와 제3조에서도 공기업의 ‘기업성’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경

영과 책임경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성’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에

서와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으나, 공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업성’이

‘공공성’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이다(유훈

외, 2010).

공기업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라는 산출물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

고 생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은 더

적은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물을 얻으려는 효율성 달성을 통한 기업 활

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개념과 동일하도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공기업의 경영목표 및 비전에 있어서 민간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성

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등과 같이 경영성과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

에서도 공기업에 있어서의 ‘기업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공기업의 ‘기업성’이란 공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성격, 재화와 서비스

를 판매하는 주체로서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사기업이 추구하는 그것

과 동일한 성격이다. ‘기업성’은 구체적으로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민간부문과 같이 가격기구와 결합되어 있음을 뜻한다. 즉 순수

정부분문과 다르게 재화와 서비스를 고객에게 요금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생산비용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성’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관리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자율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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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3-1. 공기업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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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고경영자

(CEO)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기위하여 경영전반에 관한 전략적 계

획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급변하는 기

업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 하에서 최고경영자가 수립하는 경영전략은

기업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의사결정 및 목표설정의 전 과정을 통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물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고경영자는 비록 개인이지만 기업의 성패

를 좌우할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핵심적 의사결정자’이며(Ansoff, 1965),

대변인, 기업인, 문제해결자, 자원배분자, 협상가 등 기업의 성과 직결되

는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한다(Mintzberg, 1973). 이러한 최고경영자의 중

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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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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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으로 정의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비젼이나 전

략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하거나 집행하는 등의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를 통해서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전략적 리더십을 “미래를 예견하고, 비젼을 만들며, 기

업조직에 유연성을 유지시키고 또한 전략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부하들을

임파워먼트(empowerment)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전

략적 리더십이 다른 리더십과 가지는 차이점은 조직의 최고경영자로서

행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구성원에게 미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도 관

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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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의 변화를 일으키는 지에 그 주안점을

고자 한다.

3-2. 공기업 최고경영자 리더십의 중요성

어느 조직이든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리더는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결정해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 지속적으로 목표를 성취해 나가

야 한다. 리더십은 조직의 존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학

자 들이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리더

십의 개념에 관한 일반화된 정의가 없는 것은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다

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음을 나타낸다.(Howell et al, 1990)

민간기업과 공기업 최고경영자에 있어서 리더십을 비교해 보면, 우선

기업이윤을 최고의 경영목표로 하는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공기업에 있어

서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성’뿐 아니라 ‘기업

성’이라는 상반된 이념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공기업 CEO의 리더십은

민간기업에서 추구하는 이윤추구의 리더십을 뛰어넘는 공기업만의 특유

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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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기업은 정부의 통제와 감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CEO는 이러한 정부의 영향하에서도 공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사업의 운영 이외의 역할도 중요한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 관계설정이라 하겠다. 공기업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속에서 그 존재의 가치를 추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기업 CEO는 외부에서 임명될 뿐 아니라 CEO로서의 재직기

간도 한정적이라는데 있다. CEO의 이러한 출신적 배경은 내부 조직원들

의 동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공

기업의 소유주가 아닌 최고경영자로서 기업 운영에 있어서 외부의 이해

관계자 뿐 아니라 내부의 구성원으로부터도 절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높아진 국민의식 수준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이중 잣대로 공기업을 평가하고 있으며, 공기업에 대한 국민

의 관시미과 감시의 수준 그 어느때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

기업도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는 조직의 존재이유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

CEO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리더십은 리더가 지닌 특성과 행동양식과 관련이 있고, 리더의 영향력

으로 인하여 조직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조직의 변화를 통해

조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민간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 경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효율의 중

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경영을 책임지는 CEO의 책임과 역

할 역시 공공기관의 발전을 좌우한다는 판단 하에서 공공기관 CEO의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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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최고경영자의 특성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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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략 및 성과가 최고경영자에 의해 결정된다. 나이가 젊은 경영자들은 혁

신적이고 위험 감수적인 반면 나이가 많은 경영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있고 성장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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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Jackson(1989)에 의하면 나이는 변화를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수

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Alutto와 Hrebiniak(1975)도

최고경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을 회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나이가 젊은 경영자들은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Grimm & Smith, 1991 ; Guthrie & Oha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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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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Hitt & Tayler, 1991). 최고경영자의 전공이 과학이나 엔지니어링분

야 인 경우 문학이나 법학, 경영학 부문보다 전략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

을 가진다. 그리고 TMT(Top Management Team)의 다양한 학부전공은

지식기반을 넓혀서 환경이 급변할 때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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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나타낸다(Smith, 1994). 그리고 TMT는 다양한 지식기반으로 조

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Norburn과 Birley(1988)는 대학에서

인문계를 전공한 최고경영자일수록 성장산업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성과

가 높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일수록 폭넓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

였다. 특히 전문적인 경영에 대한 교육은 적절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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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의 경력은 기업의 전략 선택이나 경영성과에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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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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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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2. 연설문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연설문의 분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역대 대통령의 연설

문을 분석하는 사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

는 연구는 “연설문 문체”에 대한 연구와 “연설문 내용분석”에 대한 연구,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설문 문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

문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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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요시하며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유영준은 제 1공화국으로부터 제 3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취

임사와 기타 연설문 및 정치적사건을 통해 대통령들이 인식했던 시대상

황과 그들이 설정했던 국가목표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이승만 대통령

이 첫 번째 취임사에서 나타난 국가목표는 ‘국가건설’이며 박정희 대통령

의 초대 민선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나타난 국가목표는 ‘조국근대화’라고

하는 등 각 시대별로 처했던 정치적 상황은 무엇이며 정치지도자는 그것

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국가목표를 제시했는지 서술하고 있다. 김광

웅은 1962년부터 1983년까지 22년에 걸친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복지, 자유, 정의 등의 정치행정이념의 강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정연설문

에 나타난 복지, 사회보장과 같은 단어들이 언급된 빈도를 계산한 수치

를 제시하고 각 년도마다 상이한 연설문의 길이를 감안하여 단어의 총언

급회수 대 총연설문의 길이를 분모로 하고 복지가치의 언급횟수를 분자

로 하여 나눈 비율로서 빈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각 공화국별 복지이념

강조의 변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실증적 차원의 내

용분석 방법을 통해 행정이념의 변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의

시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세화는 김광웅의 연구를 분석틀로 삼아, 연



- 20 -

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목표를 기존의 복지가치 한 가

지에서 법과질서, 국방외교, 경제, 교육문화, 사회복지 등의 5대 분야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정책목표가 실제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에는 예산만을 살펴보았으나, 법률을 추가하

여 보다 실증적으로 연설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한편 김예지는 대통령이 아닌 기업차원의 최고경영자의 연설문을 심

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최고경영자의 심리적 낙관주의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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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최고경영자 1명을 선정하여, 그의 재임기간 동

안 연설문에 나타난 낙관주의 경향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낙관주의가 실

제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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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상

대적으로 공기업 최고경영자 및 공기업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은 소수이

다. 공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최고경영자의 출신, 배경

등의 개인적인 특성을 분석하거나, 최고경영자가 보이는 리더십을 분류

함으로써 그 리더십 스타일에 따른 효과를 연구하였다.

공기업 CEO의 연설문에 있어서의 리더십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박

세훈(2016)은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에 있어서의 역대 CEO의 연설문중

에서 취임사와 신년사를 대상으로하여 CEO의 경영목표를 목적사업, 기

업 가치제고 등 5가지 카테고리로 범주화 하여 공기업의 역사, 시대 및

정권변화, 그리고 CEO의 출신배경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CEO의 연설문

에 함유된 CEO의 리더쉽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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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한계와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관련한 선

행연구에 있어서는 리더십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연설

문에 대한 연구도 대통령의 연설문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공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공기업이 국경제

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서 볼 때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관련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관련 변수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조직의 성과 또는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이

러한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의 변화를 공기업의 이념적 특성인 ‘공

공성’과 ‘기업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둘째, 연설문 내용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로 대

통령 연설문에만 그 사례가 집중되어 있는 등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연설

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아울러 공기업 CEO의 초기

연설문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기업 설립부터의 전 기간의 역사를

역대 CEO의 연설문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주목할 점은, 공기업 CEO의 연설문을 통한 CEO의 리더십과

경영목표와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도, CEO 연설문의 분석을 통해

CEO의 경영목표의 변화를 시대별, 정권별 그리고 CEO의 출신별로 범주

화를 시도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공기업 CEO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CEO

의 리더십의 변화와 리더십 변화의 요인들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하지 못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업 CEO의 연설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대별로 CEO의 경영 목표 및 리더십의 변화와 이러한 리더십 변화 요

인을 CEO 개인적 특성만이 아닌 공기업의 전반적인 역사적 흐름 속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공기업이 처한 사회적 역할과 효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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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시대적인 요구 측면에서 볼 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는 한국가스공사 CEO의 연설문에 제시된 경영목표 분석을 통

해 한국 사회에서 공기업의 기업가치이념 즉 ‘공공성’과 ‘기업성’이 어떻

게 변화되어 왔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사

회적 배경과 역사적 사건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공기업 CEO

의 경영목표와 기업가치이념의 변화 요인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198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가스공사 CEO의 취임사, 신년

사 및 창립기념사를 수집하여, 여기에 제시된 기업의 경영목표를 8가지

카테고리로 범주화 하였고, 이렇게 범주화된 경영목표를 다시 공기업의

가치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으로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경영목표와 기업가치이념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로 ‘가스공사 역사’ 관

점, 두 번째로 ‘정권 변화’ 관점, 세 번째로 ‘CEO 출신 배경’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위기발생 시기나 경영환경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던 시점에 있어서 CEO의 위기극복 리더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권 변화’를 ‘3개의 군’으로, ‘가스공사 역사’와 ‘CEO 출신 배

경’도 각각 ‘4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각 시대별로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

목표와 기업가치이념의 변화 양상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

그림 1>은 연구의 분석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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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기업에 있어서의 경영목표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시대별, 정

권별, CEO의 출신배경별) 어떠한 형태와 특성을 나타내는가?”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공기업에 있어서의 기업가치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시대별, 정권별, CEO의 출신배경별) 어떠

한 형태와 특성을 나타내는가?”

세 번째로는, “공기업에 있어서의 역사적 경영환경 변화의 시점 과 위

기사항 발생의 시에 CEO는 ‘공공성’과 ‘기업성’에 있어서 어떠한 기업가

치를 더 강조하였는가?” 로 정의할 수 있겠다.

< 그림 1. 연구 분석 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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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대상 범주화

1-1. CEO 경영목표의 범주화

분석 대상인 한국가스공사 CEO의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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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분야로 나눈다.

① 정관에 의한 기업 고유의 ‘목적 사업 운영’

한국가스공사 정관에 의거 설립목적인 “천연가스 전국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가스수급 안정화”와 관련된 목표

-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건설/운영, 천연가스 수송 및 수

출입, 수급 안정화 등

② ‘정부 정책 이행’

정권의 주요 방침 및 정책에 따라 공기업에서 실행해야 하는 목표

- 민영화, 구조조정, 정부시책, 국민편익 증진 및 에너지복지정책 등

③ ‘재무 성과 향상’

공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성을 고려한 성과 향상관련 목표

- 가스요금 조정, 자금조달, 매출 증대(수요개발), 경제성 추구, 수익

창출, 부채 감소, 투자비절감(선별투자), M&A 등

④ 미래성장기반 확보(기업가치 제고)

CEO의 경영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기업의 성장기반 확보 와 기업 가

치 제고를 위해 실행하는 목표

- 사업영역 확대(사업다각화), 신규사업 개척, 해외 사업(자원개발),

신에너지 사업 등

⑤ ‘내부 안정 도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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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CEO의 목표

- 인사·조직관리, 조직문화(융합), 제도보완, 업무의욕 고취, 노사 관

계 등

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 당사자들이 공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의무

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려는 CEO의 경영전략적 목표

- 공공기관의 사회적 의무,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사회공헌 활동,

안전·환경·윤리·청렴경영, 고객관리, 정부 및 국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

통능력 강화, 고객만족 경영, 주주이익 보호, 주주가치 향상, 대 국민 서

비스 신뢰 개선 등

⑦ ‘기업 경쟁력제고’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

해서 CEO가 제시하는 기업의 전략적 목표

- 경영효율화(효율적 경영), 사업구조 개편, 인재개발, R&D 역량강

화, 기술고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개인 및 조직의 경쟁력 강화, 경영

혁신, 정보화, 자기계발, 전략적 제휴 등

⑧ ‘비전제시’

조직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조직원의 힘을 하나로 응집하기 위한

CEO의 경영목표

- 위기극복, 변화에 대한 대응, 비전제시, 성장전략, 조직의 각오와

노력 등

1-2. 기업추구이념 범주화(공공성과 기업성 관점에서)

8개로 범주화된 경영목표를 다시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8개의 카테고리로 범주화된

경영목표를 54개의 세부 항목으로 다시 코딩化 하였다. 또한 이들 세부

항목을 항목마다의 갖는 특성 및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성’과

‘기업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개념은 다음의 [표 1] 와 같이 정의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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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의 
추구가치

개념 경영목표 주요내용

공공성
(17)

공공
책임

목적사업 
운영(3)

천연가스 공급, 수송 및 수출, 수급안정화 

정부정책 
이행(2)

정부시책, 국민편익 및 에너지 복지 

내부안정 
도모(3)

인사·조직관리, 조직문화(융합), 제도보완

사회적 
책임(9)

공공기관의 사회적의무, 일자리창출, 동반성장, 사회공
헌 활동, 안전·환경·윤리·청렴경영, 대국민 신뢰개선 

기업성
(37)

이윤
목표

정부정책 
이행(2)

민영화, 구조조정 

재무성과 
향상(8)

요금조정, 자금조달, 수요개발, 경제성, 수익창출, 재무
구조개선(부채비율), 선별투자(투자비절감), M&A 

미래성장
기반확보(4)

사업영역확대, 신규사업개척, 해외사업(자원개발), 신에
너지

내부안정 
도모(2)

업무의욕 고취, 노사협의

사회적 
책임(5)

고객관리(고객만족), 이해관계자 소통강화, 고객만족경
영, 주주이익 보호, 주주가치 향상

기업경쟁력 
제고(11)

경영효율화, 사업구조개편, 인재개발, R&D, 기술고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개인 및 조직의 경쟁력 강화, 경
영혁신, 정보화, 자기계발, 전략적 제휴 

비전제시(5)
위기극복, 변화에 대한 대응, 비전제시, 조직의 각오와 
노력

으며, 공공성과 기업성으로의 코딩化 작업은 다음 세가지 방법으로 정의

하였다.

〈표 1. 공공성, 기업성의 개념〉

첫째, 54개의 세부항목으로 코딩화된 경영목표중 공공책임의 성격을

갖는 항목을 ‘공공성’으로 구분하였고,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특성이

강한 항목은 ‘기업성’으로 구분한다.

둘째, 그 中 ‘공공성’에 해당하는 경영목표 세부항목은 54개의 세부항

목중 17개 항목으로 구분 한다.

① ‘목적사업 운영’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수급안정 등 가스공사의 설립목적인 ‘목적사

업 운영’에 있어서의 세부항목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성’

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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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공급, 수송 및 수출, 수급안정화

② ‘정부정책 이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정부의 방침 및 정책에 따라 공기업에서 실행해야 하는 목표인 ‘정부

정책 이행’중에서 다음의 항목은 ‘공공성’으로 구분한다.

- 정부시책, 국민편익 증진 및 에너지 복지정책

③ ‘내부안정 도모’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원의 관

리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안정 도모’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윤추구라기 보

다는 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이므

로 ‘공공성’으로 구분한다.

- 인사·조직관리, 조직 문화(융합), 제도보완

④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공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의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은 공공적 함유

의 기능으로써 ‘공공성’으로 구분한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 의무, 일자리창출, 동반성장, 사회공헌 활동,

안전·환경·윤리·청렴경영, 대국민 서비스 신뢰 개선

셋째, 경영목표 세부항목중에서 ‘공공성’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37개

세부항목은 ‘기업성’으로 구분한다.

① ‘정부정책 이행’중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항목이지만 그 성격상 공기업의 효율화를 추구

하기위한 것이므로 ‘기업성’으로 구분한다.

② ‘재무성과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8개의 세부항목은 공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성’으로 구분한다.

③ ‘기업가치 제고(미래성장기반 확보)’는 기업의 외적성장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목표에 해당하므로 ‘기업성’으로 구분한

다.

- 사업영역 확대, 신규사업 개척, 해외사업(자원개발), 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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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부안정 도모’중 ‘업무의욕 고취’와 ‘노사 관계’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은 기업의 이익추구와 관련성이 깊어 ‘기업성’으로 구분한다.

⑤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중 ‘공공성’으로 분류된 항목을

제외한 다음의 5개 항목은 ‘기업성’으로 분류한다.

- 고객관리, 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고객만족, 주주이익 보호, 주주

가치 향상,

⑥ ‘경쟁력 제고’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추구

를 가져오게 되므로 ‘기업성’으로 구분한다.

- 경영효율, 사업구조개편, 인재개발, R&D, 기술고도화, 글로벌 경

쟁력 강화, 개인 및 조직의 경쟁력 강화, 경영혁신, 정보화, 자기계발, 전

략적 제휴

⑦ ‘비전제시’는 조직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조직원의 힘을 하나

로 응집하기 위한 CEO의 경영목표로써 그간 가스공사의 비전인 ‘세계일

류의 글로벌 기업’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

성’으로 구분한다.

- 위기극복, 변화에 대한 대응, 비전제시, 성장전략, 조직의 각오와

노력

1-3. 경영목표 및 기업가치이념 변화요인 범주화

경영 목표가 제시된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경영목표와

기업추구이념 변화 요인을 사회적 배경의 측면에서 ‘정권 변화’를 ‘3개의

군’으로, ‘가스공사 역사’와 ‘CEO 출신배경’을 각각 ‘4개의 군’으로 구분

하였다.

첫 째, ‘가스공사 역사’를 아래의 ‘4개의 군’으로 구분하였다.

① 공공성 강화기

1983년 8월 18일 ‘한국가스공사’가 창립된 후 ‘아현동 가스사고’가 발

생한 1994년 12월 7일 까지 기간을 ‘공공성 강화기’로 구분하였다.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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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에게 편리한

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하였는데, 가스공사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이 기간

에 ‘공공성’을 가장 강하게 추구하였기에 창립이후 아현동 가스사고 발생

시 까지의 기간을 ‘공공성 강화기’로 구분하였다.

② 기업성 강화기

1997년 외환위기는 가스공사의 경영에도 큰 어려움을 가져왔는데, 이

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가스공사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기업성’에 대한 비중의 크게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1994년 12월 7일 ‘아현동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1999년 12월

15일 주식시장 상장까지의 기간을 ‘기업성 강화기’로 구분하였다.

