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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탈전통관료제의 신공공관리론(NPM)과 정부 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 theory)이 등장하면서 공적 영역에서도 성과 개념이 도입되

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3년 ‘정부투자관리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경영평가제도로 공기업 운영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경

영평가 제도가 35년간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의 핵심적 평가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평가결과로 경영진 보상이 결정된다. 성과에 대

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공기업의 성과평가결과는 성과급으로 이어지고 이

성과급과 기본연봉의 합인 경영진의 총연봉이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성과에 연동한 경영진 보상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공기업의 성과가 경영진 연봉에 어떻게 연동되는가?’에 대한 연구 질

문을 규명하고 ‘공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 경영효율성과(효율성), 국민

체감도(공공성)가 경영진의 연봉에 영향을 미칠 때, 정부개입과 관련된

통제변수들이 투입되었을 때 성과가 어떻게 연봉에 연동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최근 4개년도(2012-16년) 패널데이터를 수집해 통계적 기법의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무성과는 수익성을, 경영효율성과는 효율성, 국민체감도는 공공성을

대표하는 변수로 조작화하여 측정하였다. 경영평가제도에서 각각의 가중

치를 연도별로 상이하게 놓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 다양한 항목들

을 평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기 상이한 가중치들을 세 가지 수

익성, 효율성, 공공성 측면에서의 성과들이 경영진 연봉에 어떻게 연동되

어 있는지, 그 연동성 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성과 변수는 상임기관

장의 재무성과만 제외하면 경영진 총연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관계를 가졌다(모형 1). 반면 경영진 성과급에는 재무성과가 상임기

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모두의 경우에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

지지 못했다(모형 1). 이는 통제변수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재무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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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감사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고, 경영효율성

과만이 일정하게 모든 종속변수의 경우에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

였다(모형 2). 통제변수 중 등록규제가 상임이사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등록규제와 성과의 상호작용항

을 만들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등록규제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쳐 상

임이사의 총연봉과 성과급에 연동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모형 2).

지배구조의 통제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성과에 연동한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을 때, 경영진 총연봉과 성과급 모두에 대해 경영효율성

과는 여전히 일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졌으나,

재무성과와 국민체감도 성과는 상임감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모형 3).

결국 경영효율성과와 국민체감도 성과, 재무성과 순으로 경영진 연봉

과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준․

시장형 공기업들이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수여와 이를 통해 총연봉이

결정되므로 상대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쉬운 비계량적 경영효율성과 제고

에 취중하고 있음을 추정해본다.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임에도 재무적

인 성과를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끌어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부의 경영 효율화 항목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경영진의 입장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비계량평가 성과가 경영진 보상에 연계된다는 것은 정성적 평

가를 수치화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과 항목이므로

수익성이나 공공성 부분의 경영성과가 아닌 조직 내부의 효율화에 집중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개념의 초점이 효율화에 맞추어진 것이 경영평

가를 주관하는 정부와 기재부의 경영평가 목표와 부합한다면 현행의 평

가제도가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수익성과 공공성 부문 역시 신공

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성과의 중요한 가치이므로 효율성 부문이 강조되

고 있는 현행의 평가제도에 대해 이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재무성과 보다 국민체감도 평가 성과에서 경영진 보상과 연동이 유의

미한 정(+)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고객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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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함께 시행되는데 고객만족도 평가는 조직 차원에서 고객에게 만

점에 가까운 점수를 유도하여 편향(bias)이 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보다 공공성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신뢰성을 지닌 변수를 국민체감

도 성과로 조작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에서처럼 국민체감도 성과가 경영진 보상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

므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에서 국민체감도 가중치를 보다

상향 조정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 측면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요어 : 성과와 보상 간 관계, 공기업 경영진 연봉, 경영효율성과, 국

민체감도

학 번 : 2013-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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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사업

에 대해 공기업을 정책 도구로 활용하여 운영한다. 2017년 현재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35개 기관의 2016년의 총자산규모는 781.7억원이며,

국내 사기업의 전체 총 자산인 2975.5억원의 26.2%이며 2016년 GDP의

44.1%에 달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포함)이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공기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은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 등의 외부 통제시스템

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는 공기업 조직의 소유와 운영이 사기업

과 달리 특수한 주인-대리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기업은 ‘주인 없는 기업’ 혹은 ‘복대리인 구조’

로 한편으로는 책임 경영이 어렵고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의 비효율

성 역시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의 경

영기업을 도입하는 신공공관리론이나 정부재창조론 등의 급진적 개혁론

이 일고 있다. 소유구조 개선을 통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향인데, 민

영화가 이것에 해당한다. 점진적 개혁방향으로는 공기업의 기업내부지배

구조 개선 및 경영평가제도의 도입으로 비효율성을 제거하려 한다.

공기업 기관장과 상임이·감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혁조치의 효과가 저하되고 공기업의 성과를 유인하

기가 어렵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급

진적 개혁방안인 민영화이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는 이를 통한 사회경

제적 후생의 증가 여부 또는 증가 정도에 대한 복잡하고 난해한 경제학

적 판단뿐 아니라 민영화가 가져올 여러 정치적·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매우 논쟁적인 영역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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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존재 자체에 대한 논의로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민영화에 대

한 논의는 상호 구분되는 것이며, 개혁 차원에서는 민영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것이다.

