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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이 한국토지주

택공사의 재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세부적

으로는 통합 전과 통합 후의 재무적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에 대한 효과

를 재무제표 재무비율 분석을 통한 시계열분석법을 이용하여 한국토지주

택공사에 대한 내부적인 효과분석, 통합 전 추정치와 통합 후의 실제 비

율과의 비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적 비율과 산업평균비율을 비교

하여 분석하였다.

안정성에 대한 지표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통합 전 보다 여전히 높은 비율이고 부채규모도 높은

수준이나 통합 후 사업재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동비율은 통합 전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재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

성장성에 대한 지표는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을 사용하였다. 매출

액증가율 역시 통합에 따른 효과는 없었으며 총자산증가율 또한 통합 후

통합 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총자산증가율을 부채증가율과 매

출증가율과 비교하여 평가하여 볼 때 통합 후의 총자산증가율이 부채증

가율보다 높고, 매출액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볼 때 총자산증

가율의 단순 수치는 통합전이 나은 것으로 보이나 총자산증가율의 건전

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 통합 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익성에

대한 지표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을 사용하였다. 매출액영

업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은 통합 전과 비교 시 개선되지 못하였다. 영

업이익률이 매출액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

업구조 개편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수익성

이 낮아지는 사업구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이 개편됨에 따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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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총자산순이익률이 통합 전보다 개선되지 못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통합 후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재무효율성을 분석해 본 결과 통합에 따

른 재무효율성 개선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기초로 사업지구 재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

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이다.

하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을 살펴보면 보다 근본적인 문

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구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사

의 내부적인 경영효율화만으로 재무효율성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한국토지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보조금 제공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통합공기업, 재무효율성, 재무비율분석,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학 번 : 2016-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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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양

공사 통합으로 출범한 공기업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은 2008년 8월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41

개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추진한다.’ 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1차 추진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 양립하여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통합을

통하여 시너지효과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경우,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방식은 중복·유사한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단일조직

으로 재설계하여 통합을 통하여 관리조직, 비핵심사업 등은 슬림화하고

고유목적사업 중심으로 인력과 기능을 재배치하는 방식이었다. 즉 민간

과의 경쟁 가능성이 높은 공기업은 민영화하고 동일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복수의 기관이 존재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 통폐합을 추진

하는 등 기능조정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국민 편익증대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은 중복기능해소와 경

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공기업 본연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기

구·조직의 슬림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한다는 취지였다.

1) 기획재정부(2008), 「1차 및 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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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통합의 목적은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증진시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경영효율성이라는 것은 재

무적 측면과 비재무적 측면 양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비재무적 측

면은 경영관리 분야의 효율화로 볼 수 있다. 즉 경영관리기법, 인력운영,

조직관리, 노사관계 및 리더십 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재무적 측면은 기

업의 재무구조, 재무적 성과, 사업구조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인적·물적 거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하였다. 조직문화가 이질적인 두 공기업의 통합은 조직 구성원

융합 등 성공적인 화학적 결합이 통합성패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

으며 선행하여야할 주요과제로 인식되었다. 이질절인 양공사의 조직 문

화, 상이한 인력운용방식, 통합에 대한 조직원들의 불안 및 갈등, 복수노

조의 존재, 조직개편의 필요성, 통합 조직에 적합한 기관장의 필요 등 선

결하여야할 과제들이 놓여있었고 이에 대한 우려가 통합초기에 대두되었

다. 이러한 조직 내외적인 분위기로 통합 이후 조직의 비재무적 측면인

조직문화, 인적관리, 리더십 등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

다. (문명재 외, 2012; 박지은, 2014; 이창길, 2012; 이화종, 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 후 경영효율화의 재무적 측면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경영효율화의 재무적 측면은 조직의

재무구조, 재무적 성과, 사업 구조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 본 연

구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부터 정

권이 바뀔 때마다 논쟁이 되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

는 기능중복, 공기업의 효율화, 민간으로의 업무이관, 공기업 선진화 등

의 다양한 관점과 주장이었고 이와 더불어 양공사의 통합에 따른 재무구

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통합의 논거로 자주 등장하였다.

2008년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의 핵심적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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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근거이자 통합의 효과는 재무구조 개선이었다. 두 기관의 통합을 통

하여 택지개발 이익의 일부를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교차 보전함으

로써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반면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통합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원가절감 및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통조직 및 운영경비 절감과 사옥 등 중복자산 매

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여 재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입

장과 통합으로 부채의 규모 과다로 거대부실공사의 출연과 통합을 통한

재무구조 시너지효과가 없어 재무구조는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

상존해 있었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로 활동하면서 공적 사업을 수행

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며

민간기업과 달리 수익성만이 사업추진의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공공기

관은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거나 공급되지 않는 준공공재 혹은 순수공공

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책수

단으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공기업은 정부부문의 공공성과 민간기업의

이윤극대화로 표현되는 기업성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고 공공성과 기

업성간의 조화가 중요하다(이상철, 1998; 유훈, 2005). 그렇기 때문에 공

기업은 수익성 지수 등과 같은 재무적 지표만으로 사업의 성패와 공기업

통합의 성패를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공기관도 경제주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재무적 지표에 대한

분석을 간과할 수 없고 정부의 재원투입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공기업의 기업

성이란 대체적으로 “공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성격, 즉 계속적 상품생산

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유훈 외, 2011). 공기업

의 경영기조 또는 비전에 있어서 민간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생산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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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 등과 같은 ‘경영성과’를 중시하고 있는 데서도 공기업의 기업성을

확인 할 수 있다. 공기업의 기업성이라는 것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와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가격기구와 결합되어 있고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여 대가를 받고 그 비용으로 생산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충당하

는 것을 말한다(김준기, 2014).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공공성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구축을 위해 부채감축 및 재무위험관리강화, 원가절

감 및 수익성 관리 강화 등을 경영목표의 전략과제2) 중 하나로 내세우

고 있다. 공기업의 재무적 지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 통합의 효과는 경영관리, 조직융합과 같은 비재무적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무적 측면, 재무지표를 통해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통합에 따른 재무구조의 시너지 효과는 고려해야할 조직

내·외부의 환경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측정의 난해성이 있지만 2009년

10월 1일 통합공사가 출범한 후 만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 공사의 통

합에 따른 재무효율성,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지표 분석을 통합

전과 통합 후로 나누어서 분석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이 기관

의 재무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통합 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통합 후 한

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양 공사가 통합

2)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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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2009년을 기준으로 통합 전·후 6년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2004

년부터 2015년까지로 한다. 통합 전후의 재무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

료는 양공사와 통합공사의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대상으로 한다. 2004∼2010년도는 기업회계기준(K-GAAP)을 사용한 대

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사용하며 2011년부터는 K-IFRS가 적용된 재

무제표 중 별도포괄손익계산서와 별도재무상태표를 수집하여 재무효율성

분석을 진행한다. 통합 전(2004∼2009년) 양공사의 재무제표는 각각의

재무제표를 합산한 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실증적인 분석에 앞서 조직통합의 개념, 목적, 효과

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과정에서의 논의점이 되

었던 사항들을 정리해봄으로써 통합의 이론적 개념과 통합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다음 이 논문의 재무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

기 위하여 효율성에 대한 개념정리와 다양한 재무적 효율성 측정방법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재무효율성을 측정하는 적합한 방법을 도출하

고자 한다. 선행연구 검토에 있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공기업의 통합 혹은 민영화에 따른 효

율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지니는 차별성

에 대해 확인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의하고 연구의 분

석틀을 통해 연구문제와 관련된 각 변수들에 대한 정의와 본 연구를 통

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과 연구 모형에 대해 살펴본다. 4장 실증

분석은 각 지표별 실증분석하기에 앞서 통합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

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였던 내용을 살펴 본 후 각 지표별로

통합 전과 통합 후의 재무효율성을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산업평균과 비교를 통해 해당 공기업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인지 산

업적 추세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6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조직통합의 개념

조직통합은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공·사 영역을 막론하고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조직과 조직 간의 통합을 넘어 융합차

원에서 기존 조직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조직의 물적·인적 요소들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융합이 일

어나 조직문화 차원까지 융합이 되고 있다(이종열 외, 2012).

사기업 영역에서 ‘통합(merger)'은 둘 이상의 기업이 인적, 물적 또는

자본적인 결합을 통하여 동일한 관리체제하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조직결합 방식이다(문원영, 1992). 기업합병은 상호 독립적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완전히 일체화하여 기업을 형성하는 것으로, 기업 재구성

방식 중에 기업 확장 차원의 일환이다. (오환종·한승우, 2007)

우리나라 행정학 논의에서 ‘통합’ 혹은 ‘통폐합’이라는 용어는 정부 개

혁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정부조직개편 논의에서 사용된다. 정부조직의

통합은 통합의 대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통합, 지방행정기관 통합, 공공

기관 통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조직통합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

는 조직통합 이전에 구체적인 조직구조의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강신택

외, 1993; 박대식, 2001; 염재호 외, 2007)와 조직통합 후의 통합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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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에 관한 논의(안경섭, 2009; 박천호, 2011; 이창길 외, 2011)이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연구가 통합의 요인에 대한 내

용을 많이 담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공공부문의 통합은 이와

는 차이가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대체적으로 개별조직들의 자율적, 상향

적 통합이라기보다는 외부적,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하향적

작업이기 때문이다(문명재, 2009). 따라서 정부조직통합의 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조직통합의 명분과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인 논의를 중심

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박천오, 2011 ; 이창길외, 2011), 조

직통합 후 통합조직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 조직통합의 목적

정부조직 통합과 사기업 합병에는 통합의 목적, 형태, 관리수단, 주요

고려요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와 재화의 수혜주체는 국민이고, 가격결정 등은 사업의 공익적 성격 때

문에 제한을 받게 된다(박영선, 2011).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조직통합

목적은 국민이나 공익적 성격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한국행정학회(2008)에 의하면 첫째, 목적이 다르다. 공공의 통합은 부

처 기능중복해소, 효율적 정책결정, 대민행정서비스 고도화 등을 목적으

로 하고 사기업의 합병은 기업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형태

가 다르다. 공공부문은 법령개정을 통한 조직개편의 형태를, 사기업은 기

업의 인수합병의 형태를 갖는다. 셋째, 관리수단이 다르다. 공공부문 정

부의 국정철학과 이념, 장관의 통솔방침을 따르는데 반해 사기업은 인수

기업의 경영철학을 따른다. 넷째, 주요 고려요소가 다르다. 공공부문은

통합부처 갈등관리, 통합 후 인력의 재배치 등이 주요 고려요소이지만

사기업은 영업이익 극대화, 인력의 탄력적 관리가 주요 고려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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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공공부문의 통합은 국가라는 하나의 단일 법인체 내의 하부조

직간 결합이며 사기업의 합병은 독립된 개별 법인체 간 결합이다.(윤건,

2011)

공공기관 통합은 이러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

다. 우선 공공기관 통합 후 융합의 목적은 기능중복해소, 효율적 정책집

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법령의 형식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에 의해 통합이 이루어진다. 셋째,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념을 따른다. 넷

째, 통합기간 갈등관리, 통합 후 인력 재배치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극대

화, 인력의 탄력적 관리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다섯째 공공기관 통

합은 개별 법인체 간 결합이다. 따라서 부처통합보다 공공기관 통합에

통합 이론의 적용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통합 이론이 개별 법인체인

사기업 간 통합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이다. (윤건,

2011)

3. 조직통합의 효과성

조직통합은 조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지만 효과가 나타

나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특정한 효과

가 나타났다고 하여도 그것이 통합으로 인해 나타난 효과라고 판단하기

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조직통합은 다양한 특성에 기

인하여 성공여부가 검토 된다. 조직통합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

과를 기획재정부(2011)의 “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내용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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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통합의 긍정적 효과

첫째, 공공기관 통합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절감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대시키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공공기관 통합은 인력과 기구감축 보수체계 개

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절감과 국민편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 통합은 기관 간 기능의 유사 중복문제가 해소되고 여

러 기관에 분산된 기능의 체계적인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통합은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

하게 된다. 따라서 통합시너지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조직의 경쟁력이 강

화되게 된다.

