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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공기관의 실적평가 도구로서 주로 활용되는 경영평가에 기관의

규모 등 비평가요소가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평가의 지

표구성이 기관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평가

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만약 기관의 규모 등 구

조적인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경영개선 노력에

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의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저하와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체에서는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절차 및 지표 개선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평가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평가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관련연구 및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비판의 타당 여부를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대상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았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기관의 특성 변수와 경

영평가 결과 사이에 일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

왔으며 기관의 유형별로 영향 유무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났다. 직

원수(정원)는 전체 모형 및 상관관계 있는 변수를 분리하여 분석

한 부분모형 모두에서 총득점과 정성부분(득점율)과 정량부분(득점

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당매출액과

인당이익은 경영평가 종합점수와 정량부분 득점율에 (+)영향을 나

타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직원수(정원)와 함께 기관의 규모

를 나타내는 대표중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자산(인당자산)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영평가 결과와 오히려 (-)의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규모가 큰 기관이 경영평가에 유리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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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영평가 절차와 내

용의 보완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안을 제언하고

자 한다. 직원수(정원)는 지방공기업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여

지가 크지 않으므로, 평가지표 내 계산방법에 인력규모 자체나 인

원 충원노력을 포함하여 인력에 따른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개선

안이 제시될 수 있다. 기관의 인당매출액과 인당이익이 경영평가

결과에 (+)의 영향을 미치므로 수익성이 좋을수록 경영평가 득점

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수익성은 경영효율성을 대표하는 경영

성과로서 가치가 있지만,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

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수익성이 표준지표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률적으로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를 배제하고 기관

의 사업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의 사업

특성에 따라 수익성관련 지표를 적용할 때도 수익의 전체 크기보

다 목표대비 실적 중심으로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경영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

관의 유형분류가 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성평가의 경우 득점 평균에 차이가 발

생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선노력이 유효한 효과를 거두었다

고 추론할 수 있다. 정량부분 평가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여건 등

을 감안한 차별적인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
주요어 :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학 번 : 2016-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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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공공기관의 평가도구로서 활용되는 경영평가에 대해 비평가요소가 평

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평가지표가 기관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비판이 평가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를 받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경영평가에 대한 일반적

인 비판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계획(Planning), 집행(Doing), 확인(Seeing)

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경영관리 과정에서 “확인”이라는 위치를 차지하여

관리과정의 환류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인 공공성

과 기업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관의 사업특성에

따라 경영평가 지표를 달리하여야 하며, 평가는 각각 차별화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991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가 처음 실시된 이래로 성과의 체계적

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도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3.0 추

진 과제에도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공헌도 등 국정과제 실현 및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는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증대,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바람직한 경영평가제도의

정착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근

무평가는 물론 성과급 배분의 기준이 되므로 구성원들에게도 중요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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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평가주체인 행정자치부에서는 평가방

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자

치부에서는 2015.03.31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체계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 평가부터 적용하였다. 행정자치부

의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에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 강화 및 경영평가의

개선 등 구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제

고하고 경영개선 유인기제 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편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경영평가를 광역자치단체 지방공기

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시·도에서 것으로 이원

화 되어있는 경영평가 평가주체를 기초자치단체 상·하수도 공기업을 제

외한 모든 기관에 대해 행정자치부 시행으로 일원화하고, 직영기업, 공

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유형별로 평가지표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기정 평가지표 체계를 단순화하고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체계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평가 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 및 수

용성이 저하되고 현행 평가지표체계가 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뉴시스, 2016.08.11일자 “일률적 잣

대 평가 올해도 논란”). 2016년 1월1일 현재 전국의 지방공기업수는 410

개 이며, 이들 기관의 사업영역,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다. 각

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단일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자칫 결과의 왜곡을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

만약 기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일 미친

다면 경영개선노력에 불구하고 평가결과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직원수, 자산, 매출액 등 규모가 큰 기관은 경영평가에 대비할 인원과 예

산 등 준비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우수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결과

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경영평가의 평가요인인 경영실적 외에 비

평가 요인, 특히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요인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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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임직원의 사기저하 및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평가의 존재

가치가 감소할 것이고, 평가체계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

다. 또한 경영평가는 평가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급의 차등 지급

요인으로 작용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경고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관장의

성과평가에도 적용되므로,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관의 특성이 경영평

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영평가의 유형분류가 기관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이루어졌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

가에 대해 비판적 분석과 건설적 대안의 기초자료를 작성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대상

본 논문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경영평가 제도를 살

펴보고 문헌연구와 자료의 실증 분석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

에 기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문헌에 대한 분석 검토, 지방공

기업 경영실적 평가 편람 및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등 지방공기업 경영평

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간된 각종 자료의 분석, 경영공시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과 각 지방자치

단체의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으로 구분되는데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영평가를 받은 지방공기업중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를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기간에 행정

자치부 주관 경영평가를 받은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

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

사 이상 6개 기관), 도시개발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

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

원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 4 -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이상 14개 기관), 광역시설관리공단(서울시

설관리공단, 부산시설공단, 대구시설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울산시설공

단 이상 5개 기관), 환경공단(부산환경공단, 대구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상 5개 기관), 특정공사·공단(서울농

수산식품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구리

농수산물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개발공사, 부산지방스포원, 창원경륜공

단 이상 9개 기관), 광역단체 상수도기관(서울상수도, 부산상수도, 대구상

수도, 인천상수도, 광주상수도, 대전상수도, 울산상수도, 제주상수도 이상

8개 기관)에 대한 2011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의 경영실적 평가자료를 대

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따라서 총 235개의 표본수를 분석대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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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정 의

유 훈(1995)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

윤성식(1995)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안용식, 원구환(1994)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제 2 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관

제 1 절 지방공기업의 개념

1. 지방공기업의 정의 및 특성

1) 설립근거

우리나라에서 지방공기업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

영하거나 법인(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

다. 사업의 형태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궤도사업(軌道事業:지하철

사업 포함)·자동차운송사업·가스사업·지방도로사업·하수도사업·청소위생

사업·주택사업·의료사업·매장 및 묘지 사업 등이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지방공기업법 2

조).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

는 수행 기관을 말한다(이혜승 외, 2006).

지방공기업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표1> 지방공기업 정의(학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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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성도경(1998)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이규환(200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기업활동

이현희(2002)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출처 : 최용환(2006) 재정리

2) 운영특성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공공성(공공복리)과 경제성을 증대하도록

운영함을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공기

업법 제3조), 원칙적으로 각 사업마다 전임의 관리자와 특별회계를 마련

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공기업법 제7, 13조).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당해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

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다른 업무와의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 그 밖에는 전반적으

로 경영책임을 지고 해당 기관을 운영·관리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

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자본 및 부

채계정과 손익계산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공기업법 16조).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

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다.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 경영(행정

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 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

써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현황(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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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경영형태 직접경영 간접경영

특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

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

계를 운영하는 형태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 법인으로 자

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

로 운영

조직, 인력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

구 분 적 용 대 상 사 업  및  사 업 규 모

의

무

적

용

사

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기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 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 이상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3) 경영형태

지방공기업의 설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사업영역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

조에서 정한 사업이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경영원칙으로 하며 독

립채산원칙을 갖는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을 하고 재원조달방식은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이다. 경영형태

에 따라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으로 나뉜다.

<표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별 분류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현황(2016)

<표3> 지방공기업의 분류 및 사업범위1) 

1)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현황(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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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근 거

법 령

∙설립 : 개별 법률

∙운영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舊 정부투자관리기본법과 정부 

산하관리기본법을 통합(’07.4)하고,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 

∙ 설립 : 지방공기업법 및 개별 조례

∙운영 : 지방공기업법

유 형
∙공기업 : 자체수입 〉총수입 / 2

  - 시장형(자산2조이상 등), 준시장형

∙ 지방직영기업 : 특별회계로 설치

    : 도로관리연장 50㎞ 이상 또는 유료터널 ․ 교량 3개소 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 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 이상

임

의

적

용

사

업

○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 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의무적용 대상사업 중 당연적용사업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출처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2. 국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비교

국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설립근거 법령에 차이가 있는데 국가공

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및 각 조례에 따라 운영근거를 가지고 있다. 설립유형,

적용대상 등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표4>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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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 : 자체수입〈 총수입 / 2

  -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

∙ 지방공사 : 자치단체 50% 이상 

출자

∙ 지방공단 : 자치단체 전액 출자

적 용

대 상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

 (정부출연)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이상 

초과

∙ 50% 이상 지분 보유, 또는 30% 

이상 지분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사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용) 상수도 등 8개사업

(임의적용) 경상수지 5할 이상, 

주민복지증진, 민간영역 제외 등

설 립

 및

지 정

∙기관 신설시 사전 협의

 - 신설심사 요청(주무기관)→ 

타당성 심의  (공공기관운영위)  

→ 심사결과 통보(기재부장관)  

→ 법률 제정

∙공공기관 지정 또는 변경

 - 주무기관장과 협의 → 

공공기관위 심의 ․ 의결 →     

지정 또는 변경

∙설립타당성 검토(전문기관) 

→ 행정자치부 협의  

→ 설립심의위 심의 

→ 조례 제정

법적용

실익

∙공공기관 기능과 규제 

점검(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 경영공시, 고객만족 

서비스 조사 등 적용

∙경영평가 및 진단, 경영공시 등 

적용(기타 출자법인 등 제외)

정부 

등

관여

∙이사회 운영, 정관작성, 임원임기 

및 임면 등 내부지배구조 제도

∙보수지침, 회계기준 및 

예산·결산지침 제시, 경영평가, 

경영지침, 감사원 감사 등 감독 기능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지침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기준 제시

∙정부와 자치단체로 이원화

(정부) 임원 임기·임면제도, 예

산·결산 공통기준, 경영평가 및 

진단, 경영개선명령, 업무·회계 

검사 등

(자치단체) 임원 임면권, 예산·

결산지침, 업무감독권, 업무·회계 

검사 등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현황(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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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371 378 379 388 391 394 400 410

소    계 239 241 246 251 254 254 257 265

직
영
기
업

상 수 도 112 113 115 115 116 117 116 119

하 수 도 75 79 82 85 87 87 90 95

공영개발 등 36 33 33 33 33 32 33 33

지역개발기금 16 16 16 18 18 18 18 18

소   계 132 137 133 137 137 140 143 145

공
사
공
단

지 하 철 7 7 7 7 7 7 7 7

도시개발 16 16 16 16 16 16 16 16

기타공사 28 32 31 36 36 37 38 39

지방공단 81 82 79 78 78 80 82 83

시도
별 합계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공사․공단

계 상수
도

하수
도

공영
개발

지역
개발
기금

계 도시
철도

도시
개발

기타
공사

지방
공단

계 410 265 119 95 33 18 145 7 16 39 83

서 울 31 2 1 0 0 1 29 2 1 1 25

부 산 10 3 1 1 0 1 7 1 1 1 4

대 구 8 3 1 1 0 1 5 1 1 0 3

인 천 17 5 1 1 2 1 12 1 1 1 9

광 주 8 3 1 1 0 1 5 1 1 1 2

3. 지방공기업 현황2)

1) 연도별 현황<표5>

(단위 : 개 / 2016. 6. 30.기준)

2) 시․도별 현황<표6>

(단위 : 개 / 2016. 6. 30.기준)

2)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현황(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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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7 3 1 1 0 1 4 1 1 1 1

울 산 8 3 1 1 0 1 5 0 1 0 4

세 종 4 4 1 1 1 1 0 0 0 0 0

경 기 106 72 31 30 10 1 34 0 1 16 17

강 원 33 25 15 5 4 1 7 0 1 3 4

충 북 21 18 8 7 2 1 3 0 1 0 2

충 남 34 27 13 9 4 1 6 0 1 2 4

전 북 20 17 9 6 1 1 3 0 1 1 1

전 남 22 20 8 8 3 1 2 0 1 1 0

경 북 36 27 14 12 0 1 9 0 1 4 4

경 남 39 29 12 10 6 2 9 0 1 5 3

제 주 6 3 1 1 0 1 3 0 1 2 0

제 2 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

1. 공공기관 관리제도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정부(또는 지방정부)의 통제와 감독하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각종 정책수단으로 관리되고

있다.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관련 근거 법률

이 부여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비효

율적인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궁극적으로 복주인3)인 국

민에게 전가되게 되므로 국민을 대리한 정부(또는 지방정부)가 공공기관

의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박석희,

2006).