민영화에 대한 논쟁적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시장형 혹은 준시장형 공기업들의 경우

성과에 있어 현 상태에서도 여전히 높은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내수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효과와 함께 현재 세계시장에

서의 무역효과 등을 고려하면 민영화의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혁

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민영화의 추세보다는 현 상태에서의 성과 부진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성과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

라 공기업의 경우 부채규모가 – 2013년 이후로는 줄긴 했으나 – 여전

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공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183.3%에 육

박한다. 민영화 전,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공기업의 성과와 재정건전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경영진의 개혁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점진적 개혁방향인 기업내부지배구조 개선을 주인-대리인

의 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성과에 연동한 보상체계가 경영진의 연봉

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고자 한다.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의 계약이 참가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대리이론과 주인이 대리인의 보수구조를 설계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의

두 가지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다

양한 방법 중 성과에 연동한 보상체계의 설계를 통해 공기업의 개혁방안

에 적용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방안인 경영평가시스템은 주인의 이익과 대리인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리인의 행동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보상방법으로 ‘성

과에 연동한 보상’을 제시하여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준)시장형 공기업 경영성과가 경영활동에

서 핵심역할을 차지하는 기관장 및 상임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의 계량적·비계량적 성과에 따라 경영진

의 보수체계의 유형 및 구성인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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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영진에게 보수가 지급된 이후의 경영 성과에

대해 횡단면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 경영진

이 성과에 매진하도록 하는 보수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합리적인 보수체계 개편이 공기업의 경영 성과를 제고할 것이라

고 생각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성과에 연동한 경영진의 보상

1. 경영자 보상

경영진의 경영성과를 보상에 연동한 연구는 민간부문에서 주로 이루

어져왔다. 경영자의 성과로서의 주요한 측정치인 재무적 성과로 경영진

의 보상이 지급된다는(Dechow and Sloan, 1991; Lambert and Larcher,

1987; Jensen and Murphy,1990; 황인태, 1995; 김태수 등,1999; 지성권·

장호일, 2000) 논의가 지배적이다. 주로 90년대에 이러한 연구 경향을 보

이며, 경영자 보상과 기업성과 간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들

이 존재한다.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의적

상관관계는 주식수익율, 자기자본경상이익율과 경영자 보상 사이에서 지

배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급 중 장기 성과급에 해당하는 주식

과 관련된 스톡옵션(Stockoption),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지금

(Restricted Stock grants)1)이 지급되는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성과에 연

1)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지급(Restricted Stock grants)은 CEO가 보수로 받은 주식을 

바로 팔아버리고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의 매도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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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 보상에 주식과 관련된 변수들이 주요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에 반해 경제적, 환경적 요인이 경영성과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 일수도 있다는 김태은 등(2008)의 지적처럼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연

구 또한 많이 존재한다. 성과에 연동한 보상이 경영자로 하여금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적 논의 역시 존재한다(Healy and

Walen,. 1999; Dechow and Sloan, 1991, Beatty and Zajac, 1994). 성과

급 같은 경영자의 보상이 더 이상의 인센티브 효과를 보이지 못하며 해

당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안태식·이용규, 2003). 경영

자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영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당

기 성과를 예측 가능한 보상 수준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유인을 가지기

때문이다.

Healy(1985)는 한정된 보상 범위가 경영자의 최대 이익을 내는 범위

에서 경영성과를 조정한다고 설명한다. 초과 혹은 미달인 성과 정도에

따라 경영자가 이익을 하향 조정하려는 Big bath 현상에 주목한다. 즉,

성과가 보상수준에 미치는 경우에는 아예 이익목표를 낮추는 것이다. 이

에 반해 올해 성과를 기준으로 차기 예산 목표와 실적을 상향시켜 자기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두려워해(최병현·이경태, 2004) 이를 보상수준

내에서 당기 성과를 낮추려고 하는 유인(Weitzman, 1980)이 역시 존재

한다. 최고경영자의 교체연도에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 신임경영자가 교체연도에 이익을 감소시켜 자신의 미래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치를 낮추고자 하는 이익조정을 한다(이아영 등, 2007).

기업의 성과가 좋으며 최고경영자의 연봉에 그 성과가 잘 반영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은 기업 최고경영자의 높은 성과급

은 그 성과가 급여에 잘 반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Smithies(2014)는 이

에 대해 임원의 보상과 기업성과가 정(+)의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임원

과 직원의 보상 격차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 문제의 원인이 성과급 체계

의 임금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영미권에서의 투자 위축의 핵심 원

인이 단기적 성과를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며, 결국 CEO의 입장에서 주가 변동에 따라 자신의 재산 가치 역시 변동하므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높이게 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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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론

기업 경영에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에도 보상체계에 있어

성과에 연동한 보상을 지급하느냐의 문제는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

agent theory)’로 설명된다. 주인 대리인 이론은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관한 연구(Jensen & Meckling, 1976)에서 구체화 되었으며, 주인 대리인

모형에서 기업이나 조직은 소유주, 직원, 경영인, 자본의 공급자 등의 서

면 혹은 비서면 계약관계의 종합(nexus of contracts, written and un

written)으로 간주되고 있다(Fama & Jensen, 1983; 김헌, 2014). 소유주

는 경영자인 대리인의 행위에 의존하거나 계약하는 주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때 계약은 주인과 대리인의 특정 당사자간의 권리의 합의, 성과

측정 방법, 보상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계약 시 발생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으로 칭하며, 대리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감시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김헌, 2014). 대

리인의 사적 이익 추구는 주인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

문이며,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발생한다(김

헌, 2014).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은 주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

익을 추구하게 하는 유인을 가지게 하며, 이는 계약의 전 과정에서 이루

어진다. 따라서 주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하는 노력을 한

다(Tosi & Comez-Mejia, 1989; 김헌, 2014).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대리인의 이익과 주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해결책으로 Milgrom &

Roberts(1992)는 대리인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대한 정보를 주인

에게 보여주는 방법, 주인이 다양한 계약 중 대리인에게 선택하게 함으

로써 대리인의 정보를 대리인의 명성을 통해 의존하는 방법, 다수의 대

리인을 고용하여 대리인간의 경쟁을 꾀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성과에 연동한 보상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다(권순

만 · 김난도, 1999).



- 5 -

성과에 연동한 보상체계는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일치성을 유도하기

위해 주인의 목표가 증가하면 대리인의 보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성과

와 연계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대리인의 부적합한 의사결정을 개선시키

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최고 경영진의 보상계약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다

(Murphy, 1986). 즉 경영자의 부 극대화가 주주의 부 극대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리인 문제는 심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경영성과에

연동한 경영자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노력 투입정도를 정

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법이 중요하다.