셋째, 공공기관 통합은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통합된 조직에 자율권을 부여하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

록 하는 성과관리의 강화는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제도화에 기여하

게 된다.

넷째, 공공기관 통합은 재무건전성 강화와 방만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즉 통합으로 인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하여 재무건전성을 도모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인 방만 경영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다.

(2) 조직통합의 부정적 효과

첫째, 문화적 이질감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이다. 이는 그 조직을 구성하

는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통합과정

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를 적

기에 극복하지 못할 경우 조직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감이 무너져 핵심요

원의 이탈 업무상 의 유출 고객관리 자세의 이완 분파적 행동의 노정 등

조직분열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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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그 조직의 정신적인 문화이며 정서이다. 조직통합으로 하나의 조

직에 복수노동조합 특히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들

어서는 경우 이들 사이에는 노동조합의 강온 문화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

하기도 한다.

둘째, 업무시스템 통합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조직에 비능률을 초래

할 수 있다 업무시스템의 통합으로 기존의 업무방식보다도 더 일을 복잡

하게 만들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 어느 한 조직이 우위에

서서 조직을 통합하게 되는 경우 다른 조직의 능력과 자부심은 사라지게

되고 우수한 프로세스나 기술 등의 측면이 사장되기 쉽고 우수인력들이

조직을 떠나는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불되어

야 한다.

셋째,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통합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절감은 국민의 부담 경감과 편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는

고객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조직통합의 저항 원인이

되어 부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조직통합은 전문화에 역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분화의 관점

에서 전문성은 균형과 견제제고에 있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는데 조직통합은 이러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과정에서의 논의점3)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정

부가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슈로 등장하여왔다. 오랜 기간 정책이슈로 논

3) 김재호·김종하(2008)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논의 소고”, 김희곤(2008) “주

공·토공 통합논의의 검토”, 석종현(2008) “토지·주택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에 관한 법적검토”,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01.12.12) “주·토공 통합 효과와 통합

추진전망”,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2008), “토공·주공 선진화 관련입장”을 토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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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이루어진 만큼 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998년 김

대중 정부는 4대 구조개혁과제를 선정하였고 세부계획으로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이 포함하였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한국토지공사와 대

한주택공사의 업무를 민간에 이양 및 축소하고 공적업무를 중심으로

2001년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2001년 11월 통합을 위한

양 공사의 재무분석 및 자산실사용역4)을 발주하였으나 용역결과 토지공

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수익구조로 주택공사의 손실

을 보존하기 힘들며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동

반부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통합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2001)에 따르면 양 공사의 통합 시 중복업무의 단

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당시 건교부는 양 공사의 통합방침에 대해 조직 및 자산의 거대화로 경

영효율화가 저하되며 재무상 위험에 따른 부실경영이 우려되며 전문성

특화에 의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적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석종현, 2008).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다시 통합문제가 거론되었지

만 재무적 측면에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없고 통합 시 재무구조 부실

이 우려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능조정으로 의견이 모아졌으

나5)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개편이 시작되면서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

사의 통합문제가 이슈화되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을 추진한다.’ 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1차 추진계획에

양 공사의 통합문제가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통합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오랜 기간 논의된 통합에 대한 주된 논점은 무엇인가? 2001년 기획예

산처의 보도자료(2011.12.12)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에 대한 당위성 혹은

찬성의 의견은 양 공사가 통합을 할 경우 공기업 본연의 역할인 공공서

4) 국토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2001)
5) 조세일보(2009.02.05), [주·토공 통합 논란-③] 통합이 정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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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확대와 함께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경영효율화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연계추진으로 원가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을 통한 재무효과 개선과 중복자산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

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토공, 주공 각각 기능

의 특화를 통한 병존이 바람직하며 통합 시 부채규모가 과다하여 거대공

기업 탄생으로 부실화가 우려되고 인원감축 등 인력조정에 대한 조직원

들의 불안감과 이질적인 두 공기업의 통합은 구성원간의 갈등을 초래하

여 경영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는 내용의 기술되어 있다.

토공과 주공의 통합 논의는 오랜 기간 이루어졌지만 논의의 쟁점이 되

었던 사항은 기능중복, 조직갈등, 재무구조, 통합의 효과성으로 볼 수 있

다. 본 논문의 통합 후 재무구조 효율성에 관한 내용으로 통합과정 논의

점 중 재무구조와 통합의 효과성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재무구조 부분과 관련하여 통합 찬성입장은 양공사의 부채는 임대주택

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국가의 정책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결과로

대부분의 부채는 운영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토지 등

의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양공사의 부채는 통합이 된다고 해서

증가하는 것도 아니며 통합 없이 양 기관 분리해서 존속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통합으로 중복부동산의 매각, 지역본부의 통합,

공통비용 절감 등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입장이

다. 또한 토지공사의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 비용

으로 대체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은 통합으로 대규모 부채를 지닌 거대부실 공기업

이 탄생하게 되면 비수익 사업구조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및 금융부채와

이에 따른 이자비용 과다로 독자적 경영수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

한 주공의 재무상황이 건전하지 않아 경영난을 겪을 것이고 2005년∼

2007년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로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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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양 공사가 통합할 경우에는 동반부실의 문

제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다음은 통합의 효과에 대한 논의이다. 통합 찬성입장에서는 양 공사가

통합하게 될 경우 과다경쟁에 따른 불필요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이 감소

하게 되고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의 일원화에 따른 시너

지 효과로 공사기간 단축, 기반시설 설치비 절감 등의 원가절감효과가

있을 거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은 거대부채를

갖고 있는 거대 공기업의 탄생으로 동반부실이 예상되며 통합은 단순히

주공의 적자 및 경영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임대산업단지의

조성, 지역개발 등 국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일원화로 인

한 사업기간 단축등과 관련 토목과 건축은 공정상 선후관계로 사업기간

단축 및 이로 인한 원가절감효과는 분리의 경우나 일원화의 경우나 차이

가 없으며 개발업무의 효율적 추진은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이 갖는

전문성과 노하우의 문제라는 주장이 있었다(석종현, 2008).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과정에서 정부와 각 기관의 입장

그리고 유관기관의 입장은 변화해왔고 통합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기능중

복, 공기업의 역할론, 공기업 개혁과제,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다각적

시각에서 접근해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논거도 다양하지만 통합에 따른

재무구조, 재무건전성, 통합의 효과에 대하여는 항상 찬반논의가 되어왔

고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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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효율성의 개념 및 측정방법

1. 효율성의 개념

조직의 성과측정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직의 평가를 할

경우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고려한다. 효과성은 조

직목표와 관련하여 기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충실히 달성하였는지를 의

미하고,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투입자원과 산출 결과물 간의 관계로 정의

되는데 특정조직이 제한된 자원 내에서 최대의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동

일한 산출물을 창출하는데 더 적은 자원을 투입했을 때 효율성이 높다고

한다. 통합의 효과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효율성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학자들이 사용하는 효율성

의 개념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J.K. Kim, 2009).

첫째는 철학적 의미의 효율로서 Waldo가 지칭한 힘, 에너지 또는 생

산성을 의미한다. 둘째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계적, 관리적 또는 기술적 효율이라고 지칭되며 이는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개념이다. 즉, 투입과 산출 중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최대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재홍외 2001). 셋째 효율성은 순 사회적 이익(net

social benefit)이 최대가 되는 파레토 최적이 달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경

제적 혹은 배분적 효율이다. 파레토 최적은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며 사회전체의 자원 배분의 상태에 대한 개념이다.

이는 다수의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여 경제행위를 하게 되면 생산

과 교환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인 파레

토 최적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넷째의 효율성 개념은 사회적 효율성으로

기계적 효율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시작하여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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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감이나 사회적 욕구 충족도에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의

효율성은 미주성이라는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사회적 효율성은 ‘누

구를 위한 효율이냐’ 라는 효율의 목적성이나 방향성을 내포하는 개념이

다.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기계적 효율이라는 측면

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

려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X효율 개념이다. 경제학에서

Leibenstein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원에서 최

대의 생산을 달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

적하면서 이를 ‘X 비효율성’이라 하였다(김문성, 2005).

2. 효율성 측정방법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함수적 접근법, 비율분석법, 생산성지수법

등이 있다. 함수적 접근법에는 회귀분석, Cobb-Douglas 모형 등이 있고

비율분석법은 기업의 재무 및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등을 평가한다. 생산성지수

법으로는 총생산성 지수법 그리고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이 있다(박재연, 2012).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 많이 사용

되는 측정방법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귀분석법

회귀분석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두 변수간의 영향성과 함수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독립변수인 산출물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

수인 비용경제성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의 상호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여 상관관계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

는 경우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주며 변수 간 종속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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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설명하는 기법으로 효율적인 투입·산출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분

야에서 관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품목 생산구조에 적합

하고 통계적으로 대상 조직, 기업의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을 추정할 수

있으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함수형태에 대한 가정과 제약조건이 필요

하여 해당 산업의 효율성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장세정, 2010).

(2) 생산성 지수법

생산성 지수법은 투입을 단일 생산요소, 전체생산요소로 하는가에 따

라 총 생산성, 부분생산성, 총 요소 생산성 등으로 구분되고, 산출을 물

량 기준, 금액기준으로 하는 가에 따라서 물적 생산성과 가치 생산성으

로 구분된다. 생산성지수법은 경영관점에서 변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총 생산성 지수변화 파악에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제

점의 발견과 개선이 어렵고 규모의 수익 불변을 가정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없고 산출물과 투

입물이 화폐단위로 환산 투입되어 가격효과로 인한 순수 생산성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장세정, 2010 ; 박만희, 2008).