③ 조정기

주식시장에의 상장은 가스공사로 하여금 기존에 정부의 정책 수행기

관으로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주의 이익보호라는 ‘기업성’ 측면의 가치에

도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던 김대중, 노무

현의 민주정권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IMF이후 급증하였던 ‘기업성’은

‘공공성’ 비중과 등락을 거듭하면서 일부 조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1999

년 12월 7일 상장이후 세계금융위기 발생시까지의 기간을 기업가치이념

의 ‘조정기’로 구분하였다.

④ 평형기

2007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을 ‘평형기’로 구분하

였다. 이 기간 가스공사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재무적 위험을 극복하

고 해외사업 진출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게

되었고 조직은 점차 안정을 찾게 된다. 동시에 이기간에는 공기업의 기

업추구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 역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둘 째, ‘정권 변화’를 아래의 3개 시기로 구분하였다.

① 군부정권 시대

가스공사 창립 시기인 군사정권인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부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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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우 대통령의 재임기간까지 기간

② 민주화 시대

보수정권(군부)으로부터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 시대로의 정권이양

시기인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부터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까지 기간

③ 보수정권 시대

진보정권 시대로부터 다시 보수정권으로의 정권 이양 시기인 이명

박 대통령 이후부터 박근혜 현 정부 까지의 기간

셋 째, ‘CEO 출신 배경’을 관료, 정치 및 학계, 민간기업, 공기업 및

내부 출신’의 4개로 구분하였다. 아래의 [표 2]는 한국가스공사 역대

CEO의 출신배경과 재임기간 등을 정리한 것이다.

① 관료 출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CEO로써, 제 4대 이경식 사장, 제 5대 박청부 사장, 제 6, 7 대 한

갑수 사장, 제 9대 오강현 사장

② 정치 및 학계 출신

국회의원 또는 교수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CEO로써, 제 8대 김

명규 사장, 제 15대 이승훈 사장

③ 민간 출신

민간기업에서 임원 등으로 재임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CEO로써,

LG상사 출신의 제 10대 이수호 사장, 현대종합상사 출신의 제 11 ~ 13

대 주강수 사장

④ 공기업 및 내부 출신

공공기관에서 임원 등으로 재직하였거나 한국가스공사 임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CEO로써, 한국전력공사 출신의 제 1대 최연식 사장와 제

2, 3대 문희성 사장, 내부출신의 제 14대 장석효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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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가스공사 역대 CEO 출신배경 현황〉

구분 이름 재임기간 정권 출신 역사적사건 출신배경

1대 최연식
1983.8.16~85.03.05

(1년7개월)
전두환 공기업 창립

육사교장
한전부사장

2,3대 문희성
1985.03.06~91.03.07

(6년)
전두화
노태우

공기업 한전 부사장

4대 이경식
1991.03.08~93.02.26

(3년)
노태우 관료

경제수석비서관
체신부 차관

5대 박청부
1993.04.01~94.12.31

(1년8개월)
김영삼 관료

아 현 동 
가스사고

보건사회부차관

6,7대 한갑수
1995.01.01~00.08.07

(5년7개월)
김영삼
김대중

관료
IMF

주식상장
10대 국회의원
경제기획원차관

8대 김명규
00.09.23~03.05.22

(2년8개월)
김대중
노무현

정치인
14,15대국회의원
민주당총재특보

9대 오강현
03.09.05~05.03.31

(1년7개월)
노무현 관료

산업부 차관보
특허청장

10대 이수호
05.11.09~08.05.30

(2년7개월)
노무현
이명박

민간
세계금융
위기극복

LG상사 부사장, 
대표이사

11~
13대

주강수
08.10.2~13.05.15

(4년7개월)
이명박
박근혜

민간
해    외
자원개발

현대종합상사 전무
현대자원개발 대표이사

14대 장석효
13.07.26∼15.01

(1년4개월)
박근혜 내부

최초내부
출신CEO

자원사업본부장
통영예선 대표

15대 이승훈 15.07∼현재 박근혜 학계 서울대 교수

1-4. 범주화의 기준

우선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의 문장을 최고경영자의 ‘경영 상

황 인식’에 관한 문장과 ‘경영 목표 및 방침’에 관한 문장으로 구분한다.

그 중 경영 목표에 관한 문장은 위에서 범주화한 8개 분야 54개 세부항

목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계산하되, 문장을 분야별로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문장을 8개 경영목표 분야 54개 세부항목으로 나눌 때 문맥에

서의 내용과 주제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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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값을 부여한다.

셋째, 각 연설문의 값은 동일하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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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영역이 모호한 경우에는 연설문의 취지 및 주제와 관련시켜 연

구자의 판단에 따른다.

예를 들면, 제 6대 문희성 사장의 1989년 창립기념사를 분석함에 있어

서,

“이미 1단계 사업에서 보여준 놀라운 우리의 저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한 뜻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이며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없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는 사장의 연

설 취지로 보아 ‘조직의 각오와 노력’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8개의 경

영목표 중에서 ‘비전제시’로 분류 하였다.

다섯째, CEO의 연설문에서 CEO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제목을 다루는

문장에 대해서는 그 후단에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존재하므로 부

제목과 같은 형식의 문장은 값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제 9대 오강현 사장의 취임사에서는, “다음에는 가스공사

의 최고경영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추구할 경영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깨끗하고 투명한 정도경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청정 에너지

기업에 걸맞는 투명한 정도경영으로 임직원 여러분과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첫 번째 문장은 후단의 문장

을 도입하고자 하는 문장에 불구하고 후단의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

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첫 번째 문장은 경영목표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앞에서 제시된 ‘가스공사 역사’, ‘정권 변화’, ‘CEO 출신배경’의 범주화

도 위의 기준을 응용하여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범주화된 경영목표를 ‘공공성’과 ‘기업성’으로 다시

범주화 함으로써 기업추구이념의 변화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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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1.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CEO의 연설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1)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공기업 CEO의 연설문에 제시된 문장

을 코딩(Coding)하여 8가지의 경영 목표 분야 54개 세부항목으로 범주화

한 후, 1단계로 범주화 한 경영 목표를 가지고 다시 코딩(Coding) 작업

을 거쳐서 공기업의 가치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으로 재 범주화하는 2

단계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2단계로 범주화 된 경영목

표와 기업가치이념을 분석하여 공기업의 사회적·역사적 배경 및 공기업

이 처한 위기사항 등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CEO의

경영목표 및 기업가치이념의 변화와 다양한 변화 요인들에 대하여 연구

하는 것이므로, CEO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메시지(Message, 말

(言)씀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서 내용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다.

코딩(Coding)이란 ‘자료를 분해하거나, 개념화하거나, 새롭게 정리하는

등의 다양한 작업의 총칭’으로 ‘자료에서 이론을 구축하는 중심적인 과

정’(Strauss & Corbin)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얻어

진 코드 1단계로 정리하여 범주한 후, 이렇게 얻어진 경영목표에 다시

코드를 부여하여 2단계 코드화하는 작업을 거치는 코딩(Coding)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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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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다. 아울러 연설문 코딩(Coding)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코더(Coder)를 복수화하여 측정함으로써 코드(Code)를 일치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모집단

본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가스공사 CEO의 연설문 중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이다.

다음 〈표 3〉은 연설문 모집단 현황을 나타냈는데 CEO의 연설문 전

체가 아니라, 연설문 중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만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것은, CEO의 여러 연설문 중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에

기업경영에 대한 CEO의 철학과 구체적인 경영목표가 가장 잘 나타나

있어 공기업의 추구이념을 확인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표 3. 한국가스공사 역대 CEO(최고경영자) 연설문 현황〉

구분 이름
연설문 현황

취임사(10) 신년사(31) 창립기념사(25)
1대 최연식 1 1

2,3대 문희성 1 6 6
4대 이경식 1 2 2
5대 박청부 1 1 1

6,7대 한갑수 2 5 5
8대 김명규 1 2 2
9대 오강현 2 3 1
10대 이수호 5 3

11~13대 주강수 1 3 2
14대 장석효 1 2 1
15대 이승훈 1 1 1

그리고 기타 연설문의 경우 아예 경영목표가 없거나, 경영목표가 제시

되더라도 일회성이거나 특정 조건에만 적합한 이벤트성 경영목표가 제시

되는 경향을 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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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주(Category)화 및 분석단위

3-1. 범주(Category)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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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austive)하여야 하고, 분류범주간에는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여야 하며, 그 범주들이 연구문제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적

절하게 반영(Sustainable Relevance)할 수 있어야 할뿐아니라 분류체계

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각 CEO의 연설문에 대한 분류체계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

해 첫째, CEO 연설문을 8개의 경영목표(Category)와 54개의 세부항목으

로 범주화 한 후 그것을 다시 공기업의 추구가치인 ‘공공성’ 및 ‘기업성’

으로 다시 범주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써 연설문에서 CEO 경영목표

및 기업가치이념의 변화와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연설문

을 통해 CEO의 경영방침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CEO이 추

구하는 기업가치를 ‘공공성’ 와 ‘기업성’으로 코딩화하여, 가스공사의 사

회적 배경(역사적 관점, 정권변화 관점, 그리고 CEO 출신배경 관점) 관

점에서 공기업 CEO의 리더쉽 변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2. 분석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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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에 반영되는 전반적인 의미상의 일관성을 유지

하는데에는 전체문서를 그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 분석의 기본단위는 ‘문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단어’를 분석의 보조단위로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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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분석단위가 큰 단위보다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부호화 작

업을 수행하기가 용이하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메시지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에서 나타난 CEO

의 경영목표들은 전체 속에서의 메시지 의미 파악이 중요하므로 맥락 단

위인 ‘문장’을 주 분석단위로서 사용하였다.

이때 연설문의 문장수를 빈도분석하고, 그 분야의 문장수가 전체 연설

문의 문장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비교한다. 왜냐하면 취임사, 신

년사 및 창립기념사의 길이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문장수 자체만의 단

순 비교만으로는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 목표

에 대한 내용분석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최고경영자의 경영 상황 인

식과 이러한 경영 목표를 수립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분석은 질적 분석을 통해 보완한다.

제 4 장 사 례

제 1 절 개 요

1. 한국가스공사의 역사

1-1. 한국가스공사의 설립

197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극심한 혼

란을 겪어야 했다. 이미 1973년에 시작된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플레이

션과 불황에 빠져들었던 세계각국은 1978년 이란의 석유생산 축소와 수

출 중단으로 또 한 차례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다. 원유의 수급균형이

무너지자 석유에 의존하는 주요 국가들은 원유매점을 위한 쟁탈전에 나

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원유시장은 투기성 구매가 횡행하며 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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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등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석유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지속적

인 원유비축에 나서는 한편,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 석유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경각심과 위기감을 심어준 셈이다.

석유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도 석유파동의 영향에서 자유롭

지 못했는데, 석유파동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1978년 동력자원부를 발족

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대

응하게 된다.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의 조성, 에너지 수요관리

등에 에너지정책의 중점을 두고 각 에너지원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

게 되었다.

에너지 다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LNG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되는데 LNG는 석유보다 저렴하면서도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공해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청정에너지란 점 때문이었다. 또 가

정용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연탄 수급이 매년 차질을 빚은

것도 LNG 도입을 검토하게 된 주요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속에서 1980년 10월에 열린 제 24차 경제장관 회

의 에서는 가스도입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NG 사업주체를 설립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게

되었는데, 당초 정부는 가스공사를 별도로 설립하기 보다는 관련 조직을

석탄공사나 석유공사 산하에 편제시키는 방안을 고려 했었다. 그러나 석

탄공사와 석유공사가 난색을 표함에 따라 다시 한국전력공사에 소속시키

고자 하였다. 그러다가 1982년 5월 결국 독자적인 조직을 출범시키는 것

으로 최종 확정하게 되면서 1982년 7월 15일 LNG 회사 설립준비반이

구성되었고, 설립준비반은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한국

가스공사법’과 정관을 마련하여 그 해 12월 ‘한국가스공사법’은 정기국회

를 통과하여 12월 31일자로 법률 3639호로 공포되었다.

‘한국가스공사법’이 공포된 후 공사 설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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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1983 1990 1995 2000 2005 2009 2013 2016

조직
2국
3실
7부

5본부 
5실 
12부

5사업소

4본부 
16부 

10사업소

4본부 
4사업단
24처

8본부 
1월 
31처

4본부 
17처 

12사업소

6본부 
1원 
24처 

13사업소

7본부 
24처

13사업소

정원 247 880 1,215 2,004 2,278 2,543 3,437 3,722

는데, 먼저 공사법 부칙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에 의거하여 1983년 1월

10일 한국가스공사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8일에는 서울지방법원 남

부지원에 공사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19일자 서울신문을 통해 설립공고를

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창립 당시 관리국, 기술국 등 2국을 비롯하여 3실 7부 31

과의 조직과 임원 4명, 직원 193명, 기능직 50명 등 총정원 247명의 작은

규모로 출범하였는데, 이후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스공사 조직은

빠르게 확장되었다.

〈표 4. 년도별 조직개편 및 정원 현황(명)〉

이처럼 가스공사는 창림이후 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조직이 팽창하면

서 지금까지 72차(2013년 12월 16일 기준)례에 걸친 조직 개편을 하여

왔는데 위 의 〈표 4〉에서는 그간 가스공사의 조직변화와 인력증가의

변천을 통해 가스공사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1-2. 가스공사의 성장

정부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에 의해 설립된 가스공사는, 1986년 10월

에 국내최초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하여 공급하였고, 1990년에는 전국에

천연가스공급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993년에는 중부권, 1995년에는

영남권·호남권, 1996년에는 부산지역에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하였다.

1997년 10월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자회사로 전환하였다.

1986년 10월 말, 인도네시아 아룬기지로부터 국내 최초로 도입이 시작

된 LNG(액화천연가스)는 메탄(CH4)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를

-162℃로 냉각하여 부피를 600분의 1로 압축시킨 무색투명한 초저온액



- 39 -

구분(년도) 1987 1990 1997 2000 2005 2009 2013 2016

도시가스용 75 575 5,770 9,528 14,033 15,510 19,596  17,384 

발전용 1,537 1,741 5,377 4,689 8,821 9,134 19,079 15,389 

계 1,612 2,316 11,147 14,217 22,854 24,644 38,675 32,773

체로서 이와 같이 액화된 천연가스는 특수선박(LNG船)에 의하여 수송되

어 인수기지 저장탱크에 저장시켰다가 기화설비로 재기화시킨 다음 지하

배관을 통하여 도시가스용과 발전용 연료로서 공급되며, 전세계에 광범

위하게 부존되어 있고 그 매장량이 풍부하여 석유대체에너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천연가스는 1986년 11월에 한국전력공사 평택화력발전

소에 천연가스 판매를 시작으로 1987년 2월에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도

시가스 공급을 개시하게 된다. 또한 가스공사는 전국적인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환상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990년 10월 중부권 주배관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전국 가스배관망 건설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평택에서 대전간 162km의 천연가스

주배관과 공급관리소 건설을 완료하여 1993년 7월에 중부권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을 개시하게 되었고, 1995년에는 영·호남권에도 천연가스 공급

을 개시하게 된다.

〈표 5. 년도별 천연가스 판매현황(천톤)〉

2000년 이후에는 부산 등 남부권역의 동절기 관말 압력저하를 방지하

고 전국 배관의 환상망을 구축하게 되어 천연가스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고, 2002년에는 원주, 춘천 등 강원지역의 주요 도시에까

지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표 5〉에서는 가스공사의 년도별 천

연가스 판매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국내 천연가스 산업

이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하여 왔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판매 증가와 더불어 예산의 증감을 통해서도 조직의 발전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겠는데 다음〈표 6〉는 가스공사의 년도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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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년도) 1987 1990 1997 2000 2005 2009 2013 2016

매출액 312 445 2,926 6,112 11,070 19,391 38,063 21,108

당기순이익 -14 4 -335 94 246 238 -204 -6,736

출액 및 예산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년도별 매출액 및 예산 현황(십억원)〉

2.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역할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스공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한국가스공사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

는데 여기에는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공사의 역할은 크게 국내

와 국외의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겠다.

가스공사의 첫 번째 역할은, 당연히 국내 천연가스 수요에 맞게 안정

적인 수급체계의 유지라 할 것 이다.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가스공

사의 주요업무는, 수입되어진 액화천연가스(LNG)를 저장하고 기화하는

인수기지와 이렇게 기화된 천연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배관망

인프라를 건설, 운영하여 수요처인 도시가스사와 발전소에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전국천

연가스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적인 배관 건설공사가 완

료됨에 따라 하나의 환상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

게 되었다. 더 나아가 2009년부터는 에너지 복지구현 및 지역균형 발전

에 기여하고자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망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2016년 현재 운영중인 배관길이는 총 4,672km이며 198개

시군 20,700천 가구(보급율 81.1%)에 천연가스를 보급하고 있다.

두 번째 역할은, 국외에서 벌이고 있는 자원자급률 확보를 위한 자원

탐사와 개발을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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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는 가스공사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

스 사업체계를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보면 가스공사가 수

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쉽게 파악이 가능하겠다.