대체로 최적 보상계약은 대리인의 노력 정도가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보상함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함수는 대리인의

노력수준의 관찰 가능성과 더불어 성과평가의 잡음, 대리인의 위험선호

도, 대리인의 노력의 비용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으로 대리인인 성과

측정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Milgrom and Roberts, 1992;

김헌, 2014).

Jensen and Murphy(1990)에 따르면, 기업의 주주들은 기업가치 증대

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으로 성과에 연계한 보상을 강조하면서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 측정치로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경영자 보상과 연계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즉 성과에 연동한 보

상체계는 보상을 통해 대리인의 노력을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보

상제도에 해당하며 이러한 유인효과를 가지려면 대리인의 투입노력을 유

도할 수 있는 성과의 측정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인 대리인

모형에서 보상은 경영자가 주주의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한 노력을 측정

하여 결정된다.

이에 따라 경영자의 노력수준을 관찰가능한 성과에 해당하는 성과측

정치를 통해 유추한다. 지금까지 대리인 보상과 성과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리인에 대한 주인의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

서 경영자 보상계약에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측정치로 주식성과

측정치와 회계성과 측정치를 제시하였고(Sloan, 1993; Lamber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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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cher, 1987; 김태수 등,1999; 김헌, 2014) 기업의 회계성과는 주로 자

산수익율, 자기자본수익율, 또는 자산회전율로 측정하고 주식성과는 주식

수익율과 주식수익율의 변동으로 측정한다. 일반적인 대리인의 보상구조

는 주로 기업의 회계이익이나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라 고정급 외의 형태

인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대리인과 주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려 한다

(Holmstrom, 1979; 김헌, 2014).

기존 연구에서는 대리인의 보상을 결정하는 성과측정치로 매출극대화

를 전제하여 경영자 보상과 매출액의 상관관계에 관해 순이익, 자기자본

순이익율, 자기자본 경상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 경상이익율, 주

식수익율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경영자 보상의 결정원인

분석이나 보상에 대한 성과지표의 민감도 분석으로 칭하고 있으며, 경영

자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검증한

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Jensen et al.(1990)이 주장한 미국기업의 경영

자 보상은 주주 부의 증가, 회계이익의 크기, 매출액의 증가와 정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Sloan(1993)은 경영자 보상에서 회계성과

측정치의 역할을 회계이익측정치의 경영자보상위험 경감효과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회계이익 잡음의 분산에 비하여 주식수익율 잡음의 분

산이 상대적으로 클수록 경영자보상은 상대적으로 회계이익성과에 더 민

감하며, 회계이익의 잡음과 주식수익율의 잡음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경영자보상은 상대적으로 회계이익성과에 더 민감함을 밝혔다.

이 밖에도 경영자보상과 시장수익률 및 산업 조정 주식수익률 분석

(Michael, J. C. et al., 2009)이 있다.

황인태(1995)의 연구에서 자기자본 경상이익률과 매출액으로 측정된

기업 성과는 경영자보상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영자

보상의 변화율 역시 매출액변화율, 자기자본 경상이익률의 변동, 그리고

동종 산업의 경영자보상의 변화율과 정의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경영자의 현금보상과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매출액, 주식수익률이

유의미한 관계를 실증분석한 논문이 있다(김태수 등, 1999). 경영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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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영성과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은 다양한 성과측정치를 사용하

여, 경영자보상과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대체적으로 주식성과

측정치로는 주식수익률과 회계성과 측정치로 자기자본 경상이익률을 사

용한 경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김태수 등, 1999).

한편, 대체로 주인은 다차원적인 업무를 대리인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대리인은 최종 경영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대리인은 부여받은 업무에 자

신의 노력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업무에 자신의 노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대리인이 다차원 업무에

노력투입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유도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치 향상도를 잘 반영하는 성과평가지표를 균형 있게 배합하고 그

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우선, 인센

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성과평가지표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이

러한 대리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성과평가지표 및 성과기준 보상계약을 항상 적절하게

활용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해도 경우에 따라 다차원적 업

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대리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과평가지표 측면에서, 대리인의 노력과 성과

간의 민감도가 높은 평가지표의 향상에만 노력을 차별적으로 배분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기준 보상계약 측면에서 한 가지 업무에 주어지는 성과보상

과 다른 업무들에 주어지는 성과보상 사이에는 중요한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데, 측정이 쉬운 성과평가지표에는 해당 위임자가 높은 보상을

제공하지만 측정이 어려운 성과평가지표에는 낮은 보상을 제공하게 되면

대리인은 높은 보상이 기대되는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낮은 보상으로만 기대되는 업무는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존재한

다(Holmstrom et & Milgorm, 1991; 김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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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와 보상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대리인의 보상 수준을 성과와 연동시키게 되면

대리인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로 성과가 향상되면 대리인의 보상수준은 올라가게 된다. 이를 통해 대

리인의 부가 증가하게 되고, 성과는 주인의 부와 연계되기 때문에 주인

의 부 또한 증가하게 된다. 특히, 대리인이 경영진인 경우, 경영진의 성

과는 주주의 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

욱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성과에 연동한 보상 체계는 단순히 경영진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차원을 넘어 이들의 동기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경묵, 2005).