(3) DEA 모형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라 함) 모형은 기

능적으로 유사한 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에 활

용되고 있다. 여러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여러 산출을 생산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단위들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료포락분석

을 이용한 효율성의 측정은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특정한 함수형태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생산가능 집합에 적용되는 몇

가지 가정하에서 평가대상의 경험적 투입요소와 산출물간의 자료를 이용

하여 효율성 프론티어를 도출한 다음 평가대상들이 효율성 프론티어에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를 통하여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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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율분석법

비율분석법은 기업의 재무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교

적 단순하고 적용이 용이하여 경영실무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 재무비율분석법이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재무비율분석법은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재무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 기업의 자체적 기준이나 산업표준비율과

비교하여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유동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되나

비재무적 비율은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박만희, 2008).

3. 재무효율성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재무재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제적 시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비율분석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비율분석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도출

된 재무비율로 산업표준비율과 비교하거나 재무비율의 추이를 관찰하여

기업의 수익성, 유동성, 건전성, 성장성, 활동성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재무비율분석법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산출된 재무비율로 자체적 기

준 혹은 산업표준 비율과 비교하거나 재무비율의 추이를 관찰하여 기업

의 성장성, 유동성, 건정성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비율분석법

은 재무비율과 비재무적 비율을 활용할 수 있으나 비재무적 비율은 기업

간의 표준화된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무

비율을 통한 분석 자료를 대개 사용하며 비재무적 비율법은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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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율 분석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와 장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이해가 용이하고 적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의 확립 없

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회계기말에 작성된 함축적인 요약정보

를 사용함으로 분석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지 않아 시간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셋째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예비적 수단으로 많

이 사용된다. 하지만 비율분석법은 평가자 자의에 의한 판단으로 비율지

표간 가중치가 결정되거나 비율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객

관적 기준에 의한 종합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박정식외, 1992),

재무비율 분석은 재무수치간의 관계를 용이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

으며 다른 기업과 비교가 가능하고 한 기업 내에서 회계기간간 비교가능

성 때문에 재무비율 분석법을 통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측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재무비율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안정성, 수익성, 활동

성, 성장성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한국은행, 2014; 한국생산

성본부, 2015; 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 2002). 또한 Chen & Shimerda

(1981)는 재무비율을 크게 유동성, 레버리지, 수익성, 활동성, 현금흐름비

율로 구분하였고, Horne(1980)은 유동성비율, 부채비율, 수익성비율, 재무

비용보상비율로 구분하였다. Bellemore & Ritchie(1974)는 유동성비율,

자본화비율(capitalization ratio), 수익성비율로 구분하였으며,

Altman(1968)은 유동성, 수익성, 레버리지, 지급능력, 활동성을 대표적인

재무비율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2010)도 이러한 재무비율

유형과 유사한 분류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유동성비율, 안정성비율, 수익

성비율, 활동성비율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지표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지표로

매년 기업경영분석을 하고 있으며 성장성은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수익성은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안정성은 부채비율, 차

입의존도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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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국은행의 재무비율 분류

구분 세부비율 의미

성장성

지표

총자산증가율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의 증가율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성 측정

유형자산증가율 기업의 설비투자동향 및 성장잠재력 측정

유동자산증가율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소유
하는 유동자산 증가율을 나타냄

재고자산증가율 판매, 제조목적 재고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내부유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증가된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증가율
당기 매출액을 전기와 비교함으로써 기업의
외형신장세를 판단

수익성

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판단으
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냄

매출액세전순이익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재무
활동 등으로 발생한 경영성과 동시 측정

금융비용부담률 기업의 금융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
율로비율이 낮을수록 기업경영이 안정적

차입금평균이자율
차입금에 대한 종합적 평균이자율로 다른 수
익성지표와 비교함으로써 타인자본의 운용이
효율적인지 판단

이자보상비율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

총자산세전순이익률
기업이소유하고있는총자산운용의효율성을나타
내는 지표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출자자 혹은 투자자들의 투하자본에 대한 수
익성 측정하는 지표

자기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ROE)

자본금세전순이익률
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납입자본에
대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비율

자본금순이익률
자본금에대한당기순이익의비율로기업의 배
당능력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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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비율 의미

수익성

지표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

매출원가대매출액 매출액 중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기업
원가율 또는 마진율 측정 지표

고정비 대 매출액
고정비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
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조업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

변동비 대 매출액
변동비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조업도가
낮거나 설비가 지나치게 많음을 의미

연구개발비대매출액 기업의 연구개발활동비의 지출비율

인건비 대 매출액
매출액에서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으로 노무관리
및 인건비 결정에 이용

재료비 대 매출액
매출액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원
재료 이용의 효율성 측정

순외환손익대매출액
환율변화에 따라 발생한 순이익이 매출액과 비교
하여 어느 정도인지 파악

EBIT 대 매출액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금융비용을 더하여
산출되는 값으로 자금의 조달방법과 관계
없는 수익성을 측정함

EBITDA대매출액

이자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하여 산출되는 비율로
영업외적 요인이나 회계처리방식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성을 측정

손익분기점률
손익분기점에서 매출액과 실현된 매출액과의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영업활동의 채
산성이 양호함을 의미

사내유보율 당기 경영성과 중 사내유보 비율

배당률
투자자에 대한 배당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투자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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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비율 의미

유동성

지표

유동비율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당좌비율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등 현금화가 늦은
자산을 제외하여 측정함으로써 단기채무에
대한 기업의 지급능력파악

현금비율
현금 등으로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초단기 채무지급능력 파악지표

매출채권 대
매입채무

기업 간 신용관계를 나타내는 채권, 채무를
대비시킨 비율로기업의자금관리에중요한 지표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

기업지급능력의 기초가 되는 순운전자본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

안정성

지표

자기자본비율
총자본 중 자기자본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표적
안정성 지표

고정비율
기업자산의 고정화 위험을 측정하는 비율. 일반적
으로 100%이하를 양호한 상태로 봄

고정장기적합률

자기자본 및 고정부채가 고정자산에 어느 정도
투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운용자금 조달의 적정성과 투하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측정함

부채비율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

유동부채비율
자기자본에 대한 유동부채 비율로 자본구
성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보조지표

고정부채비율
자기자본에 대한 고정부채의 비율로 자본구
성의 안정성 판단하는 보조지표

차입금의존도 총자본중외부에서조달한차입금비중을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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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비율 의미

생상성
지표

부가가치율
매출액 중 생산 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귀속
되는 소득의 비율

총자본투자효율
기업의 총자본이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산출
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자본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

설비투자효율
기업에서 실제사용하고 있는 설비자산이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생산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기계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의 보조지표로 기업의 보유 기계
장치의 부가가치생산 기여도를 나타냄

노동소득분배율
부가가치 중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분배된
몫의 비중으로 성과배분 합리성 측정수단
으로 활용

종업원1인당
부가가치율

노동생산성이 전기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
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종업원 1인당
매출액증가율

노동력 단위당 매출액이 전기에 얼마나 증가
하였는지 나타내는 지표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이창길(2012)은 조직통합 이후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변화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의 변화방향과

변화요인,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영향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통합의 효

과를 평가함에 있어 개인적요인과 함께 사회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며 개인적 요인의 경우에도 조직통합 후 조직효과성 변화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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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인센티브나 인사상의 동기부여보다는 직무나 직위의 변화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문명재 외(2012)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효과의 변인(문화

갈등, 정체성, 구성원 간 갈등, 정책효과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설명변

인(통합참여, 상대적 박탈감, 공정성, 리더십 등)을 사용하여 통합효과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이전 집단 소속감, 통합과정

에의 참여,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 등이 통합효과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른 조

직, 인사, 노사,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2. 통합, 민영화 공기업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조재만(2014)은 2000년 1월 1일자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구회가 통합되어 출범한 한국농어촌공사를 연구 대상으로

통합 전과 통합 후의 구조 기능적 측면에서 조직구성물과 조직성과물의

지표를 통하여 변화를 연구하였다. 통합에 따른 종속변수는 조직요인(직

원수, 조직수, 총지출, 매출액, 순이익), 조직생산성(일인당 총지출, 일인

당 매출액, 일인당 순이익 등)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통합 전과

통합 후의 조직의 성과물(직원수, 조직수, 총지출, 매출액, 순이익)의 차

이에 있어 순이익을 제외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생산성 측면에서 통합전과 통합 후의 일인당 총지출, 일인당

매출액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일인당 순이익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석·오현숙(2009)은 통합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와 지

방공기업 간의 효율성 평가를 통해 지방화 시대에 중앙공기업이 지방공

기업에 비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토공과 주공의 통

합을 가정한 통합공사와 지방공기업과의 평가를 통해 통합의 효율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윤석 외(2009) 선행연구는 공기업 선진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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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두 개의 양 기관을 통합해야한다는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통합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전제에서 출

발했다. 각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자료포락분석을 통하여 효율

성을 분석하였다. 투입요소로는 인적요소는 인건비, 물적요소는 투자자본

을 사용하였고 산출요소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였다. 통합 전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이 토지주택공사나 주택공사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택

지개발사업과 주택사업을 단일주체가 수행함으로써 개발이익의 교차보조

를 통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반면 중앙 공기업은 국책사업 등 투입규

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

간의 교차보조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양 공사

의 통합을 전제로 효율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는데 통합공사의

효율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보다는 낮고 대한주택공사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통합만 할 경우 지방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

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선행연구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을 계량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연구의 목적이 중앙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의 수평적 비교라기보다는 지방공기업이라는 비교대상을 일종의

준거집단으로 하여 통합 전과 통합 후의 효율성 차이를 비교하는 자료포

락분석으로 이는 상대적인 측정으로 동일한 준거집단을 갖는 그룹 내에

서만 의미가 있고 준거집단이 다른 경우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위의 연구 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공공기관의 통합에 따른 경

영효율성, 재무적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

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에 따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통합,

민영화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영화에 따른 효율성 분석 선행연구를 통

해 효율성 측정 및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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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의(2012)는 공기업 민영화 방식이(국민공모주와 공개입찰방식) 기

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연구하였다. 기업의 재무성과를 재

무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기준으로 민영

화 방식에 따른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였다.