〈그림 2. 천연가스 사업 체계〉

석유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도 땅속에 매장되어있어 이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기술의 보유는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렇게 체굴된 천연가스는 산유국에서 LNG Ship로 운송

되어 국내의 저장탱크에 하역된 후 전국에 조성된 천연가스 배관망을 통

해 발전소와 일반 도시가스사에 공급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스공사는 해외 산유국으로부터

LNG를 도입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이른바 하류부문의 사업만을 수

행하여 국제유가변동이나 산유국의 정책결정에 의한 도입단가 변동에 매

우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

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자원 확보를 통

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를 지키기 위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및 원유

의 탐사·개발 등 상류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 LNG터미널 운영, 해외 도

시가스 배관건설 및 운영사업 등 중·하류사업 분야에도 꾸준히 진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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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산업의 전 부문에 참여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자원을 둘러싼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공사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원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

다는 판단아래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셰일가스2), 석탄층 메탄가스(CB

M)3), 가스하이드레이트4) 등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전통

자원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가스공사는 자원 부존량이 풍부하고 개

발 가능성이 큰 북미와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 지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

는데, 2020년까지 국내 소비량의 10년분인 4억 톤의 유·가스 자원량(누

적)을 확보하고, 동시에 연간 생산량은 국내 소비량의 20% 수준인 700

만 톤을 달성 할 계획을 마련하여 여전히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 기업과

격차가 큰 자원개발부문 기술력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국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역할을 국내부문에서의 천연가스 판매와 국외에서의 자원탐사 및 개

발 등의 사업적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외에도 공기업

의 기본적인 역할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가

스공사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 오랜 세월동안 모래와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탄화수소가 퇴적암(세일)

층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로서, 과거에는 기술적 제약으로 채위가 어려웠던 세일

가스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물과 모래, 화학약품을 섞은 혼합

액을 고압으로 분사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신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3) 말 그대로 석탄층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로 과거에는 석탄광산에서 개발 중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기술이 발달하

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4)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가스와 물이 결합되어 형성된 고체 에너지. 해저

의 고압 저온 상태에서 물분자 간의 수소 결합으로 형성되는 3차원 격자 구조

로 형성되어 있으며, 1㎥가스하이드레이트에는 약 170㎥의 가스가 함유되어 있

어 불을 붙이면 불꽃을내며 탄다고 해서 일명 ‘불타는 얼음’으로 불린다. 매장량

이 많고 공해가 없어 차세대 에너지로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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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내 용

1983. 1  한국가스공사 설립

1986.11  천연가스 판매 개시(발전용)

1993  민영화 및 구조개편 논의 개시

1994.12  서울 아현동 가스판매소 폭발사고 발생(사망12, 부상101명)

1996. 3  제2창업 선언(세계 일류 종합에너지 기업)

1997. 8  가스공사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

1997.10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전환

1999.12  IMF(외환위기) 발생

1999.12  증권거래소 상장

2007~2008  세계 금융위기 

2008. 2  해외자원개발 

2010~2012  도시가스 요금 상승 억제정책에 따른 부채상승

3. 가스공사 경영환경 변화의 역사적 사건

다음〈표 7〉에서는 가스공사의 역대 CEO의 경영목표의 추이를 분석

하기에 앞서 가스공사의 경영환경 변화를 가져왔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

하여 정리하였는데, 가스공사 창립이후 최고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역사적 사건을 시대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7. 주요 역사적 사건(한국가스공사의 경영환경 변화요인 중심)>

우선, 1983년 1월에 가스공사가 설립 되어 질 당시에는 이미 여러 도

시가스사가 각 지역에서 LPG 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설립된 가스공사는 도매업만을 전담하는 역활을 담당하게 되었고, 전국

의 31개 일반도시가스업체가 지역별로 소매업을 담당하는 판매 이원화

체계가 불가피 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이러한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태동과 성장이라는 역사적 배경속에서

가스공사와 일반도시가스사는 긴밀한 협력과 경쟁관계를 구축하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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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천연가스 산업 발전에 공동보조를 맞추어 왔다. 물론 가스공사

의 입장에서 보면 소·도매의 판매 일관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는데, 영업부서 관계자는 “판매 이원화는 소매업자

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는 민간사업자

인 도시가스사는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에서도 사용자가 적은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투자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스공사로 판매 일원화

가 이루어졌다면, 에너지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

급률이 현재보다 더 빠르게 높아졌을 것입니다”라 하면서 도시가스 판매

일원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끝내 아쉬워하고 있었다.

다음은 전체역사에 있어서 가스공사의 경영 전반에 걸쳐 일대 전환을

가져온 네 가지의 역사적 사건에 대여 설명하고있다.

첫 번째, 가스공사의 역사에 있어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중요한 경

영상의 논제 중 하나였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민영화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김대중 정부의 집권 초기인 1997년에 가스공

사는 정부의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선정 되었다. 이후 1999년 12월에

는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추진의 일환으로 가스공사는 주식시장

에 상장된다.

두 번째, 1994년 12월 7일 서울 아현동에서 발생한 ‘가스공급기지 폭

발사고’는 창립이래 급속도로 사세를 팽창해 나가던 가스공사는 이 사고

로 인해 안전을 경영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게 되어 사고 발생전 32억

원에 불과하던 안전관리 투자 예산이 이듬해 160억 원으로 늘어나고

2000년에는 770억 원까지 대폭 증가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게

된다. 이 사고로 가스공사는 물적 피해도 있었지만 “단 한번의 안전사고

가 기업의 생존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다.

세 번째 역사적 사건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제위기’로 1990년대

후반 우리 경제에 들이닦친 IMF 구제금융와 2000년대 중·후반기에 발생

한 세계 금융위기 였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 경제위기의 파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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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환율과 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부채률이 급등하게 되

어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게 된다. 이처럼 환율과 유가의 변동에 민

감할 밖에 없는 가스공사의 사업구조는 역대 가스공사의 CEO로 하여금

가스공사라는 공조직을 ‘공공성’ 보다는 ‘기업성’ 측면을 강조하는 경영정

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게 하였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

발 사업’은 가스공사의 미래성장 차원에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

지만, 여기에 투자된 막대한 자금은 부실 투자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고

낭비라는 부메랑이 되어, 이후 임명되는 가스공사 CEO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민영화 정책’, ‘아현동 가스공급기지

폭발사고’,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영위기’와 ‘해외자원개발 사업’

은 가스공사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요

인으로 작용하면서 공기업 CEO의 기업경영에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 2 절 사례선정 이유

1. 한국가스공사 선정 이유

본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한

국가스공사를 선정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의거,

그 성격상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며, 30년이 넘는 오랜 역사속에

199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기준으로 매출 26

조, 영업이익 1조 7백억, 42.3조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진 국내의 대표적

인 상장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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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의 규모보다는 작지만 LPG나 석유 등 타 에너지 업계와 끊임없는 경쟁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동일업계 내에서도 전국의 32개 일반도시가스사

와도 사업적으로 대립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기업 중에서도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요구되는 기업이다. 또한 주식시

장에 상장된 가스공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일

반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윤추구에 대한 동기가 어느 공기업보다 강하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IMF 구제금융, 세계 금융위기 등 국제적 경기변화

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창립이래 지금까지 기업의 한정된 사업을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

를 추구하여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성’ 속성이 높은 성격을 갖는 한국가스공사를

연구대상의 사례로 선정함으로써, 공기업의 전체 역사속에서 CEO의 ‘경

영목표’와 기업가치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변화 추세에 대한 맥락

의 파악은 물론 이러한 변화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

석이 가능하였다.

제 5 장 CEO 연설문 내용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가스공사 CEO의 취임사와 신년사, 창립기념사를 살

펴봄으로써 CEO가 당시 경영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인식에 따른 경영목표와 기업가치이념의 비중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비중의 변화를 가져온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사건

을 분석함으로써 공기업 CEO의 경영목표와 기업가치이념의 변화 요인

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시대적·역사적 관점에서 공기업의 전 기간에 걸쳐 공공성과 기

업성 중에서 CEO가 어디에 무게중심의 가치를 두고 경영을 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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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성강화기
(1983~1994)

기업성강화기  
(~ 1999)

조정기
(~ 2007)

평형기
(~ 현재) 계

목적사업운영 19.7 5.2 6.1  10.34 10.3  
정부정책 이행 5.0 12.8 9.6 3.4 7.7 
재무성과 향상 7.2 18.9 6.8 9.44 10.6 
미래성장기반 확보 0.9 6.1 10.9 12.8 7.7 
내부안정도모 20.0  12.0 21.8 23.0 19.3 
사회적책임 17.6  11.2 14.3 18.7 15.4 

기업경쟁력제고 11.7  14.4 16.4 10.3 13.2
비전 17.8 19.2 14.0 12.1 15.82 

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므로써 앞으로 공기업 CEO가 그 기업을 경영하

기위해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CEO의 연설문 속에서 경영목표를 8개로 범주화 하였으며, 이

를 다시 54개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한 후 54개의 세부항목을 다시 ‘공공

성’과 ‘기업성’이라는 기업추구이념으로 재 구분하여 가스공사의 역사적

변화 관점, 정권별 관점 그리고 CEO의 출신배경 관점에서 분석하므로

써, 이러한 각각의 관점과 공기업 CEO의 경영목표 및 기업가치이념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 1 절 경영목표 및 기업가치이념 변화 분석(‘역사적

배경’ 관점)

1. 경영목표 변화 분석

아래의 〈표 8〉는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에 제시된 한국가스

공사 역대 CEO의 경영목표 비중 변화를 ‘가스공사 역사’ 관점에서 분석

하였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 표 8. 경영 목표별 비중 변화 (가스공사 역사 관점, %) >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공공성 강화기’ → ‘기업성 강화기’ → ‘조정기’ → ‘평형기’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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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기반 확보’ 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배경은 그만큼 미래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는 가스공사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 변화에서 그 맥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창립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천연가스의 전국

인프라 구축에 모든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던 1994년 무렵 정부의

가스공사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면서 가스산업 성장 가능

성의 불투명성을 예측하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위기극복

의 일환으로 제6대 한갑수 사장은 1996년에 ‘제 2창업’을 선언5) 하기도

하였는데, 제 2 창업을 통한 비전 제시는, 가스공사라는 조직이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조직의

생사가 걸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가스공사 CEO의 리더십의 발현이라

할 수 있었다. 또한, 가스공사의 경영위기는 이후에도 정부에 의해 더욱

강하게 추진된 민영화 정책과 구조개편에 더해져서 IMF 외환위기와 세

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성장의 한계를 타파하고자 하는 조직의 갈증과 민영화 등 외

부의 요구로 인한 위기의식에 의해 ‘미래 성장기반 확대’ 와 관련된 경영

목표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정부정책 이행’ 및 ‘재무성과 향상’과 관련된 경영목표의 비중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5) 1996년 제 6 대 한갑수 사장은 ‘세계 일류의 종합에너지 기업’이라는 비

전을 제시하며 ‘제 2 창업’을 선언 하였는데, 이렇게 제시된 비전은 이후

가스공사의 지속가능한 목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CEO는 세계적인 에

너지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

서 해외사업 진출이나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해 가스공사의 미래 성장의

동력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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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경영목표는 ‘기업성 강화기’에 각각 12.8%와 1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래

〈그림 3〉에서는 두 경영목표의 비중 변화 추세선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조정기’이후 ‘재무성과 향상’와 관련된 비중선은 다시 상승하

는 반면, ‘정부정책 이행’와 관련된 비중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는 것이다.

< 그림 3. 경영 목표별 비중변화 추이(‘정부정책’, ‘재무성과’ 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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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강화기(1983~1994) 기업성강화기(~99) 조정기(~2007) 평형기(~현재)

정부정책 이행 재무성과 향상

아울러 ‘기업성강화기’에 ‘정부정책 이행’ 와 ‘재무성과 향상’ 항목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형상의 요인은 이 기간 주요

경영의 이슈였던 ‘민영화’와 ‘IMF 구제금융’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겠

다.

먼저,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관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민

영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공기업 CEO 연설문 속에서도 민영화 등 ‘정부정책 이행’에

대한의 언급이 ‘기업성강화기’ 시절 크게 증가하게 된다.

한편, ‘재무성과 향상’와 관련된 비중도 ‘기업성강화기’에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데 이는 ‘정부정책 이행’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시대상황과 무관

치 않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환율이 2배 이상 폭등하면서 일어난

환차손은 가스공사의 경영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오는데, 환율폭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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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87 1989 1992 1994 1997 1999 2001 2002

매  출  액 3,122 3,462 7,113 12,181 29,266 41,498 72,248 72,710

영 업 이 익 405 533 1,300 2,485 1,862 5,503 6,344 6,339

당기순이익 -137 348 830 1,457 -3,355 2,503 2,969 2,983

로 LNG 수입대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천연

가스 판매가격은 국민부담을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인상이 유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LNG 도입대금 결제를 위해

사용했던 외화 단기차입금에서 무려 3,840억 원의 환차손이 발생하게되

어 그해 3,355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창립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표 9. 한국가스공사 손익변동 추이(1987 ~ 2002년, 억원)〉

위의 〈표 9〉에서는 이무렵 가스공사의 손익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가스공사의 재무적 위기 상태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해 CEO는 경영혁신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여 대규모 명예퇴직의 시행과 업무의 아웃소싱 등

을 시행하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신규인력의 충원을 중단하고 319명

에 이르는 직원이 가스공사를 떠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외환위기로 인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999년 12월

가스공사를 국내 금융시장에 신주공모 1,200억원, 구주(정부지분) 매각

300억 원 등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내증시 상장을 하게 되었고, 가스공

사는 자본 출자구조를 다변화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는 토대를 닦

게 되어 이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2000년대 후

반 ‘조정기’ 이후 ‘재무성과 향상’에 대한 비중이 다소 상승하는데, 이 역

시 당시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겠다. 이처럼

가스공사에 있어서의 ‘재무성과 향상’와 관련된 경영목표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그 추세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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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 번째 특징으로는,

비교적 공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목적사업 운영’,

‘내부안정 도모‘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중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아래의 〈그림 4〉는 ’공공성 강화기‘에 이러한 경영목표에 대

한 비중변화를 그래프의 형식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 그림 4. 경영목표별 비중 변화 추이(목적사업, 내부안정, 사회적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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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강화기(1983~1994) 기업성강화기(~99) 조정기(~2007) 평형기(~현재)

목적사업운영 내부안정도모 사회적책임

이들은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던 창립 초기인

‘공공성 강화기’에 큰 수치를 나타냈으나, IMF 외환위기와 주식시장 상

장 등으로 재무적인 측면을 강조하던 시기인 ‘기업성 강화기’에는 이러한

공공성 측면이 강한 ‘목적사업 운영’ 등의 경영목표에 대한 비중이 현저

히 줄어들었다. 이후 이러한 공적인 성격의 경영목표 비중은 ‘조정기’와

‘평형기’로 접어들면서 그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역사의 시간

이 흘러가수록 가스공사에 대한 효율성과 이윤추구 등 기업성 측면을 더

욱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어울리지 않는 현상인데,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위의 ‘목적 사업 운영’에서의 추세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당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였던 이명박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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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환으로 가스공사는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확대 보급사업’6)을 추

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전격적인 추진으로 인해 당시 CEO의 연설문

에서는 건설공기 적기준수, 안전에 대한 중요성 등 ‘목적사업 운영’과 연

관된 내용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다음은, ‘역사적’ 관점 측면에서는 ‘내부안정 도모’와 관련한 항목의 비

중이 19.8%으로 가장 높았다. 공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제한된 임기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하는가” 라고 하는 조직 장악의 정도가 경영성

과를 결정짖는 중요한 잦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역대 공기업 CEO는 인

사권을 행사하여 내부조직을 장악하므로써 그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조직

을 이끌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CEO의 조직장악 의지가 ‘내부 안정 도모’

라는 형식을 빌어 CEO의 연설문속에서 표현되고 있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와 관련된 비중의 변화는 SNS 등 인터넷

매체의 보급 확대로 인해 사회현상의 대국민 파급속도가 빨라지고 그 폭

도 넓어지게 되어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

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는 시대적 맥락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1. ‘역사적 관점’에서 경영목표 변화 분석(공공성 강화기)

〈표 10〉은 가스공사가 창립된 1983년부터 아현동 가스사고가 발생

한 1994년까지인 ‘공공성 강화기’의 경영목표 비중을 분석한 것인데, ‘내

부안정도모 → 목적사업운영 → 비전 → 사회적책임 → 기업경쟁력제고

6) 정부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위주로 보급되던 도시가스를 지방중소도시로 확

대 공급하기 위해 ‘전국 천연가스 확대 보급사업’을 추진하였다. 1. 2단계로 나

뉘어 추진된 본 사업에서 가스공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조

820억원을 투입한 1단계 사업,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5,886억원이

투입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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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계

목적사업운영 0.0 15.4 17.3 17.3 14.0 29.6 24.1 39.4 23.1 26.7 9.3 19.7

정부정책 이행 0.0 12.8 2.7 17.3 4.0 0.0 0.0 0.0 0.0 0.0 18.6 5.0

재무성과 향상 0.0 0.0 12.4 9.6 16.0 0.0 9.3 0.0 5.1 17.8 9.3 7.2

미래성장기반확보 0.0 2.6 0.0 0.0 0.0 0.0 0.0 0.0 5.1 2.2 0.0 0.9

내부안정도모 36.4 23.1 24.0 15.4 32.0 25.9 11.1 22.7 12.8 7.8 9.3 20.0

사회적책임 63.6 20.5 24.0 5.8 12.0 3.7 14.8 0.0 23.1 13.3 12.8 17.6

기업경쟁력제고 0.0 0.0 16.9 30.8 6.0 22.2 3.7 3.0 15.4 11.1 19.8 11.7

비전 0.0 25.6 2.7 3.8 16.0 18.5 37.0 34.8 15.4 21.1 20.9 17.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재무성과 향상 → 정부정책이행 → 미래성장기반 확보’의 순으로 비

중의 크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에서 분석한 ‘공공성 강

화기’의 경영목표별 비중의 변화를 통해서는 다음 몇 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었다.

< 표 10. 년도별 경영 목표 비중 변화(공공성 강화기, %) >

제일 먼저 드러나는 특징으로는,

‘공공성 강화기’에는 ‘내부안정 도모’, ‘목적사업 운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 등 공적인 기능을 함유하는 경영목표와 관련된 비중이 각각

20.0%, 19.7%, 17.6%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창립초기

천연가스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다.

공적기능 측면이 강한 세 가지 경영목표에 대한 비중을 더한 변화를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 <그림 5>를 보면, 창립 초창기인 1984년 8가지

경영목표 중 이러한 세 가지 경영목표의 비중의 합이 100%를 차지한 이

후 ‘공공성 강화기’ 내내 일정한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수도권 인근

의 천연가스 인프라 조성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었던 1992년 이후 점차 감

소하고 있음을 볼 때 ‘공공성 강화기’에 공적 측면이 강조된 경영목표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러한 비중은 점차 감소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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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경영목표 비중변화 추이(사회적, 내부안정, 목적사업운영>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기간 ‘재무성과 향상’과 ‘미래성장기반 확보’ 등 기업이익추구나 성

장과 관련된 경영목표 비중은 7.2%, 0.9% 으로 매우 작게 분석되었는데,

설립 초기 ‘천연가스 보급’이라는 지상목표를 구현해야 했던 CEO의 관

점에서 볼때 이 기간에는 이러한 성향에 대한 경영 추구이 필요성이 그

리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1987년과 1994년에는 ‘정부 정책 이행’ 관련된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

다. 이 역시 가스공사 설립 초기 천연가스 공급이라는 목적사업을 달성

하여 에너지 다변화를 이루고자 하였던 정부의 정책기조에 동참하고자

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던 당시 공기

업 CEO의 가치추구 방향에 대한 짐작이 가능하였다. 이와 함께 1994년

이후 가스공사를 둘러싼 ‘민영화’에 대한 논의 개시는 CEO에 있어서 정

부 정책의 이행이라는 실천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이후 최고경영자의

연설문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마지막으로,

‘비전제시’와 관련된 비중이 17.8%로 ‘내부안정 도모’에 이어 두 번째

로 큰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기업 역사에 있어서 초창

기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기’’에 나타난 수치로는 매우 두드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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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공공성 강화기 기업성 강화기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목적사업운영 15.4 17.3 29.6 39.4 26.7 2.6 4.9 8.1

정부정책이행 12.8 17.3 0.0 0.0 0.0 23.1 2.0 18.9

재무성과 향상 0.0 9.6 0.0 0.0 17.8 2.6 28.4 16.2

미래성장기반확보 2.6 0.0 0.0 0.0 2.2 2.6 9.8 2.7

내부안정도모 23.1 15.4 25.9 22.7 7.8 0.0 15.7 16.2

사회적책임 20.5 5.8 3.7 0.0 13.3 23.1 9.8 8.1

기업경쟁력제고 0.0 30.8 22.2 3.0 11.1 0.0 15.7 18.9

비전 25.6 3.8 18.5 34.8 21.1 46.2 13.7 10.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특징인데, CEO는 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므로써 설립 초창기 구성원

의 고용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회사에 대한 애사감을 높여

조직이 빠른속도로 정상 궤도로 진입하기를 바라던 마치 기업의 창설자

의 자세로 가스공사의 앞날을 우려했던 설립초기 최고경영자의 마음을

엿 볼수 있었다.