그러나 이와 같이 성과에 연동한 보상체계 구축이 조직의 효율성 담

보를 위한 보편적 사실이고, 진리라고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

적으로 잘 입증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Jensen et al., 1990;

Rosen, 1992). 예를 들어, Rosen(1992)은 기업, 산업, 국가, 시기와 상관

없이 기업 크기와 경영진 보상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

며, Barro and Barro(1990)은 은행산업에서 기업의 성과가 CEO 보상 관

계가 미약하고, 자산 대비 CEO 보상 민감도가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Jensen et al.(1990)은 미국 기업의 경영자 보상은 주주 부의 증가, 회

계이익의 크기, 매출액의 증가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성과와 보상간의 최적계약(optimal contracting)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는 다름을 설명하였다. 경영진이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방안은 보상이

해임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CEO 지분소유가 미미

하고, 계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과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일수록 성과와 보상간의 관계가 작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 성과와 보상간의 상관관계가 약하거

나,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

시한 학자들도 대부분 성과와 보상의 정의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인-대

리인 이론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성과와 연동한 보상 체계 즉, 계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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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적절히 설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구

체화, 계약 체계에 대한 재설계, 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통해 성과와

보상에 대한 계약체계를 재설계함으로써 주인-대리인 이론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 주장의 핵심은 성과에 따른 경영진

인센티브와 처벌이 조직 특성에 맞게 재구조화하기 위해 성과와 보상의

연계가 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 2 절 성과에 연동한 공기업 경영진의 보상

1. 신공공관리론

1970년대 후반에 진행된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

)는 행정관리에 있어서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다. 전통적

관료제적 한계를 벗어나고 작은 정부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신공공

관리이론은 Hood(1991)에 의해 언급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정개

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행정관리

수단으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회사이론(Boston, 1991; Buchanan and Tullock, 1962; Moe, 1984;

Niskanen, 1971; Tullock, 1965; Williamson, 1981), 관리주의(Aucoin,

1990; Peters and Waterman, 1982; Hammer and Champy, 1994) 등과

이론적 토대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전 세계 행정영역에서 발전해왔다.

구체적으로 신공공관리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approach), 주인-

대리인 이론, 그리고 거래비용 경제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투표자, 관료

선출직 공무원, 이해집단과 같은 정치적 역할은 시장 담론의 사용으로

설계되었다(Self, 1993; 3; Kaboolian, 1998; 190).

다양한 이론적 토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의 핵심

은 정치 및 행정관계를 위한 모델로서 경제시장의 사용이며(Na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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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무엇보다 Olson, Savas, Tullock, Niskanen 등과 같은 공공선택이

론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Boston, 1991; Kamencky,

1996, Orchard, 1998).

관료제를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이론은 공공부문

에서의 시장 효율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부수준에서 다양한 관리 재창

조를 촉진하였다. 즉, 신공공관리 운동에 따라 공공영역은 민간관리기법

의 도입, 민영화, 분권화 등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성과관리

(performance management)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성과측정은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요구하는 시민과 정치인에 의해 전세계

정부개혁 의제의 본질적 부분이 되어져 왔다(Bazelay, 2001; Kettl, 2005;

Moynihan, 2006; Yang and Hsieh, 2007). 특히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심

을 두고 궁극적인 행정성과가 창출되었는가를 핵심과제로 하는 성과관리

는 미국의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의 제정이

후 본격적으로 강조되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관리 개혁은 동기 조직 효

과성, 그리고 성과보상, 성과 측정, 의사결정과정, 유연한 조직 문화를 포

함하는 성과 기반 관리와 같은 이슈들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성과관리는 성과목표의 설정과 이를 수행하는데 자율성의 부

여, 성과의 측정 및 보고와 이를 통한 피드백, 그리고 사후평가가 가능하

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들로 이루어진다(OECD, 1995; Pollitt,

2001; 나태준 외, 2006). 특히 성과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포괄하는 개념

으로 무엇보다 단순한 산출(ouputs)이 아니라 직접적 결과(outcomes)와

일정한 사회적 효과 창출 수준으로서의 결과까지를 의미하는(Moynihan,

2005; 허만형, 2006) 매우 포괄적 개념이다. 또한 성과보상은 1980년대부

터 지배권을 행사해온 합리주의자들의 경제정책 논리에 영향을 받아 공

공조직에서 성과문화를 개발하기 위해 도입된 개혁으로(OECD, 1993) 기

본적인 아이디어는 성과와 금전적 보상을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공무의

조직적 몰입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조직효과성과 직업만족도를 향

상시키는데 있다(Moon, 2000). 즉, 성과보상(pay for performance)은 동

기 강화수단으로 그리고 조직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과



- 11 -

관리의 핵심적 요인이라 할 것이다.

신공공관리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인 성과관리는 무엇보다 성과에 대

한 정확한 측정과 그에 따른, 즉 성과에 연계된 보상체계의 구축이 중요

하게 고려되어져 왔다. 즉, 높은 성과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예산증

대, 성과급 지급, 결정권한 확대 등)을 연계시켜 개별 행위자에게는 동기

를 부여하고 시스템 전체차원에서는 궁극적인 성과를 극대화(김태은 외,

2008)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

2. 성과와 보상 간 관계

공기업의 성과관리는 1983년 1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정

1983. 12.31 법률 3690호]’의 제정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사전통제중

심에서 경영평가 중심의 사후 성과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으며(김재훈,

1995),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평가가 시작되었다. 동 법은 정

부투자기관의 자율경영을 통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보를 주된 목표로 삼았

으며, 그 핵심적 수단으로 경영실적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박석희, 2006).

이러한 구조는 1998년까지 큰 변화없이 진행되어져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업무의 심사평

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1998)’과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심사평가지침

(2000)’, 그리고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공

부문에 대한 성과관리가 더욱 체계화되었다(김재훈, 1995).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제정 2003.12.31. 법률

제7057호] 11조(경영실적평가)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7조(경영실

적평가)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져 오다, 2007년 이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007.1.19. 법률 제8285호]의 제정되면서, 동 법에 의해

경영실적평가가 통합 시행되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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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7년 이전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7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면권 자

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원 및 사장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산하기관의 경우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

가한 결과에 따라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권한이 있는 자

에게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러한 경영평가 제도 도입 이후 성과에 연동한 보상에 관한 연구는

경영평과결과를 성과의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경영평

가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성과

와 보상의 연계를 전제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에 연동

한 보상체계 구축이 조직의 효율성 담보를 위한 보편적 사실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잘 입증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Barkema and Comez-Mejia, 1998; Jensen et al., 1990). 이는 정보우위

에 따른 대리인이 주인 몰래 다른 행위를 취하는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숨겨진 행동은 대리인 행동의 관찰 불가능성 때문이며 외생적 상