김현숙(2007)은 민영화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민영화 전후의

중간 값의 변화를 통해 민영화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

고 대조군(DID)으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속한 산업의 대표적 민간기

업을 선정하고 민영화가 기업의 성과에 준 영향을 수익성, 안정성, 성장

성, 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민영화가 기

업의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을 증가시킨 반면 부채비율의 경우 민영화

이전 대규모 부채가 있는 기업에서는 약간의 감소가 있으나 그 외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부문에서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창호(2010)는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사회적인 이슈에서 출발하

여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투자처의

모색과 과감한 경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한 기업의

성과와 효율성이 증진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러한 주장의 논점인 민영화

에 따른 기업의 재무적·운영적 성과나 효율성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1980년대 이후 민영화된 기업 중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민영화 전후 3개년 혹은 5개

년간의 기업성과를 수익성, 투자, 생산, 레버리지, 고용, 배당, 효율성, 대

리인 비용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수익성은 매출대비수익률(ROS : Return

on Sales), 자산대비 수익률(ROA : Return On Asset), 지분수익률(ROE

: Return On Equity)를, 효율성 지표로는 매출효율성(Sales Efficiency),

투자는 매출대비 자본 지출액(CETS : Capital Expenditure to Sales)와

자산대비 자본 지출액(CETA : Capital Expenditure to Asset)을, 생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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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매출익(Real Sales), 레버리지는 자산대비 부채(TDTA : Debt to

Asset)을, 배당은 매출대비 배당(Divsal :Dividend to Sales)의 변수를 고

용은 종업원수, 대리인 비용은 자산효율성 비욜(Asset Utilization Ratio :

AUR)와 운영비 비율(OER :Operation Expense Ration)를 이용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민영화로 인해 수익성, 자본투자, 배당의 증가는 개선되지

못하였고 실질생산증가와 레버리지, 대리인 비용의 하락은 유의한 결과

가 나왔으며 고용은 소폭증가하고 효율성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연구의 결론은 민영화 정책은 일정부분 효율성 증가와 재무

건전성 개선 등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재무적인 성과 향상은 미진하였고

민영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정부가 기대하듯이 반드시 재무적인 성과와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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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이 기관의 재무효율성에 미

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즉, 통합 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

공사의 재무효율성과 통합 후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효율성을 비교

하여 양 공사의 통합이 통합 공사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과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

게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과정에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던 부채비율 등의 재무구조 및 통합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무비율분석법을 통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재무비율은 가장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한국은행, 2014; 한국생산성본부, 2015; 한국기술

가치평가협회, 2002)이며, 이중 활동성을 제외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측면에서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연구문제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은 통합 전 보다 재무효율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H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은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H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은 성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H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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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통합 이후 재무효율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

이익률), 안정성(유동비율, 부채비율)으로 선정하고 독립변수는 한국토지

주택공사의 통합 전과 후로 설정한다. 본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은 다음

과 같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LH통합

전·후
→

◉안정성 지표
- 부채비율

- 유동비율

◉성장성 지표
- 매출액 증가율
- 총자산 증가율

◉수익성 지표
- 매출액영업이익률

- 총자산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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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통합 전 LH통합 후

부채비율

유동비율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위의 연구분석 틀에 제시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세부내용인 성장

성, 수익성, 안정성에 대한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통합 전·후의 재무효율성 변화에 대한 가설

재무효율성 변수 통합 전과 후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비율before ＞ 부채비율after

유동비율 유동비율before ＜ 유동비율after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증가율before ＜ 매출액증가율after

총자산증가율 총자산증가율before ＜ 총자산증가율after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before ＜ 매출액영업이익률after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before ＜총자산순이익률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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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구가설의 정의

재무효율성

변수
연구가설

안정성
○ 통합 후 부채비율은 통합 전보다 감소할 것이다.

○ 통합 후 유동비율은 통합 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성장성
○ 통합 후 매출액증가율은 통합 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 통합 후 총자산증가율은 통합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수익성
○ 통합 후 매출액이익률은 통합 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 통합 후 총자산순이익률은 통합 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통합 이후 재무효율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독립변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 전·후로

설정하고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

다.

재무제표 정보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재무비율 분석이 있다.

재무비율 분석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두 개 이상의 수치 사이에 상관관계

를 측정하는 것이다. 비율분석은 하나의 재무제표로부터 두 개 이상의

수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각 수치가 각각 다른 재무제표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1) 성장성 지표

성장성은 기업의 당해 연도 경영규모 및 경영성과가 전년도에 비하여



- 31 -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성장성지표는 기업의 미래 경

영성과, 기업의 경쟁력, 미래수익창출능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일반

적으로 성장성비율 분석은 매출액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 등의 지표가 사용된다. 매출액증가율은 한

기업의 매출액 증감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당해 연도 매출액과 직전년도

매출액의 차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총자산 증가율은 당

해 연도 자산총계와 직전년도 자산총계의 차액을 직전년도 자산총계로

나눈 값이다. 자기자본증가율은 전 연도에 비해 당해 연도의 자기자본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장부가치 기준으로 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하는 지표이다. 순이익증가율은 기업 활동의 최종

성과인 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적 성장세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영업이익증가율은 금년도 영업이익과 직전년도 영업

이익의 차액을 직전년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은

일반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에 따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본 연

구에서 성장성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로 측정하고자 한

다.

(2) 수익성 지표

수익성은 기업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의

미하며, 경영활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수익성

비율(Profitability Ratios)은 일정기간 기업의 총괄적인 경영성과를 나타

내는 비율로서 기업이 가용할 수 있는 총자원이라 할 수 있는 자산의 이

용 효율성과 이익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즉 투자자본에 대한

경영성과의 정도의 의미로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수익성 비율은 투자자본, 투자 후 이익의 기준

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비율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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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비율은 투자이익(당기순이익, 경상이익, 영업이익, 매출총이익)을

투자자본(총자본, 자기자본, 경영자본,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

으로 수익성비율 분석은 매출액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순

이익률의 지표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순

이익률의 지표를 사용한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영업활동에 대한 수익성

을 측정하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총자산

순이익률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하

고 있는지 측정하는 비율로서 당기순이익을 평균자산(전년도 자산총계 +

당해 연도 자산총계/2)으로 나눈 값이다.

(3) 안정성 지표

안정성은 계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경영의

성과지표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안정성비율 분석은 부채비율, 유동비

율, 이자보상비율 등의 지표를 활용한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

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채총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며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이다. 회사의 안정성을 보는

지표로 부채비율이 많이 사용되지만 부채비율은 자본에 대비한 부채액수

를 단순히 나타내므로 기업이 영업을 통해 충분히 이익을 내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차이를 보이는 한계가 있음에도 기업평가 측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중의 하나이다. 적정 부채비율은 일

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각 기업이 속한 산업군의 평균 부

채비율을 기준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자보상비율은 한 기업의 영업이

익으로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분석대

상으로 한다.



- 33 -

[표 3-3] 재무비율의 분류

기본비율 세부비율 의미

유동성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현금유동부채비율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측정

안정성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현금이자보상비율,
고정비율,
보통주주당 장부가치

기업의 장기부채상환
능력 측정

수익성비율
매출액이익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비율,
주동순이익, 주당영업현금

경영자의 경영성과를 매출액
이나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으로 나타나는 비율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순이익증가율

기업의 자산규모나 수익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를
연간 변동률로 측정하는 비율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 중 본 연구에서 측정하기로 한 재무비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표 3-4] 재무효율성 변수와 비율

재무효율성 변수 재무비율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총자산증가율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전기총자산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액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총자산

안정성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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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토지주

택공사, 대한주택공사의 2004년〜2009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2009년〜2015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이다. 2010년도까

지는 기업회계기준(K-GAAP)를 사용한 재무제표를 활용하며 2011년 이

후의 자료는 K-IFRS가 적용된 별도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재무비율분석

을 진행한다.

재무효율성은 통합 전 토공·주공의 6개년도의 재무비율과 통합 후 한

국토지주택공사의 6개년도 재무비율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시계열추세로 분석하여 재무효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재무비율을 분석

함에 있어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조사

분석하여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

산업군에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재무비율을 비교하여 재무

비율의 시계열 추이가 산업적인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통합 전 토공·주공의 6개년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통합 후 변화 추세를

예측한 후 추정된 모형과 실제 통합 후 발생된 재무비율의 추세를 비교

분석한다. 예측 추정 모형은 SAS 통계프로그램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된 일련의 추세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모형을 추정하는 시계열예측

시스템(Time Series Forecasting System, TSFS)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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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재무효율성 분석

제 1 절 재무건전화 노력과 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합당시 부채공룡이라는 오명을 갖고 출발하였

다. 부채 등 통합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 통합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

으로 기우려왔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무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

성하여 재무 상태를 진단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구대책 마련을

통해 재무건전화에 대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재무건전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은 사업타당성에 기초한

사업재조정이었다. 통합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414개 지구 594㎢

425조원 규모의 사업물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

연간 45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구조로 2018년이면 부채가 325조에

도달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지구를 재조정하였고 138개 지구 총 121조원의 사업을 정리하였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지양하고 중복 투자되었던 사업들의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상당부문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그림 4-1])(박순애·김준기편 중 정광호, 2014)6)

매각가능 재고자산 총력판매를 통해 토지 1,189억 원(249필지)과 주택

615억 원(205호)을 매각함으로써 단기 유동성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고

연간 경상경비를 10%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 2009년 경상경비

6)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통합 당시 양공사가 수행했던 사

업을 모두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금융부채규모는 2018년 225조원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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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억 원에서 2010년에는 2,441억 원으로 337억 원을 줄이는 등 재무건

전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공기업선진화보고서, 2010)

[그림 4-1] 경영정상화 방안시행 전·후 금융부채 증가 추이 예측

불필요한 중복자산과 매각가능자산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살펴

보면 2009년 11개, 2010년 3개의 중복자산 처분을 통하여 취득가 1,738억

원, 예산대비 5% 이상의 경상경비 절감하였고, 2011년에는 약 1조원 규

모를 매각하였다. 또한 17조원 규모의 미매각 자산을 매각할 예정이다.

안진회계법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로 진행될 경우

매각대금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

하였다.