공공기관은 복주인인 국민을 대리하여 정부(또는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시장에 따라 좌우되는 사기업과 달리 정부(또는 지방정부)

의 의지에 따라 경영자가 구성되고 통제·감독할 수 있는 감사기구를 설

3) 주인-대리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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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직접통제,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경영평가,

경영진단, 회계감사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이상철, 2007).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1) 경영평가제도의 정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적 경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영평가는 공공

기관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발전해왔다. 직접

통제, 외부감사 등의 경영통제수단에 비해 사후적 실적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경영 자율성을 일정부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이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달성한 성과를 평

가주체가 공표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을 이른다.

그 결과를 유사한 사업특성을 갖는 기관간에 순위에 따라 구성원의 각종

성과급 지급에 적용하고 경영개선 효과 측정에도 활용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는 경영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영하였는지 측정하며, 경영개선 기능 즉 평가의 환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효율적인 경영의 동기

를 부여하는 심리적 기능이 작동하며,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

는 공공기관의 경영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지침

이 된다(이상철, 2007).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기관이 달성해야할 목표나 방향에 대해 지표

로 만들고 기간후에 결과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경영 목표에 대한 성과 확인의 특성을 가지며 지방

공기업 경영에 대한 사후 통제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이상철, 2007).

하지만 경영 목표는 사기업의 수익극대화 관점과 달리 공공복리의

증진(공공성)과 기업성의 상호 조화의 측면에서 모델을 적용해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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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두옥, 2000).

2) 경영평가제도의 필요성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공

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간의 경영평가제도는

해당 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체계 수립을 위해, 해당기간 경영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하며(기획재정부 경영실적평가 편람, 2012), 경

영평가의 결과를 보상(인사, 성과급 지급, CEO평가 등)에 연계하여 공공

기관의 경영 자율성 보장과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환류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

의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관리·통제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공기

업학회, 2003).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과정에서 계획(Planning), 집행(Doing), 확인

(Seeing)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확인이라는 위치를 차지하여 관리과정의

환류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확인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나 경영의 계획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경영평가의 각 지표는 경영관리의

역할도 수행한다. 바람직한 경영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경영평가가 필

요하다. 경영의 집행부서는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 수행의 정당성의 기

준으로 경영평가를 활용하게 된다. 집행부서의 담당자에게 업무수행의

근거로 작용한다. 또한, 경영진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공정

하고 보편타당한 성과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이상철, 2007).

(1) 효율성과 책임성 보장의 수단

공공기관은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자율적인 책임 경영이 어렵고 행정

조직의 특성인 관료제의 비능률성을 가지고 있어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의

동기가 부족하며 외적으로 시장 경쟁의 압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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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두지 않는 이상 공공기관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수단

은 별로 없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주민의 행정기관 대

한 관심은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에 집중되기 시작

하였는데, 이러한 지역 주민의 시대적 요구에 따르기 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측정이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성과에 대한 측정은 장․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성과 측정과 사

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상급 관리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고(Poster,

1983), 추진하는 사업의 품질과 성과의 결과에 목표를 두고 행정 자원과

예산을 사용하여 실제 지방정부 사업의 성과가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

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Wholey&Hatry, 1992). 성과측정은 예산의 편

성, 서비스 개선, 자원의 배분,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 지방자치단체와 지

역주민 간의 정보교류 촉진 등에 활용될 수 있고 지역주민의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Wholey&Hatry, 1992).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성과측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성과측정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된 조직관리자들의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준다.(Epstein, 1992: 516) 지방정부는 성과 측정의 결과를 토대

로 재화와 공공서비스를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는 성과 측정의

결과가 지역주민 서비스 수요에 관련된 양질의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경영평가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나 행정조직의 관리

자들에게 정부정책의 효과성과 집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노화준, 2001). 정부 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평

가결과의 중요한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가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주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

치단체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Epstein, 1992; Wholey

& Hatry, 1992). 또한 주인-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보완하

기 위해 지방정부나 공직자의 업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계량화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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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공한다. 또한 경영평가 결과로 보상과 처벌을 통해 경영책임을 지

는 대리인의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선출식 공무원 임면제인 선

거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는 데 도움이 된다(DETR, 1999).

이처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체계는 성과측정의 기준을 사전에 구

성하고, 목표에 달성 성과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제재

를 가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경영을 통제하고 구성원들의 업무 권한을제

한하며 각 관리자의 책임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

스를 보완하여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성과측정 수단중 하나로 정착해

가고 있다.

(2) 경영개선 유도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통해 경영자의 효

율적인 책임 경영의 유인 동기중의 하나이다. 경영개선의 동기를 부여하

기 위하여 민간기업이 시장에 의해 평가받는 것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유

도하도록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성과측정 제

도이다. 중요한 것은 주인인 지방정부와 대리인인 공공기관이 사전 협의

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과 평가지표를 설정하며 그에 따

른 합리적인 성과 측정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경영자들의 경영권 범위를

고려하여 타당하고 수긍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는 점이 동기부

여의 차원에서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김준기, 2001)

(3) 정책관리의 수단

경영평가는 진행중인 정책이나 사업의 진행 성과를 측정하여 정책의

선택․개선․운영·대체 방안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경영평가를 통해 진행중인 사업이나 정책의 추진 상황을 검

토 분석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예산의 할당, 정책의 진행 여부 결정

등 정책결정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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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Wholey&Hatry, 1992)

2) 경영평가의 기대효과 및 성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경영관리과정의 최종단계인 관리통제 과정

의 핵심 단계로서 각 평가대상의 경영성과를 예산 또는 년간 계획과 종

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경영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의 실

시와 인사고과에 반영, 그리고 효율성 개선을 도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조직의 목표와 기관 구성원의 목표 동일시, 경영진과 구성원간 상

하 신뢰의 조직 풍토의 마련, 조직의 철학적 목표 구현 등 종합적인 관

리 통제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시장경제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기능

을 다원화시키는 정책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공기

업은 태생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성이라는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경

영 통제 및 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더욱 중

요시하였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와 지지, 그리고

성과개선을 위한 관리적 수단이라는 정책평가를 함의하고 있다. 지방공

기업에 자율권을 확대시켜 주는 한편 경영실적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지

방공기업의 책임경영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경영평가의 목표는 공공기관의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과 생산을 향

상시키는데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본방향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경영 개선 기능의 강화 및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해당 공공기

관의 경영실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그에 따른 적정한

보상과 제재를 시행하고 차기년도 목표계획에 반영하는 환류과정이며,

더불어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목적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발전 및 독려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공익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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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3-1999年

(도입기)

1999-2007年

(정착기)

2008年-

(성장기)

평가주체 지방단체장 행정자치부장관
광역단체 : 행자부장관

기초단체: 광역단체장

평가체계
기관별 지표체계

절대평가 

유형별 지표체계

상대평가

유형별공통지표체계

절대평가

이의제기 및 확인평가

평가비용 

부담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광역: 행자부

기초: 광역단체

의 사회적 기대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시스템

의 구축 그리고 정치․관료적 통제 요청 등에 대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경영평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

지방공기업법은 1969년에 최초로 제정되었고, 제3차 개정이 이루어진

1992년에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1993년부터 시행

되게 되었다. 1999년의 제5차 개정을 통해 큰폭의 변화를 겪었으며, 이명

박 정부 출범(2008년) 이후 다시 한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지방공기

업 경영평가 제도의 변천과정은 크게 3기의 시대 구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① 최초 제도 마련 이후∼1999년까지의 도입기, ② 2000년∼2007

년까지는 정착기, ③ 2008년 이후의 성장기 구분할 수 있다.4)(한인섭,

2011)

<표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주요 특징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는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에 모두 적용되지만,

직영기업들은 경영체로서의 특성이 미흡하여 경영평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지방공사․공단을 염두에 두고 논의

를 전개한다.(한인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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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활용
해당없음

성과급지급

부실공기업 경영 

진단

성과급지급, CEO평가

부실공기업 경영진단

통보 및 공시

경영평가유형 구분 기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을 경영

하는 공기업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하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도시철도공사 지방공사 중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중 주택건설, 토지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

하는 기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

특정공사･공단

도시철도･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농수산물공사･관광공사 

등 지방공사,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도시개발공사, 도시

개발형 통합공사,지방공단 중 경륜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

하는 공단

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중 주차장, 체육시설물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

공시설물 관리·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공사·공단 통합공사중 시설관리형 공사, 시설관리형 통합

공단, 시설관리와 하수처리를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사·공단

환경시설

관리공단

지방공단 중 하수처리시설, 소각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물 관리·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출처 : 한인섭(2011)에 대한 재정리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절차 및 방법5)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유형은 해당기관의 사업형태 및 운영방식 등

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표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유형 구분 기준

5)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편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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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분류
2차 
분류

평가대상기관

기관 수 평가대상기관

합 계 154

직영

기업

상수도
특･광
역시

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하수도
특･광
역시

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공사･
공단

도시철도
공사

- 7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
공사

- 15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
공사･
공단

특･광
역시

13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

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제주관광공사, 제주

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관광

공사, 경북관광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시･군 12

하남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김포･용인･화성도시공사, 당진항만관광, 장수

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영양고추, 청송사과, 

통영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공단

특･광
역시

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시･군 45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 안성시, 과천시, 

연천군,오산시, 시흥시, 가평군, 양주시, 파주시,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유형

경영평가를 받는 지방공기업은 전체 340 기관이고 이중 행정자치부에

서 평가하는 기관은 15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는 기관은 186개 기

관이다.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대상 지방공기업은 전체 154개중에서 지방

공사 57개 기관, 공단 82개 기관, 직영기업인 상수도와 하수도가 각각 8

개, 7개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표9> 행정자치부 평가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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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포천시,남양주･안산･고양･의왕･성남도시

공사, 이천시, 여주군,광주도시관리공사,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공사, 

영월군, 청주시, 단양관광, 보령시,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 전주시, 안동시, 문경관광, 

포항시, 구미시,창원시, 양산시, 거제해양관광

공사, 창녕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김해도시

개발공사

자치구 37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기장군, 달성군, 

인천남구, 남동구,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인천중구, 강화군, 광산구, 울산남구, 울산중구, 

울주군

환경시설
공단

- 5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광역자치단체게 평가하는 기관은 전체 186개 기관으로 경기도가 약60

개 기관으로 가장많고 충북이 17개기관으로 가장적다.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담당한다.

<표10> 광역자치단체 평가기관
(단위: 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60 18 15 17 14 16 24 22 186

(2) 경영평가 지표체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는 평가대상 해당 기관의 일정기간에 대한

성과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집행―성과도출 이라는 업무

과정 및 정책준수를 포함하여 리더십/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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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주요 평가내용

리더십
/전략

리더십 비전, 목표, 전략, 리더십 등 조직을 이끄는 

동인(動因)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실행되는지 

여부전 략

경영시스템
경영효율화 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 및 조직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주요사업활동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주요사업성과, 생산성, 고객만족도 등 경영활동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있는지 여부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정책준수 정책준수

인건비 인상률 준수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사업및 지방공기업 경영정책 등

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책준수 4개 대분류지표로 구성한다. 각 대분류지표별 평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대분류지표별 중분류지표와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중분

류지표는 대분류지표 내 유사평가 영역을 의미하며, 리더십, 전략 등 모

두8개로 구성한다.- 세부지표는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하는 지표

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지표정

의서 에 보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정할 수 있다.

<표11> 지표별 평가내용

경영평가는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의 대분류지

표가 경영관리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범주는 환류과정을

통해 경영관리 절차로서 역할을 한다.

4) 경영평가제도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

지방공기업의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의

사전적 관리통제에서 사후적인 경영개선 관리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지방공기업 자율,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는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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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김두옥, 2000).

경영성과에 대한 경영적 공과보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좌우되는

지방공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의 자율, 책임

경영의 목표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평가제도

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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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의 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많은 공공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태생적으로 비효율성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

루어진다. 경영평가제도와 민영화가 그러한 정책에 양축을 이루고 있다

(김준기, 2001).