1-2. ‘역사적 관점’에서 경영목표 변화 분석(기업성 강화기)

〈표 11〉은 ‘기업성 강화기’ 기간 경영목표의 비중 변화를 매해마다

분석한 것이다. 이를 ‘공공성 강화기’와 ‘기업성 강화기’를 구분짖는 ‘아현

동 가스공급설비 사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거치며 확인되는 몇 가지 특

징이 있는데,

< 표 11. 년도별 경영목표 비중변화(공공성강화기, 기업성강화기, %) >

그 첫 번째 특징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공공성 강화기’ 경영목표 비중변화와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목적 사업 운영’에 대한 비중은 ‘공공성 강화기’에

19.7%에서 ‘기업성 강화기’에는 5.2%로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정부정책

이행’이나 ‘재무성과 향상’와 관련된 경영목표의 비중은 각각 5.0% →

12.8%, 7.2% → 18.9%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그림 6〉에서는 ‘공공성 강화기’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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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강화기’의 기간 비중 변화의 추이를 그래프의 형식으로 설명하여 보

았다.

이러한 ‘목적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중 변화는 당시 가스공사를 둘러

싸고 발생하였던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이 가능 하겠는데, 앞에서 언급하

였던 것과 같이 창립초기인 ‘공공성 강화기’에 천연가스 보급이라는 인프

라 확장에 치중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비중이 높았지만, ‘기업성 강화

기에’에 접에 들면서 이러한 목적사업 관련 경영목표의 비중이 점차 약

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그림 6. 경영 목표별 비중변화 추이(목적사업, 정부정책, 재무성과, %) >

아울러, 시대적 상황에 의한 CEO의 경영목표 변화는 ‘정부정책 이행’

와 ‘재무성과 향상’ 관련한 비중의 추세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였다.

〈그림 6〉을 보면 ‘정부정책 이행’와 관련된 비중은 두 차례 큰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김영삼 정부인 1994년 가스공사에 대한 ‘민영화 논

의 개시’와 김대중 정부인 1997년 ‘민영화 대상 공기업 확정’ 이듬해인

1998년의 비중 증가를 통해 해석이 가능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뿌리채 흔들었던 1997년 IMF 구제금융으로

가스공사도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경제적

상황에 따라 ‘재무성과 향상’와 관련된 비중이 ‘공공성 강화기’에 비해

‘기업성 강화기’에 더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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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영 목표별 비중변화 추이(사회적 책임, 기업경쟁력, %) >

두 번째 특징은,

‘사회적 책임’ 및 ‘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비중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위의〈그림 7〉를 보면 ‘공공성 강화기’와 ‘기업성 강화기’

를 구분하는 변환점인 아현동 가스공급기지 폭발사고로 인해 ‘안전’이 사

회적 이슈가 대두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가스공사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

비하는 경영전략을 우선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사고 이후에는 이 두개의

경영목표 비중은 서로 그 괘를 달리하게 된다. 가스사고 발생시점인

1994년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추세선은 잠시 우상향을

그리는 반면, ‘기업경쟁력 제고’에 대한 비중 그래프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그래프의 추이는 1996년 다시 교차하면서 역전하게 되는데, 이

는 아현사고 직후에는 ‘안전’을 중심으로 CEO의 관심이 잠시 집중하였

지만 시간이 경과하여 ‘안전’에 대한 경영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 된

이후에는 ‘기업성’을 중시하는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경영목표를 중시하

는 경향으로 다시 그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전 제시’에 대한 CEO의 경영목표 비중이 아현사고 발생 이듬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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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가장 높은 46.2% 비률로 증가하였음을 앞의〈표 11〉에서 확

인 할 수 있는데 사고발생 후의 기업의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고의 여파로 가스공사는 제 5대 박청부 사장을 해임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와 업무적 관련이 있는 몇 몇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국민으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어 사기는 위축

되고 책임을 서로 회피하는 소극적이고 위축된 문화가 싹트게 된다. 이

에 제 6대 사장으로 임명된 한갑수 사장은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

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1995년 들어와서 갑자기 ‘비전’

측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이면에는 위기를 극복하여 공기업을 정상괘

도에 올려놓고자 하였던 CEO의 의지가 ‘비전제시’라는 연설문 상의 비

중 증가로 표현되고 있었다.

1-3. ‘역사적 관점’에서 경영목표 변화 분석(조정기)

주식 상장은 일반국민이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을 주

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상장 공기업은 이러한 주주의 가치를 보호해

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업공개에 대한 의무, 주주를

위한 수익발생의 의무 등이 추가로 생기게 된다. 이렇듯 상장된 공기업

에 있어서는 “기업의 이익 추구” 측면에서의 역할을 지향할 수 밖에 없

는 것이 다른 여타의 공기업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장된 공기업에 있어서의 “이익 추구”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에 요구

되는 “공적기능 추구”와 상호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장공기업

은 “공공성과 기업성 중에서 그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기

업 CEO가 공기업의 경영목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치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상장은 공기업 경영에 있어

서 중요한 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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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목적사업운영 9.1 4.9 1.3 8.1 6.1 2.9 2.6 10.0 17.8 9.8 0.0 0.0

정부정책이행 12.1 2.0 7.7 18.9 12.2 17.1 5.3 8.9 8.9 11.8 12.9 0.0

재무성과향상 12.1 28.4 35.0 16.2 9.8 10.0 11.8 4.4 6.7 0.0 0.0 12.0

미래성장기반 확보 0.0 9.8 15.4 2.7 17.1 20.0 22.4 4.4 13.3 5.9 0.0 4.0

내부안정도모 23.2 15.7 6.0 16.2 14.6 15.7 7.9 32.2 8.9 21.6 25.8 48.0

사회적책임 10.1 9.8 5.1 8.1 13.4 7.1 26.3 21.1 17.8 14.7 9.7 4.0

기업경쟁력 제고 23.2 15.7 14.1 18.9 9.8 24.3 13.2 12.2 13.3 18.6 35.5 4.0

비전 제시 10.1 13.7 15.4 10.8 17.1 2.9 10.5 6.7 13.3 17.6 16.1 28.0

〈표 12〉에서는 가스공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1999년 12월을 기준

으로 하여 분석된 ‘기업성 강화기’와 ‘조정기’의 경영목표 비중을 분석하

였는데, 상장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된 비중 변화를 통해서는 다음

의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 년도별 경영목표 비중 변화(주식시장 상장기준, %)〉

첫째, ‘미래 성장기반 확보’의 경영목표의 비중이 상장을 전·후로 급격

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성 강화기’ 동안에 평균 6.1%에 불과하

던 비중이 ‘조정기’에 와서는 10.9%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이는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CEO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하여 시장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

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CEO의 연설문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특징으로는,

‘재무성과 향상’에 대한 비중이 상장 이전에 비해 상장이후 월등히 감

소하는데 비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중은 상장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

로 증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

을 설명하여 보자.

먼저, 상장을 전·후로 ‘재무성과 향상’에 대한 비중변화를 아래의 〈표

13〉에서 살펴보면 IMF 외환위기 발생시점인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35.0%와 16.5%로 급증하였다가 상장 이후인 2000년에는 9.8% 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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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10.0%로 2003년과 2004년에는 4.4%, 6.7% 크게 감소하였다. 또

한, ‘기업성 강화기’와 ‘조정기’ 전체기간의 평균 비중은 18.9%와 6.8%로

상장을 전·후로 이와 관련된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하는데, 시기적으로

당시 IMF 구제금융에 따른 유가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스공사의 재무

적 어려움이 어느정도 였는지를 경영목표의 비중의 변화를 통해 선명하

게 추정할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중은, ‘1998년 5.1%, 1999년에

8.1% 이었다가 상장 이후인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년 평균 15.6%로 급

격하게 증가 하였다. 이처럼 상장이후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비중의 증

가는 주식상장에 따라 ‘주주가치 향상’에 대한 CEO의 관심이 매우 증가

하였음을 연설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부 안정 도모’와 관련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공

성 강화기’에 20%를 차지하던 비중이 ‘기업성 강화기’에는 12.2%로 급격

하게 감소하였다가 ‘조정기’에 들어와서 21.8%로 회복되어 급격한 비중

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부 안정 도모’는 성장의 시기를 거쳐 조직이 어느정도 정상

궤도로 진입한 ‘기업성 강화기’에는 그 비중이 큰 폭 감소하였다. ‘조정

기’ 진입의 前 단계인 1997년에 가스공사는 정부의 “민영화 및 구조개편

대상 공기업”으로 선정된 여파로 ‘고용불안’과 ‘개인적 이기주의’가 극대

화 되었고, ‘조정기’에 들어와서는 이처럼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CEO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당시 제 5대 한갑수 사장은 이처럼 침

체된 조직에 활력을 주고자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도입과 공정한 평가 시

스템을 도입하는 등 업무의욕을 고취하고자 노력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정기’에 ‘내부 안정 도모’ 관련 비중이 증가한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이다. 1999년에 들어와서 노동조합은 한국

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위단체를 바꾸면서 2002년 12월에는 정부의 민

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가스, 전기, 철도 부분의 총파업을 단행하는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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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정기 평형기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목적사업운영 17.8 9.8 0.0 0.0 12.4 16.1 15.9 21.7 8.3 11.3 1.7 3.9 1.5

정부정책 이행 8.9 11.8 12.9 0.0 9.5 12.9 3.2 0.0 0.0 1.6 0.0 0.0 2.9

재무성과 향상 6.7 0.0 0.0 12.0 2.4 9.7 0.0 10.9 29.2 8.1 6.7 14.5 3.7

미래성장기반 확보 13.3 5.9 0.0 4.0 19.5 22.6 34.9 8.7 8.3 6.5 6.7 7.9 0.0

내부안정도모 8.9 21.6 25.8 48.0 21.9 18.3 19.0 21.7 6.3 25.8 33.3 27.6 33.1

사회적책임 17.8 14.7 9.7 4.0 7.1 6.5 15.9 15.2 25.0 23.7 31.7 22.4 20.6

기업경쟁력제고 13.3 18.6 35.5 4.0 12.9 4.3 9.5 17.4 6.3 19.4 6.7 10.5 5.9

비전 13.3 17.6 16.1 28.0 14.3 9.7 1.6 4.3 16.7 3.8 13.3 13.2 32.4

파업이후 최고경영자는 ‘노동조합’의 존재를 경쟁관계에서 협상의 대상으

로 인정하게 된다.

이처럼 CEO의 인식의 변화로 ‘조정기’ CEO의 연설문에서는 ‘조직의

안정화’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문구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내부 안정 도모’와 관련된 비중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1-4. ‘역사적 관점’에서 경영목표 변화 분석(평형기)

아래 〈표 13〉은 세계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위기가 발생된 2007년을 전·후로 ‘조정기’와 ‘평형기’에 대한 경영목표 비

중을 분석하므로써 세계 금융위기라는 역사적 사건과 가스공사의 경영목

표의 변화와의 관계를 비교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서는 다음의 특성 세가

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13. 년도별 경영목표 비중변화(평형기, %) 〉

첫 번째, ‘목적사업 운영’와 관련해서는 ‘조정기’에 평균 6.1%이던 비

중이 ‘평형기’에는 10.3%로 크게 증가하였다.

‘평형기’에 ‘목적사업 운영’ 비중이 증가한 것은 당시 발생한 금융위기

로 침체된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이명박 정부와 가스공사는 앞에서 언급

한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확대 보급사업’(각주 6)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러한 정책을 충실하게 수행코자 하였던 당시 CEO의 결연한 의지가 연

설문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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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미래성장기반 확보’ 측면에서 찾

아볼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된 비중은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그해에 19.5%, 2009년 22.6% 그리고 2010년 34.9%로 큰 폭의 상승 후

2011년부터는 평균 8%으로 하락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정부의 ‘자원개발률’ 확보 정책에서 그 맥락을 찾아 볼 수 있겠

다. 당시 가스공사는 2008년 대기업 출신의 자원개발 전문가인 제 16대

주강수 사장을 최고경영자로 옹립 하였는데 주 사장은 이러한 정부정책

에 부응하고 가스공사의 미래 성장동력을 ‘해외자원개발’에서 찾아보고자

하였고, CEO의 이러한 자원개발에 대한 의지는 2000년대 후반 가스공사

CEO 연설문에서 ‘미래성장기반 확대’ 라는 비중의 증가로 분석 되었다.

마지막으로, ‘평형기’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목표 비중이 18.7%

을 차지하여 가스공사의 전체 역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데, ‘평

형기’에는 ‘사회적 책임’와 관련된 비중이 2012년 25.0%, 2013년 23.7%,

2014년에는 31.7%으로 분석되어 후반기로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었다.

이처럼 기업의 이익 중시와 효율성이 강조되는 현대에 들어와서 오히

려 CEO가 공적기능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하여 과거 보다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찾

아보고자 하였다.

그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이명박 정부 집권시기에 막대한 자본이 투

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이후 세일가스 개발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일부사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스공

사는 국민으로부터 심한 질타와 부실 공기업의 대표 사례로 언론에 회자

되었다. 당시 CEO는 공기업의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 對 국민 서비스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 등 ‘공기

업의 사회적 책임’를 주제로 하는 문구가 CEO의 연설문에 있어서 필수

항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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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하나는, 2013년 8월 내부 출신으로 최고경영자의 자리에 임명

된 제14대 장석효 사장의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

그는 취임시부터 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는데 애를 먹었다.

이처럼 대주주인 정부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장 사장에게 있어서

만약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써 기본적 의무라 할 수 있는 윤리, 안전 등

‘사회적 책임’ 마저 다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공기업 CEO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 하였기에 그의 재임기간인 2013년과 2014년에 가스공사

의 ‘사회적 책임’와 관련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 기업가치이념 변화 분석

〈그림 8〉은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에 제시된 한국가스공사

역대 CEO의 경영목표를 공기업의 추구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으로

범주화하여 그 비중의 변화를 ‘가스공사 역사’ 관점에서 정리한 것인데,

이를 위해 가스공사의 경영목표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3개의 변곡점 즉,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증권거래소 상장 및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공성 강화기’, ‘기업성 강화

기’, ‘조정기’, ‘평형기’의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 그림 8.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변화 추이(‘역사적 배경’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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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성강화기
(1983~1994)

기업성강화기
(~ 1999)

조정기
(~ 2007)

평형기
(~ 현재) 계

공공성 52.2 30.2 34.3 43.7 40.1
기업성 47.8 69.8 65.7 56.3 19.9

이 그래프를 보면 ‘공공성 강화기’에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이 몇

차례 교차하는 것을 제외하면, ‘기업성’이 ‘공공성’의 비중보다 전체 영역

에 걸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4개 구간에 대한 ‘공공성’과 ‘기업

성’의 기간 평균 비중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아래의〈표 14〉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정부의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특성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로써 이에 대

한 원인을 공기업의 내적 요인과 외적인 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

자.

< 표 14.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 변화(‘역사적 배경’ 관점, %) >

먼저, 내적 요인을 살펴보면, 가스공사는 창립 이후 내부 조직원들의

위기의식이 팽배하여 왔는데 이러한 위기의식은 천연가스 사업의 태동기

부터 도매와 소매로 분리된 국내천연가스 사업 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다.

국내의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도·소매 부문의 통합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타의 공기업

과는 다르게 도매사업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생태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가스공사는 그나마 영위하고 있던 도매사업자로서의 한정 된 사

업 조차도 민간기업의 개방 논리와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밀려 조직의

와해 위기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온 가스공사는 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갈증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의 영역확대 노력은 민간기업의 반대와 공기업

과 민간기업간 충돌을 우려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쉽사리 돌

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가스공사에 대한 사업영역의 제한

은 일반적인 공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내내 ‘기업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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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공공성 100 66.7 54.7 44.2 48.0 37.0 38.9 59.1 51.3 43.3 31.4 

기업성 0.0 33.3 45.3 55.8 52.0 63.0 61.1 40.9 48.7 56.7 68.6 

면의 가치를 추구할 수 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성’ 비중의 증가를 외적 요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설립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과 두 차례 경제위기인 IMF

구제금융과 세계 금융위기 등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건은 전형적인 수익

형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스공사에도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유발

시켰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대 CEO는 효율성이나 이윤

추구 등 ‘기업성’ 측면의 가치를 더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그림 8〉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가스공사의 기업추구

이념 비중 변화에 대하여 분석 하였는데, 가스공사는 창립이후 민영화나

가스산업구조개편 등 역대 정부로부터 개혁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국가적 경제위기와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이라는 제한된 영역

의 사업구조로 인하여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이래 효율경영과 경쟁

력 확보를 강조하는 ‘기업성’ 측면의 가치를 더 강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매우 특수한 공기업 문화가 조성되었다.

2-1. ‘역사적 관점’에서 기업가치이념 변화 분석(공공성 강화기)

앞에서 설명한〈그림 8〉에서는 ‘공공성 강화기’에 ‘기업성’과 ‘공공성’

의 비중의 추세선이 몇 차례 교차하고 있다. 또한, 〈표 14〉에서는 이

기간에는 ‘공공성’에 대한 평균비중이 52.2%으로 기업성 47.8%를 약간

앞서고 있다.

〈표 15. 년도별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공공성 강화기, %)〉

위의 〈표 15〉는 ‘공공성 강화기’의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을 분석

한 수치를 년도별로 정리 하였는데, 1987년 수도권 인근에 대한 천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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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판매가 개시되기 이전까지는 ‘공공성’ 비중이 ‘기업성’을 초과하였으

나, 판매가 개시된 이후에는 인프라 구축보다는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고객관리, 조직의 경쟁력 강화 등 판매와 능률을 중요시

하게 되면서 두 비중의 수치가 역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강한 면모를 보이던 ‘기업성’은 1991년이후 부터는 ‘공공성’

에 다시 추월 당하게 되는데, 이는 이 무렵 충청권까지 천연가스를 보급

하기 위한 설비 확충이라는 공적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또한, ‘공공성 강화기’의 후반기인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3년에 접어

들면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그래프가 다시 한번 교차하면서 ‘기업성’

56.7%로 ‘공공성’ 비중을 약 7.4% 초과한다. 이러한 현상은 군부정권에

서 민주화 정권으로 이양 되면서 문민정부라 불리던 김영삼 정부의 ‘세

계화’에 대한 정책은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경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무렵의 CEO 연설문 속에는 “가스공사의 GLOBAL KOGAS

化” 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과 조직의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해 다양하게 추진된 CEO의 경영방침이 스며들어 있다.