[표 4-1] 중복자산 매각으로 인한 효과

(단위: 백만원, %)

증가(감소)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융부채 (117,528) (121,034) (124,134) (127,342) (130,662) (134,099)

부채비율 (0.7%) (0.8%) (0.9%) (1.0%) (1.0%) (0.9%)

출처: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안진

회계법인, 딜로이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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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화 노력과 효과

방안 내용 효과

사업조정
· 연간 사업투자 규모를 30조 내외로
운영(연45조→30조)

당초대비
30% 조정

전사적 판매
및 자산유
동화

· 매각가능 모든 자산(28조)총력 판매
· LH 자체건설예정 주택용지 민간매각
전환(3.1조)
· 자금조달 다각화 및 자산유동화로 추가조달

연 3조원
추가조달

원가절감 및
기술선진화

· 과감한 시설 부담 및 투자축소
· 최저가심사제도 개선, 입찰심사 전 과정
공개 등 공정성 강화

총18조원
사업비
절감

고유목적
외사업정리

· 집단에너지시설 매각(7,352억)
· 중대형 분양주택 원칙적 중단
· 출자회사 정리(826억)

총 8,752억
회수

사업관리
시스템쇄신

· 철저한 사업실명제 실시
· 사업별 구분회계제도 도입
· 심층평가제 도입

무분별한
사업 제도적
방지

새로운사
업 패러다
임 도입

· 토지사업: 환지·혼용, 민간공동방식 도입
· 주택사업: 사회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

초기부담
최소화 및
사업효율화

보상시스
템 개선

· 채권보상 및 대토보상 확대
· 제도개선을 통한 정당보상시스템 확립

적정보상
구현

대대적인
인력구조
조정 단행

· 인력 1/4 구조조정(7,367명→5,600명)
· 2012년까지 현행 1급 98%(△98명), 2급
70%(△386명) 등 1,2급 상위직 74% 교체

△1,767명

임금반납 · 2011년 전임직원 임금 10%반납
재무개선
고통분담

조직전면
쇄신

· 업무중심을 본사 지역본부에서 현장으로
대폭이동

인력의57%
현장 배치

출처 : LH 공사(2011), 「LH종합보고서 16」



- 38 -

제 2 절 재무제표 비율 실증분석

1. 안정성측면

(1) 부채비율

[표 4-3] LH 및 동일 산업군 부채비율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LH

건설업7)
부동산 및
임대업8)부채총액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2004 281,003 121,396 231% 166% 138%

2005 343,831 137,665 250% 144% 181%

2006 504,301 151,679 332% 122% 155%

2007 669,089 174,739 383% 106% 161%

2008 857,525 194,629 441% 103% 128%

2009 1,092,428 208,282 524% 100% 112%

2010 1,254,692 263,993 475% 154% 130%

2011 1,305,163 279,651 467% 155% 608%

2012 1,380,598 297,333 464% 147% 613%

2013 1,422,165 311,850 456% 137% 532%

2014 1,378,544 336,953 409% 136% 429%

2015 1,341,495 356,396 376% 145% 362%

7) 8) 산업평균비율로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에서 한국토지주택

공사와 동일 업종에 속하는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재무비율을 발췌함.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은 1960년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를 조사 분석한 기업경영분석 책자로 매년 발간되었으며 기초통계자료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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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LH 및 동일 산업군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경영분석에서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된다. 기업의 부채는 자기자본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채비율은

100%가 이상적이라고 통상적으로 언급되지만 기업의 업종 및 산업군에

따라서 적정 부채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 전과 후의 부채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통합

전 부채비율은 2004년 231%에서 출발하여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2009년

524%로 가장 높았으며, 통합 후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통합 후의 부채비율이 통합 전보다 높은 상황이다. 통합 전

(2004〜2009년)의 부채비율의 평균은 360%이고, 통합 후(2010〜2015년)

의 평균은 441%로 평균에 대한 비교도 통합 후가 높다. 다만 통합 당시

인 2009년 부채비율은 524%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4년과 2015년은 통합 전과 비슷한 부채비율로 낮

이진 점은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동일 산업군인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부채비율과는 유사한 추세선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 동일 산

업군의 추세라고 보기 힘들고 동종 업종군과 비교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40 -

의 부채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사업, 세종·혁신도시 건설

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건설 사업 등 대규모의 자금이 소

요되는 국가정책을 수행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선 차입하여 수행

함에 따른 부채의 누적이다. 둘째, 무주택서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을 위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의 주거복지사업은 장기간 건설

비 회수가 불가능하여 공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 국민임대의 경우

호당 사업비의 70%는 재정 및 기금으로 조달하며 1호를 건설하는데 약

89백만원의 부채가 발생(‘15년 기준)하고 있고 ‘15년 말 현재 국민임대주

택 42만호, 영구임대주택 14만호 등 약87만호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

다.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신도시, 임대주택의 개발

사업은 사업초기 보상비, 조성공사비 등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나 투

자대금은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는 부채증가가 불가피한 사업구조를 가지

고 있다.9)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노력으로 부채를 감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추진 등 정부의 정책 사업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진외

2012).

[표 4-4]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체 부채금액을 각 사업부문별 부채금

액과 비율로 분류하여 구분 표시하였다. 일반사업(택지 및 신도시개발)

의 경우는 사업초기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후 투입자금의 회수가 단시

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업기간의 진행에 따라 토지매각대금을 통해

투자금이 회수되는 구조를 갖는 사업으로, 사업초기 발생된 부채는 미분

양으로 인해 매출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등 일부 적자사업지구를 제외하

고는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부채이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주택

9)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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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주거복지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의 증가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

합 이후 부채감축을 위하여 인건비·경상비 절감, 사업방식다각화, 원가절

감 및 총력판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부채증가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부채증가가 불가피한 토지주택공사 사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통합 이후 부채규모는 통합 전보다 늘어났다.

[표 4-4] 사업부문별 부채현황10)

(단위 : 조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공공주택사업(정책) 24 (17%) 26 (18%) 25 (18%) 22 (17%)
산업단지개발(고유) 3 (2%) 3 (2%) 3 (2%) 3 (2%)
주택임대사업(정책) 41 (30%) 44 (31%) 47 (34%) 49 (37%)
행복도시사업(정책) 5 (4%) 5 (3%) 5 (4%) 4 (3%)
혁신도시사업(정책) 4 (3%) 4 (3%) 3 (2%) 2 (1%)
토지은행사업(고유) 0.5 (1%) 1 (1%) 0.2 (0.1%) 0.2 (0.1%)
일반산업(고유) 60 (43%) 59 (42%) 55 (40%) 54 (40%)

합 계 138 142 138 134

출처 : 구분회계재무상태표 발췌

다만 통합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구노력에 의한 부채비율의 감소

폭과 추정치 자료보다 낮은 금융부채와 부채비율은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림 4-3]은 2010년 12월 경영정상화방안 발표 시 추정한 자

료로 경영정상화에 따른 사업지구 재조정 전과 경영정상화방안 추정치,

그리고 2011년 12월 당시 추세를 바탕으로 한 2016년까지의 금융부채를

예측한 추정치이다. 통합 전 양공사가 추진했던 사업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조정 없이 추진할 경우 2010년 91조원에 달하는 금융부채는 매

년 증가하여 2015년 20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경영정상화

10) 공공주택사업은 공공분양아파트의 공급을 의미하며 일반산업은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사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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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추진할 경우 금융부채 증가폭이 점차 감소하여 2015년 금융부채

는 150조원으로 추정하여 경영정상화 추진 효과로 금융부채 50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2011년 실제 발생한 금융부채 98조 원

을 기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를 추정하였을 때 2015년 128조

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는 90조

원으로([표4-5]) 대폭 감소하였다.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정

상화로 인한 부채감축효과는 50조원이 아니라 110조 원에 달한다.

[그림 4-3]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부채 추이

출처 : 아시아경제(2012.2.14)

[표 4-5] 연도별 금융부채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융부채 17 20 31 41 55 75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융부채 91 98 104 106 9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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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합 논의 당시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2009.9.8월)」에 따르면 통합공사의 부

채비율은 2009〜2014년까지 467〜531%로 추정하였다([그림4-4]).11) 이

추정치는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따른 경영효율화, 중복자산 매각 등의

시너지발생효과와 회계처리통합에 따른 양 공사 간 내부거래를 상계 처

리한 추정치이다. 통합 후 재무전망에서 추정한 부채비율보다 실제 통합

후 부채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3]). 통합 이후 부채증

가율 속도가 둔화되었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업지구 재조정 등을 통하

여 통합 후 부채감소 효과가 있었고 이는 통합 후 경영정상화추진에 따

른 효과로 볼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한 부채비율 측면에서 통합전과 비교

하여 재무효율성은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통합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

영정상화를 통한 부채비율 감축효과가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4] 추정 부채비율과 실제 부채비율의 비교

출처: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안진

회계법인, 딜로이트컨설팅)

11) 본 논문에서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

(2009.9.8월)」에서 발췌한 통합공사의 재무전망 추정자료는 통합에 따른 자구노

력 및 정부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로 통합에 따른 경영효율화, 회계처리통합

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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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비율

[표 4-6] LH 및 동일산업군 유동비율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LH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유동비율
(A/B)

2004 260,869 95,984 272% 154% 101%
2005 305,992 117,216 261% 168% 125%
2006 432,805 168,873 256% 174% 110%
2007 565,238 226,431 250% 212% 126%
2008 690,966 290,634 238% 200% 104%
2009 822,871 303,085 271% 186% 101%
2010 852,961 301,400 283% 165% 107%
2011 921,694 340,434 271% 166% 149%
2012 949,397 381,039 249% 164% 142%
2013 969,243 392,335 247% 166% 140%
2014 921,390 363,246 254% 175% 145%
2015 871,024 481,477 181% 170% 139%

[그림 4-5] LH 및 동일 산업군 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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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은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 또는 상환능력으로 기업이 보유

한 자산을 매각하여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로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이며, 신용 분석적 관

점에서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200%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동비율은 통합 전과 통합 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통합 이후 유동자산의 규모도 증가하였지만 유동부채의 규모

도 증가하여 통합 전 후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통합 전

(2004〜2009년) 유동비율의 평균은 258% 통합 후(2010〜2015년) 평균은

248%로 통합 전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동일 산업군인

건설업의 유동비율은 150% 중후반, 부동산 및 임대업은 100〜150%의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동비율은 동일 산업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0%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상태로 판단할

수 있으며 통합 전 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성장성 측면

(1)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증가율은 성장성의 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기준연

도 매출액에 대한 비교연도의 매출액 증가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대상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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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LH 및 동일산업군 매출액증가율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LH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매출액 매출액증가율

2003 71,364

2004 73,279 2.68% 8.87% -7.54%

2005 81,653 11.43% 1.60% 13.99%

2006 105,650 29.39% 3.26% 20.27%

2007 131,804 24.76% 4.91% 13.53%

2008 168,782 28.06% 10.59% 4.39%

2009 184,553 9.34% 9.68% 8.97%

2010 129,095 -30.05% -0.39% 13.12%

2011 150,033 16.22% 3.00% 9.07%

2012 181,000 20.64% 3.20% 3.51%

2013 180,275 -0.40% 5.29% 7.64%

2014 211,221 17.17% 4.16% 16.13%

2015 236,314 11.88% 5.50% 23.18%

*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그림 4-6] LH 및 동일 산업군 매출액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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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출액증가율은 통합 이후 상승과 감소의 반복곡

선을 나타내고 있어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통합 전 매출액증

가율이 통상 20%후반대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통합 후 매출액

증가율은 통합 전 보다 증가율이 높지 않다. 통합 전(2004〜2009년) 매

출액증가율의 평균은 17.61%이며 통합 후(2010〜2015년)의 평균은

5.91%로 평균에 대한 비교도 통합 이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증가율의 변동에 대해 살펴보면 통합 전인 2006년∼2008년은 25%로 통

합 전 평균인 17.61%를 상회하는 높은 매출액증가율을 보였고, 2009년

이후 감소하고 2010년 -30%까지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매출액이 급감하는 현상은 통합 이전 양 공사의 사업 확장과 통합 이후

2011년까지 이루어진 사업재조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통합 이전

토지공사의 총자산은 1999∼2004년 동안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고 주택공사의 경우 2004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매출액은 양 공사가 1999년∼2005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으

나 2004년, 2005년 양공사의 총자산 규모의 확대에 따라 2006년부터 매

출액 증가폭이 커졌다([표 4-8]).