황변수에 의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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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배구조와 성과에 연동한 공기업 경영진의 보상

1. 지배구조

공기업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내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으며, 주인-대

리인 관계에서도 다원화된 관계를 띠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경영자와

주주로 구성되어있는 일원론적인 관계이지만 공기업은 복대리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공기업의 대리인 구조는 주인(국민)-수임자(정부/정치권)-

대리인(공기업)의 다중적 구조(유승원, 2013)이다. 실제 경영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민간기업의 구조와는 달리 공기업의 구조는 국민과 대리

인인 공기업 사이에 정부 혹은 정치권이 있는 형태이다. ‘국민-정부-경

영진’간의 다층적 복대리인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이익 중심의 관리체계

를 확립하고, 투명한 경영체계의 확립이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의 제1의

해결과제이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이를 통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지양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배구조 혁신의 최종 목

표이다.

대리인인 공기업의 해당 기업의 활동을 통해 존재가 확실히 입증되지

만 공기업의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과 그 사이의 정치권

혹은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지배행태는 다소 비가시적이다. 국민의 선출

로 임명된 정치권이 수임자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

러한 수임자들은 공공선택이론에서 강조하듯이 주인 혹은 주주인 국민의

목표가 아닌 예산의 극대화(Niskanen, 1971; Williamson, 1974; 유승원,

2013)를 추구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네트워크 집단의 이익추구

등 일종의 지대추구 행위(Kruger, 1974)를 한다.

이러한 행태는 주주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대리인인 공기업이 운영되

는 것과는 상반되며, 공기업 내부에서 정책수행에 있어 원래의 정책목표

와 수단이 다른 형태로 변질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혹은 친정파적

관료를 공기업 기관장으로 앉히려는 노력을 한다. 정치적 전략적 행위가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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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관장 인사와 관련하여 ‘낙하산 시비’가 있는 것이다. 과거 권위

주의 시대부터 자질이나 적격성과 상관없이 정파적 이해에 따라 밀실에

서 결정(김병섭·박상희, 2010)하여 공기업 기관장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된다.

이러한 낙하산 문제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공기업 경영진의 정치적 임용과 경영 성과 및 실적과의 관

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명석(2001)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진의 정치적 임용과 해당기관의 경영실적과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정치적으로 임용된 경우 낮은 경영실적을 보였고 관료

출신 역시 마찬가지로 낮은 실적을 나타냈다. 반면 김헌(2007)의 연구는

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정부투자기관 기관장의 인사가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낙하산 인사가 경영성과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임으로써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사회 구성 역시 기관장 못지않게 지배구조 및 정치적 연결성

을 특징지을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관

장 및 이사·감사의 성과에 연동된 보상을 살펴볼 것이다. 내부지배구조

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실질적 권한을 부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연봉이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현행 성과급 체계

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민간기업에 비해 공기업은 다른

정부부처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내·외부 지배구조가 복잡한 형태

이다. 외부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내부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정치적 영

향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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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내 부 지 배

구조

이사회/

기관장

-공기업은 이사회 중심모델2), 이사회 의장과 기관

장 분리, 이사회 권한 강화 등이 국제 추제(OECD, 

스웨덴 등)

-이사회 규모 축소, 독립성·전문성 강조, 이사의 무

한책임주의, 이사회 성과평가 및 개인 평가 강화(스

웨덴, 뉴질랜드)

감사
-이사회 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OECD, 네덜란드)

-내무감사제도 폐지, 감사원 감사 실시(뉴질랜드)

외 부 지 배

구조

전략적 목

표 설정

-책임경영 담보를 위하여 기업 목표 공시제도 실

시, 구체적 목표·성과 측정 방법·기준 작성, 평가에 

활용

-재정당국 및 주무부처 장관에 경영목표 대비 실제 

성과 보고

-전략적 경영 목표를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서, 사

업계획 등 작성 공시 

경영평가

-공기업 5개년 평가 프로그램 개발, 경영실적 및 

이사회 평가

-주무부처, 의회, 감사원 등에 의한 성과 측정 및 

평가·공개

경영공시
-대다수 국가에서 웹사이트를 통한 광범위한 정보 

공개

자율성 -대다수 국가에서 내부경영 관련 일반 지침 시행

지배구조 

정책기능
-소유권 집중기관이 체계적 정책기능 수행

<표 1> OECD 주요 국가의 공기업 지배구조

2)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 이사의 책임성 확보, 이사의 전문성 확보, 이사회의 역할 구조 등이다. 

이사회 조직과 규모, 이사회 구성, 이사 선임절차, 이사회 기능, 이사의 임무수행, 이사

의 성과평가, 이사의 보수에 관한 선진국의 제도 운영사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공기업

이 이사회 중심모델임을 밝혔다(OEC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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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규제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

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다(최병선, 2010). 정부규제

의 주체는 정부이며, 정부가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단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정부규제의 주체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규제는 사

실상의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규제는 민

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지만 공기업의 영역에서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공기업 역시 피규제산업 또는 피규제자라 할 수 있으며,

정부규제의 대상은 이들의 의사결정 및 행위이다.

정부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기업과 개

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때,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가 누구

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정부규제의 정치경제학적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정부규제의 문제에 대해 Stigler(1964)는 정치경제학적 상황에 의해 정부

규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과점산업의 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한다.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산업이 보호받게 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규제의 정치경제학

적 관점은 정당의 정책결정 영향력이 과도하게 부여된 점과 정치조직이

만들어낸 정책안, 규제안 등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최병선, 2005 : Clarke, 1999).

Demsetz(1968)가 규제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배분 관점에서 파악해

야 한다고 지적하듯 정부규제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의 사회적

배분에 있다. 이러한 배분과정에서 비롯된 공기업과 관련된 문제들은 과

거 근세의 중상주의적 정부개입에서부터 독과점에 이르는 현대 산업 경

제 이론에까지 이어진다. 특히 공기업의 자연독점이나 과점 상황에 놓이

는 경우에 이러한 정부규제의 문제와 연관되기 쉽다. 공기업은 정부의

시장 개입 및 규제 기능을 거의 모두 대체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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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규제와 공기업의 관계 특히 공익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 이

론에 의해 규정되고 수행된다(김준기, 2014).