이처럼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가스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

는 가스공사로 하여금 정부의 보호에서 안주하던 시대를 마감하게 하는

계기로 작동하였으며, 이때부터 가스공사는 기존의 목적사업이나 정부정

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려는 공기업 성향에서 경쟁강화를 위한 효율성과

재무성과 향상 등 친 기업적 성향으로 CEO의 기업경영의 추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2. ‘역사적 관점’에서 기업가치이념 변화 분석(기업성강화기)

〈그림 8〉를 보면, ‘기업성 강화기’에 ‘기업성’과 ‘공공성’의 기울기는

다소의 등락이 있었지만 한번도 ‘공공성’의 비중이 ‘기업성’의 비중을 초

과한 적이 없고, 4개의 구간 중에서 기업성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6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띄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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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공공성 33.3 41.4 29.1 17.5 29.7 

기업성 66.7 58.6 70.9 82.5 70.3 

당시 문민정부로 불리우던 김영삼 정부는 군부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

이양된 최초의 민간정부였는데, 문민정부는 1995년을 ‘세계화’의 원년으

로 정하고 국내금융을 개방하고 기업들의 단기차입 한도를 확대하는 경

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했던 국내 경제는 이처럼 급격

한 금융시장 개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IMF 구제금융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가스공사에 대한 민영화 논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기하였고 그 일환으

로 가스공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또한 IMF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

환률과 유가가 급격히 상승해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국내경기의 안정을 이유로 국내

천연가스 판매가격의 인상 요인을 인정하지 않아 가스공사는 1998년 ‘원

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기까지 심각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었다.

〈표 16. 년도별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기업성 강화기, %)〉

위의 〈표 16〉에서는 ‘기업성 강화기’에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을

년도별로 분석하였는데, IMF가 발생한 1998년 ‘기업성’ 비중이 82.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수치를 통해서도 외환위기가 가스공사의 경영환경

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2-3. ‘역사적 관점’에서 기업가치이념 변화 분석(조정기)

〈표 17〉에서는, ‘조정기’의 년도별 기업추구이념의 비중을 분석한 것

인데, ‘조정기’에도 ‘기업성강화기’와 마찬가지로 전 기간에 걸쳐서 ‘기업

성’ 이 ‘공공성’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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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공성 19.5 32.9 26.3 36.7 46.7 25.5 38.7 48.0 

기업성 80.5 67.1 73.7 63.3 53.3 74.5 61.3 52.0 

〈표 17. 년도별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조정기, %)〉

또한, 〈그림 8〉를 살펴보면, ‘조정기’에는 ‘기업성’ 비중의 그래프 선

이 ‘공공성’을 상회 하고는 있지만 ‘기업성’ 관련 추세선이 조금씩 우하향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기간의 비중평균 역시 ‘기업성강화

기’의 69.8%보다 낮은 65.7%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IMF를 거치며 공

기업 민영화 등 신 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

부 초기의 상황이 균형발전 사회를 제시하며 민영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동시에 고려하였던 참여정부 때와 견주어볼 때 공기업 CEO가

‘기업성’ 측면을 보다 더 강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공사의 ‘기업성 강화기’와 ‘조정기’를 구분짓는 역

사적 전환점으로 ‘공기업의 주식상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기업에 있어

서 주식 상장은 기존과는 다르게 다수의 일반 국민이 주식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이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다는 것이다. 그

러나 정부는 상장 이후에도 공기업에 대한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50%를

약간 상회하는 공적지분 유지를 통해 공기업을 이전과 동일하게 지배하

고자 하여 이후 상장 공기업의 추구가치 설정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

다.

상장 공기업에 있어서 추구가치의 혼란으로 인해 논란이 된 대표적

사례로는 동일한 상장 공기업인 한전의 일반소액주주에 의한 소송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2011년 당시 김쌍수 한전 사장을 상대로 23명의 소액주주가 ‘한전이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산정해 기업 및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

다’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2012년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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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부채 87,436 178,646 177,724 223,011 279,715 322,528

로 ‘정부의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해당여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두 사건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상장 공기업의

CEO에 있어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일련

의 사건을 볼 때, 주식시장에 상장된 가스공사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공기업의 주식 상장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

할 수 있었으며, 주식상장은 이후 공기업 CEO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기업성’을 추구하게 하는 강력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4. ‘역사적 관점’에서 기업가치이념 변화 분석(평형기)

마지막으로 2007년 세계 금융위기는 국제무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에

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인한 초 금융공황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연준금리를 2% 아

래로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원유를 포함한 1차 상품가격의 상승을

부채질 하였고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던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하게 되었

다.

이러한 도입비의 증가는 ‘연료비 연동제’에 적용되어 가스요금이 인상

되어야 하였으나, 2007년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물가안정을 이유로

국제유가의 상승이 국내 천연가스 요금에 반영되지 못한채 공기업의 부

담으로 남게되어 가스공사의 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

다. 〈표 18〉에서는 2007년 8조 7천여 억원이던 가스공사의 부채가

2012년에는 32조원을 상회하는 등 짧은 기간에 400% 이상 부채가 급등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8. 한국가스공사 연도별 부채 현황(단윈: 억원)〉

이 시기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자급률 확보’라는 정책에 따라 가스공



- 70 -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공성 45.2 43.0 44.4 45.7 31.3 46.2 46.7 43.4 47.8 

기업성 54.8 57.0 55.6 54.3 68.8 53.8 53.3 56.6 52.2 

사도 해외자원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업의 자

발적인 경영정책에 의한 것 이라기 보다는 정부정책의 대리인으로서의

공정 역할을 수행한 것 이었다.

이처럼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 요금상승에 따

른 모든 부담을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떠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

력 확보 차원에서의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스공사

는 당시의 공기업에 부여된 시대적 역할을 수행코자 하였다. 이러한 모

습은 〈표 14〉와 아래의 〈표 19〉에서 ‘평형기’에 ‘공공성’의 평균 비중

이 ‘조정기’의 34.3%보다 증가한 43.7% 이라는 수치의 변화를 통해서도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표 19. 년도별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 변화(평형기, %)〉

특이한 점으로는 2012년에 갑자기 ‘기업성’의 비중이 68.8%로 증가한

점인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금융위기와 환율급등으로 인

한 가스요금 미수급 증가와 해외자원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로 인하여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하여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CEO의 위기의

식 증가가 연설문에 반영된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3. 소 결

여기서는 가스공사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를 가져외게 하였던 역사적 사건인 ‘서울 아현동 가스공급기지 폭발사

고’, ‘IMF 구제금융’ 그리고 ‘주식상장’와 ‘세계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공

공성 강화기’, ‘기업성 강화기’, ‘조정기’, ‘평형기’의 네 개의 구간으로 구

분하여 각 기간의 경영목표별 비중 변화를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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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기업추구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으로 재 분석하므로써 각 구간

별 경영목표와 기업추구이념의 비중 변화가 가스공사의 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역사적 사건과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네 구간에 있어서의 경영목표 및 기업추구이념의 비중변화

는 가스공사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쳤던 민영화와 가스산업구조개편,

해외자원개발 등의 역사적 사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스공사에 있어서 중대한 경영환경 변화요인 중 ‘아현동 가스공급기

지 폭발사고’를 제외하면, ‘IMF 구제금융’, ‘세계금융위기’, ‘주식상장’, ‘민

영화’와 ‘가스산업구조개편’, ‘해외자원개발’ 등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이

기업의 부채율이나 재무구조 등 ‘기업성’과 관련된 기업가치이념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기업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기업성’의 비

중이 지속적으로 '공공성‘의 비중을 초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가스공사라는 공기업에 있어서 역사적 관점 측면에서의 기업

가치이념이 ‘공공성’ 보다는 ‘기업성’ 위주의 가치에 더 큰 무게 중심을

가져왔다는 연구를 통해 공기업이라는 공적기관 특히, 시장형 공기업에

있어서의 경영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경쟁과 이윤이라는 일반 기업적

측면의 경영목표가 공적기능의 목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경영목표 및 기업가치이념 변화 분석(‘정권별’ 관점)

1. 경영목표 변화 분석

다음 〈표 20〉은 가스공사 역대 CEO의 경영목표를 ‘정권 변화’의 관

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는 대통령의 임기(보통 5년)를 평균한 비

중의 수치를 바탕으로 하므로, ‘가스공사 역사 변화’ 관점에서보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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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사정권　 민주정권 보수정권

계전두환
(83~87)

노태우
(88~92) 소계 김영삼

(93~97)
김대중
(98~02)

노무현
(03~07) 소계 이명박

(08~12)
박근혜
(13~ ) 소계

목적사업운영 16.8 28.2 22.5 4.2 4.2 8.9 5.8 15.3 4.6 10.0 11.4 

정부정책이행 9.5 0.8 5.2 12.2 12.2 8.8 11.1 5.3 1.1 3.2 6.2  

재무성과향상 5.5  6.2 5.8 16.6 16.6 4.6 12.6 10.9 8.2 9.6 9.2  

미래성장
기반확보 0.0  1.1 0.6 15.5 15.5 6.4 12.5 18.2 5.3 11.7 8.3  

내부안정도모 27.5  18.1 22.8 12.1 12.1 26.3 16.8 15.6 30.0 22.8 21.2  

사회적책임 18.2  11.1 14.6 12.0 12.0 14.5 12.9 14.6 24.6 19.6 17.1  

기업경쟁력제고 11.9  8.8 10.4 16.0 16.0 14.3 15.5 13.0 10.6 11.8 12.5  

비전제시 10.7 25.8 18.2 11.3 11.3 16.2 12.9 17.1 15.7 11.4 13.9  

목표’ 변화 추이를 더욱 새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 표 20. 경영 목표별 비중 변화 (‘정권별’ 관점) >

‘정권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내부안정 도모’가 21.2%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 17.1%, ‘비전 제

시’ 13.9%, ‘기업경쟁력 제고‘ 12.5%의 순이었으며, ’정부정책 이행‘ 6.2%

와 ’미래성장기반 확보‘이 8.3%로 가장 낮은 순위였다.

이 표에서는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위의 경영목표 중

‘정부정책 이행’, ‘재무성과 향상’, ‘매래성장기반 확보’, ‘기업경쟁력 제고’

의 비중이 ‘민주정권 시대’에 가장 높았으나, 이와는 반대로 ‘목적사업 운

영’, ‘내부안정 도모’, ‘사회적 책임’, ‘비전제시’는 ‘민주정권 시대’에 그 비

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기업성’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먼저

‘재무성과 향상’ 등 앞선 네 개의 그룹을 기업성 측면이 강한 경영목표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목적사업 운영’ 등 공공성 측면의 성향이 뚜렷한

네 개의 경영목표로 구분하여 해석하면 쉽게 설명이 가능하겠다.

1-1. 경영목표 변화 분석(‘군사정권’ 관점)

가스공사의 ‘창립기’로 대변되는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목적사업 운영’, ‘내부안정 도모’와 ‘비전 제시’와 관련된 경영목표의 비

중이 다른 시대와 비교할 때 뚜렷하게 증가함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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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창립초기인 ‘군사정권’ 시기에 ‘목적사업 운영’와 ‘내부안정

도모’와 관련되 비중이 높게 분석된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전 제시’와 관련된 비중의 수치가 ‘군부정권 시대 → 민주정권

시대 → 보수정권 시대’로 갈수록 각각 18.2%, 12.9%, 13.9%로 약화되고

있는 모습은, 현대시점으로 올 수록 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한 CEO의 관

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는 현상이다.

1987년 수도권 일반 가정용 천연가스 판매를 개시한 후, 당시 CEO는

“천연가스 보급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시급히 달성하여 국민기업으로의

책임을 다하자”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면서 “전국

보급사업의 완성을 통해 공기업의 역할과 개인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신 에너지인 천연가스의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희망에 찬 비전을 제시

하였다.

군부정권 시대에 “비전 제시”에 대한 비중이 CEO의 연설문에 이처럼

높게 나타났던 이유는, 가스공사의 창립 초창기에 천연가스의 전국 보급

을 서둘러 완성하고자 하였던 CEO의 시대적 사명을 비전으로 제시하였

던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때 “비전 제시”와 관련된 비중이 오히려 다

른 시대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였

다.

1-2. 경영목표 변화 분석(‘민주정권’ 관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권’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경영목표의 비중 변화를 〈표 20〉를 통해 바라볼 때 ‘정부정책

이행’, ‘재무성과 향상’, ‘미래성장기반 확보’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

강화’ 측면에 있어서의 경영목표의 비중이 다른 시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먼저, ‘정부 정책 이행’ 관련 경영목표의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군사정

권 5.2%, 민주정권 8.8%, 보수정권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

중의 변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군사정권의 후반기인 노태

우 정부 시절에는 0.8%의 비중으로 CEO 연설문에 자주 언급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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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세계화를 주장하던 김영삼 정부부터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던 김대

중 정부 때 각각 12.2%로 큰 폭의 비중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당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 가스시장 민간 개방을 위

한 민영화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 등 시대별 정부의 정책 방향이 CEO

연설문 속에서도 그데로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앞에서 언급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이후

김대중 정부까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CEO는

당면한 재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재무성과 향상’, ‘미래성장기반 확

보’와 관련된 경영목표를 구성원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처럼

당시 정권의 정책과 국제 경기의 흐름 등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

였던 공기업 CEO 모습의 대응이 CEO의 연설문 속에 함축되어 나타나

고 있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강화’와 관련된 경영목표의 비중변화를 정

권관점에서 살펴보면, 군부정권 10.4%, 보수정권 12.5%에 비하여 민주정

권에서는 15.5%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정권’ 시대에 이와 관련한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현상에서는, 이 시절 정부의 강력한 ‘공기업 민영화’

드라이브에 따른 위기로 부터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당시 CEO의 절실함을 엿볼 수 있었다.

1-3. 경영목표 변화 분석(‘보수정권’ 관점)

제시된 경영목표의 수치를 ‘보수정권’이라는 시대적 관점에서 좀더 세부

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목적 사업 운영’은 초기 ‘군부정권’시대에 22.5%로 큰 비중을 차지하

였다가 ‘민주정권’시대에는 5.8%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보수정권에 와서는 10.0%로 다시 상승하였다. 각각의 정권

별로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15.3%로 이전 노무현 8.9%와 박근혜 4.6%와

비교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절 ‘목적사업 운

영’ 측면 비증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은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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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지역 천연가스 확대 보급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

앞의〈표 20〉에서는 ‘재무성과 향상’ 및 ‘미래성장기반 확보’와 관련

된 비중이 크게 두 번 상승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상승은 ‘민주정권 시대인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기간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앞 절의 ‘민주정권’ 시기의 경영목표

비중변화에서 설명하였다.

두 번째 상승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선진화’가 정책이슈로

등장하여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시장기능의 강화, 자

율권과 책임경영 강화 그리고 노사관계의 합리화 등이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경쟁력과 효율강화

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았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 가스공사의 경

영전반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막

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이 시기의 CEO 연설문에서는 해외자원개발

등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공기업으로의 의무를 다하고 회사의 미래

를 담보하자는 CEO의 경영방침이 주를 이루게 된다.

마지막으로 두드러진 점은, ‘내부안정 도모’와 관련된 비중의 변화인

데, ‘내부안정 도모’와 관련된 비중은 ‘보수정권’ 22.8%로 ‘군부정권’ 시대

의 것과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30.0%로

전두환 정부의 27.5%보다 높은데,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유를 보수정권 시대 정부의 정책과 공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 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CEO는 자원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의 탐사·개발·생산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모색하였다. CEO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협조

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의한 가스공사 내부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스산업 선진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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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이명박

정 부

“1%대에 머물고 있는 천연가스 자주개발률7)을 획기적으로 제고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탐사·개발·생산역량을 획기적으로 높

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주강수 사장 2008년 취

임사)”

“가스 산업의 선진화는 공익성을 저해 하거나 가스가격의 급등을 가

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도입자유화는

발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정부와

협의하여 제반 제도를 법제화할 것입니다. (주강수 사장 2009년 신

년사)”

박근혜

정 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임직원 여러분들의 ‘협

력과 소통’ 특히, 선배 간부들의 ‘희생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고 생각합니다. (주강수 사장 2013년 신년사)“

CEO의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아래의 <표 21>에서는,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에 재임하였던 공기업

CEO가 정부 정책과 시대적 대세에 호응하면서도 공기업의 생사와 관련

된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는 CEO 나름의 확고한 가이드를 제

시하므로써 구성원의 동요를 막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리

더십을 발휘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다.

< 표 21. CEO 연설문 발취(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한, ‘내부안정 도모’와 관련된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박근혜 정부에서

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였다. 이의 핵심은 방만하게 운영되

던 공공기관의 부채율을 낮추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높은 부채율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가스공사는 정부 등의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과 외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조직의 분위기는

매우 침체되었다.

당시 CEO는 이처럼 사기가 저하된 조직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고자 절치부심 하였는데, 앞의 <표 21>에서는 그러한

7) 국내로 수입되는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천연가스 자원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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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사정권　 민주정권 보수정권 　

전두환
(83~87)

노태우
(88~92) 소계 김영삼

(93~97)
김대중
(98~02)

노무현
(03~07) 소계 이명박

(08~12)
박근혜
(13 ~ ) 소계 계

공공성 66.4 46.9 56.6 35.7 25.2 39.1 33.3 41.9 46.0 44.0 44.6

기업성 33.6 53.1 43.4 64.3 74.8 60.9 66.7 58.1 54.0 56.0 55.4

최고경영자의 노력의 일부를 연설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당시의 공기

업 경영자의 마음을 읽어보고자 하였다.