[표 4-8]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자산 및 매출액 변동추이

(단위 : 조원)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자
산

토공 14.1 14.3 14.7 11.1 10.2 10.9 12.4 19.5 27.0 33.9
주공 14.6 14.5 14.4 15.4 16.8 24.9 30.8 40.6 51.0 64.2

부
채

토공 11.2 11.3 11.6 11.1 10.2 10.9 12.4 19.5 27.0 33.9
주공 9.3 9.3 9.3 9.8 10.1 17.2 22.0 30.9 39.9 51.8

매
출
액

토공 3.3 3.4 3.5 4.9 4.5 4.2 4.3 5.4 6.8 9.0

주공 4.2 3.2 3.3 3.0 2.7 3.1 3.9 5.2 6.4 7.9

통합 직전 3년 동안 양공사의 사업이 급속하게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 부채금액도 증가하였다. 통합 이전 급속히 확장된 사업



- 48 -

에 대하여 통합 이후 2011년 초까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에

따라 사업의 중단·보류·규모축소 등이 진행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주택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내적요인은

2010년 매출액 급격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동일 산업군인 건

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업종과 매출액증가율과 비교해보면 유사한 추세

를 보이고 있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출액증가율은 동일 산업군의

특성에 따른 매출액증감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건설업계의 매출액

증가율도 2008년 이후 감소추세로 2010년 가장 낮은 매출액증가율을 보

이고 있다. 이는 2008년 이후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침체, 부동

산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의 불황을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2010년도 매출액은 통합 후 사업재조정에 따른 매출액감

소와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부동산경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2012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

급금액도 점차 증가하였고([표 4-9]) 이는 매출액 증가로 연결되었다. 매

출액, 공급금액의 증가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효과와 함께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효과로도 볼 수 있다.

[표 4-9]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금액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공급금액 16 22.2 16.9 22.1 27.2 28.2

* 공금금액은 계약금액을 의미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합 이후 매년 공급금액 목표액의 100% 초과달

성하는 성과를 보였는데 이는 전 지역·사업본부장과 이를 주관하는 본사

판매사업주관 부서장과 판매목표 달성 경영계약, 전 직원 비상판매체제

발대식, 판매총괄 워크샵 등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판매 총력에 매진했

기 때문이다.12) 매출액증가율은 부동산경기, 사업규모, 사업물량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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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영향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경영정상화

를 위한 노력, 부동산경기의 회복에 따라 통합 전보다 증가하였지만 매

출액 증가율은 통합 전과 비교해보았을 때 향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토공, 주공 통합에 따른 통합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한 재무

전망과 통합 후 실제 매출액증가율의 비교이다([그림4-7]). 전망치와 실

제 매출액 증가율은 11〜38%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합으로 인한 매출

액증가율은 당초 추정한 통합에 대한 기대효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 매출액의 전체적인 추세는 전망치와 유사하게 나타나나 통합 전 통

합에 대한 효과를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 추정매출액증가율과 실제매출액증가율의 비교

출처: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안진

회계법인, 딜로이트컨설팅)

12) CEO TIME(2014. 11월), “변화와 개혁주도, 조기경영정상화 향해 무한질주

하다”



- 50 -

(2) 총자산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은 전기 대비 자산의 증감을 보여주는 성장성지표이다.

자산은 기업의 규모를 대표하는 계정과목으로 총자산 증가율은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총자산이 증

가하지 않으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는 영업이익을 내기 위한 영업

자산과 영업외수익을 내기 위한 수익자산, 기타 투자여력에 해당하는 현

금 및 금융상품 등의 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4-10] LH 및 동일산업군 총자산증가율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LH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총자산

(A)
(당기총자산-전기
총자산) (B)

총자산증가율
(B/A)

2003 309,840

2004 402,399 92,559 29.87% 7.75% 5.64%

2005 481,496 79,097 19.66% 10.66% 6.77%

2006 655,980 174,484 36.24% 10.61% 10.15%

2007 843,828 187,847 28.64% 11.84% 4.49%

2008 1,052,592 208,327 24.74% 8.03% 17.11%

2009 1,300,710 248,555 23.57% 3.01% 10.89%

2010 1,478,395 164,759 13.66% 1.88% 15.08%

2011 1,584,815 106,419 7.20% 3.17% 3.36%

2012 1,677,931 93,116 5.88% 0.54% 5.23%

2013 1,734,015 56,084 3.34% 1.49% 3.01%

2014 1,715,497 -18,518 -1.07% 2.74% 2.98%

2015 1,697,891 -17,606 -1.03% 6.82% 9.33%



- 51 -

[그림 4-8] LH 및 동일 산업군 총자산증가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자산 규모는 관찰대상 2004∼2015년 중에 2014

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총자산증가율은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통합 전(2004〜2009년) 총자산증가율

평균은 27%이며 통합 후(2010〜2015년)의 평균은 5%로 통합 전과 비교

할 때 통합 이후 총자산증가율을 높아지지 않았다. 다만 단순히 총자산

증가율만을 놓고 회사의 성장성을 판단하기보단 매출액증가율, 부채증가

율과 비교평가가 필요하다.

[그림 4-9] 총자산증가율과 다른 지표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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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증가율과 부채증가율은 유사한 추세선을 보이고 있고 총자산증

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은 2006∼2009년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추세를 보이

고 있지 않다. 2009년 이전에는 부채증가율이 총자산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볼 수 없다. 통합 후의 총자

산증가율은 부채비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상태이며, 매출액증가율과

의 비교는 2012년 이후 자산증가율보다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4-9]). 총자산증가율은 성장성 측면에서는 통합 이후 개선되

지 않았지만 총자산증가율의 내용적 측면,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토공, 주공 통합에 따른 통합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한 재무

전망과 통합 후 실제 총자산증가율의 비교이다([그림4-10]). 총자산증가

율의 전체적인 추세는 전망치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총자산증가율

에 대한 수치는 통합 전 낙관적으로 전망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10] 추정 총자산증가율과 실제 총자산증가율의 비교

출처: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안진

회계법인, 딜로이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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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성 측면

(1) 매출액영업이익률

[표 4-11] LH 및 동일산업군 매출액영업이익율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LH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매출액
(A)

영업이익
(B)

매출액영업
이익률(B/A)

2004 71,364 13,961 19.05% 5.14% 9.56%
2005 73,279 10,835 13.27% 6.46% 9.98%
2006 81,653 17,068 16.15% 6.19% 9.28%
2007 105,650 24,232 18.38% 5.02% 7.81%
2008 131,804 27,557 16.33% 4.03% 4.15%
2009 168,782 12,973 7.03% 4.08% 4.26%
2010 184.533 10,599 8.21% 2.64% 6.36%
2011 129,095 12,898 8.60% 2.49% 3.47%
2012 150,033 14,073 7.78% 1.96% 4.34%
2013 181,000 8,290 4.60% 1.65% 4.95%
2014 180,275 11,122 5.27% 2.81% 7.01%
2015 211,221 14,718 6.23% 3.31% 7.99%

[그림 4-11] LH 및 동일 산업군 매출액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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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영업이익률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본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업외 손익

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기업의 주된 영

업활동의 능률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살펴보면 통합 후가 통합 전

보다 낮아 통합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통합

전(2004〜2009년)의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은 15.04% 통합 후(2010〜

2015년) 평균은 6.78%로 평균개념으로 비교하였을 때도 통합 후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통합 이후 2011〜2012년

을 제외하고는 증가하였으며 2015년 매출액은 21조원으로 통합 당시 17

조원보다 24%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2015년 1.5조원으로 통합당시 1.3

조원 보다 13%증가하는데 그쳤다. 동일 산업군인 건설업, 부동산 및 임

대업 업종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09년 이전은 동일산업군의 평균 증가율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상당한 차이가 있고 추세자체도 동일하게 움

직이지 않고 있지 않아 동일 산업군에 따른 변화로 보기 힘들다.

[그림 4-12] 추정매출액영업이익률과 실제매출액영업이익률의 비교

출처: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안진

회계법인, 딜로이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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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연구용역 결

과보고서」에서 토공, 주공 통합에 따른 통합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한 재

무전망과 통합 후 실제 매출액영업이익률과의 비교이다([그림4-12]). 매

출액영업이익률도 추정자료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통합 전 추

정치가 실제보다는 낙관적임을 알 수 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통합 전 보다 낮은 이유는 통합공사의 사업구조에

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4-12]는 회계단위별 경영성과를 재구

성한 것으로 각 사업별 매출원가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사업은 공공주택, 임대주택, 정

책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택지 및 신도시개발 사업이다. 각

사업별 이익구조를 보면 주택임대사업은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초과하는

구조로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은 -67〜-54%가 나고 있고, 정책사업인 행

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도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시점에는 매출

원가가 매출액을 초과하고 일정시점이 경과된 이후에는 매출액원가비율

이 100%미만으로 떨어진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임대, 정책사

업 등은 손실보존대상 사업으로 택지 및 신도시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에

서 손실보존대상 사업의 손실을 보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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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사업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비율

구분 공공주택 주택임대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

택지,
신도시개발

‘10

매출원가비율 93% 150% 257% 217% 87%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비율

-10% -55% -126% -122% 17%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비율

-75% -79% -187% -158% 18%

‘11

매출원가비율 88% 149% -51% 77% 91%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비율

6% -54% 125% 20% 9%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비율

3% -96% 23% 2% 12%

‘12

매출원가비율 79% 154% 71% 108% 88%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비율

17% -55% 27% -10% 9%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비율

22% -82% 19% -7% 9%

‘13

매출원가비율 89% 157% 107% 115% 86%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비율

8% -61% -12% -20% 12%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비율

9% -80% -4% -9% 9%

‘14

매출원가비율 93% 156% 81% 73% 89%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비율

5% -61% 17% 25% 9%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비율

7% -88% 17% 21% 8%

‘15

매출원가비율 89% 159% 75% 76% 91%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비율

8% -67% 25% 21% 7%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비율

7% -93% 19% 14% 8%

출처 : LH 외부회계보고서(2010∼2015년) 중 회계단위별 경영성과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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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구조는 이와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표 4-13]). 국가 정책적 목적과 사회경제의 변화로 주거복지사업부문이

확대되고 있으며 택지 및 신도시개발은 대폭 축소되고13) 공공분양아파

트도 소형위주 사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운영계획상 2009년 토지의 취득

은 51천㎡이었는데 매년 감소추세를 이어가다 2015년에는 19천㎡에 그

치고 있고 주거복지 및 임대사업은 매년 꾸준한 물량을 공급하고 있고

2015년 임대운영호수는 87만호에 이른다. 이러한 사업구조적인 변화가

통합 이후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

다.