이러한 비효율성의 발생원인과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공공기관의 소유구조와 행태적 특성으로 인해 운영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에 대해 신제도주의 이론적 관점에서는 재산

권의 문제, 주인-대리인 이론, X-비효율성(X-efficiency) 등의 이론적 개

념으로 설명하고 있다(곽채기, 1994).

공공기관은 재산권과 소유주체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 따라

서 공공기관은 『주인이 없는 기업』 또는 『주인이 없는 대리인』(An

Agent without A Principal)이라 불리기도 한다.

1) X- 비효율 이론

X-비효율성(X-efficiency) 이론은 공공기관 경영자가 갖는 도덕적 해

이와 거래비용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뢰벤슈타인(Leibenstein)에 따르면 기업이 항상 최소비용과 이윤극

대화를 추구한다는 배분적 효율성이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용최소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곽채기, 1994 재인용). 또한, 기

업들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동기유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으로 인해 초래된 배분적 비효율성을 X-비효율성이라 부른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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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유리한 여건에 있거나 노동자들

의 안일한 근무자세, 위험회피 등에 기인하여 비용적 측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공공기관의 X-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곽채기, 1994 재인용).

2) 주인 대리인 이론

주인-대리인 이론은 주인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대리인에게 해결하

도록 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이론

이다.

이론의 특징은 주인과 대리인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며,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양자간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상대

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대리인은 비대칭적 정보상황을 스스로 유리

하도록 이용하려는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대리인의 선호 혹은 관심

사항과 주인의 그것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인이 대리인에 비해 전문지식

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확보하지 못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주인(principal)은 역선택이 발생하고, 대리인(agent)의 도덕적 해이가 일

어난다.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로 도덕적 해이나 무임승차

문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극

소화하기 위해 대리인 비용이 수반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이 사회적으

로 드러나는 관계를 보면 국민-국회의원 경영자-노동자 관계, 소송의뢰

인-변호사 관계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정리, 2017).

소유자와 대리인간에 발생하는 경영의 비효율성에 있어 최소의 노력

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대리인에게 적절한 유인동기를 부여함으로

써 주인과 대리인의 공동의 목표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제시하

고 있다(김준기, 2012).

공공기관의 경영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임명하며 이러한 경

영자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전형적인 대리인에 속한다. 국민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복대리인 구조속에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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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불명확한 공공기관은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사익과 지대

추구의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행태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곽채기, 2003). 주인은 계약을 기초로한 대리인 비

용을 지불하여 이러한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감시하고 공공부문에서 성과 지향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유용한 정책으로 사용된다(남기범, 2002).

3) 성과계약 이론

공공기관의 성과 측정 제도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수요 증대의 신공

공관리론적 이론의 확산에 따라 공공부문 성과관리 체계의 중요한 도구

로 발전하고 있다.(공병천, 2007)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위주 기준, 시장원리 충실한 관리와 기법을 사용하여 정치와

행정에 적용한다(권오돈, 2001).

이와 같은 이론을 종합해볼 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신공공관리론

의 필요성과 적용이 확산되면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경영평가 과

정과 결과를 통해 경영진과 구성원들에게 환류되면서 책임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평가의 객관적이 합리적인 타당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공기업 경영평가의 한계에 대한 연구

선행연구들에 지적되고 있는 경영평가의 한계에 대한 내용은 크게 평

가의 방법 / 절차 / 활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공공기관이

경영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의 수단이 되는 지표의 구성과 배점, 피평가

기관의 유형, 그리고 평가위원의 구성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경영평

가의 절차에 대한 교육과 평가기관의 의견이 얼마나 적정하게 반영되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경영평가의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되었다. 마지



- 26 -

막으로 평가 결과의 활용 문제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의 경영개선에 대

한 효과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이규환, 2000 ; 백승천, 2001; 김준기,

2001; 장덕희·신열, 2006) 그중에서도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현재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가방법에 대한 공정하고 합

리적인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재진, 2010).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중에서 선행연구에

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그중에서도 평가지표의 문제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평가지표로 경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정확한 경영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경

영평가를 통한 경영개선 효과를 유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다(이종수, 2003;12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지표체계

의 중복성과 복잡성, 두 번째로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특성)을 반영

하는 지표체계의 미흡, 세 번째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정성부분(비

계량)과 정량부분(계량)의 단순 분배로 나뉜다. 이러한 지표체계의 문제

점으로 인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

다는 의견이 있다.(원구환, 2000; 신열 오철호, 2002; 김종희, 2007) 경영

평가 계량지표(정량) 체계가 공기업 경영평가 득점수준의 고착화를 유도

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

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종희, 2007). 6)

2.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권민정, 윤성식(1999)은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유리

하다는 비판과 평가기준이 해당 공공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정

6) 경영평가 지표의 계량부분(정량)과 비계량(정성)부분은 주로 각각 공기업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공익성을 강조하는 지표라고 할수 있다.(정재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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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투자기관 18개 기관의 DATA를 활용하여 기관규모(자산, 매출액, 비

용, 정원)와 경영평가 결과(총점, 계량점수, 비계량점수)간 상관관계 분석

과 기관 유형별 경영평가점수의 차이를 유의수준 5% 양측검정으로 피어

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관의 규모와 경영평가결과 간에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경

영평가에 유리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은 몇몇 대규모 기관들이 사회적 영

향력 때문에 우수한 경영실적과 평가결과가 더욱 크게 부각된 측면때문

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평가총점, 계량점수, 비계량점수 모두 기관유

형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평가시 규모보다

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동일평가군 내에 속하는 기관끼리 차별

화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곽채기(2003)는 경영평가 제도의 환류기능에 대해 13개 정부투자기관

을 대상으로 20년 동안의 결과물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요소에 대한 통제 여부를 경험적으로 분

석한 결과 경영효율성, 경영투명성, 고객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

으나 경영 자율성에는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김종희(2007)는 2003년과 2004년의 13개 정부투자기관과 12개 지방공

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기관의 규모(정원, 자산, 자본)와 경영평가결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지방공기업인 시

설관리공단의 평가결과의 순위가 기관의 규모에 더크게 영향받고 있으

며, 영향요인들이 경영평가 순위의 고착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장석오(2007)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패널 회

귀분석에서 기업규모(인력, 매출액, 예산, 총자산)이 경영평가결과에 통계

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기관의 규모가 영업수지비

율 순위, 고객만족도 순위 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최홍석, 김재훈, 정재진(2008)은 기관의 구조와 전략이 경영평가결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관의 내적환경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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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를 위한 구조 및 경영평가 실행을 위한 구조 변수로 매출액, 인

원수, 기관의 자체재원액, KPI핵심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제도적 전략

변수로 기관의 유형, BSC 도입여부, 평가결과의 인사반영유무, 외부자문

단 구성 여부 등을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의 구조

와 제도적 전략에 대한 변수를 수집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의 결과를

평균하여 경영평가 결과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구조 변수 중 경영평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원수, 기

관의 자체재원액, 그리고 KPI핵심성과지표 등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인

원수는 경영평가에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규모가 경

영평가에 미치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제도적 전략 요인

중 경영평가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관 유형과 BSC의 도

입여부 및 경영 평가 결과의 인사 반영 여부로 판단하였다.

오정일, 박성균(2009)은 2007년 매출액 기준 50대 민간기업과 50대

공공기관의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관 규모(임직원수, 순이익, 매출)

와 경영 성과간 인과성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민간기업의 경우 순이

익증가가 임직원수의 증가와 순이익의 감소라는 인과성이 성립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매출증가는 임직원수 증가와 순이익 감소라는 인과성이

있었다. 민간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공공기관은 매출을 극대화한다는

가설을 증명하였다.

정재진(2010)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경기도내 지방공기업을 대

상으로 기관의 특성(직원수, 인당영업이익, 인당총자산, 전체 예산중 사

업예산비중)과 기관이 속한 환경적 특성(자치단체 자주재원비율, 소득수

준, 도시화 수준, 인구밀도)이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

데,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기관 특성 요

인 중 경영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원수, 인당총자산 및 인당

영업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직원수가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였다. 환경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인당소득)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직원수와 소득수준(인당소득)은

기관의 노력에 상관없이 경영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 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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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대상 및 내용 결론 요약

권민정, 

윤성식

(1999)

정부투자기관 18개 5개년도

(~‘96), 기관규모 및 특성

(자산, 매출액, 비용, 정원, 

업종)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 

상관관계 분석

기관의 규모가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업종은 영향이 있음.

이승기

(2003)

정부투자기관 대상,  기관규모가 

경영 평가결과의 영향, 상관관계

분석

기관의 규모(자산)가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이 있음.

최종필, 

이승필

(2003)

정부투자기관 대상, 16년

(‘83~’02) 기관군 분류에 따른 

평균득점, 분산분석

기관군 분류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이 있음.

곽채기
정부투자기관 대상, 20년간 경영

평가를 통한 환류기능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는 경영투명성 

향상, 효율성 제고, 고객만족도 

범주를 정량평가로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봉희, 김대진(2013)은 2008년부터 2010년 경기도 시설관리공단(20

개)을 대상으로 기관규모(인력, 예산)에 의해 경영평가 결과가 고착화되

고 있다는 비판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평가 결과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

고, 비계량지표에서 기관규모가 큰 시설관리공단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전

체 기관 규모와 경영평가 결과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분석

하였다.

안숙찬(2014)은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5개년도(2008~2012)에 걸쳐

기관의 특성(유형, 규모, 재무적 특성, 기관장의 재직연수)이 경영평가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기관의 유형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관의 규모가 크고 수익

성·성장성이 높고 기관장의 재직연수에 따라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규모가 크고 시장형 공기업 유형에 포함되는 기관이 비계량 지표

에 해당결과가 좋았다. 수익성·활동성·성장성이 높은 기관이 계량지표의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

3. 선행연구 요약 및 분석<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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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구, 설문조사 실증분석
향상 등의 장점, 경영 자율성 

보장에는 한계.

김종희

(2007)

정부투자기관 시설관리공단 대상, 

기관규모가 경영 평가결과의 

영향, 상관관계 분석

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이 

정부투자기관과 비교할 때 영향이 

큼.

비계량평가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 

장석오

(2007)

지방공기업  4년도(‘02~’05) 

대상,  기관규모가 경영 평가

결과의 영향, 패널회귀분석

기관의 규모가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이 있음.

최홍석, 

김재훈, 

정재진

(2008)

298개 공공기관 대상 2007년 

설문조사 결과, 기관의 구조적 

/ 전략적 변수의 경영평가 결

과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BSC, 경영평가)를 인사

평가에 반영한 기관은 경영평

가 결과에 영향이 있음

하윤희

(2008)

정부투자기관 89개대상 ‘06년 

설문조사결과를 기준으로, 경영

실적외 요인이 경영평가 결과

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영평가시 의견진술 기회 규모 

등이 영향이 있음, 인적네트워크 

규모는 영향 없음.

오정일, 

박성균

(2009)

50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대상 

2007년 기준 기관 규모(인원, 

매출액, 순이익)의 영향분석

규모와 경영평가간 인과성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다름

정재진

(2010)

경기도산하 지방공기업 29개 

대상 5개년(‘05~’09), 환경적 

특성(지자체 자주재원비율 등), 

규모(인력, 인당 자산 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패널회귀분석

인원, 인당자산, 인당이익, 인당

소득이 경영평가 결과에 유의한 

영향

박용성, 

남형우

(2010)

정부투자기관대상 3개년도

(‘07~’09) 규모와 특성(설립

연수, 자산, 자본, 매출, 수입, 

인원, 당기순이익, 부채비율)이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 회귀

분석

기관의 재무건전성(부채비율, 

당기순이익)이 규모에 비해 영

향이 있음

오윤미

(2011)

정부투자기관 96개 대상 5개년

(‘05~’09) 규모(인원, 자산, 

비용, 매출액)와 유형이 경영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패널

회귀분석

대상기관의 유형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이 있음.

이봉희, 

김대진

경기도 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 

대상 3개년(‘08~’10),  기관

기관의 규모가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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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규모가 경영 평가결과의 영향,  

상관관계분석

비계량평가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 

안숙찬

(2014)

정부투자기관 대상 5개년

(‘08~’12)의 기관특성(유형, 

규모, 재무적특성, 기관장의 

재직연수)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기관유형, 기관규모, 재무적특성, 

기관장의 재직연수가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이 있음.