2. 기업가치이념 변화 분석

아래의 〈표 22〉표는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에 제시된 한국가

스공사 역대 CEO의 경영목표 변화를 CEO의 연설문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공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이념 즉, ‘공공성’과 ‘기업성’을 ‘정권변화’

관점에서 범주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는 몇 가지 특징을 나타

내고 있는데,

제일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가스공사 역사 전체

를 대상으로 분석한 평균 수치에 있어서 ‘공공성’이 44.6%, ‘기업성’이

55.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 초창기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

하면 ‘기업성’이 ‘공공성’ 비중을 지속하여 초과하는 현상을 볼 때 ‘정권

별’ 관점에서도 가스공사는 ‘기업성’ 측면의 기업가치가 더 강하게 작용

하여 왔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2.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 변화(‘정권별’ 관점, %)〉

두 번째로 드러나는 특징은, 가스공사에 있어서의 기업추구이념의 비

중 변화가 정권별의 특성에도 부합하는 양상을 보이며 ‘공공성’의 비중이

‘군사정권’ → ‘보수정권’ → ‘민주정권’ 순서로 감소하는 모양을 보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통치되던 ‘군

사정권’의 시대에는 ‘공공성’의 비중이 56.6%를 차지하여 ‘기업성’ 비중

43.4%를 크게 앞지르고 있지만 ‘민주정권’에서는 ‘기업성’ 비중이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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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공성’ 33.3%를 두배 이상 초과하는데, 이는 ‘군사정권’과 ‘민주정권’

이라는 특성에서 볼 때 일반적 예측이 가능한 추세였다. 이처럼 정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기업의 기업가치이념의 변화는 각 정권의 성격 및 배

경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었다.

동일한 관점에서 ‘공공성’의 비중 변화 추이를 각 정권별로 살펴보면,

전두환 → 노태우 → 박근혜 → 이명박 → 노무현 → 김영삼 → 김대중

정부의 순으로 ‘공공성’ 비중이 감소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신

군부 출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던 전두환 집권기 공공성 비중이

66.7%로 가장 높게, 그리고 IMF를 극복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

였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25.2%로 낮게 나온것을 볼 때에도 각 정권의

특성과 공기업의 추구가치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림 9.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변화 추이(‘정권별’ 관점, %)〉

세 번째 특징으로는, 위 <그림 9〉의 기업가치이념에 대한 추세선을

관찰해 보면 ‘공공성’의 비중이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보수정권’의 친 기업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시절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공적기능은 오히려 강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비록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하더라도 대

주주가 정부인 공기업은 정부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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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두환 노태우

1984 1985 1986 1987 소계 1988 1989 1990 1991 1992 소계
공공성 100 66.7 54.7 44.2 66.4 48.0 37.0 38.9 59.1 51.3 46.9

기업성 0.0 33.3 45.3 55.8 33.6 52.0 63.0 61.1 40.9 48.7 53.1

2-1. 군사정권

아래의 〈표 23〉에서는 ‘군사정권’ 기간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군사정권 시절에 있어서 가스공사의 ‘공

공성’과 ‘기업성’의 비중 변화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3.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 변화(군사정권, %)〉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동일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전

두환, 노태우 정권은 탄생배경이 유사하지만 가스공사에 있어서의 ‘공공

성’과 ‘기업성’의 비중변화의 양상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다.

전두환 정부는 ‘공공성’ 비중이 66.4%로 노태우 정부의 46.9%보다

20% 이상 높은데, 이는 전두환 정권의 시기가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

이 태동되는 인프라 구축의 시기였다면, 노태우 정부의 집권 시기에는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서 천연가스의 보급이 개시됨에 따른 상업

적 측면 즉 수요개발의 필요성 증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기업성

측면이 보다 강조되던 시대적 배경에서의 정권과 공기업의 관계를 통해

서 해석이 가능 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전두환 정부 시절에 ‘공공성’의 비중이 66.4%로 가스

공사의 전 역사를 통해 가장 높은데 전두환 정부의 시절에 공공성 비중

이 가장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당시 28년간 장기 집권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된 이후 일명 ‘체육

관 선거’로 집권하게 된 전두환 정부는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 하였다. 이처럼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분열된 민심을 다른곳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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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절실하였던 신군부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었던 것이 88올림픽의 개

최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두환 정

부는 에너지 소비의 다변화 차원에서 천연가스 보급을 계획하였다. 이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보급으로 국내 에너지산업의 체력을 보강하고 국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통해 군사정권으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면을 전

환하고자 하였던 당시 전두환 정부의 정책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처럼 신군부의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의해 출범한 가스공사는 1987

년까지 천연가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을 달성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정권의 특성은 공기업 CEO

로 하여금 기업추구이념인 ‘공공성’ 비중을 역대 어느 정권에서 보다 강

조 추진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표 21〉에서는 노태우인 1987년과 1991년에 들어

와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이 두 번 역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7년 6월 29일 직선제 개헌을 통해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임

기내내 야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처럼 약화된 정부의 통제

는 공기업의 기업추구이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당시까지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이라는 ‘공공성’ 측면만을 강조하던 가스공사도 이 무렵 이윤

추구와 경쟁력강화라는 ‘기업성’ 측면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1990년대

들어와서 세계는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1992년에는 리우데자네이

루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의 영향으로 친 환경에너지

인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 정부와 가스공사는 중부권까

지 보급할 수 있는 ‘2단계 공급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공공성’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

동일한 신군부의 힘을 배경으로 세워진 5공화국과 6공화국이지만, 두

정권의 정치적 상황과 스타일은 그대로 공기업에 반영되어 이 시절의 공

기업에 있어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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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소계 1998 1999 2000 2001 2002 소계 2003 2004 2005 2006 2007 소계

공공성 43.3 31.4 33.3 41.4 29.1 35.7 17.5 29.7 19.5 32.9 26.3 25.2 36.7 46.7 25.5 38.7 48.0 39.1

기업성 56.7 68.6 66.7 58.6 70.9 64.3 82.5 70.3 80.5 67.1 73.7 74.8 63.3 53.3 74.5 61.3 52.0 60.9

2-2. 민주정권

다음 〈표 24〉은 ‘민주정권’ 시대에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 변화

를 분석한 수치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시대에는 전 기간을 걸쳐 ‘기업

성’이 ‘공공성’의 비중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표에서는 김대중 →

김영삼 → 노무현 정권 순으로 ‘기업성’ 비중이 각각 74.8% → 70.7%→

60.9%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때 ‘IMF 외환위기’ 극복과 ‘민영화’ 요구

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김대중 정부시절에 ‘기업성’ 측면이 다른 정부

가 집권한 시기보다 강하게 나타났음을 알수 있었다.

< 표 24.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 변화(민주정권, %)〉

3대에 걸친 ‘민주정권’ 시기에 공기업의 기업이념 추구 변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권별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자.

먼저, 30년 넘게 계속된 군인출신 정권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문민정

부’로 불리운 김영삼 정부는 1993년 정권 초기부터 과감한 개혁을 펼쳤

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질적인 부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지하 자금 형성을 막고자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90년대

들어와서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경제체제가 WTO(세계무역기구)체

제로 재편되면서 개방화 물결이 전세계를 강타하였는데 이러한 세계적

기류속에서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슬로건 중 하나로 내세우며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기업들의 단기차임한도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IMF

구제금융을 받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전 노태우 정부시절 ‘기업성’ 비중 53.1%

보다 크게 증가하여 64.3%에 이르렀다. 이 시기 ‘기업성’ 비중의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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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스공사를 이끌었던 CEO의 연설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였는데,

제 5 대 박청부 사장은 그의 신년사에서 “문민정부의 세계화와 WTO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의 무한경쟁시대에 가스공사 스스로 변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지표에 동참하고 가스

공사가 세계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하였다. 또한, 1994년에 논의되기

시작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하여도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공기업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할 논리가 부족하므로

이를 기회로 삼아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피력하

였는데,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점증하는 ‘민영화’ 요구속에서 공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던 당시

CEO의 연설문을 통해서 ‘기업성’ 비중의 증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두 번째, 민주정권으로 정의한 김대중 정권에서의 비중 추이를 〈표

24〉에서 살펴보면, 여당과 야당의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김대중

정부 시절 ‘기업성’의 비중이 75%를 차지하여 역대 정권 중 최고치를 기

록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IMF 위기와 더불어 정부의 가스공사에 대한

민영화 시도가 역대 어느 정부때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당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였던 CEO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

겠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등장한 이론이 ‘한국적 신주유주의’ 정책이었는

데, 이 정책의 핵심은 개방화와 민영화, 자유화 이었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경제의 영역을 확대하고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 하였는데, 이때 가스공사

는 정부의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어, 이후 기획되는 모든 경영은 민영화

라는 둘레에 에워싸이게 되어 가스공사는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된

다.

이처럼 가스공사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던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제

6 대 한갑수 사장은 그의 신년사에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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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명박 박근혜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소계 2013 2014 2015 2016 소계

공공성 45.2 43.0 44.4 45.7 31.3 41.9 46.2 46.7 43.4 47.8 44.0

기업성 54.8 57.0 55.6 54.3 68.8 58.1 53.8 53.3 56.6 52.2 56.0

야하고 당면한 경영위기를 발전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하므

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공기업 CEO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과 수평적·쌍방향적 소통을 강조하였던 노무현

정부때는 ‘기업성’의 비중이 61%를 차지하여 직전 정부에 비해 14% 감

소하였는데, 이는 역대정부 중에서 가장 민주적 색채가 강했다고 할 수

있었던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를 지향하며 대기업이

나 언론과는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노동자의 권익을 중요시하면

서 경제성이나 수익성의 추구보다는 분배와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균형발전을 중시하였던 당시 노무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던 정부의 정책은 공

기업인 가스공사의 기업가치추구에도 여과없이 반영되어 참여정부에서

‘기업성’의 비중은 여전히 ‘공공성’을 상회하고는 있지만, 이전의 민간정

부인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2-3. 보수정권

< 표 25.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 변화(보수정권, %)〉

다음은 기업추구가치의 비중변화를 ‘보수정권’의 관점에서 분석한

〈표 25〉에서 살펴보았는데, ‘민주정권’ 시대에 33%에 그쳣던 ‘공공성’

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44%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정권별 관점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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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변화를 살펴보면, ‘공공성’의 비중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44.0%로 이명박 정부 때의 41.9% 보다 약 2% 상승하는데 그쳐 두 정권

에서의 비중의 평균치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알 수 없었으나, 특이하게도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에는 ‘공공성’와 관련된 비중이 31.3%로 크게

떨어져서 보수정권 전 기간 평균인 42.9%와 비교시에도 11%의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음이 발견 되었다.

그러면 ‘보수정권’ 시기에 공기업의 기업추구이념의 비중이 이러한 경

향을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당시의 정권별 특징과 더불어 크고 작은 시

대적 상황을 가지고 분석해 보자.

1) 기업가치이념 변화요인 분석(‘이명박 정부’ 관점)

① 세계 금융위기

취임 첫해부터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신호탄으로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시달려야 했던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하

면서 전통적인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시도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흔히들 ‘MB 노믹스’라고 명칭 하였다. 이러한 ‘MB 노믹스’의 큰

틀은 성장과 비즈니스 프렌들리였고 성장을 뒷받침했던 논리의 핵심수단

은 減稅, 친시장, 규제완화, 서비스업 선진화, 공기업 선진화8)였는데, 선

진화 방안에는 그동안 가스공사가 주도하던 천연가스 도입과 인수· 저장

부문을 분할하여 경쟁과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② 공적기능 측면이 강한 사업 추진

이러한 국내정세와 함께 당시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는

가스산업의 국영화 확대와 벨로루시 등 구소련 국가에 대한 에너지 자원

8) 공기업 선진화는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의 소유권

을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부문으로 넘기는 것인

데, 이를 위해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의 방안에는

천연가스부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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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기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당시 고유가와 자원 민족주의로 인한

세계 천연가스 산업의 환경변화는 국내 천연가스업계에도 공급의 불안정

성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에너지안보 위기감의 고조에 따라 MB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 전략과제로 부각 시켰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서 추진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투자

규모가 크고 성공확률이 적은 특성상 리스크가 타 사업에 비해 굉장히

높아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법칙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투

자의 결과가 단기간에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 확률도 높지만 성공

할 경우 큰 이익을 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세계적인 메이저 에너지기업들은 유망한 사업에 참여할 기회

를 놓친 이들에게는 문책을 하지만 유망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사업에 참

여했다 실패한 경우에는 다음 기회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이는 “전투

에서 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지만, 정찰에 실패한 지휘관은 결코 용서

할 수 없다”는 군대의 격언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당시 재임하였던

제 11 대 주강수 사장의 얘기다. “자원 확보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

라, 한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원 빈국

인 우리의 상황에서 국가 발전의 근간인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

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가스공사의 소명입니다. 한국 경제사의 획

을 그었던 고 정주영 회장은 광산(鑛山)을 광산(狂山)으로 쓰며, ‘자원개

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미쳐서 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원의 자주개발은 국력이고, 가스공사는 국력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스공사가 도전을 피하기 보다는 즐겨야

하며 국가 에너지의 한축을 맡고 있는 공기업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자원탐사 사업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자원개발 사업에 첫발을 내딛는었

던 가스공사는 전문인력 부족과 위험지역인 이라크 사업 등 에서의 어려

움에 부닥치게 되어 심각한 유동성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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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가스공사의 CEO로 하여금 부채율 감소를 위해 해외자산 매각하

게 하였고 일반적인 사업에의 투자도 위축되어 조직의 활력이 급속히 감

소하게 되는데, 〈표 25〉에서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에 ‘기업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MB 정부 때에는 ‘미공급지역 천여가스 확대 보급사업’(각주 6)

을 추진하여 저개발 지역의 에너지보급 형평성을 찾고자 하는 등 MB

정부에 들어와서 가스공사는 ‘민주정권’ 시절보다 정부의 주도아래 공적

기능 측면이 강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공공성’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2) 기업가치이념 변화요인 분석(‘박근혜 정부’ 관점)

앞의 〈표 25〉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공성’ 비중이 44.0%로 나

타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고는 역대 정부 중 가

장 높은 값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공성’의 비중이 이처럼 높게 나

타나는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① ‘경제민주화’ 정책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경제

민주화9)’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은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가스공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천연가스의 도입·도매 부분에 대하여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친 기업적 정책을 지속 추

진하였기 때문이다.

9)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껏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온

정부와 대기업이 경제의 주도권을 시민, 중산층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하

여 경제를 살리고 결국에는 국민 복지를 향상 시키는데 있었다.



- 87 -

② 對(대) 국민 신뢰회복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스공사는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로 인한

국제 유가 급락으로 이전 정부에서 투자된 광구의 자본금 가치가 하락되

어 재무적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원개발은 10년 이

상의 장기적인 안목과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높은 실패율을 감안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자원개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채 이명박 정권

에서 박근혜 정부로 권력이 이양되자마자 이전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자

원개발사업으로 나타난 단기간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가스공사는 국가의

자원을 낭비한 방만경영의 대표 공기업으로 국회와 언론 등 외부의 기관

으로부터 감사와 질책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내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서의

민간개방 정책과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따른 언론과 국민의 질책으로 인

하여 내부 조직의 사기가 매우 위축되고 침체되었다. 당시 CEO는 이렇

게 침체된 조직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제 14대 장석효 사장의 2014년 신년

사에서는 “우리 임직원 모두가 국민에 봉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며, 자기안주에서 벗어나 내부혁신을 통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한국가스공사로 거듭 태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라고 하면서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③ 정부와의 관계

이 시절 ‘공공성’의 비중이 증가한 이유중 특이한 점은 공기업 사장과

정부와의 소통에 관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기에 관료 출신 경쟁자를 제치고 임명된 14대

장석효 사장은 공사 내부출신으로서는 최초의 사장이라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앉고 출범하였는데 그의 재임기간인 18개월 동안 정부와의 소통

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공기업 최고경영자와 정부의 불협화음

으로 인해 장 사장 재임기간 內內 가스공사는 정부와의 협의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공기업 CEO의 역할 중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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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부 관계, 특히 정부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장석효 사장은 취임사에서 “가스산업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당국과 국민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

는 능력을 보여줘야 만이 외부로부터 우리공사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

을 인정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급변하는 가스산업의

환경속에서 우리공사에 주어진 공적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까지 정부 등 외부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조하였지만, 결국 장 사장은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부족으로 임기를 마

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된다.

지금까지 ‘보수정권’이 집권하던 시기에 기업가치이념중 ‘공공성’의 비

중이 증가한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주목해볼만한 점으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이다. MB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중단되다 시피 하

는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추진된

이 사업이 단기간에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되어 국가의 백년대계

라 할 수 있는 자원확보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결정되어져야 하겠다.

전반적으로 ‘보수정권’ 시대는 이전 ‘민주정권’ 시기와는 다르게 MB정

부에서 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미공급지역 천여가스 확대 보

급사업’ 등 ‘공공성’ 측면이 부각되는 정부주도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

어진 박근혜 정부도 천연가스 도입· 도매부문의 끊임없는 개방요구와 이

명박 정부에 의해 시도된 사업의 후유증을 정리하거나 정부와의 관계회

복 등 이전정권에 비해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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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지금까지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에 제시된 공기업의 추구이념

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변화를 ‘정권변화’ 배경의 관점에서 범주화하여

연구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기업가치이념인 ‘기업성’ 비중은 김영삼, 김대

중,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인 ‘민주정권’ 때에 66.7%로 가장 높았으며, 이

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집권시기인 ‘보수정권’ 때에는 55.4% 그리고 전

두환, 노태우 정부때인 ‘군사정권’ 때에는 가장 낮은 43.4% 였다.

이와 같이 공기업의 기업가치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변화는

정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도 매우 밀접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민영화, 해외자원사업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에 의해서도 그 비

중이 나타내는 모습도 변화되어 왔음이 확인하였다.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따라서 공기업 최고경

영자의 경영목표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이 현실이다. 공기업에 있어서 정부정책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거부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제한된 최고경영자가 정부의 정책에 너무 크게 예속되어 기업을 경영하

게 된다면 기업 정책의 일관성 측면 뿐 아니라 공기업의 원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 할 것이다.

아울러,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기업에서 조차도 CEO가 정부로부터 공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CEO는 이러한 의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다.