[표 4-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계획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토지

(천㎡)

취득 51,187 41,491 28,778 23,102 17,791 9,791 19,941

개발 35,019 47,931 42,007 55,484 45,030 26,142 29,546

공급 26,460 22,627 16,487 13,063 11,061 11,351 13,423

주택

(호)

주거
복지 23,903 19,393 19,202 47,479 30,513 30,130 39,858

국민/영
구임대 57,190 55,883 30,958 24,985 23,668 22,309 32,806

공공
임대 3,905 7,977 10,090 8,899 18,952 13,552 20,293

공공
분양 19,582 28,034 29,506 43,528 22,370 17,357 9,771

임대
운영 503,957 580,161 656,894 715,392 760,792 814,416 878,498

13)「택지개발촉진법」폐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개발사업의 패

러다임 변화를 그 근거로 들고 있음.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의 개발

방식이 공공주도의 도시외곽에 대규모택지개발을 통합 주택공급이었다면 이제

는 민간·지자체 주도의 도심 내 중소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으로 개발

을 의미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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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자산순이익률

[표 4-14] LH 및 동일산업군 총자산순이익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LH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당기순이익(A) 총자산(B) 총자산순이익률(A/B)

2004 7,214 309,840 1.79% 4.40% 4.10%

2005 8,526 402,399 1.77% 6.62% 2.27%

2006 7,789 481,496 1.19% 5.69% 4.53%

2007 15,293 655,980 1.81% 4.55% 3.18%

2008 14,287 843,828 1.36% 3.51% 1.67%

2009 6,801 1,052,592 0.52% 4.20% 1.93%

2010 3,733 1,313,636 0.25% 0.20% 7.66%

2011 8,054 1,478,395 0.51% 0.38% -1.41%

2012 12,338 1,584,815 0.74% -0.65% -0.95%

2013 7,160 1,677,931 0.41% -0.52% -0.66%

2014 7,109 1,734,015 0.41% 1.08% 0.18%

2015 9,625 1,715,497 0.57% 1.54% 0.73%

[그림 4-13] LH 및 동일 산업군 총자산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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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순이익률은 기업이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특정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자산순이익률은 통합 전과 통합 후를 비교하였

을 때 통합 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합 전(2004〜2009년)의 총

자산순이익률 평균은 1.41% 통합 후(2010〜2015년) 평균은 0.48%로 평

균에 있어서도 통합 후 총자산순이익률이 낮다. 동일 산업군인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업종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동일산업군의 총자산순이익률의 변동성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자산순이익률 변동성은 크지 않아 산업군

특성에 따른 요인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일 산업군에서도 총자

산순이익률은 2010년 이후가 2010년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

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 이후 총자산순이익률이 통합 전보다 낮은 이유는

임대주택사업과 주거복지 사업의 비중이 커지는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이

는 앞서 살펴본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 설명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다음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토공, 주공 통합에 따른 통합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한 재무

전망과 통합 후 실제 총자산순이익률과의 비교이다([그림4-14]). 통합 전

추정한 총자산순이익률의 재무전망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왔지만 편차가

1%내외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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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추정 총자산순이익률과 실제 총자산순이익률의 비교

출처: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안진

회계법인, 딜로이트컨설팅)

제 3 절 시계열 예측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합 전 토공·주공의 6개년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통합

후 변화 추세를 예측한 후 추정된 모형과 실제 통합 후 발생된 재무비율

의 추세를 비교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예측 추정모형은 SAS 통계프로그

램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된 일련의 추세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모

형을 추정하는 시계열 예측시스템(Time Series Forecasting System,

TSFS)을 사용하였다. 안정성(부채비율, 유동비율),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에 대하여 시

계열 예측프로그램을 적용시켜 본 결과 부채비율의 경우는 Log Linear

Trend, 매출액증가율의 경우는 Log Mean모형, 유동비율,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우는 Mean모형이 적합한 예측모

형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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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부채비율 시계열 예측모형

[그림 4-16] 부채비율 실제비율과 예측모형 비교

부채비율의 경우는 [그림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 후 부채비율

이 급증하는 것으로 TSFS는 추정하였으나 이는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통합 후 부채비율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실제 발생한 부채비율은 예

측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측모형보다 부채비율이 낮은 이

유는 앞서 제2절에서 설명한 통합에 따른 사업타당성에 기초한 사업지구

의 전면 검토를 통한 사업재조정, 경영정상화 등의 통합공사의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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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비율 이외의 재무비율 분석에 있어서 시계열

예측프로그램은 Log Mean과 Mean모형이 적합하다고 채택되었는데 이

는 통합 전 관측치의 값이 평균값으로 수렴하고 통합 후에도 평균값으로

수렴한다는 의미이나 이는 예측을 위한 관측 값이 6개년도로 관측 값의

개수가 작고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패턴을 갖지 않기 때문에 평균값으

로 수렴하는 모형이 나온 것으로 실제의 재무비율과의 비교가 의미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종합적 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이 재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고 종합적 분석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 전과 후의 재무효율성을 분석하여보았

을 때 통합 후 재무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

사의 통합에 따른 효과는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의 연계추진으로 원가절감 등을 통한 재무효과 개선, 중복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었고 이로 인해 통합 공기업은 공기업

본연의 공공서비스의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통합의 근거가 되었다. 한

국토지주택공사는 통합 이후 부채기업이라는 오명을 떨쳐내기 위해 다각

적인 측면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우려왔고, 이러한 자구노

력을 통해 부채비율 증가추세의 감소 등은 어느 정도의 재무적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통합 전과 통합 후의 재무비율분석을 통하여

재무효율성을 분석해 본 결과 통합에 따른 재무효율성에 대한 개선효과

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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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합논의 당시 추정한 통합공사의 재무전망과의 비교 분석이다.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2009. 8월)」

의 통합공사의 재무전망과 통합 후의 실제 재무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통

합당시 재무전망 추정치가 낙관적으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재무전망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따른 경영효율화, 중복

자산 매각 등의 시너지발생효과와 회계처리 통합 효과를 반영한 추정치

로, 통합공사의 사업적 자구노력(사업재조정, 판촉활동 등을 통한 수익창

출)을 감안하지 않은 추정치이다. 즉 통합공사의 자구노력을 감안하여

통합에 따른 재무개선 효과를 추정하면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구노력을 감안하지 않은 추정치와 비교하였을 때도 부

채비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에서 통합 후 재무개선 효과에 대한 추정

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하였다. 즉 통합 당시 통합에 따른 재무

개선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제 통합에 따른 재무개선 효과

는 기대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구조에 대한 분석이다. 재무효율성에 대

한 분석을 위하여 통합 공사의 사업구조 및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과 통합 전보다 개선되지 못

한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의 구조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익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산업 환경적 특성 등 다양

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해당 기업의 사업성격에 따른 원인이 크다고 판단

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주거복지사업은 한국토

지주택공사의 주요사업이다. 주택임대사업은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초과

하는 구조로 이러한 손실보존 대상 사업의 손실은 택지 및 신도시개발을

통해 보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구

조는 국가 정책적 목적과 사회경제의 변화로 주거복지사업부문이 확대되

고 있고 택지 및 신도시개발사업의 대폭 축소되는 사업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공기업의 재무효율성을 위하여 내부적인 경영효율화, 경영혁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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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경영효율화 노력만으로는 재무개선에는 한계

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중복투자방지, 중복자산의 매각,

공통비용절감, 조직슬립화 등의 자구적 노력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효과로 근본적인 재무건전

성의 문제는 통합 공기업의 사업구조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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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내용요약

본 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0월 1일 통합 된 이후 통합 전

과 비교하여 재무효율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

무효율성의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경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재무비율분석법을 활용

하였고 이중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측면으로 나누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통합 후 재무효율성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안정성측면에서 재무효율성을 살펴보았고 안정성 측면은 부채

비율과 유동비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통합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규모 109조원 부채비율 524%로 통합 공사의 재무부실화에 대한 우

려의 목소리가 컸다. 통합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통합 전

보다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통합당시인 2009년보다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

이고 있다. 통합 후의 감소추세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재조정, 총력

판매대책 등 경영정상화 노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 이후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통합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사업은

택지 및 신도시개발 등 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에서 점차 주택임대

사업으로의 비중이 확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은 1호

를 건설하는데 2015년 기준 약 89백만 원의 부채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공기업

의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 방안 마련을 통해서는 불가한 부분이다. 유동

비율의 경우에는 통합 전·후 모두 200% 이상의 유동비율을 유지하고 있

고 동일 산업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통합 전 후에 따른 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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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에 차이가 없어 통합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성장성측면에서 재무효율성을 살펴보았고 성장성 측면은 대표

적 지수인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한국토지

주택공사의 매출액은 토지와 주택의 판매를 통한 매출로 내부적 요인 외

에 부동산경기와 사업규모, 사업물량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매출

액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였고 전체 매출액 규모는 통합 전

보다 통합 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액증가율은 통합 전 후 모두

일정한 증가세 추이 혹은 감소세 추이를 나타내지 않다. 통합 전 통상의

매출액증가율이 20%후반대인 반면 통합 후는 그 보다 높지 않았다. 통

합 후 2010년 매출액증가율이 -30%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통

합 후에 통합 전 양공사의 확장된 사업에 대해 사업재조정 효과로 판단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출액증가율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전체적으

로 동일 산업군과 추세의 유사성이 낮은 편이나, 건설업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의 2008〜2010년 매출액이 공히 낮은 것은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계의 불황에 따른 요인

으로 판단된다. 부동산경기에 따른 효과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사적인

판매총력 등의 노력을 통해 매출액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증가율은

통합 전과 비교 시 향상되지 않았다. 그다음으로 성장성 지표 중 총자산

증가율을 살펴보았다. 총자산 증가율은 향후 기업의 성장 동력 유무를

판단해볼 수 있는 지수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자산 증가율은 2006

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통합 후가 통합 전보다 낮은 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 총자산증가율만 놓고 판단하였을 때는 통합 후보다

통합 전이 성장성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총자산 증가

율은 매출액증가율, 부채증가율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총자산증가율의 성

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통합 전인 2009년 이전 총자산증가율은 부채

증가율보다 낮은 상태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았으나 통합

이후 총자산증가율은 부채비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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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매출액증가율 또한 통합 이후 총자산증가율 보다 높은 상황으로 통합

후 매출액증가율 자체는 낮지만 건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나

타났다.