정부의 공기업 소유는 사회적 후생을 얼마나 낳느냐의 문제와 연결되

어 있다.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 국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후생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지(Merrill and

Shnieder, 1966; Vining and Boardman, 1992)를 따져봐야 한다. 신공공

관리론의 이론적 조류와 함께 한 1980년대의 규제 완화 추세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정부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영

기업의 성과에 대한 새로운 결과를 담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OECD(2013)는 규제의 영향을 받는 SOE관련 국가별 국영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류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효과에 국한되었고 국가

적 규제 혹은 세계무대에서의 규제의 측면이 상이하지만, 성과가 OECD

국가와 비회원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규제가 직접적으로 경영진 연봉에 영향을 주는 형태보다 정부 규

제나 정부로부터의 공기업 자율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연구

가 주로 존재한다. 피규제 산업 분야에 공기업이 진출해있는 경우도 있

는데, 한국의 전력 산업과 운송 사업에 대한 규제변동 및 구조개편에 관

한 성과 연구가 존재한다(한국전력공사, 2008, 김대욱 등, 2006). 국가별

로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규제변동이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거

나(Bishop and Thompson, 1992),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효율성이 증가하

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적으로 규제가 경영진 연봉에 주요 변수로 설명

된 연구보다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있어 정부규제의 역할을 제도적 측

면에서 살펴보고 공기업 임금 정책에 대한 개혁적 논의를 이끌어낸다(박

영범, 2004). 정부규제를 변수로 하여 계량적 연구를 수행한 경우 조작화

를 감사원의 지적 건수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단위의 규제

법령의 수를 정부규제의 변수 조작화하여 정부규제를 통제하였을 때의

공기업 성과와 경영진 연봉의 연동성을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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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대상 관련 현행 제도

1. 공기업 경영진 보상 체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제15차 공공기관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획재정부의 2013년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진의 보상체계는 크게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연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

생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성과급은 동법 제48조에 따른 경영평가 성과급

합산 금액과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른 감사 혹은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

적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경영진들에 대한 보상은 단순한 형태이

다. 대부분의 민간부문 최고 경영자에 대한 보상은 보완적 임금구조를

통해 성과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보

상은 현금보상 혹은 주식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

태의 임금 보상패키지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공공기관의 경영진들은 수

당을 편법적으로 신설하여 기본급을 증액하거나 성과급을 최대한으로 받

으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박영범, 1997).

수당의 편법적 이용으로 간접보상을 늘리려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권

력 남용 등의 문제가 생겨나자 정부는 2008년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

침」을 제정하였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보수를 크게 기본연봉과 성과급

형태로 만들었다. 해당 지침의 제정 이전에는 경영진 보상체계에 대한

총괄적 관리 및 유형별 체계가 부재하였으며(김헌, 2014),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성을 띤 기본연봉과 기업성을 나타내는 성과급

을 각각의 보상 정도를 통해 나타낸다고 명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08). 기관의 시장성 정도를 나타내는 성과급은 앞서 언급한 경영평가

성과급과 감사진의 수행실적 성과급 이외에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기타 성과상여금도 존재한다. 이는 기관별로 유형이나 구성원 성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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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2013년도에 개정된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의 적용범위는 기관장, 상

임감사(상임감사위원 포함), 상임이사의 보수,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

의 수당이다. 기본연봉에 관한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매년 정무직 공무원

중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하고 있다. 기관장의 기본연봉이 당해연

도 차관의 연봉을 초과할 때에는 차관의 연봉과 일치시키며, 당해 차관

연봉의 이하일 경우 매년 차관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시

킨다. 기본연봉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 신규 임명된 임원에 대해

적용하며, 공공기관 지정 이전에 임명된 경우 차년도 1월 보수 분부터

적용한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지침에 따르면 직원이 20,000명 이상이

고 자산규모가 50조원 이상인 대형 공기업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당해 연

도 차관 연봉의 110%를 상한으로 두고 있다. 준시장형 즉, 일반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차관 연봉과 연계하여 초과 혹은 이하의 경우에 따라 액

수가 조정된다.

성과급의 경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직전년도 기본연

봉의 120%를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임이사의 성과급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기본연봉액을 상한으로,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의 경

우에는 상임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전년도 기본연봉액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 직전년도 기본연봉액은 상임이사의 직전년도 기본연봉이 기관장 직전

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관장 직전년도 기본

연봉의 100분의 80과 동액으로 하고, 기관장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007년까지는 경영평가 성과급 외에 내부평가급이 지급되었는데 2008

년 본 지침의 제정 이후 내부평가급 이외의 성과급은 지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의 규정방식의 변화

로 인해 이듬해 보수 지침 제정 시 기관 성격별 차등을 두었던 성과급

지급방식에 기관별 성과급 지급기준 형평성 고려하여 내부평가급을 불인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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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관

앞선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주

인-대리인의 문제가 존재하며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

과에 연동한 보상을 하여 사후적 관리방식을 취해왔다. 공공기관 경영평

가제도가 바로 이러한 통제방식과 관련하여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성과에 연동한 보상은 선 성과 후 보상 지급이라는 보상함수의 논리로

보수를 지급한다. 과거의 사전적 통제방식과는 다르게 공기업 경영에 자

율성을 부과하는 대신 경영실적을 올려 이듬해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보

상을 얻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

으로 평가하는 제도라고 명시하고 있다(기재부, 2016). 공공기관의 공공

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민간부문과 달리 경영효

율화에 대한 자발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박석희, 2009) 경영평가 제

도를 통해 경영진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려고 한다.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측정 가능한 유형적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은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비계량적이

고 무형적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특성 때문에 공공기관의 성과 표는 명확한 수치로 제시하기