공기업에 대해 시대적 요구가 복잡 다양해진 현실에서 이러한 시대흐

름과 사회의 요구에 공기업이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CEO가 정부로

부터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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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료(4명) 정치 및 
학계(2명) 민간(2명) 공기업 및 

내부(3명) 계

목적사업운영 17.1 3.9 9.4 7.1 9.4 
정부정책 이행 8.1 6.0 5.5 2.0 5.4 
재무성과 향상 9.2 8.9 8.2 4.9 7.8 

미래성장기반 확보 5.3 9.8 12.0 2.4 7.4 
내부안정도모 13.5 24.5 25.1 30.5 23.4 
사회적책임 13.1 19.8 12.1 36.3 20.3 

기업경쟁력제고 13.6 12.4 14.4 6.6 11.7 
비전 20.1 14.7 13.3 10.2 14.6 
계 100 100 100 100 100

제 3 절 경영목표 및 기업가치이념 변화 분석

(‘CEO 출신배경’ 관점)

1. 경영목표 변화분석

공기업 CEO를 4개의 출신배경으로 구분하였던 앞의〈표 2〉를 보면,

제 1대 최연식 사장의 경우 ‘군인’ 및 ‘공기업’ 출신 경력을 모두 보유하

였으나 사장으로 임명되기 직전 경력을 기준으로 ‘공기업 및 내부’ 군으

로 구분하였다. 또한 제 6, 7대 한갑수 사장의 경우, 국회의원 출신일 뿐

아니라 정부부처 차관 출신으로 정·관계에서 두루 재직한 경험이 있어

객관성있게 구분하기가 어려웠으나 행정고시를 거친 전통관료 출신임을

감안하여 ‘관료 출신’ 군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표 26〉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역대 CEO의 출신배경별로 경영

목표의 비중 변화를 종합 정리 하였다. 여덟가지의 경영목표가 가지는

비중의 크기를 살펴보면, 그 비중이 “내부안정도모 → 사회적 책임 →

비젼제시 → 기업경쟁력 제고 → 목적 사업 운영 → 재무성과 향성 →

미래성장기반 확 보→ 정부 정책 이행”의 순서로 비중의 크기가 작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6. 년도별 경영목표 비중변화(‘CEO 출신배경’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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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출신 CEO에 있어서는 ‘비전 제시’와 관련된 경영목표의 비중

이 20.1%로 가장 높았고, ‘정치 및 학계’ 와 ‘민간’ 출신 CEO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내부 안정 도모’와 관련된 경영목표로

24.5% 와 2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및 내부’ 출신

CEO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목표 비중이 36.3% 이었는데 이는

CEO의 출신배경별 관점에서 파악한 비중의 수치 중 가장 큰 수치였다.

‘출신배경’ 관점에서 살펴본 비중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관료 출

신’ 사장을 제외한 모든 출신의 사장에게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경

영 목표는 ‘내부안정 도모’로 그 비중이 21.8%에 달하고 있다. ‘관료 출

신’을 제외할 경우, 그 비중은 더욱 높아져 25%를 초과한다. 이것은 앞

서 보았던 ‘가스공사 역사’ 관점, ‘시대 및 정권 변화’ 관점에서도 ‘내부안

정 도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형상과도 일맥 상통한다.

또한, 경영목표의 비중변화를 CEO의 ‘출신배경’별 관점에서 바라보았

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관료 출신’ 관점

‘관료 출신’의 CEO에 있어서는 ‘비전 제시’와 ‘목적 사업 운영’와 관련

된 경영목표 비중이 각각 20.1%, 17.1%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인데,

이는 관료 특유의 명령에 대한 복종 정신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관료 출

신’ 사장의 재임기간의 대부분이 창립 초기 천연가스 인프라 조성이라는

공사 고유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시기(제 4대에서 제 7대)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대적 특성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또한, ‘관료 출신’ CEO는 ‘비전 제시’와 관련된 경영목표를 강조하면서

초창기에 조직을 본 괘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관료 특유의 조직 장악력으

로 미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 더욱 힘있고 미래 지향적

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는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소유하고 있

는 ‘관료 출신’ CEO의 기획능력과 추진력을 소유한 ‘관료 출신’ CEO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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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치 및 학계 출신’ 관점

제 8대 김명규 사장(2001년 ~ 2003년)은 제 14, 15대 국회의원 출신으

로써 유일하게 정치권 출신 사장으로 분류 되었는데 김명규 사장의 연설

문에서는 정치권 출신답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중이 19.8%

로 높게 차지하고 있다. 그는 재임기간 주당 12,000원까지 급락했던 공사

의 기업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안정을 꾀하면서도

공사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재계 그리고 국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정치권 출신’

CEO의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은 그의 연설문상에서 ‘사회적 책임’

에 대한 비중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학계 출신’인 제 15대 이승훈 사장은 ‘비전 제시’와 ‘사회적 책임’의

비중이 22.8%, 21.5%를 차지하고 있어 ‘정치 및 학계’ 출신 평균 수치인

19.8%, 14.9%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인 이

사장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가스공사의 에너지 신사업 진출을 강조하

면서 연료전지10) 이나 LNG 벙커링 사업 등 천연가스를 이용한 보다 현

실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경제학자 출신의 합리적인 CEO의 모습을 보

고자 하였다.

또한, 이 사장 재임 초기에 발생한 일부 구성원의 부정한 청탁에의 연

류와 2016년에는 경주지역의 잇따른 지진 발생은 위험물인 천연가스를

취급하는 가스공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중이 증가는 계기가 되었다

고 해석할 수 있었다.

1-3. ‘민간기업 출신’ 관점

‘민간기업’출신 사장의 경우, ‘재무성과 향상’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

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특이한 경향을

10)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로써, ‘3차 전지’라고도 불린다. 연

료를 태워서 발전기를 돌리는게 아니라 연료의 화학반응에서 직접 전기를 얻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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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관료(4) 정치·학계(2) 민간(2) 공기업·내부(3)

공공성 39.3% 38.8% 43.1% 65.0% 

기업성 60.7% 61.2% 56.9% 35.0%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민간기업 출신경력으로는

보완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경영목표를 강조하므로써 공적 영역에 적응

하고자 하였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겠다.

1-4. ‘공기업 및 내부 출신’ 관점

이러한 출신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과 ‘내부 안정 도모’의 비중이 ‘재무성과 향상’이나 ‘미래성장기반 구

축’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다. ‘관료나 정치계 출신’

CEO에 비하여 정부나 정치계 등의 인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영

향력을 갖고 있는 ‘공기업 및 내부 출신’ CEO는 내부 구성원의 힘을

모으고 언론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그의 출신 배경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공기업에서 최고의 직위라고 할 수 있는 사장까지 오른 개인적인 업

무 능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출신의 사장들은 본인의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공기업에 있

어서의 리더십으로 무엇이 중요하게 요구되는지를 함축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전문경영 능력만으로는 공기업 리더로서의 임무를 수행이 불가능한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공기업의 보다 큰 사회적 역할

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CEO의 책임경영을 뒷 바침할 수 있는 사회적 여

건과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2. 기업가치이념 변화 분석

< 표 27.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 변화(‘CEO 출신배경’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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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27〉은 가스공사의 전 역사에서 재임한 최고경영자의 출신

배경을 ‘관료’, ‘정치·학계’, ‘민간’, ‘공기업·내부’의 4개군으로 구분하여 공

기업의 기업가치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이 표를 살펴보면, ‘정치·학계 → 관료 → 민간 → 공기업·내부’ 출신

순서로 ‘기업성’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수치속에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공기업의 공적기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학계’ 및 ‘관료’ 출신 CEO의 ‘기업성’ 비중이 ‘민간’

출신 CEO보다 높다는 것은 일반적 시각에서는 아이러니한 결과이다.

이는 본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설문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

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설문이란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가 던지는 메시지의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메시지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보다는 본인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서

로의 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점에서 볼 때 ‘정치·학계’ 및 ‘관

료’ 출신 CEO가 ‘민간’기업 출신 CEO보다 ‘기업성’ 측면을 강조한 것이

라는 해석이 가능하겠다.

두 번째로는, ‘공기업 및 내부’출신 CEO로는 한국전력공사 출신인 제

1대 최연식 사장, 제 2, 3대 문희성 사장 그리고 ‘내부’ 출신인 제 14대

장석효 사장이 있는데〈표 27〉에서 보면, ‘공기업 및 내부’ 출신 CEO에

있어서 ‘공공성’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 그림 10〉은 가스공사의 역대 CEO별로 분석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제 1대 최연식 사장의

경우에는 ‘공공성’의 비중이 100%를 차지하고 있어 분석의 신뢰성에 대

한 담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30여년 전 당시 사장의 연설문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1984년 최 사장의 신년사와 창립기념사 만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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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김명규 이승훈

계
2001 2002 2003 소계 2015 2016 소계

공공성 32.9 26.3 36.7 31.9  43.4 47.8 45.6  38.8 

기업성 67.1 73.7 63.3 68.1 56.6 52.2 54.4 61.2 

< 그림 10.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변화 추이(‘CEO’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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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식 문희성 이경식 박청부 한갑수 김명규 오강현 이수호 주강수 장석효 이승훈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분석(역대CEO 관점 )

공공성 기업성

또한 문희성 사장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48.2%, ‘기업성’이 51.8%의

비중으로 추세선이 교차하고 있다. 이는 제 1대 최연희 사장의 연설문에

서는 당연히 그 조직이 설립되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공성’측면이

강조되는 경영목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천연

가스 판매가 시작되었던 문 사장의 재임기간에는 영업활동 강화를 통한

수요개발 이라든지 천연가스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등 경쟁력 확보를 추

구하게 되면서 ‘기업성’ 측면의 경영목표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CEO의 출신배경’의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이념 변화에 대하

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큰 틀에서 바라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를 각 출신

배경 별 관점에서 다루어 보겠다.

2-1.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변화(‘정치·학계 출신배경’ 관점)

아래의 〈표 28〉에서는 가스공사의 역대 가스공사의 ‘정치·학계’ 출

신 CEO의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 표 28.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 변화(‘정치·학계’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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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치·학계’출신 CEO로 분류되는 제8대 김명규 사장과 제 15대

이승훈 사장이 재임한 시기에 있어서의 기업가치의 변화 요인에 검토해

보자.

우선 제 6대 CEO인 김명규 사장은, 제 14대와 15대 국회의원 출신이

면서도 중소기업을 경영하였던 기업인으로 김대중 정부인 2000년 가스공

사 사장으로 임명된 후 노무현 정권 초기인 2003년 7월까지 재임하였다.

〈그림 10〉을 보면, 김 사장은 제 6대 한갑수 사장의 재임 기간을 제외

하고는 가스공사 전 역사에 걸친 ‘기업성’ 비중이 68.1%로 가장 높았다.

김명규 사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변화와 수익구조 확

보를 힘주어 강조 하면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CEO로서 일반주주

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정치계와 기업인

출신 답게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경

쟁력 높이고자 하는 CEO의 출신적 특성이 ‘기업성’ 측면의 비중의 증가

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제 15대 CEO인 이승훈 사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출신으로

이 승훈 사장 재임기간에는 ‘기업성’의 비중이 54.4%를 차지하여 ‘공공

성’ 비중 45.6%를 약간 상회하고는 있으나 앞서 언급한〈그림 10〉에서

보듯이 ‘기업성’의 비중은 1993년에 ‘공공성’의 비중을 초과한 이후로는

제 14대 장석효 사장이 재임한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

는 현대로 접어들수록 기업의 효율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추세에서 볼

때 매우 독특한 현상인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내외 경제

의 樣態(양태)와 더불어 가스공사의 경영환경을 함께 분석할 때 그 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승훈 사장이 임명되기 전인 2010년 초반부터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

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천연가스 판매량은 2013년부터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지난 사장시절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후유증으

로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 재임이후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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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8대

김명규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그동안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영역에서 민간과의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할 것

에 대비해서, 정부로 부터의 홀로서기를 시도해야 한다.(2000년 창

립 18주년 기념사)”

15대

이승훈

“공기업은 공익만을 위해 국민과 국가에 무조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다. 물론 공익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2016년 11월 7일자 뉴스핌

과의 인터뷰)”

“시장경제론자로서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

만, 2024년까지 가스공사의 장기 계약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이 직도입을 하게 된다면 자칫 국내 에너지 수급질서가

혼란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2016년 11월 7일자 뉴스핌과의 인터

뷰)”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학자출신 CEO의 공기업 경영에 대한 인식은 그가

임명된지 3년째인 2016년 신년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실로 누란지세

에 비유하여도 과함이 없을 정도의 크고 작은 변화의 파도가 우리에게 다

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연설문의 문맥에서도 학자 출신 CEO가

느꼈던 녹녹치 않았던 공기업 경영에 대한 중압감을 짐작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승훈 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전면 중지 정책에

도 불구하고 자원 자주개발은 국가와 미래의 자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

며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한 지금이 투자의 적기임을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경제학자로서 미래경제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을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정치·학계’출신 CEO는 공기업의 정부로 부터의 경영 독립을

강조하며 정부에 대하여 독립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행정부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던 국회와 학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교수라는 출신배경을 보유한 CEO가 여타의 CEO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는 짐작이

가능하겠다.

다음 〈표 29〉에서는 이러한 ‘정치·학계’출신 CEO의 연설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9. ‘정치·학계’출신 CEO의 연설문 언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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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경식 박청부 한갑수 오강현 계

공공성 55.2  37.4 28.4 36.1  39.3 

기업성 44.8 62.6 71.6 63.9 60.7 

2-2.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변화(‘관료 출신배경’ 관점)

가스공사의 역대 CEO중에서 관료출신 CEO로는 제 4대 이경식 사장,

제 5대 박청부 사장, 제 6대와 7대 연임하였던 한갑수 사장 그리고 9대

오강현 사장인데, 가스공사 전체역사 33년의 기간 중 약 12년의 기간을

차지하고 있어 관료집단 CEO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 표 30.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 변화(‘관료’ 출신, %)〉

〈표 30〉에서 보듯이, ‘관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CEO중에서 중부

권으로의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이 한창이던 제 4대 이경식 사장 재임기

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3인의 사장이 재임하였던 기간에는 ‘기업성’ 비중

이 ‘공공성’ 비중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이러한 ‘관료’ 출신 CEO에 있어서의 ‘기업성’의 비중을

살펴보면, 한갑수 → 오강현 → 박청부 → 이경식 사장으로 갈수록 비중

이 71.6% → 63.9% → 62.6% → 44.8%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관료’출

신 사장 중에서 ‘기업성’ 비중이 가장 높게 분석 된 한갑수 사장을 통해

서 기업추구이념의 변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994년 12월 발생한 서울 아현동 가스공급기지 폭발사고 이후 임명된

제 6, 7대 한갑수 사장은 시설관리 위주의 단순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

나고자 가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선진 안전관리체

계를 구축하게 된다.

가스사고로 인한 사회적 질책과 내부적으로 팽배해진 성장에 대한 불

안감속에서 취임한 한 사장은 “혁신없이 일류 없다”는 기치아래 다각적

인 혁신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는 “과감하고 치열한 혁신을 통해

공기업의 독접적 지위에 안주하는 안일한 경영체질을 벗어버리고 세계일

류의 에너지기업으로 비상하자”고 하면서 1996년 제2창업을 선언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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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수호 주강수

계
2006 2007 2008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소계

공공성 38.7 48.0 45.2 44.0  43.0 44.4 45.7 31.3 46.2 42.1  43.1 

기업성 61.3 52.0 54.8 56.0 57.0 55.6 54.3 68.8 53.8 57.9 56.9  

다. 한 사장의 재임기간 동안 ‘기업성’ 비중이 71.6%라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요인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장은 아현사고라는 가스공사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

이하면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조

직은 거의 2배 가까운 조직 팽창을 이루기도 하였다.

요약하자면, 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자 하였던 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 마인드가 반영된 결과 이겠지만, 간과 할 수 없는 점은 제 1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치가적인 넓은 안목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환

경처와 경제기획원 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써의 인맥과 추진력

등 과거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한갑수 사장의 리더십에서 공기업 CEO의 출신배경이 공기업

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2-3.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변화(‘민간 출신배경’ 관점)

가스공사의 역사에 있어서 ‘민간’ 출신 CEO는 2005년 11월에서 2008

년 5월까지 재임했던 LG상사 출신의 제 10대 이수호 사장과 2008년 10

월에서부터 2013년 5월까지 재임하였던 현대종합상사 출신의 제 11대,

제 12대, 제 13대 주강수 사장이 대표적이다.

< 표 31.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 변화(‘민간’ 배경’ 관점, %)〉

두 사장이 근무하던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초기까지 3대의 정권에 걸쳐서 형성되는 데 〈표 3

1〉에서 보듯이 이 기간에는 ‘공공성’이 43.1%, ‘기업성’이 56.9%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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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출신 CEO의 전체 평균 ‘기업성’에 대한 비중이 ‘공공성’

보다 약 13% 높게 형성되고는 있지만, 이 수치는 ‘정치·학계’ 출신이나

‘관료’ 출신배경을 가지고 있는 CEO의 평균 ‘기업성’ 비중 보다는 다소

낮고 ‘공기업·내부’ 출신 CEO의 ‘기업성’ 비중 보다는 상당히 높은데, 이

러한 기업추구이념의 변화가 민간기업 출신이라는 CEO와는 어떠한 인

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가스공사의 역대 CEO중에서 유일하게 민간기업 출신인 이수호, 주강

수 사장은 유사한 대기업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수호 사장의 경우 재임기간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이에 대

한 기업의 자구노력 즉 경쟁력 강화와 재무적 성과에 대한 중요성을 지

속적으로 강조 하였다. 또한 그는 당면한 ‘민영화와 가스산업구조개편’

등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즐기자고 하면서 이를 위해 개인과 조

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기개발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성과를 극

대화 하고자 하였던 ‘민간’기업 출신 다운 리더의 성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후임인 주강수 사장은 수십년간 민간기업에서 자원전문가로 활

동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적 과제인 자원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던 당시 MB 정부의 정책에 부흥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자원개발 사업은 정부정책이라는 ‘공공성’과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였던 가스공사의 ‘기업성’이 절묘하게 어울리는 성

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민간’ 출신의 CEO는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면서도 기업의 이

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이익 중시’ 경영을 추진 하였는데 아래의 표

에서는 이러한 ‘민간’ 출신 CEO가 연설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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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연식 문희상 장석효

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소계 2014

공공성 100.0 66.7 54.7 44.2 48.0 37.0 38.9 48.2 46.7 65.0 

기업성 0.0 33.3 45.3 55.8 52.0 63.0 61.1 51.8 53.3 35.0 

구분 주요내용

10대

이수호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개발된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

는 사람의 성과는 높게 나타나고 게으르고 요령만 피우며, 남의 눈치

나 살피며 권한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에 아부하며 줄이나 서려는 사

람의 성과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신년사)

11,12,

13대

주강수

“가스 산업의 선진화는 공익성을 저해 하거나 가스가격의 급등을 가

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도입자유화는

발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정부와

협의하여 제반 제도를 법제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하

고 경쟁력을 높여서 어느 민간 사업자도 실질적으로 시장진입이

불가능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2009년 신년사)

〈표 32. ‘민간’출신 CEO의 연설문 언급 내용〉

2-4.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변화(‘공기업 및 내부출신 배경’관점)

< 표 33.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분석(‘공기업 및 내부’출신 , %)〉

위의 〈표 33〉에서는 ‘공기업 및 내부’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CEO

가 재임한 기간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공기

업 및 내부’출신 CEO에 대한 평균적인 ‘공공성’의 비중이 65.0%를 차지

하여 ‘기업성’의 비중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스공사의 역

대 CEO를 출신배경별로 구분한 4개 분야의 CEO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다.

‘공기업 및 내부’ 출신의 CEO로는 한국전력공사 출신인 제 1대 최연

식 사장과 제 2대 와 3대 문희성 사장, 그리고 가스공사 도입판매본부장

출신인 제 14대 장석효 사장이다.