본 논문에서는 기관 특성과 평가 방식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

향을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선행연

구에서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특

성은 인력, 자산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기관의 규모이다. 본 논문에서는

직원수,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경영평가 준비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므로 평가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주장을 검증해보자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업무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유형에 따라 지방공

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달라지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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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변수의 정의

1. 연구문제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공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유리

하다는 비판과 기관의 유형 분류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는 의문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것과 함께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중에 기관 자체적으로 통제 불

가능한 지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

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요인으로 기관

의 규모특성과 기관유형 분류로 구성된다. 기관의 규모는 직원수, 총자

산,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기관의 설립년수를 설정하고, 기관의 유형

은 주된 사업에 따른 경영평가 유형분류이다. 그에 따른 종속변수는 해

당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 지방공기

업이 얻은 평가 득점을 측정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1) 기관의 특성

경영평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시대부터 기관

의 규모가 클수록 경영평가에 유리하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다.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경영평가에 대비하는 기관의 직원수, 자산크기

등의 규모가 클수록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 대비할 예산, 인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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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투입과 역량의 결집이 용이할 것이므로 기관의 규모가 경영평가

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은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대규

모 공공기관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관의 위상이 경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기관의 위상이

경영평가 평가담당자 개인에게 영향을 어떠한 줬는지 개별적으로 측정하

는 것은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에 대한 것이므로 측정이 용이하지

않아 곤란하다. 따라서 기관의 규모가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비판받는 문제에 대한 대리적 검증이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권민정·윤성식, 1999).

경영평가에 영향을 주는 기관 특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수화 할

수 있는데 근래에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제시되는 변수는 기관의 규모를

들 수 있다. 여기서의 기관의 규모는 최홍석 등(2008)은 운영능력, 지본

금, 종업원수, 매출액 등의 크기를 제시하였고 오정일, 박성균(2009)은 민

간기업과 공공기관대상 경영성과 비교 연구에서 기관의 규모는 인원, 매

출액, 순이익으로 설정하였다. 정재진(2010)은 지방공기업의 기관특성과

환경적특성의 경영평가 결과 영향을 분석하면서 기관 특성중 인력과 인

당자산, 인당이익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기관의 특성변수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바 있는

직원수,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영업이익이다.

직원수는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설정하였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

동자산을 합산한 총자산을, 매출액은 사업수입을 이익은 영업이익을 사

용하고, 설립연수는 설립이후 경영평가 해당기간까지 경과년도를 사용하

였다. 자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선행연구에서 직원수와 상관성이 높

아 다중공선성문제가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

당영업이익으로 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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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 점

상수도하수도
도시

철도

도시

개발

시설

공단

환경

공단
특정

리더십/

전략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2 2 3 3 3 3 3

고객 및 

윤리경영
4 4 4 4 4 4 4

유형분류(47개) 해당기관

도시철도공사(6)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
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14)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광주
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
공사, 전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광역시설관리공단(5) 서울시설관리공단, 부산시설공단, 대구시설공단, 인천
시설관리공단, 울산시설공단

환경시설공단(5) 부산환경공단, 대구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광주환경
공단, 대전시설관리공단

특정공사공단(9)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개발공사, 부산지방스포원, 창원경륜공단

광역상수도(8) 서울상수도, 부산상수도, 대구상수도, 인천상수도, 
광주상수도, 대전상수도, 울산상수도, 제주상수도

2) 기관의 유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유형 분류는 기관의 주된 업무나 사업에 따른

다. 각 기관의 주된 사업중에 상하수도, 궤도사업,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

특정사업,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사업, 환경시설물 사업의 유형으로 분류

된다. 유형별 지방공기업과 경영평가지표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13> 유형별 기관

주 :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17.05.31일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였으나,

자료수집기간(2011~2015)에는 별도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분리하여 기재함.

<표14> 경영평가유형별 경영평가지표 체계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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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2 2 4 4 4 4 4

리더십/전략 합계 8 8 11 11 11 11 11

경영

시스템

경영효율화

조직관리 2 2 3 3 4 4 3

인사관리 4 4 3 3 4 4 4

노사관리 - - 5 3 4 4 4

재무관리 5 5 4 6 3 3 4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활동 21 21 15 15 15 15 15

경영시스템 합계 32 32 30 30 30 30 30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주요사업성과 19 19 17 13 17 24 14

경영효율성과
경영수지 관련 

지표
21 21 22 26 17 15 25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15 15 10 10 15 10 10

경영성과 합계 55 55 49 49 49 49 49

정책준수 공기업정책준수 5 5 10 10 10 10 10

총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성지표 30 30 40 40 40 40 40

정량지표 70 70 60 60 60 60 6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관 유형은 기관의 주된 업무나 사업에 따

라 분류된 것으로 유형별 경영성과의 달성율이 상이할 수 있다. 지방공

기업 유형별로 경영평가 지표도 상이하고 경영평가 평가단도 별도로 구

성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18개 정부투자기관의 1992~1996년의 경영평가에

서 기관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군

과 평가 기준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정부투자기관 군들

사이에 차별적인 경영평가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종합평점,

계량·비계량 득점율에 대한 분석결과 경영평가편람 업종별 경영평가 결

과에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권민정·윤성식, 1999).

안숙찬(2014)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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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경영평가 자료를 토대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합득점, 평가의

범주별 득점, 계량·비계량 득점의 평균이 유형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유형분류와 지표설정에 지방공기

업의 특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면 유형 분류에 따른 결과의 평균에 차

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을 설정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3.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의 지방공기업 경

영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 결과의 득점

을 활용하였다.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기관의 실질적인 성과와는 다소 차

별성을 갖는다. 경영평가의 경우 기관의 성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

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

관이 실질적으로 성취한 성과와 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차이점에도 공공기관의 성과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각 기관의 성과에 대한 간접적 측정변수로 경영평가 결과를 사용하는 것

처럼 본 연구에서도 경영평가 결과 득점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의 대상이 된 경영평가 결과는 최근 5년간(2011년 ~ 2015년)의 자료를

범위로 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총점수(득점), 정성평가

점수(득점율), 정량평가 점수(득점율)를 득점율로 환산하여 각각의 범주

와 지표에 기관의 특성(인원, 자산, 매출액, 이익,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자료를 수집하여 배열할 때 매년 정성점수, 정량점수의 가중치

가 변하기 때문에 득점기준으로 분석할 때 결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총점수(득점)를 제외한 각 평가범주별 지표별 점수와 정량점수, 정성점수

는 총점수(득점) 대비 백분율로 변환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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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명 세부측정지표 비 고

종속

변수
경영평가 결과(Y)

당해 년도 경영평가 점수

- 총득점

- 정성부분 득점율

- 정량부분 득점율

(점수)

(%)

(%)

독립

변수
기관 특성

직원수(X1) ln(정원)

인당 자산(X2) 총자산 / 정원
(십억원

/인)

인당 매출액(X3) 사업수입 / 정원
(십억원

/인)

인당 이익(X4) 영업이익 / 정원
(십억원/

인)

평가 유형 분류 경영평가 유형 6TYPE

통제

변수

설립연수
해당연도 말 기준 

설립연차
(년수)

지역 본점소재위치(행정구역)

주 : 1) 행정자치부 경영평가대상 47개 기관의 2011~2015년 경영평가 자료(N=235)

2) 유형분류 : A-TYPE(도시철도공사 6개기관), B-TYPE(도시개발공사 14개

기관), C-TYPE(시설관리공단 5개기관), D-TYPE(환경공단 5개기관),

E-TYPE(특정공사·공단 9개기관), F-TYPE(상수도 8개기관)

3. 통제변수

기관의 설립연수는 설립이래로 분석기간의 해당년도 말까지의 설립된

년차를 말한다. 기관의 설립년수가 오래될수록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인

력의 숙련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설립년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기관의 지역별 위치(광역자치단

체)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지역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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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가설 및 방법

1. 가설의 설정

본연구에서는 첫 번째, 기관의 규모와 경영평가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관의 규모 변수로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한 정원,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를 사용하여 경영평가결과(총득점, 정성부분 득점율, 정량부분

득점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경영평가결과와 규모변수간의 상관

관계와 인과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기관의 규모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가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가설1』을 설정한다.

두 번째로 경영평가의 평가지표가 각 기관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47개 기관을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경영평가 총득

점, 정성부분 득점율, 정량부분 득점율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으로 유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득점)의 평균점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는 귀무가설(H0)을 설정하고 검증한다. 기관의 유형에 따라 경영평가 결

과가 달라진다는 『가설2』를 설정한다.

<표16> 가설 설정

가설 1
기관의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가설 2
기관의 유형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가 다를 것이다.

(유형별 평균점수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2. 연구 분석틀

상기 연구가설을 기초로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면 아래의 그림2>와

같다. 기관의 규모와 기관의 유형이 독립변수이고 기관의 설립년수와

본점이 위치한 지역이 통제변수이며 종속변수는 경영평가 결과(득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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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특성

[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경영평가 결과

(총득점, 정량/정성 득점율)

기관 유형

(6TYPE)

독 립 변 수

종 속 변 수

기관 설립년수

기관의 소재(지역)

통 제 변 수

<그림1> 연구의 분석틀

3. 자료수집

본 연구내용 분석을 위한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지방공기

업 경영 평가편람과 경영실적 평가보고서(2011년 ~ 2015년 결과보고서)

를 통해 매년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평가 유형분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

go.kr)의 각 기관 경영공시자료와 기관의 하위변수인 직원수, 총자산, 총

매출액, 영업이익, 기관 설립연도 자료를 수집하여 수기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 종속변수는 경영평가 결과 득점인

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보고서에서 총득점과

정성부분과 정량부분 득점율을 수집하였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기관의 특성(규모,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AS 9.4프로그램을 통계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

량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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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의 표본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기관의 규모와 경영평가 결과(득점)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의 경우 두 변수 간 연관성을 알 수 있을 뿐 변

수 간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으므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기관의 규모

와 경영평가 결과(득점)간의 인과관계 방향 및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았

다.

넷째, 기관의 유형별로 평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방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미치는 기관의 특성변수(규모, 유형)를 분석하

기 위해 기존연구자료에 대한 문헌연구와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하였

다. 계량 연구분석방법으로는 기초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통계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SAS 9.4를 도구

로 활용한다.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확률론과 통계학에서 두 변수간에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두변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부터 서로 상관된 관계일 수 있으며 이때 두 변수간의

관계의 강도를 상관관계(Corre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라 한다. 상

관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간

의 연관된 정도를 나타낼 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7)

독립변수들간에 (+)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독립변수를 제거하여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회귀분석(回歸分析, regression analysis)은 통계학에서 관찰된 연속

형 변수들에 대해 두 변수 사이의 모형을 구한 뒤 적합도를 측정해 내는

7)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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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이다. 회귀분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나 어떤 영향,

가설적 실험, 인과 관계의 모델링 등의 통계적 예측에 이용될 수 있다.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를 단순

회귀분석(영어: simple regression analysis),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독

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경우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라고 한다.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변량분석)은 통계학에서 두

개 이상 다수의 집단을 비교하고자 할 때 집단 내의 분산, 총평균과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의해 생긴 집단 간 분산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F분포를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하는 방법이다. 통계학자이자 유전학자인

로날드 피셔(R.A. Fisher)에 의해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만들어

졌다.8)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은 종속변인은 1개이며, 독립변인의

집단도 1개인 경우에 사용하며 본연구에서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지방공

기업의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기위해 일원분산분석 기

법을 사용한다.

2015년 기준 45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상수도, 도시철도공사, 도

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6개 유형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종합득점, 정성점수(득점율), 정량점수

(득점율)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정성점수(득점율)과 정량점수(득점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기관의 규모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득점)이

달라진다는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분석하

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고, 지방공기업의 규모와 경영평가 결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유형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가 다르다’ 이고, 귀무

가설은 ‘경영평가 6개유형의 경영평가 결과의 총득점 평균이 같다’ 이다.