세 번째 수익성측면에서 재무효율성을 살펴보았고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을 통해 분석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률은 통합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통합 이

후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매출액의 증가율 대비 영업

이익의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사업구조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 및 신도시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으

로 주택임대, 정책사업 등의 손실보존대상 사업의 손실을 보존하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구조는 택지 및 신도시

개발사업은 축소되고 손실보존대상 사업인 주거복지 및 임대사업의 물량

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구조적인 변화가 통합 이후 매출액영

업이익률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다음은 총자산순

이익률로 이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

다. 총자산순이익률은 통합 전 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통합

후 개선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동일 산업군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추세

를 보이지 않아 동일산업 특성에 따른 요인은 적은 것으로 보이고 통합

이후 총자산순이익률이 낮은 것은 임대주택사업과 주거복지 사업의 비중

이 커지는 이유로 앞서 살펴본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합공사에 대한 재무성과에 대한 예측치와 통합

후 실제 재무적 성과와 비교하였는데 통합공사의 재무전망 추정치가 실

제보다는 낙관적으로 추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통합논의 당시 재무추정

은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일정한 가정을 토대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 실제결과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다만 재무전망 예측 시 정책방향의 변화, 사업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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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재무전망 추정 당시 통합 이후의 사업방향,

정책방향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

다.

제 2 절 시사점

통합에 따른 재무효율성은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측면에서 살펴보았

다. 유동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부채비율은 통합 당시보다 개선

되고는 있으나 통합 전과 비교 시 여전히 높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으

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구조 특성상 부채비율이 낮아지는데 에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도 통합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매출액증가율은 내적요인 외에 부동산경기 등

외적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큰 부분으로 통합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파악

하기가 쉽지 않다. 총자산증가율은 중소기업이나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

에 있어서는 계속 증가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합 이후 사업타당성

에 바탕을 둔 사업구조 재조정을 통해 높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내용

적 측면에서는 총자산증가율이 부채비율보다 높고 매출액증가율보다 낮

은 상태로 자산 건전성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이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택

지 및 신도시 개발보다 서민의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임대주택사업

으로 옮겨가면서 통합 전보다 낮은 상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 후 재무비율을 시계열추세로 재무효율성을

분석해 본 결과 통합에 따른 개선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당초 추

정한 재무전망치보다 재무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

택공사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기초로 사업지구 재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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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 하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을 살펴보면 보다 근본

적인 문제는 공기업의 사업구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업수

지 분석을 통한 사업, 판매촉진을 위한 전 직원들의 판매총력 등 경영효

율화만으로 재무효율성을 개선할 수는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

택사업등과 같은 정책사업의 경우 정부의 적정보조금 제공과 같은 다양

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첫째 통합 후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내부적·외부적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재무비율의 시

계열 추세를 분석하였는데 물가요인,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출액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적요인, 부동산 지수 등을 통제하지 못하였

다. 또한 통합 이후의 재무구조와 통합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결

과에 대한 직접적 비교는 내부적으로는 사업구조와 조직구조의 변화, 외

부적으로는 정치사회적 환경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야할 요인

들과 이에 따른 통제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분석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

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합 후의 재무적 성과를 통합 전과

비교하여 나타난 변화와 이 변화의 요인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고, 통

합 전 추정하였던 재무전망 추정치와 통합 후의 재무결과를 비교하여 통

합 당시 논의 되었던 재무적 전망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자료수집의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4년에서

2015년 통합 전후 각각 6개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시

점의 한계로 다소 적은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시계열 추세를 분석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로 향후 데이터의 기간적 범위를 넓게 수집



- 70 -

하여 장기적 시계열추세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시계열예측프

로그램을 통해 실제 데이터와 비교분석하려 하였으나 관측 값의 개수가

적어 과거의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없는 이유로 의미 있는 분석을 시행

하지 못하였다.

셋째 비율분석법의 한계점이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비율

분석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비율분석 방법은 비율별 가중치 설정

의 주관성 때문에 효율성 측정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계절적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치변동이 반영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비

율분석방법 외에 DID(Difference in difference)의 방법도 고려되었으나

동일업종 동일규모의 유사 공기업이 없어 연구방법에서 제외되었다.

넷째 연구범위의 한계이다.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여섯 개

의 비율지표를 분석도구로 활용하였는데 다양한 지표분석을 통하여 종합

적 분석과 의견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통합에 따른 성과를

재무효율성 평가만을 통해 성공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통합으로 인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장·단기적 효과, 국민 전체의 후

생적 측면, 정책적 평가 등 많은 요인들의 고려가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71 -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문성(2005), 「행정학.net」, 박영사

김준기(2014), 「공기업 정책론」, 경기 : 문우사

김재홍, 김태일(2001), 「공공부문의 효율성 평가와 측정」, 서울 : 집문당

문원영(1992), 「M&A의 이론과 실제」, 상지문화사

박만희(2008),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한국학술정보

박순애, 김준기 편(2014), 「공기업 개혁」, 박영사

박정식·신동령(1992), 「현대경영분석」, 다산출판사

유훈(2005),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유훈, 배용수, 이원희 (2011). 「공기업론」』신판, 서울 : 법무사

이상철(1998), 「공기업 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Altman, E. I. (1968) F inancial Ratio,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Journal of Finance, 23(4).

593-597.

Bellemore, D. H. and Ritchie, J. C.(1974) Investment: Principles,

Practice and Analysis. 4th ed. Cincineti, Ohio: South-Western

Publishing Co. 447-463.

Chen, K. H. and Shimerda, T. A.(1981) An Empirical Analsis of

Useful F inancial Ratios. Financial Management, 10(Spring). 51-60.

Horne, J. Van(1980). F inancial Management and Policy. 5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711-741.



- 72 -

<신문·잡지 기타>

기획예산처(2001), 주·토공 통합 효과와 통합 추진전망

기획재정부(2011), 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백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

국정책총괄과

아시아경제(2012), LH, 경영정상화 본궤도.. 1월 1.2조 채권발행 성공

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2002), 기술 기업가치평가 용어사전

한국생산성본부(2015),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한국은행(2014), 2014 기업경영분석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2008), 토지·주공 선진화 관련입장

행정안전부(2008. 2009. 2010),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경영분석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 http://www.alio.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 http://www.lh.or.kr

<논문>

강신택, 김광웅(1993), “행정조직 개펵 : 새 정부의 개편방안”, 서울: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재호·김종하(2008),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논의 소고”, 토지공법연구

제4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김현숙(200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22집 제1호, p35〜60

김희곤(2008), “주공·토공 통합논의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1집, 한국토

지공법학회

문명재(2009),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한국공공관

리학회보, 23(4) : 23-41

문명재 외(2012), “공공기관 통합효과의 영향요인 탐색 : LH사례를 중심



- 73 -

으로”, 행정논총 제50권 제3호(2012.9): 119-151

박영선(2011), “공공기관의 협약자치 제한의 합리적 규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연(2012), “DEA를 활용한 공기업 효율성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

원 산업공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진·최준욱·박진희·김지영·허경선(2012),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

성 분석과 대응방안” 한국조세연구원

박천호(2011),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 인식 : 통합부처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행정논총49(1):1-30

석종현(2008), “토지·주택분야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안경섭(2009),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문화의 변화와 조직융합,

직무성과와의 관계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1호

염재호·정병걸·길종백·하민철(2007), “행정조직 통합의 논리와 대안 분석 :

환경행정체제개편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발표논문, 127-151.

윤건(2011), “공공기관 통합 후 융합 관리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우윤석·오현숙(2009), “주·토공 통합의 효율성 평가-자료포락분석을 통한

지방공기업과의 재무제표상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

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2(2) 73-98

오환종·한승우(2007), “기업합병이론 및 관련법규에 관한 고찰”, 지역발

전연구. 7(2). 169-189.

이신의(2012), “공기업 민영화 방식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분

석”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열 외(2012), “조직통합의 성과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정책학회, 2(11): 1-61

이창길(2012), “조직통합으로 인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변화요인 분석 :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비교”서울행정학회, 한국사



- 74 -

회와 행정연구, 23(1), 263-285

이창길·최성락(2011), “정부부처 통합효과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관한 연

구 : 통합기대부처와 통합우려부처의 비교”, 한국공공관리

학회보, 25(2): 143-166

장세정(2010), “DEA를 적용한 공공기관의 효율성 분석 - 경제․인문계

정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재만(2014),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효과성 영향요인 연구; 한국

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창호(2010), “공기업 민영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J. K. Ki, "A Study on Efficiency Evaluation of Restructuring Policy

in the Electric Power Industy", Docto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Seoul, Korea, 2009



- 75 -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Integration of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on

Financial Efficiency

Kim, Neung Hye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tegration of the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on the financial

efficiency. In detail, this study used the time series analysis method

of the financial statement ratio analysis to compare the stability,

growth and profitability of pre and post integration. In addition,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in comparison with the financial analysis

and industry average ratio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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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bt ratio and the liquidity ratio are used as indicators for

stability. According to this study, the debt ratio is still higher than

the pre-consolidation ratio and the debt level is high, but it is

positive that the debt is gradually declining to efforts to normalize

the business such as post-merger business restructuring. The

indicators for growth are sales growth rate and total assets growth

rate. The growth rate of sales did not have any effect on

consolidation and the growth rate of total assets has been lower after

consolidation, but before consolidation, the debt growth rate was

higher than the total assets growth rate, but after consolidation, it

has been higher than the debt growth rate and lower than the sales

growth rate. It means that in terms of the financial soundness, it has

improved after integration. The index of profitability is based on sales

operation margin and total assets net profit ratio. The sales operation

margin and total asset-to-net profit ratio were not improved

compared to before the merger. The operating profit ratio failed to

keep up with the sales growth rate. This is attributable to the

reorganization of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s business

structure, which has a low profitability due to the expansion of

housing leasing business and residential welfare business. This is

also the reason why the net profit margin of the total assets has not

improved more than befo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inancial efficienc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inancial ratio after the consolidation, its improvement

effect of the consolidation is not remarkable. Based on the feasibility

analysis of the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it is a positive

effect that the debt ratio is dropping sharply due to efforts to

normalize the management such as readjusting the busines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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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However, if we look at the sales operation margin and total

assets net profit ratio, we can conclude that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lies in the business structure of the public enterprises. It is

not possible to improve financial efficiency only through internal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but it seems that various policy

considerations such as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subsidies by the

government are necessary.

keywords : Integrated public corporation, Financial ratio

analysis, stability, Growth,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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