쉽지 않으며, 미시적으로 개별단위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존

재한다(권순조, 2016). 공공기관 성과측정과 관련한 평가의 공정성 문제

는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실질적인 유인체계에 있어 경영평가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그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국내 11개 공공기관의 실증 분석 결과, 성과중

심 보상체계가 공공기관 성과와 연관관계를 강력히 가진다고 보기 어렵

다(하혜수,정광호, 2014). 성과연동임금제(Performance-related Pay)라는

이름으로 미국·캐나다 등은 중상위급 관리자를 중심으로 도입해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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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연

도
1983~1991 1992~1998 1999~2004 2005~2007 2007~2010 2011~현재

법

령
정투법

정투법, 

정산법

정투법, 

정산법

정투법, 

정산법
공운법 공운법

대

상

기

관

정부투자기관

(24~25개)

민영화로 

인한

23→ 13개 

기관으로 

축소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13개 기관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13개 기관

111개 

공공기관

133개 

공공기관

담

당

기

관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회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회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경영평가단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경영평가단

평

가

방

법

가중치 배분 

5등급 

평가체계

기관별 특성 

반영 가중치

9등급 체계

기관별 특성 

반영 가중치

100점 척도

지표별 

가중치 100점 

척도 

MB 성과모형

(모형선진화)

MB성과모형

(모형효율화)

평

가

활

용

성과급 

차등지급, 

대통령표창 

및 

해임건의(상

벌사항 존재)

인센티브 

기능 강화

기관장평가 

추가,

평가결과 

대통령 

국회보고

(투명성 제고) 

인센티브 

차등지급

산하기관에 

대한 합리적 

경영통제 

방안 마련

예산지침에 

의거한 

성과급 지급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점검

예산지침에 

의거한 

성과급 지급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점검

<표 2> 경영평가제도 시기별 구분  

이며, 영국·독일·호주 등지에서는 공공기관 전 직원에 해당 제도를 시행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일관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권

순조, 2016).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 경영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후적 방

식의 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행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도 1968년도부터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형식적이었다. 1968년 정부투자기

관에 최초로 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1980년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정

부투자기관관리법」을 통합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탄생하였

다(김준기, 2014). 구체적으로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은 현재까지 총 6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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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성과연동 보상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공기

업의 지배구조 혹은 정부의 개입의 조절적 역할으로 본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과 달리 복대리인 구조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 성과에 연동한 경영진 연봉에 영향을 줄 것임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

해 확인하였다. 검토 결과, 정부 개입 정도는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정

부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이보다 자체수입액비율을 사용하여 공기업에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고객만족도 평가는 공기업의 공공성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나, 공기업이 고객에게 높은 점수를

유도한 영향이 있는 데이터이므로 편향(bias)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변수를 사용하였을 때 연구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으로 편향성을 줄인 고객만족도 평가 중 인지도를 공공성 측면의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의 데이터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

의 경우 2013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2012-16년 데이터를 통해 최근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경영진의 성과 및

보상에 대한 관계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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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와 가설

본 연구는 공기업 성과와 경영진의 연봉 간의 연동이 되는지를 통계

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조직의 성과에 경영진의 보상을 연동하여 성과

가 연봉에 반영이 되는지를 입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종속변수는 (준)

시장형 공기업 경영진의 연봉(pay)이며 독립변수는 공기업 성과

(performance

)이다. 민간기업의 CEO는 주식을 통한 성과급이 존재하지만 주식 상장

된 공기업이 한정적이고 공기업 경영진에게는 이를 통한 양도 제한 조건

부 주식 지급 등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민간 기업에서는 주식의 미

래수익률과 성과에 연동된 CEO의 보상의 관계를 측정하기도 한다

(Michael J. C. et al., 2009).

반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

기관운영법, 이하 공운법)에 의해 경영평가자문단의 경영실적평가점수에

의해 매겨진 등급으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률이 정해진

다. 이 성과금의 재원은 매년 예산지침에 따라 기관의 인센티브 예비비

예산으로 책정이 되고 기존의 자체 재원액을 인센티브 예산으로 우선 전

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성과급 지급을 통해 경영성과를 끌어올리

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며 이는 현행 3년의 임기에 추가로 1년의 연임여

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 예산의 증감률에

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기업 입장에서는 평가의 정량적 수치가 매우

중요하다.

경영평가항목은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순위나 비계량지표의 점수는 예측하기 어려워 성과금

의 상하한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반면 계량지표는 예측이 용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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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의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총 순위 상승을 위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성과의 적절한 보상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성과보상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상은 개인 혹은 집단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정도로 충분하게 제공되어져야 한다. 실제 성과와 실질적 보상 간에 논

증 가능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보상은 같은 노력에 같은 보상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Lawler, 1990: 17-30). 그

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실제로 모두 충족되기는 매우 어렵다. 실질적 보

상과정은 배분 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충분한 재

원, 정치변화 환경, 조직신뢰의 부족, 노조의 반대 등에 의해 실패될 수

있다”(Geis, 1988; OECD, 2004).

성과에 연동한 공기업 경영진의 보상은 상당한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한인섭(2006)은 성과측정의 영향요인을 크게 정치적 요인, 조직적 요인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약요인 하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

우 역시 이러한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아래의 가

설을 설정하고 동 가설의 채택과 기각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다. 즉, 성과에 따른 보상이 공기업 경영진의 연봉에 어떤 연계성이 존재

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공기업 경영진의 연봉은 경영성과에 연동이 될 것이다.