5% 유의수준의 양측검정으로 분산분석을 하며 6개의 유형중 하나라도

8) 9)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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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유형에 따라 경영

평가 결과가 다르다’ 는 연구가설은 성립한다. 경영평가 유형분류가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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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관특성과 경영평가간 관계분석

제 1 절 모형의 설정

1. 모형관련 변수들의 기초통계 분석

1) 종속변수 : 경영평가 결과(득점)

종속변수인 경영평가 결과(득점)는 대상이 되는 행정자치부 경영평

가 대상 지방공기업 47개 기관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5개 데이터

를 활용하였다. 경영평가 결과는 종합점수와 정성부분 점수, 정량부분 점

수로 구성되고 정성부분 점수와 정량부분 점수는 유형분류별과 년도별

배점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백분율로 환산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

다. 전체 47개 기관의 총득점 평균점수는 85.45점이고 정성부분점수는

85.55점, 정량부분 점수는 85.42점이다. 총점수와 정성부분, 그리고 정량

부분 점수가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 총득점의 최저점은 서울주택도시공

사(SH공사) 의 2012년 결과이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2013년 결과가

91.95점으로 최고점이었다.

<표17> 득점 기준별 기초통계 분석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총득점 235 85.45 4.34 68.21 91.95

정성점수 235 85.54 3.61 73.03 96.59

정량점수 235 85.41 6.34 53.28 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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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유형A

총득점

30

86.05 2.71 78.43 90.11

정성점수 85.50 3.38 74.20 89.41

정량점수 86.41 3.58 75.70
91.33898

31

유형B

총득점

70

83.45 5.81 68.21 91.95

정성점수 84.84 3.56 77.26 91.50

정량점수 82.48 8.83 53.28 94.40

유형C

총득점

25

87.95 2.26 82.56 91.41

정성점수 86.26 2.98 80.14 92.87

정량점수 89.13 2.85 81.00 93.30

유형D

총득점

25

87.30 1.83 84.31 91.05

정성점수 85.70 2.56 79.17 88.85

정량점수 88.40 2.57 82.49 93.18

<표18> 기초통계 분석(전체기관)

변 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n(인원수)[x1] 235 5.62 1.30 3.14 9.12

인당자산[x2] 235 4.62 6.40 0.00 35.37

인당매출액[x3] 235 1.05 1.60 0.05 9.19

인당이익[x4] 235 0.07 0.22 -0.51 1.77

설립연수[age] 235 18.98 14.72 3.00 97.00

※ x2, x3, x4 단위 : 십억원/인

<표19> 유형분류별 기초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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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E

총득점

45

85.18 4.37 73.07 91.93

정성점수 85.24 3.24 76.80 91.51

정량점수 85.13 6.15 67.11 93.93

유형F

총득점

40

86.08 2.61 80.81 91.04

정성점수 86.55 4.87 73.03 96.59

정량점수 85.92 3.32 76.98 90.85

유형분류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유형A

X1
X2
X3
X4

AGE

30

7.76
1601.78
101.87
-64.97
16.50

1.09
827.83
18.28
38.75
8.56

6.32
491.46
54.18

-135.15
5.00

9.12
2970.64
142.71
-9.90
34.00

유형B

X1
X2
X3
X4

AGE

70

4.91
12320.34
2818.81
267.11
15.57

0.83
7051.08
2025.29
319.16

6.42

3.58
2296.81
171.25
-507.33

4.00

6.95
35370.96
9193.71
1765.57

27.00

유형C

X1
X2
X3
X4

AGE

25

5.90
62.98
188.16
-0.06
19.00

0.69
35.82
40.73
2.25
7.01

5.09
1.44
93.81
-3.70
9.00

7.44
118.39
262.54

5.62
32.00

유형D X1 25 5.79 0.27 5.29 6.10

주 : 1) 행정자치부 경영평가대상 47개 기관의 2011~2015년 경영평가 자료(N=235)

2) 유형분류 : A-TYPE(도시철도공사 6개기관), B-TYPE(도시개발공사 14개

기관), C-TYPE(시설관리공단 5개기관), D-TYPE(환경공단 5개기관),

E-TYPE(특정공사·공단 9개기관), F-TYPE(상수도 8개기관)

2) 독립변수 : 기관의 특성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유형분류는 다음의 <표20> 와 같이 7개 유형

으로 조사기간내 동일한 유형 분류를 유지하였다.

<표20> 독립변수별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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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X3
X4

AGE

345.89
201.14
-0.20
11.00

667.67
38.71
0.31
3.02

3.54
147.87
-1.00
4.00

1782.62
286.70

0.33
15.00

유형E

X1
X2
X3
X4

AGE

45

4.53
1753.02
459.66
16.57
13.66

0.80
1560.45
205.67
68.81
6.72

3.13
7.79

240.75
-83.57

3.00

5.80
4406.43
1153.52
230.02
31.00

유형F

X1
X2
X3
X4

AGE

40

6.17
2181.78
347.84
-2.68
37.75

0.82
425.62
97.42
28.23
25.01

4.74
1626.61
238.16
-56.34

5.00

7.64
3452.24
655.48
68.82
97.00

주 : X1 : ln(정원), X2 : 인당자산, X3(인당매출액), X4(인당이익), AGE(설립년수)

2.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성할 때 각각의 독립변수는 독립적으로

가정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추정된 회귀계수 추정량의 오

차가 매우 크게 된다. 본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각 독립변수들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제외하여 모형을 구성

한 선행연구(오윤미, 2010)를 참고하여, 전체기관 및 각 유형분류별로 독

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0.5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 해당 독립변수를 분리하여 별도의 모형으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인당자산은 인당

매출액과 인당영업이익 그리고 인당매출액은 인당이익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유형분류별로 분석한 결과는

전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상이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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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 상관 계수, N = 235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r|

 구분 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ln(정원) 1.00
-0.22

(0.0007)
-0.23

(0.0004)
-0.23

(0.0003)

인당자산
-0.22

(0.0007)
1.00000
 

0.80
(<.0001)

0.55
(<.0001)

인당매출액
-0.23

(0.0004)
0.80

(<.0001)
1.00000

 
0.60

(<.0001)

인당이익
-0.23

(0.0003)
0.55

(<.0001)
0.60

(<.0001)
1.00000

유형-A(도시철도공사)에서는 ln정원은 인당자산, 인당영업이익과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인당자산과 인당영업이익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형-B(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인당자산과 인당매출액이 상관관계

가 있었으며, 유형-C(광역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독립변수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유형-D(특정공사·공단) 분류에서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ln정원과 인당

매출액 그리고 ln정원과 인당영업이익 간에 보였으며, 유형-E(환경공단)

에서는 ln정원과 인당영업이익, 인당매출액과 인당영업이익 간에 상관관

계가 있으며, 유형-F(상수도)에서는 ln정원과 인당매출액 그리고 인당자

산과 인당매출액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표21> 전체 기관의 상관관계 분석

주 : ( ) 유의수준, ＊<0.1, ＊＊<0.0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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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 상관 계수, N = 30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r|

 구 분 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ln(정원)
1.00
 

-0.98
(<.0001)

0.36
(0.0472)

0.90
(<.0001)

인당자산
-0.98

(<.0001)
1.00

 
-0.38

(0.0379)
-0.85

(<.0001)

인당매출액
0.36

(0.0472)
-0.38

(0.0379)
1.00

 
0.33

(0.0741)

인당이익
0.90

(<.0001)
-0.85

(<.0001)
0.33

(0.0741)
1.00

 

피어슨 상관 계수, N = 70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r|

 구 분 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ln(정원)
1.00

 

0.38
(0.0010)

0.28
(0.0169)

0.01
(0.9116)

인당자산
0.38
(0.0010)

1.00

 

0.56
(<.0001)

0.21
(0.0693)

인당매출액
0.28
(0.0169)

0.56
(<.0001)

1.00

 

0.33
(0.0050)

인당이익
0.01
(0.9116)

0.21
(0.0693)

0.33
(0.0050)

1.00

 

<표22> 유형분류별 상관관계 분석 : 유형A

주 : ( ) 유의수준, ＊<0.1, ＊＊<0.05, ＊＊＊<0.01

<표23> 유형분류별 상관관계 분석 : 유형B

주 : ( ) 유의수준, ＊<0.1, ＊＊<0.0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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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 상관 계수, N = 25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r|

구 분  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ln(정원)
1.00
 

0.32
(0.1179)

-0.29
(0.1594)

0.32
(0.1135)

인당자산
0.32
(0.1179)

1.00
 

0.15
(0.4455)

0.36
(0.0728)

인당매출액
-0.29
((0.1594)

0.15
(0.4455)

1.00
 

0.32
(0.1072)

인당이익
0.32
(0.1135)

0.36496
(0.0728)

0.31

(0.1072)

1.00
 

피어슨 상관 계수, N = 25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r|

 구 분  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ln(정원)
1.00

 

0.16

(0.4231)

-0.50

(0.0097)

0.60

(0.0013)

인당자산
0.16

(0.4231)

1.00

 

0.22

(0.2819)

0.02

(0.8973)

인당매출액
-0.50

(0.0097)

0.22

(0.2819)

1.00

 

-0.38

(0.0584)

인당이익
0.60

(0.0013)

0.02

(0.8973)

-0.38

(0.0584)

1.00

 

<표24> 유형분류별 상관관계 분석 : 유형C

주 : ( ) 유의수준, ＊<0.1, ＊＊<0.05, ＊＊＊<0.01

<표25> 유형분류별 상관관계 분석 : 유형D

주 : ( ) 유의수준, ＊<0.1, ＊＊<0.0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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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 상관 계수, N = 45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r|

구 분   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ln(정원)
1.00
 

-0.31
(0.0356)

0.19
(0.1906)

0.64
(<.0001)

인당자산
-0.31
(0.0356)

1.00
 

-0.01
(0.9699)

-0.18
(0.2316)

인당매출액
0.19
(0.1906)

-0.01
(0.9699)

1.00
 

0.67
(<.0001)

인당이익
0.64
(<.0001)

-0.18
(0.2316)

0.67
(<.0001)

1.00
 

피어슨 상관 계수, N = 40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r|

구 분   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ln(정원)
1.00

 

-0.15

(0.3254)

-0.57

(0.0001)

-0.07

(0.6511)

인당자산
-0.15

(0.3254)

1.00

 

0.85

(<.0001)

-0.15

(0.3359)

인당매출액
-0.57

(0.0001)

0.85

(<.0001)

1.00

 

-0.056

(0.7301)

인당이익
-0.07

(0.6511)

-0.15

(0.3359)

-0.05

(0.7301)

1.00

 

<표26> 유형분류별 상관관계 분석 : 유형E

주 : ( ) 유의수준, ＊<0.1, ＊＊<0.05, ＊＊＊<0.01

<표27> 유형분류별 상관관계 분석 : 유형F

주 : ( ) 유의수준, ＊<0.1, ＊＊<0.0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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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 설정

(1) 규모에 따른 경영평가 득점의 영향 분석 모형 :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라 독립변수를 분리하여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

는 독립변수를 분리하여 별도의 모형을 구성한다. 유형별 분석을 위해

각각 상관관계를 갖는 독립변수별로 분리하여 모형을 설정한다.

전체모형 :

 ln정원인당자산인당매출액인당이익 

1) 전체기관의 모형 설정

전체기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인당자산과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그리고 인당매출액과 인당익이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각

변수를 분리하여 별도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 1-1 :    ln정원   인당자산  
모형 1-2 :    ln정원   인당매출액  
모형 1-3 :    ln정원   인당이익  

2) 유형분류별 모형 설정

① 도시철도공사(유형A)

유형-A 분석결과, ln(정원)과 인당자산, 인당이익 그리고 인당자산

과 인당이익이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아래와 같이 해당 변수를 분리하여

별도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2-A-1 : ln정원인당매출액
모형 2-A-2 : 인당자산인당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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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A-3 : 인당매출액인당이익

② 도시개발공사(유형B)

유형-B에서는 인당자산과 인당매출액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

므로 변수를 분리하여 별도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 2-B-1 :    ln정원   인당자산   인당이익  
모형 2-B-2 :    ln정원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③ 광역시설관리공단(유형C)

유형-C의 분석결과, 변수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단일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2-C :

 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④ 환경시설공단(유형D)

유형-D에서는 ln(정원)과 인당매출액, 인당이익이 상관관계를 가지

므로 해당변수를 분리하여 별도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 2-D-1 :    ln정원   인당자산  
모형 2-D-2 :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⑤ 특정공사·공단(유형E)

유형-E에서는 ln(정원)과 인당이익, 인당매출액과 인당이익이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별도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 2-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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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모형 2-E-2 :    인당자산   인당이익  

⑥ 광역상수도(유형F)

유형-F에서는 ln(정원)과 인당매출액 그리고 인당자산과 인당매출

액이 각각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아래와 같이 별도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 2-F-1 :    ln정원   인당자산   인당이익  
모형 2-F-2 :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2) 유형에 따른 경영평가 득점의 영향 분석

경영평가 평가기준이 평가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므로 평가의 운영주체는 평가기준에 대해 매년

보완하여 개선안을 평가편람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평가

기준이 각 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이 꾸준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

경영평가 유형분류별로 차별적인 경영평가 결과가 발생했는지 분석해보

고자 한다.