- 102 -

구체적으로, 제 1대 최연식 사장의 경우 ‘공공성’이 100%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연설문의 형식이 매우 단순할 뿐 아니라 천연

가스 인프라 구축이라는 단일한 목표에 CEO의 관심이 모두 집중되었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제 2대, 3대 사장인 문희성 사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성’

이 52%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시 1986년과 87년에는 발

전용 천연가스와 도시가스용으로 천연가스 판매를 시작했던 가스공사의

경영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

이처럼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출신인 최연식, 문희성 사장의 경우에

는 공기업 출신으로서의 어떤 특징보다는 초기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과

이러한 인프라를 통한 천연가스 판매개시라는 시대적 배경이 CEO 리더

십에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동일한 ‘공기업 및 내부’ CEO 군으로 분류하였으나 가스공사 역사상

유일한 내부출신으로 CEO가 된 제 14대 장석효 사장은 후배들의 많은

관심과 우려속에 임기를 시작하였다. 특이한 점은, 그가 재직했던 기간의

평균 ‘공공성’ 비중이 46.7%이었는데 이는 제 4대 이경식 사장 재임기간

의 평균 ‘공공성’ 비중인 55.2%를 제외하면 역대 CEO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내부’출신 CEO의 기업추구가치 중 ‘공공성’의 입지가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 공기업 사장으로써의 출

신배경의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다.

‘내부’출신 CEO는 회사 내부의 문화에 익숙할 뿐 아니라 조직이 가지

는 생리와 의사처리를 위한 단계 등 에 대하여 매우 익숙하며 공기업이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른 출신배경을 가지는 CEO에 비해 매우 깊

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부’출신 CEO는 정부나 국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소통 능력의 부족은 ‘내부’출신 CEO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무

색하게 만들어 순식간에 조직을 빈사상태에 빠져들게 하였고 시시콜콜



- 103 -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는 등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하차하고 만다.

이처럼 소통력의 부재로 인하여 ‘내부’출신 CEO로서의 경험의 리더십

을 발휘하지 못하는 빈사상태의 리더로써 가스공사의 역사에 남게 된 장

사장은 내부출신 CEO 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금까지 ‘공기업 및 내부’출신 CEO의 ‘공공성’과 ‘기업성’ 비중변화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는데 특이한 점은 ‘공기업 및 내부’출신의 CEO에 있

어서의 ‘공공성’ 비중이 65.0%로 ‘관료’ 또는 ‘정치 및 학계’ 출신 CEO의

공공성 비중 39.3%, 38.%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다. 이는 천연가스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이 시급하였던 가스공사 창립

초기에는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 등 공적 기능이 강조되던 시기로써 초창

기 한전 출신의 CEO가 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차지한

다.

이와 함께 ‘내부’출신인 장석효 사장 재임기간 공공성 비중이 46.7%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장 사장은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의 관

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하

였을 뿐 아니라 전임 주강수 사장 재임기간 추진된 자원개발 사업의 후

유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스공사의 이미지 개

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CEO가 가지고 있던

기업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이 CEO의 연설문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

3. 소 결

지금까지 ‘CEO의 출신배경’ 관점에서의 경영목표의 변화를 가스공사

의 역대 CEO 연설문을 분석하여 공기업의 기업추구이념인 ‘공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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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의 변화와 그 변화의 요인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것 처럼 ‘관료’, ‘정치 및 학계’, ‘민간’ 그리고 ‘공기업

및 내부’ 등 CEO는 그의 출신배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CEO가 재임했던 시대적 상황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경영환경 변

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CEO는 그가 가지고 있는 출신배경별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역대 공기업 CEO는 출신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조화

하여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였는데 공기업에 있어서의 기업추구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 역시 CEO의 출신배경과 무관치 않음이 도출되었다.

특히, ‘정치 및 학계’ 출신 CEO에 있어서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나름데로의 기업경영 철학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정

부의 정책에 대하여는 반대입장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목소리를 내면서

조직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내부’ 출신 CEO는 그간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공기업

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점에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내부’ 출신 공기업 CEO의 출신배경의 한계성도 발견하였다.

이처럼 공기업 CEO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배경으로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의 철학을 기초로하여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의 재임기간 경영목표와 기업가치이념 역시 CEO의 출신배경과 무관치

않았을뿐 아니라 CEO가 가지는 특성이 반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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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연설문을 분석함으로써 공기업의 역

대 CEO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경영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그러한 목표에 의해 공기업의 가치추구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변화

와 그 변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를 있

게 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사건들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시장형 공기업이자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

가스공사이며,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4년의 기간동안 행하여진

CEO의 취임사, 신년사 및 창립기념사 총 66개를 수집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66개의 표본을 ‘경영 상황 인식’에 관한 문장과 ‘경영 목표’에 관

한 문장으로 나눈 후, ‘경영 목표’에 관한 문장을 ① 목적 사업 운영, ②

정부 정책 이행, ③ 재무 성과 향상, ④ 미래성장기반 확보, ⑤ 내부 안

정 도모, ⑥ 기업의 사회적 책임, ⑦ 기업 경쟁력 제고, ⑧ 비전제시 등

8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8개의 세부 경영 목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내부

안정 도모’ 측면의 경영 목표로서 그 비중이 19.3%%에 달한다. 이어 ‘비

전 제시’ 15.8%, ‘기업의 사회적 책임’ 15.4%, ‘기업 경쟁력 제고’ 13.2%,

‘재무 성과 향상’ 10.6%, ‘목적 사업 운영’ 10.3%, ‘미래성장기반 확보’

7.7%, ‘정부 정책 이행’ 7.7% 順(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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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정책 이행’와 관련한 경영목표를 가장 우선시 할 것 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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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표적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 있어서 ‘재무 성과 향상’ 와

‘미래 성장기반 확보’ 측면의 경영목표가 10.6%와 7.7%의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인 것도 예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공기업이 설립 목적이자 미션인 ‘목적 사업 운영’을 정상적으

로 하고 있는 한 일상적 업무인 목적사업과 관련된 경영 목표들은 비교

적 CEO의 연설문속에서의 빈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반면, 글로벌한

현대 경쟁시대의 복잡한 경영 환경속에서 민영화나 세계 금융위기 등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기업 CEO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등을

통해 내부의 조직을 안정화, 효율화하므로써 재임기간 그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 안정 도모’와 관련된 경영목표의 비중이 지속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경영목표의 비중변화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기업가치이념

즉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 변화를 가스공사의 ‘역사적 관점’, ‘정권적

관점’ 그리고 ‘CEO의 출신배경 관점’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므로

써 그 변화의 요인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먼저, ‘역사적 관점’으로 분석한 내용 중 가장 특이하게 드러난 점은,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전체 역사속에서 ‘기업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공

공성’ 비중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스공사만의 독특한 사업구조 즉

국내천연가스 도매업자로써의 한정된 사업영역에 따라 여타의 공공조직

과는 다르게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자 하였던 조직원들의 基底(기저) 의식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서 발생한

세계 경제위기와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조성된 자연적인 생존적

본능에서 기인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IMF 금융위기를 맞이하였던 1998년과 1999년에 ‘기업성’ 비중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IMF를 맞이하여 이를

바라본 가스공사 CEO의 위기의식에 대한 강도의 크기를 선명하게 추정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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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군사정권’, ‘민주정권’, ‘보수정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권

별’ 관점에서는, ‘민주화’시대에 ‘기업성’ 측면의 비중이 가장 높게 분석되

었는데, 이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추진된 공기업 민

영화 정책 등 정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대로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기업추구이념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시대적인 영향이 반영된 결과 임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CEO 출신배경’을 기준으로 연구한 결과, ‘정치·학계’ 와 ‘관

료’ 출신 CEO의 ‘기업성’ 비중이 ‘민간’과 ‘공기업 및 내부’ 출신 CEO의

‘기업성’ 비중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기업성’ 비중의 이러한 모습은 매우 주목할 만 한데 ‘정치·학계’와 ‘관

료’ 출신 CEO의 성향이 ‘민간’와 ‘공기업 및 내부’ 출신 CEO보다 공기업

의 공적 기능을 강조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축과는 반대의 결과로 드러

났기 때문이다. 이는 연설문이 가지는 성격으로 설명이 가능 하였는데,

공기업 CEO는 연설문이라는 형식을 빌어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

완하고자 하였으며 그 메시지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보다는 본인

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공기업에 있어서의 기업추구이념인 ‘공공

성’과 ‘기업성’은,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된 시장형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경영환경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던 ‘아현동 가스공급기지 폭발사고’, ‘민영

화’ 그리고 ‘IMF 구제금융’와 ‘세계 금융위기’ 등 역사적 사건 뿐 아니라

가스공사를 에워싸고 있던 사회적 배경(시대별, 정권별, CEO의 출신배경

별)에 의해서도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받아왔으며 공기업의 기업추구이

념은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음이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공사의 전체 역사를 분석하였을 때 ‘기업성’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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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초월하고 있었는데 ‘기업성’ 비중이 높은 상

장 공기업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다음의 두 가지 정

책적 시사점에 대한 언급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쟁을 도

모할 수 밖에 없었던 동기에 대한 것이다.

역대정부는 공기업을 선진화, 민영화, 구조개편 그리고 경영평가 등

개혁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공기업의 효율

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역할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

나친 경쟁과 효율성의 추구로 인해 공기업 본연의 업무인 ‘공공성’ 추구

라는 목표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시대가 변화하여 공기업의 역할이 이전처럼 단순한 정부 기능의 대행

자에서 진화하여 효율성과 이윤 추구를 위해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업성’ 추구는 공기

업 설립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기 쉽다. 따라서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

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을 분류하여 관

리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된 공공기관 중에서도 시장형 공기업에 있어서

의 ‘기업성’ 측면의 비중이 확대·강화되어 기업가치의 추구가 한쪽으로

편향되어지는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러한 편

향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장 공기

업에 있어서의 기업추구이념의 개념의 정리는 더욱 당면한 과제 일 것이

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보

다 명확한 가치추구에 대한 개념의 정리와 목표의 제시가 요구된다.

둘째, 공기업에 있어서의 기업가치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한

개념의 정리이다.

공기업의 목표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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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 공기업의 효율적인 ‘기업성’ 추구는 일반기업에 있어서의 그

것과는 구별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정부의 관리와 통제’라는 기존의 공기업 관리 프레임에 대

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CEO의 자율경영’이 보장 될 때 보다 효율적인 경영추구가 가

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상 부여된 공기업 CEO에 대한 ‘경영 자율권’

은 정부 관료나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공기업의 특성을 볼

때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하고 이렇게 구분된 공공기관

은 그룹별로 세분화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에 대한 유형에 대한 분류기준을 보다 세분화 하여 상장된 공기

업에 대한 유형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분된 ‘상장 공기업’군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

자율권을 CEO에게 전적으로 보장하므로써 관료로 부터의 불필요한 간

섭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비로서 공기업 CEO는 그가

보유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공기업은 국민에 대한 양

적편익 제공에서 탈피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질적편익 제공으로 ‘공공성’

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기업의 기업추구이념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

겠지만 공기업 설립의 목적인 ‘공공성’ 측면보다 ‘기업성’ 추구로 궁극적

목적이 변질되는 것은 공기업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공

기업의 지나친 ‘기업성’ 추구로 인한 공적 서비스의 공급 저하는 결국 국

민의 삶의 질에서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정권의 변경에 따라 공

기업의 기업추구이념이 지나친 영향을 받는 것은 공기업 경영의 지속성

차원에서도 바람직 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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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공기업에 있어서 ‘기업성’ 추구는 ‘공공성’이라는 공기업

설립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겠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지는 합당한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에 있어서의 ‘기업성’ 추

구를 위해서는 ‘CEO의 경영 자율권’의 보장과 함께 ‘기업성’ 추구에 대

한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정부, 주주, 노동조합 및 국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관리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공기업의 경영목표와 실행, 재무상태를 종합해 볼 때 특히, 시장형 공

기업에 있어서는 국내·외 상황에 대한 예측역량, 투자심사 및 의사결정

을 위한 전문성 그리고 위험관리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공기업은 경영목표와 전략 설정시 낙관적 수용을 자제하고,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의 영향을 스스로 여과하여 경영진의 입장을 넘어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전략과 판단이 가능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할 필

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

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제상황에 대한 기관의 예측능력, 의

사결정 그리고 위험관리 역량제고, 나아가 정부와의 건강한 상호보완 및

견제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기업의

건전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관련자인 정부와 이사회의 참여도 합리적인

적정선에서 이루여 져야 하겠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공기업의 기업추구이념 역시

과거의 개념에 한정되어 질 수는 없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있는 지

금이 공기업 특히 상장 공기업에 있어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기반

으로 하는 ‘기업성’을 추구하기 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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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지금까지는 거의 사례가 없었던 공기업 CEO의 연

설문을 통해서 실제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목표의 변화와 그 변화의

요인을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기업가치이념을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

라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시대적 흐름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공기업 CEO들이

어떤 경영목표를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그 비중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

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공기업의 기업추구가치인 ‘공

공성’과 ‘기업성’을 기준으로하여 가스공사 CEO의 리더십의 변화를 도출

하였다.

CEO 리더십은 시대별, 정권별 그리고 CEO 출신배경별로 매우 다양

하게 발휘 되었다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기업 CEO의 경영목표와

기업가치이념 또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접적인 확인이 아니라 공기업의 최고경

영자의 실제 말(言, Message)을 가지고 내용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실증

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였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CEO가 능동적으로 기업 경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등의 경영능력을 발휘해 온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공기업 관리체제의 장기적 방향(상장공기업의 자율경영 확

대, CEO 임금 확대를 통한 리더십 극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도 얻

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

는다.

첫 째, 이 연구가 특정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이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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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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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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 신년사, 그리고 창립기념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980년대에는 CEO의 특성에 따라 ‘경영 모토’나 ‘경영

계획’등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렇게 제시된 경영 모토나 계획 중 중요한

사항만을 다시 신년사에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사항을 반영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CEO의 신년사에 특정 경영목표에 대한 비중

이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전체 표본의 수가 많지 않고, 연설문 내 각 문장에 영역이 모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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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CEO를 출신배경으로 구분하기 위해 관료, 정치·학계, 민

간, 공기업·내부 출신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러한 분류에 있어 관료와 정

치 그리고 공기업과 관료의 경험을 모두 갖춘 CEO의 경우 출신배경을

분류하기가 어려워 당해 근무시 직위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

로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분류의 객관성에 대한 확보가 부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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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a public corporation has an enormous weight within the

national economy, and also occupies a socially important position.

Such public corporations have mostly been established during the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and have largely contributed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 development.

Such role of public corporations, however, is greatly changing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various social demands for the public

sector and the continued period of infinite competition economically,

and the survival of a public corporation is determined by how well it

adapts to the change. Therefore, in order to adapt to such changes

and advance, public corporations have been taking self-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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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operation goals are suggested by

the CEO of a public corporation for its survival under such

circumstances. Moreover, it aims to examine how the operation goal

suggested by the CEO has been changing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and what the historical background for proposing the

operation goal was.

Also, the operation goals analyzed as such were divided into

'publicness' and 'corporateness' so as to examine on which value the

CEO of a public corporation has operated with a greater weight in

this ever-changing era.

For the subject of this study, Korea Gas Corporation was selected.

Korea Gas Corporation is a large-sized listed public corporation with

various interested parties, and has a strong 'corporateness' quality,

and thus the role of the CEO is important as much. Therefore, by

selecting Korea Gas Corporation with such qualities as the study

subject,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changing factors to the

operation goals of a public corporation CEO can be performed. Also,

in order to analyze the operation goal of a public corporation CEO,

the inauguration speech, New Year's address, and foundation

commemoration speech were selected from CEO addresses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While CEO addresses, especially inauguration

speech, New Year's address, and foundation commemoration speech

are medium that definitely shows the values and philosophy of the

CEO, at the same time, it blends the operation goals where the CEO

reveals what he/she will do for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at

corporation. Therefore, through such addresses, the changing factors

of 'publicness' and 'corporateness,' which are the corporate value

ideologies of a public corporation, can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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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mong various

operation goals suggested by the CEO, 'HR and organiz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culture,' 'system complementation,' 'work

motivation improvement,' and 'labor-management conference' and

such goals for 'internal stability promotion,' which is the goal of the

CEO managing internal resources in possession for the strengthening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had the greatest weight. Such results

are very interesting since it is far from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as the CEO of Korea Gas Corporation would prioritize stable natural

gas supply, which is the unique 'target business operation,' or

'government policy execution' the most among operation goals.

Also, the analysis of the corporate promotion ideology according to

the history of Korea Gas Corporation and the changes of the

times/administrations shows the tendency where the weight of

'corporateness' consistently exceeds the weight of 'publicness' except

for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foundation. That is, during the

founding stage of Korea Gas Corporation or during the early periods

of military rule, the weight of 'corporateness' was not great, but

since the globalization era in early 1990s, such phenomenon is

distinctively observed.

Such changes in the weight of corporate value ideology which is

'publicness' and 'corporateness' was found to have been influenced

not only by 'historic events' occurring around Korea Gas Corporation,

but also by 'changes in administration' and by 'background of CEO.'

Behind the reason why the aspect of 'corporateness' had to be

consistently emphasized historically for listed public corporations were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such as the limited expandability of the

business area of Korea Gas Corporation and the magnitu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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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from the changes in the external operation environment.

Th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is report include the motivation

where a public corporation, which performs public-interest

functionality, had to aim for corporate profit and competition. Previous

governments have targeted public corporations for reformations such

as advancement, privatization, restructuring and such. Such

government policy had positive effects on public corporations such as

efficiency reinforcement, but on the other hand, excessive

reinforcement on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led to the decrease in

the weight of public goal that is promoting 'publicness,' which is the

original job of a public corporation.

As times have changed, it is a natural task of the times that a

public corporation changes from being a simple delegate of a

government function to pioneering business areas. Excessive

promotion of 'corporateness,' however, is susceptible to damaging the

fundamental objective for which a public corporation was founded.

Therefore, a proper harmony between 'publicness' and 'corporateness'

is needed for a public corporation.

The government classifies and manages public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laws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Even

among the public institutions classified as such, the market-oriented

public corporations are seeing this issue of value promotion more

prominently. Especially among such, the listed public corporations face

this issue more upfront. Therefore, the suggestion of a clearer goal

for listed public corporations, which are bound to prioritize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is in demand. The goal of a listed

public corporation should be managed from the two aspects of

'publicness' and 'corporateness.' Also, the efficient 'corpora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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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of a listed public corporation can only be achieved when

the autonomous operation of the CEO is guaranteed. It should be,

however, be based on the 'publicness' where the 'corporateness'

promotion by a listed public corporation is differentiated from the

profit promotion of general private corporations. For such, the

suggestion of a clear goal and direction through a separate

management for the 'listed public corporation' group as per 'laws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in demand.

Keywords : public corporation, Korea Gas Corporation, CEO,

operation goal, publicness, corpora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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