(귀무가설)           

※  : 유형별 집단의 평균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공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경영평가를 위해 사업

분야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평가지표를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이

러한 평가 취지에 맞게 평가기준(지표)이 구성되어 있다면 기관의 유형

별로 평가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경영평가 유형분류별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의 평균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H0)을 설정하였다. 만약 유형분류별 경영평가결과에 차이가 존

재하면 설정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경영평가 대상 기관의 유형분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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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세집단이상의 평균치 차이를 분석시 사

용하는 분산분석을 사용하고자 한다.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변량분석)은 통계학에서 두

개 이상 다수의 집단을 비교하고자 할 때 집단 내의 분산, 총평균과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의해 생긴 집단 간 분산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F분포를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하는 방법이다.

본연구의 분산분석에서 검정할 가설은 『경영평가 기관 유형분류별

경영평가 결과의 평균치 차이가 없다』이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유형분

류에 다른 6개 유형을 대상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다.

제 2 절 패널회귀분석의 결과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및 해

당 기관의 특성(정원,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설립년수, 유형)을 활용

하였다. 분석도구로 SAS 9.4를 이용하였다.

1. 전체기관의 패널분석결과

경영평가 대상 전체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 독립변수(ln정원, 인당자

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이 총득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다

만 인당자산과 총득점은 음(-)의 관계를 보였다. ln정원, 인당자산, 인당

매출액, 인당이익의 독립변수는 경영평가 총점수와 정량부분 득점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지만 정성부분 득점과는 관련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n(정원)은 전제모형과 상관관계있는 변수를

분리하여 분석한 경우 모두 총득점과 정성부분, 정량부분 득점율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당이익과 인당매출액은

총득점과 정량부분 득점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성부분

득점율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기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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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전체), N=235

구 분  종합점수 정성부분 정량부분

Intercept
81.64＊＊＊
(<.0001)

81.61＊＊＊
(<.0001)

81.70＊＊＊
(<.0001)

독립변수

ln(정원)
0.80＊＊＊
(<.0001)

0.59＊＊＊
(0.0022)

0.93＊＊＊
(0.0008)

인당자산
-0.45＊＊＊
(<.0001)

-0.05
(0.3258)

-0.73＊＊＊
(<.0001)

인당매출액
0.46＊

(0.0762)
0.29

(0.2482)
0.57

(0.1134)

인당이익
9.18＊＊＊
(<.0001)

-0.35
(0.7933)

15.61＊＊＊
(<.0001)

통제변수 설립년수
0.01

(0.3963)
0.03＊

(0.0637)
0.01

(0.8309)

F-value 23.34 4.09 28.49

R-square 0.34 0.08 0.38

모형 1(상관관계 변수별 분리), N=235

구 분 

ln(정원), 인당자산 ln(정원), 인당매출액

종합
점수

정성
부분

정량
부분

종합
점수

정성
부분

정량
부분

Intercept
82.77
＊＊＊

81.70
＊＊＊

83.53
＊＊＊

81.26
＊＊＊

81.42
＊＊＊

81.13
＊＊＊

독립변수

ln(정원)
0.58
＊＊＊

0.59
＊＊＊

0.58
＊

0.74
＊＊＊

0.61
＊＊＊

0.82
＊＊

인당자산
-0.20
＊＊＊

-0.01
-0.34
＊＊＊

년수는 정성부분 득점율에 영향일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표28> 패널회귀분석 결과(전체기관-전체)

주 : ( ) 유의수준, ＊<0.1, ＊＊<0.05, ＊＊＊<0.01

<표28-1> 패널회귀분석 결과(전체기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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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매출액 -0.25 0.61 -0.49＊

인당이익

통제변수 설립년수 0.02 0.03＊ 0.01 0.02 0.03＊ 0.01

F-value 14.24 6.38 13.95 6.60 6.46 4.58

R-square 0.16 0.08 0.15 0.08 0.08 0.06

모형 1(상관관계 변수별 분리), N=235

구 분 
ln(정원), 인당이익

종합점수 정성부분 정량부분

Intercept 79.39＊＊＊ 81.62＊＊＊ 77.89＊＊＊

독립변수

ln(정원) 0.97＊＊＊ 0.56＊＊＊ 1.22＊＊＊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4.06＊＊＊ -0.003 6.74＊＊＊

통제변수 설립년수 0.02 0.03＊ 0.01

F-value 9.51 6.36 7.81

R-square 0.12 0.07 0.09

주 : ( ) 유의수준, ＊<0.1, ＊＊<0.05, ＊＊＊<0.01

<표28-2> 패널회귀분석 결과(전체기관-분리)

주 : ( ) 유의수준, ＊<0.1, ＊＊<0.0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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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분류별 패널회귀분석 결과

각 기관의 유형분류 별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계수 0.5이상)를 갖는 경우

해당변수를 분리하여 별도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2의 각 유형분류에

따른 변수별 세부모형은 <표28>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29> 유형분류별 모형(모형2)

모형2
구성 유형분류

모형

전체 변수별 모형분리

모형 
2-A

도시철도
공사 ○ ln(정원), 

인당매출액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모형 
2-B

도시개발
공사 ○ ln(정원), 인당자산, 

인당이익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

모형 
2-C

광역시설
관리공단 ○ - - -

모형 
2-D

환경시설
공단 ○ ln(정원), 인당자산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

모형 
2-E 특정공사

공단
○ 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자산, 인당이익 -

모형 
2-F

광역
상수도 ○ ln(정원), 인당자산, 

인당이익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

1) 도시철도공사 : 유형A

경영평가의 도시철도공사 유형에서 인당매출액은 전체모형과 분리

모형에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득점에서 영향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설립년수는 전체 모형에서 (-)의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종합득점과 정성부분 득점율에서 유의미한 (-)의 관계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설립년수가 오래된 수도권 지하철공사와 최근 설립된 광역단

체의 지하철공사가 획득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요하시는 도시철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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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A(상관관계 변수별 분리), N=30

구 분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종합
점수

정성
부분

정량
부분

종합
점수

정성
부분

정량
부분

Intercept
87.03

＊＊＊
88.39

＊＊＊
86.150

＊＊
86.67

＊＊＊ 
85.60

＊＊＊
87.42

＊＊＊

독립변수
ln(정원)

인당자산 0.35 -0.18 0.70

사의 사업특성상 영업이익의 크기가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30-1> 유형분류별 모형(모형2-A)

모형 2-A, N=30

구 분 

전체 ln(정원), 인당매출액

종합
점수

정성
부분

정량
부분

종합
점수

정성
부분

정량
부분

Intercept 46.42 69.11＊ 31.065 89.08
＊＊＊ 

88.21   
 ＊＊＊

89.65
＊＊＊

독립변수

ln(정원) 4.10 1.91 5.59 -0.18 -0.05 -0.26

인당자산 3.88 -0.79 7.04

인당매출액 5.17
＊＊

5.34
＊

5.04
＊

4.36
＊＊＊

4.82
＊

4.03
＊

인당이익 -46.61 -79.9＊ -24.08

통제변수 설립년수 -0.14
＊＊ -0.19＊ -0.12 -0.14 -0.19

＊＊ -0.12

F-value 2.12 2.76 1.09 2.57 2.26 0.99

R-square 0.31 0.37 0.19 0.23 0.21 0.107

주 : 유의수준 ＊<0.1, ＊＊<0.05, ＊＊＊<0.01

<표30-2> 유형분류별 모형(모형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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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매출액
4.43
＊＊

4.73＊ 4.21
4.53
＊＊

5.23
＊＊

4.04

인당이익 -12.04 -22.158 -5.06

통제변수 설립년수 -0.14＊
-0.20

＊＊
-0.10

-0.13
＊ 

-0.14 -0.12

F-value 2.62 2.27 1.13 2.82 2.90 0.97

R-square 0.23 0.21 0.12 0.24 0.25 0.10

모형 2-B(상관관계 변수별 분리), N=70

구 분 
모형3(전체)

종합점수 정성부분 정량부분

Intercept 75.69＊＊＊ 
(<.0001)

74.15＊＊＊ 
(<.0001)

76.76＊＊＊ 
(<.0001)

주 : 유의수준 ＊<0.1, ＊＊<0.05, ＊＊＊<0.01

2) 도시개발공사 : 유형B

도시개발공사 유형의 경영평가 결과에서 ln(정원)은 정성부분 득점

율에 영향이 있는거으로 나타났고, 인당자산과 인당 매출액 그리고 인당

이익은 경영평가 결과의 종합점수와 정량부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당자산과 인당매출액 그리고 인

당이익은 정성부분 득점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자산이 클수록 오히려 경영평가 종합점수와 정량부분 득점율은 감소

하는 것으로 1%유의수준에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당이익

의 총득점과 정량부분 득점율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설립년수)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표<31>에 나타내었다.

<표31-1> 유형분류별 모형(모형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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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ln(정원) 1.35
(0.1644)

1.79＊＊＊ 
(0.0078)

1.04
(0.4690)

인당자산 -0.46＊＊＊ 
(<.0001)

-0.099
(0.1213)

-0.71＊＊＊ 
(<.0001)

인당매출액 0.66＊＊
(0.0488)

0.30
(0.1797)

0.91＊
(0.0684)

인당이익 9.88＊＊＊ 
(<.0001)

0.014
(0.9907)

16.63＊＊＊ 
(<.0001)

통제변수 설립년수 0.15
(0.2001)

0.14＊
(0.0724)

0.15
(0.3801)

F-value 13.31 8.24 14.33

R-square 0.51 0.39 0.53

주 : ( ) 유의수준, ＊<0.1, ＊＊<0.05, ＊＊＊<0.01

<표31-2> 유형분류별 모형(모형2-B)

모형 2(상관관계 변수별 분리), N=70

구 분 

ln(정원), 인당자산, 인당이익 ln(정원),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종합
점수

정성
부분

정량
부분

종합
점수

정성
부분

정량
부분

Intercept 79.87
＊＊＊

74.15
＊＊＊ 

83.80
＊＊＊

77.82
＊＊＊

74.60
＊＊＊ 

80.04
＊＊＊ 

독립변수

ln(정원) 0.16 1.79
＊＊＊ -0.94 -0.02 1.50

＊＊ -1.07

인당자산 -0.41 -0.099 -0.63
＊＊＊

인당매출액 1.22
＊＊＊ 0.30 1.86

＊＊＊ -0.042 0.15 -0.17

인당이익 2.02
＊＊＊ -0.15 15.41

＊＊＊ 

통제변수 설립년수 0.28＊＊ 0.14＊ 0.37＊ 0.22 0.16＊＊ 0.26

F-value 5.77 10.46 4.70 7.57 9.47 8.04

R-square 0.26 0.39 0.22 0.31 0.37 0.33

주 : 유의수준 ＊<0.1, ＊＊<0.05, ＊＊＊<0.01

3) 광역시설관리공단 : 유형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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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C, N=25

구 분

모형4(전체)

종합
점수

정성
부분

정량
부분

Intercept
82.27＊＊＊

(<.0001)
82.27＊＊＊

(<.0001)
82.44＊＊＊

(<.0001)

독립변수

ln(정원)
1.01

(0.4381)
-0.13

(0.9418)
1.76

(0.2413)

인당자산
27.08＊
(0.0922)

-7.11
(0.7417)

50.44
(0.0096)

인당매출액
-5.11

(0.7110)
10.10

(0.5994)
-15.72

(0.3257)

인당이익
-16.24

(0.9513)
176.95

(0.6337)
-145.12
(0.6353)

통제변수 설립년수
-0.05

(0.6573)
0.17

(0.3030)
-0.20

(0.1421)

F-value 1.26 0.73 2.30

R-square 0.25 0.16 0.37

광역시설관리공단 유형은 각 독립변수별로 경영평가 결과와 유의미

한 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별로 상관

관계가 없었으며, 인당자산이 종합점수에 10% 유의수준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제변수(설립년수)도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을 나타났다. 광역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는 기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32> 유형분류별 모형(모형2-C)

주 : ( ) 유의수준, ＊<0.1, ＊＊<0.05, ＊＊＊<0.01

4) 환경시설공단 : 유형 D

특정공사 공단 유형도 광역시설관리공단 유형과 유사한 결과 보였

다. 각 독립변수별로 경영평가 결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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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D(상관관계 변수별 분리), N=25

구 분
ln(정원), 인당자산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종합점수 정성부분 정량부분 종합점수 정성부분 정량부분

Intercept 88.10
＊＊＊ 

87.04
＊＊＊

88.98
＊＊＊ 

81.08
＊＊＊ 

72.05
＊＊＊ 

87.47
＊＊＊

독립변수

ln(정원) -0.20 -0.35 -0.12 0.71 1.37 0.23

인당자산 1.2＊＊ 1.34 1.14

않고 인당자산이 종합점수에 10% 유의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시설공단의 경영평가에는 기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33-1> 유형분류별 모형(모형2-D)

모형 2-D(전체), N=25

구 분 종합
점수

정성
부분

정량
부분

Intercept
88.30＊＊＊

(<.0001)
79.13＊＊＊

(0.0002)
94.81＊＊＊

(<.0001)

독립변수

ln(정원)
-0.31

(0.8751)
0.367

(0.8938)
-0.81

(0.7862)

인당자산
1.21＊

(0.0659)
1.19

(0.1712)
1.23

(0.1973)

인당매출액
4.58

(0.7787)
34.35

(0.1288)
-16.15

(0.5063)

인당이익
595.81

(0.7006)
2203.63
(0.2968)

-525.70
(0.8189)

통제변수 설립년수
-0.03

(0.8504)
-0.21

(0.3694)
0.09

(0.7238)

F-value 0.97 1.34 0.45

R-square 0.20 0.26 0.10

주 : ( ) 유의수준, ＊<0.1, ＊＊<0.05, ＊＊＊<0.01

<표33-2> 유형분류별 모형(모형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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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매출액 9.58 39.26＊ -11.07

인당이익 420.13 2031.33 -704.11

통제변수 설립년수 -0.003 0.02 -0.02 0.02 -0.16 0.15

F-value 1.68 1.01 0.63 0.23 1.11 0.11

R-square 0.19 0.12 0.08 0.04 0.181 0.02

모형 2-E(전체), N=45

구 분 종합점수 정성부분 정량부분

Intercept 69.48＊＊＊ 
(<.0001)

69.84＊＊＊ 
(<.0001)

69.10＊＊＊ 
(<.0001)

독립변수

ln(정원) 4.06＊＊
(0.0272)

4.68＊＊＊ 
(0.0003)

3.67
(0.1670)

인당자산 1.51＊
(0.0760)

1.66＊＊＊ 
(0.0044)

1.41
(0.2544)

인당매출액 -1.74
(0.7160)

-5.16
(0.1088)

0.61
(0.9306)

인당이익 8.37
(0.6430)

9.24
(0.4407)

7.49
(0.7781)

통제변수 설립년수 -0.34
(0.1293)

-0.47
(0.0026)

-0.25
(0.4386)

F-value 1.81 4.32 1.00

R-square 0.19 0.35 0.11

주 : 유의수준 ＊<0.1, ＊＊<0.05, ＊＊＊<0.01

5) 특정공사공단 : 유형 E

환경시설공단 유형에서는 ln정원과 인당자산 변수가 경영평가결과

종합점수와 정성부분 득점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정성부분 득점율에서 더 영향이 컸으며 통제변수

인 설립년수가 (-) 관계의 영향이 나타났다.

<표34-1> 유형분류별 모형(모형2-E)

주 : ( ) 유의수준, ＊<0.1, ＊＊<0.0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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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E(상관관계 변수별 분리), N=45

구 분
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자산, 인당이익

종합점수 정성부분 정량부분 종합점수 정성부분 정량부분

Intercept
67.69
＊＊＊

67.87
＊＊＊

67.51
＊＊＊

83.93
＊＊＊ 

84.82
＊＊＊

83.30
＊＊＊

독립변수

ln(정원)
4.28
＊＊

4.92
＊＊＊ 3.86

인당자산
1.43
＊

1.57
＊＊＊ 1.34 0.03 -0.20 0.19

인당매출액 -0.09 -3.34 2.09

인당이익 13.45 6.29 18.15

통제변수 설립년수 -0.32
-0.44
＊＊＊ -0.23 0.07 0.05 0.09

F-value 2.26 5.30 1.26 1.11 0.62 1.01

R-square 0.18 0.35 0.11 0.07 0.04 0.07

<표34-2> 유형분류별 모형(모형2-E)

주 : ＊<0.1, ＊＊<0.05, ＊＊＊<0.01

6) 광역상수도 : 유형 F

광역상수도 유형은 종합점수와 정량부분 득점율에서 독립변수인 ln

(정원)과 인당이익에 영향을 받으며, 통제변수는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n(정원)은 종합점수 정성부분 득점율, 정량부분

득점율에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종합점수와 정량부분득점율에는

1%유의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당이익은 종합점수와 정량부분 득점율에서 영향이 있었는데 정성부분

득점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당이익의 정량부분 득

점율에 대한 영향이 종합점수에도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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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F(전체), N=40

종합
점수

정성
부분

정량
부분

Intercept
65.17＊＊＊
(<.0001)

74.69＊＊＊
(<.0001)

61.82＊＊＊
(<.0001)

독립변수

ln(정원)
2.80＊＊＊
(0.0006)

2.02
(0.2871)

3.11＊＊＊
(0.0030)

인당자산
-1.49

(0.5422)
-2.62

(0.6717)
-1.26

(0.6944)

인당매출액
17.50

(0.1487)
13.00

(0.6676)
19.89

(0.2106)

인당이익
28.82＊＊
(0.0173)

-22.62
(0.4434)

48.94＊＊＊
(0.0027)

통제변수 설립년수
0.02

(0.1899)
0.01

(0.7422)
0.02

(0.2822)

F-value 6.93 0.64 6.03

R-square 0.50 0.09 0.47

모형 2-F(상관관계 변수별 분리)

ln(정원), 인당자산, 인당이익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종합점수 정성부분 정량부분 종합점수 정성부분 정량부분

Intercept 69.62
＊＊＊ 

78.00
＊＊＊

66.88
＊＊＊ 

86.84
＊＊＊ 

88.45
＊＊＊ 

86.29
＊＊＊

독립변수

ln(정원) 1.88
＊＊＊ 1.33 2.05

＊＊＊ 

인당자산 1.81＊ -0.17 2.48＊

인당매출액 -3.15 -6.83 -1.73

인당이익 30.49
＊＊ -21.30 50.83

＊＊＊ 24.17 -24.34 43.38

통제변수 설립년수 0.03 0.02 0.02 0.01 0.01 0.01

<표35-1> 유형분류별 모형(모형2-F)

주 : ＊<0.1, ＊＊<0.05, ＊＊＊<0.01

<표35-2> 유형분류별 모형(모형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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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alue 7.85 0.77 7.01 1.60 0.57 2.27

R-square 0.47 0.08 0.44 0.11 0.04 0.16

가설 1-1

전체기관 유형분류

비고가설검증

(방향)
유형

가설검정

(방향)

기관의 규모적 특성(ln정원)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전체득점)가 달라질 

것이다.

○

(+)

유형A ×(+)

유형B ×(+)

유형C ×(+)

유형D ×(-)

유형E ○(+)

주 : ＊<0.1, ＊＊<0.05, ＊＊＊<0.01

3. 분석결과 요약(가설 검정)

지방공기업의 규모적 특성(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영업

이익)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일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기관의 유형분류별로 영향 유

무가 각각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전체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의 정원이 증가할수록 경영평가 결과의 종합점수는 달라진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또한, 인당자산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

설은 기각되었고, 기관의 인당매출액과 인당이익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

가 달라진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다만 인당자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결과는 기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총자산

의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정반대의 결

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 배치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가설1

(기관의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전체기관

과 각 유형분류별로 가설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35>와 같다.

<표36> 가설1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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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F ×(-)

기관의 규모적 특성(인당자산)에 따

라 경영평가 결과(전체득점)가 달라

질 것이다.

×

(-)

유형A ×(+)

유형B ×(-)

유형C ○(+)

유형D ○(+)

유형E ○(+)

유형F ×(-)

기관의 규모적 특성(인당매출액)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전체득점)가 달

라질 것이다.

○

(+)

유형A ○(+)

유형B ○(+)

유형C ×(-)

유형D ×(+)

유형E ×(-)

유형F ×(-)

기관의 규모적 특성(인당이익)에 따

라 경영평가 결과(전체득점)가 달라

질 것이다.

○

(+)

유형A ×(-)

유형B ○(+)

유형C ×(-)

유형D ×(+)

유형E ×(+)

유형F ○(+)

가설 1-2

전체기관 유형분류별 검증

비고가설검증

(방향)
유형분류

가설검정

(방향)

기관의 규모적 특성(ln정원)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정성부분 득점율)가 

달라질 것이다.

○

(+)

유형A ×(+)

유형B ○(+)

유형C ×(-)

유형D ×(+)

유형E ○(+)

유형F ×(+)

기관의 규모적 특성(인당자산)에 따

라 경영평가 결과(정성부분 득점율)

가 달라질 것이다.

×

(+)

유형A ×(-)

유형B ×(-)

유형C ×(-)

유형D ×(+)

유형E ○(+)

유형F ×(-)

기관의 규모적 특성(인당매출액)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정성부분 득점

율)가 달라질 것이다.

×

(+)

유형A ○(+)

유형B ×(+)

유형C ×(+)

유형D ×(+)

유형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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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F ×(+)

기관의 규모적 특성(인당이익)에 따

라 경영평가 결과(정성부분 득점율)

가 달라질 것이다.

×

(+)

유형A ×(-)

유형B ×(+)

유형C ×(+)

유형D ×(+)

유형E ×(+)

유형F ×(-)

가설 1-3

전체기관 유형분류별 검증

비고
가설검증

(방향)
유형분류

가설검정

(방향)

기관의 규모적 특성(ln정원)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정량부분 득점율)가 

달라질 것이다.

○

(+)

유형A ×(+)

유형B ×(+)

유형C ×(+)

유형D ×(-)

유형E ×(+)

유형F ○(+)

기관의 규모적 특성(인당자산)에 따

라 경영평가 결과(정량부분 득점율)

가 달라질 것이다.

×

(-)

유형A ×(+)

유형B ×(-)

유형C ×(+)

유형D ×(+)

유형E ×(+)

유형F ×(-)

기관의 규모적 특성(인당매출액)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정량부분 득점

율)가 달라질 것이다.

×

(+)

유형A ○(+)

유형B ○(+)

유형C ×(-)

유형D ×(-)

유형E ×(+)

유형F ○(+)

기관의 규모적 특성(인당이익)에 따

라 경영평가 결과(정량부분 득점율)

가 달라질 것이다.

○

(+)

유형A ×(-)

유형B ○(+)

유형C ×(-)

유형D ×(-)

유형E ×(-)

유형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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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유형분류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분석

1. 모형설정

경영평가 평가기준이 평가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므로 평가의 운영주체는 평가기준에 대해 매년

보완하여 개선안을 평가편람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평가

기준이 각 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이 꾸준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

경영평가 유형분류별로 차별적인 경영평가 결과가 발생했는지 분석해보

고자 한다.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공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경영평가를 위해 사

업분야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평가지표를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취지에 맞게 평가기준(지표)이 구성되어 있다면 기관의 유

형별로 평가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경영평가 유형분류별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의 평균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H0)을 설정하였다. 만약 유형분류별 경영평가결과에 차이가 존

재하면 설정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경영평가 대상 기관의 유형분류별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세집단이상의 평균치 차이를 분석시 사

용하는 분산분석을 사용하고자 한다.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변량분석)은 통계학에서

두 개 이상 다수의 집단을 비교하고자 할 때 집단 내의 분산, 총평균과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의해 생긴 집단 간 분산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

진 F분포를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하는 방법이다.

본연구의 분산분석에서 검정할 가설은 『경영평가 기관 유형분류별

경영평가 결과의 평균치 차이가 없다』이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유형분

류에 다른 6개 유형을 대상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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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ANOVA

평균값(6유형) F-

value

p-

valueA B C D E F

총득점 86.05 83.45 87.96 87.30 85.19 86.08 6.56 <.0001

정성점수

(득점율)
85.55 84.85 86.27 85.71 85.24 86.56 1.43 0.2130

정량점수

(득점율)
86.41 82.49 89.13 88.40 85.14 85.93 6,76 <.0001

가설 2 득점기준별 가설검증 비고

기관의 유형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가 다를 것이다.

총득점 ○

정성부분(득점율) ×

정량부분(득점율) ○

2. 분산분석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도의 2015년 경영평가 편람 기준의 따

른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광역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상

수도의 6개 유형분류로 나뉘어진 47기관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에 따르면 총득점과 정량부분 득점율에서 F-Value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성부분 득점율에서는 유의미한 결과

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37> 분산분석 결과

주 : ＊<0.1, ＊＊<0.05, ＊＊＊<0.0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이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면 각

유형분류별로 경영평가 결과의 평균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에 따

라 설정된 귀무가설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합득점과 정량부

분 득점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정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정

성부분 득점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경영평가 유형분류별 경영

평가 결과중 총득점과 정량부분 득점율에서 평균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38> 가설2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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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분석 결과 요약

지방공기업의 기관 규모적 특성과 유형분류가 경영평가 결과에 영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행정자치

부 주관 경영평가 대상 기관(47개)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논문의 연구방법은 주제에 따라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기관의 규모적 특성의 경영평가 결과(득점)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두 번째는 기관 유형분류의 경영평가 결과

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는 기관의 유형분류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독립

변수 일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왔으며 기관의 유형별로

영향 유무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체 기관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이 늘어날수록 경영평가 결과도 상승한다는 가설이 채

택되었다. 또한 기관의 인당매출액과 인당이익의 증가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의 종합득점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다만 종합득점에서는 모든 독립변수(ln정원, 인당자산, 인당매출액,

인당이익)의 영향이 존재하지만 정성부분과 정량부분의 득점율에서는 결

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기관의 정원은 종합득점과 정성부분 득점율, 정

량부분 득점율에서 모두 경영평가 결과에 (+)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당자산은 종합득점과 정량부분 득점율에서 유의미한 (-)

의 관계를 보였지만 정성부분 득점율은 그렇지 않았다. 인당 매출액과

인당이익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는 종합득점과 정량부분 득점율에서 유의

미한 영향을 보였지만 정성부분 득점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당자산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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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오히려 인당자산에 증가에 따라 경영

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러한 결과는 기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총자

산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 세웠던 가설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윤성식 외(1999)에서 기관의 규모와 경영평가 결과간에 유의

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기관이 가진 사회적 지명도, 영향력 등으로 인해 경영평가의 결과가 부

각되어 규모가 큰 기관이 항상 좋은 경영평가 결과를 얻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상이하

다. 도시철도공사 유형에서는 종합점수와 정성부분 득점율, 정량부분 득

점율 모두에서 인당매출액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로 설정한 설립년수도 일부 결과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개발공사 유형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영향 변수와 상당부분 일

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원은 정성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인당자산과 인당매출액 그리고 인당이익은 종합득점과 정량부분에

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전체기관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인당자산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

수는 정성부분 득점율에서 경영평가 결과와 (+)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

었다.

광역시설관리공단과 환경시설공단 유형에서는 인당자산과 종합점수간

10%유의수준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변수와 득

점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존재하지 않았다. 광역시설관리공

단과 환경시설공단은 공공시설물(환경관련) 설치 및 유지관리를 주된 사

업으로 하므로 기관의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추

론해볼 수 있다.

특정공사·공단 유형에서는 정원과인당자산 그리고 설립년수가 경영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매출액과 인당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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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다양한 사업특성을 하나

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특정공사 공단 유형은 경영평가 지표설정에

가장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의 규모적 특성이라할수 있는 ln(정원)

과 총자산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평가 지표 특히, 정

성부분 지표에서 기관의 특성일 배제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 상수도 유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정원은 종

합점수와 정량부분 득점율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인당이익도 경영

평가가 결과의 종합점수와 정량부분 득점율에서 (+)의 인과관계를 보였

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9)인 상수도 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경영

평가 결과가 구성원수나 인당이익의 크기에 따라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

므로 영향요인에 대한 평가지표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기관의 특성은 전체기관을 대상으로한 결과와 유형분류

별로 분석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각각 동일한 사업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광역상수도 유형에서 경영평가 결과

와 독립변수간의 인과관계가 일관성있게 도출됨을 보고 판단할 때, 기관

의 사업적 특성에 따라 독립변수의 영향 유무가 달라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모형인 경영평가 기준이 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

여 수립되었다면 각 유형 분류별로 경영평가 결과의 평균에 차이가 발생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연구 전제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귀무가설(H0 : 기관의 유형분류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가 달라질 것이

다.)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득점과 정

량부분 득점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정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정성부분 득점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경영평가 유형분류별 경

영평가 결과중 총득점과 정량부분 득점율에서 평균의 차이가 발생하였

다. 따라서 종합점수와 정량부분 득점율에서 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

9)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현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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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과가 나왔고, 기관의 유형별로 경영평가 결과에서 서로 비교우위를

갖는다.

제 2 절 시사점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평가결과의 환류

(feedback)를 통해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을 유도

하는 관리 통제제도로서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시행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정부시책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의 평가 불이익 방

지 및 전년대비 개선도로 평가하는 노동생산관련 지표를 평가의 왜곡방

지를 위해 총임직원수에서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자를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편람에 반영하였다. 행정자치에서는 매년 평가의 환류과정을

통해 타당성과 객관성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경영평가의 개선 노력을 하

고 있다.

하지만 본연구를 통해 최근 5년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기관의 규모적 특성중 기관의 인력규모(정원)가 경영평가 결과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당매출액과 인당이익도 경영평가 결과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기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총자산은 인당자산으로 변환후 인력

효과를 배제하여 분석한 결과, 경영평가 결과와 오히려 (-)의 인과관계

를 나타내고 있다. 규모가 큰 기관이 경영평가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

는 일반적인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영평가 절차와 내용의 보완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기관의 인력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의 성과 평가가 향상되는 것으로 분

석된 결과를 얻었다. 인력규모가 큰 기관은 반대상황의 기관에 비해 경

영평가 준비하는 인력 투입도 상대적으로 많고 평가보고서 준비에 더 충

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이 받는 감사나

평가시에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영평가 평가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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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

인력은 조직의 구조화 단계를 특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인해

해당 기관이 갖는 업무프로세스, 업무지원 시스템, 명령통솔 권한 등에

차이를 발생할 가능이 크다. 특히 현재 이루어지 있는 평가에서와 같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지, 노력정도,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체계에서

조직구조의 체계화 수준은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정재진,

2011).

하지만 인력규모는 지방공기업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 등에 의해 전체 산하기관

의 인력이 조절되고 있으므로 변경시 조례의 변경이나 지방의회의 승인

을 필요로 하므로 지방공기업 자체적인 조절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평가지표 내 계산방법에 인력규모 자체나 인원 충원노력을 포함하는 방

법이 제시될 수 있다.

인당자산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투자된 자

본금의 영향이 크다. 투자된 자본금이 많을수록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

로 투자할 수 있고, 경영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기관은 규모적 특성은 경영평가 결과

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기관의 규모가 평가결과에 미치는 평가 개선

노력이 유효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당이익의 증가가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

는 기관의 경영효율이 증대되고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

라 할 수 있다. 다만 경영평가 지료에서 인당이익은 목표대비 실적으로

변환되어 산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당이익의 총량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업이익을 전반적인 경영성과로 평가받는 기관 즉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지방공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영평가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당이익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긍정적

인 효과를 배제할 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직

영기업인 광역상수도 기관에 대한 분석결과 영업이익이 높을수록 경영평

가 결과가 높은 분석결과는 면밀한 분석과 지표보완을 필요로 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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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생활 필수공공재인 상수도요금의 이익금 크기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

가 좌우되는 분석결과는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경영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관의 유형분

류가 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성평가의 경우 득점 평균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

로 개선노력이 유효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정량부분에서

는 경영평가 유형분류를 다시 개편하고 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지방공기업의 사업여건 등을 감안한 차별적인 평가

기준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연구에서는 기관의 규모 특성변수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

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의 각 기관 경영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는데 공개시스템은 5년간의 경영공시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자료

수집이 제한적이므로 분석 대상기간을 확대하지 못하였다.

또한, 경영평가에서 기관은 전체 47개 기관이고, 6유형으로 분류하면 도

시철도공사(6개), 도시개발공사(14개), 광역시설관리공단(5개), 환경시설

공단(5개), 특정공사·공단(9개), 광역상수도(8개)로 나누어진다. 유형별로

전체 자료수는 각각 도시철도공사(30개), 도시개발공사(70개), 광역시설

관리공단(25개), 환경시설공단(25개), 특정공사·공단(45개), 광역상수도(40

개)로 구성된다. 각 유형별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유형별 분석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종합점수와 정성부분 득

점율, 정량부분 득점율을 사용하였는데, 경영평가 결과는 2016년 평가편

람기준 대분류지표에 리더쉽/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로 나

누어진다. 이러한 세부지표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영향관계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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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였다. 세부지표와 지표별 배점은 매년 변하고 있으므로 기준년

도에 따라 세부지표 성격과 배점을 변환하여 적용한다면 각 독립변수의

지표별 영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표개선안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향후연구에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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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iticism that the criterion factors such as the size of the

institution affect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and the

composition of the evaluation index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specificity of the institution, It is being raised. I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affects the results

of management evaluation, it will be difficult to secure the

distinguishability of the evaluation results despite efforts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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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agement. Therefore, in the case of the local public corporation

management evaluation subject, the criticism that the managerial

evaluation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but is

influenced by the factors other than the evaluation is still continuing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management evaluation. .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this criticism was verified empirically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subject to management evaluation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s a result of the validity analysis of these questions,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The

number of employees (the number of employees)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otal score and qualitative part (score

ratio) and the quantitative part (score ratio) in all of the partial

models that analyzed the whole model and the correlated variables.

Per - capita sales and per-capita profit were positively (+) on the

total score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the partial score of the

quantitative part. However, in the preceding study, the analysis of the

assets (per-capita),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representatives

representing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together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capacity), shows the causal relationship rather than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general

perception that large organizations have favorable results in

management evaluation is still valid, but that the management

evaluation process and contents are improved to a great ext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propose a plan to

improve management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Since the

number of employees (the number of employees) does not have much

room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to control themselves, an

improvement plan that can eliminate the influence of manpower,

including manpower scale itself or staffing efforts. Since the sale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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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 and per capita income of the organiz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 it can be deduced that

the higher the profitability, the higher the management evaluation

score. Although profitability is a management performance that

represents management efficienc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profitability plays a role as a standard indicato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s aiming to harmonize publicness

and corporate perform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just it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Also,

when applying profitability related indicators according to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valuation index so that profitability can be evaluated

based on the performance relative to the target rather than the total

size of the profit.

Finally, although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assessment

methods has been made in order to build a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fact that the type classification of the

institution still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However, in the case of qualitative evaluation, it can not

be conclud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average of the scoring

averages can be deduc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ifferential

evaluation index considering the business condition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the quantitative part evaluation.

keywords : Management evaluation, local public enterprise,

public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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