가설 1-1) 공기업 경영진의 총연봉은 경영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2) 공기업 경영진의 성과급여는 경영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공기업 경영진의 연봉이 성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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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요인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기관장의 연봉 뿐 아니라 이사 및

감사의 연봉 역시 성과와 연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사 및 감사의 감시적

역할에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와 감사는 내부 지배구조

매커니즘으로 기관장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기능을 지니

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임원(이사, 감사)의 성과급수준도 기관장과 마찬가

지로 기관 전체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대리인 문제를 통

제하기 위한 보상시스템이 기관장과 임원에 대해 동일한 방향과 방법으

로 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외부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공기업 임원들이 상이한 정치적 연결성으

로 인해 이사회 내 정치적 다양성이 공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

다. 정보성 관점에서 정치적 다양성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담은 양질

의 정보를 생산·교환하여 이사회 내 정보가치를 제고시킨다면 정치적 다

양성은 기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정치

적 담합집단이며 이사회 임원은 주요 정치거래자인 점을 고려하면, 동일

한 정치적 울타리 안에 있는 공기업 임원이 잠재적인 경쟁자 또는 정치

적 반대자로 여겨지는 정치성을 달리하는 인사와 교류한다는 것이 오히

려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연결의 차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

이 생길 수도 단합에 의한 성과 제고가 될 수도 있다. 임원의 정치적 갈

등이 지속될 경우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기관의 지배구조가 좋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대외 환경 악화가 기

관성과를 저하시키며 경영평가, 고객평가 혹은 재무적 성과에 까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관료 출신 혹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임원진 임면

등의 정부 개입 여부에 따라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로부

터의 자율성, 정치적 네트워킹, 정부위탁사업의 수, 규제정도에 따라 제

한받게 된다. 이러한 조절적 역할이 성과에 연동한 보상에도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두 번째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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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

종속변수

공기업 

성과(performance)

(t-1)

공기업 경영진 

연봉(pay)

(t)

재무성과

(수익성)
공기업 경영진의 

연봉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총연봉, 성과급여

경영평가 성과

(효율성)

공기업 국민체감도 

(공공성)

↑

통제변수  

기관의 자산규모, 부채비율, 

기업연령, 직원수, 기관유형, 

등록규제(정부규제), 지배구조(거버넌스)

<표 3> 연구모형

연구가설 2) 공기업 경영진의 연봉과 성과 간 관계는 정부개입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2-1) 공기업 경영진의 연봉과 성과 간 관계는 등록규제에 따라 달

라질 것이다.

가설 2-2) 공기업 경영진의 연봉과 성과 간 관계는 지배구조에 따라 달

라질 것이다.

제시한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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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진의 성과에 연동한 보상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성과는 재무성과, 경영평가 성과 그리고 고

객만족도 중 인지도를 사용하여 수익성, 효율성, 공공성 측면을 제시하여

보상에 어떻게 연동이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정부개입정도에 따라

이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하여 정부개입정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한다. 성과에 연동한 보상에 영향을 미칠 총 6종의 변수를 통제하여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계량분석에 있어 데이터 존재 여부는 매

우 중요한데,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서 해당 데이터들을

추출, 가공하여 활용하였다.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통계적 검증을 위

한 세부가설을 제시한다.

제 2 절 변수와 변수의 조작화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 경영진의 연봉(pay)

이다. 공기업의 기관장 및 이사, 감사의 연봉을 종속변수로 한다. 민간기

업에서 경영진이 받게 되는 보상은 기본급여(salary), 장·단기 성과급여

(Incentive)와 복리후생(benefits)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공기업 경영진의 연봉으로 국한하므로 장기 성과급여와 복리후생을 제외

한 기본급여와 성과급여(단기 성과급, bonus), 이들의 합인 총연봉으로

설정한다. 복리후생 비용도 경영진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연금이나 기본적 건강관리비 이외에는 민간 기업만큼 다양한 범위의 복

리후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논의대상으로는 배제하였다.

해당 공기업의 경영진 기본급과 성과급에 대한 데이터는 알리오에 공시

되어 있으며, 총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한 값으로 한다. 이분산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하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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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성과(performance)이며 이의 측정을 위해 정부의 공기업

평가 결과 2종과 재무성과 총 3종의 지표를 사용한다. 이 3종의 지표는

공공부문을 평가하는 3가지 특성인 효과성, 능률성, 공공성(혹은 형평성)

의 평가내용을 대표하는 특징을 지닌다. 효과성과 능률성을 합친 부분에

서는 경영평가 결과 중 비계량적 평가 결과 측정치들을 모아 합산한 경

영효율성과를 보상의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공공성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고객만족도 중 상대적으로 편향(bias)이 적은 국민체감도를 사용할 것이

며, 이밖에 기관의 수익성 부분을 대표하는 재무성과는 기관의 해당년도

영업이익 측정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측정치인 경영평가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독립변

수 혹은 종속변수로 활용되어 왔다. 공기업의 살림인 예산이 결정되는

부분도 이 경영평가결과에 좌우되기 때문에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결

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산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가 우수기관이 전년

대비 예산을 1% 이내로 증액이 가능하고 부진한 기관은 1% 삭감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기관

장이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 또한 증대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

편 기관장의 보수기준은 경영성과 및 계약내용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

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권의 교체나 경영부진 등의 이유로 이사회의

해임결의가 가능하므로 임기 내에도 기관장의 교체가 가능하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므로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낮

은 환경이다. 이 때문에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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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부채비율, 기관의 자산규모, 부채비율, 기업연

령, 기관인력규모, 등록규제, 지배구조이다. 유승원(2014)를 고려할 때, 기

업연령, 지배구조를 통제하는 방안이 성과에 연동한 보상의 순효과를 고

려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Farrel(2008)은 이사보수에 미치는 영

향 요인을 통제하고자 자산규모와 부채비율(leverage)을 사용하였다.

공기업 경영진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중 기관의 자산규모는

해당 기관의 자산 총량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민간부문의 연구에서

는 기관의 규모의 측정변수로 주로 기업의 매출량을 사용하나, 공기업의

경우 기관유형 구분 시 자산규모와 직원수로 유형을 분류하므로 기관의

물적 크기인 기관의 자신과 인적 크기인 직원수를 대리변수로 선정하였

다. 자산과 직원수에 대한 자료는 알리오 홈페이지에서 원용하였고, 자산

의 경우 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고유계정과 기금계정의 합산액으로 산출

하였다.

통제변수 중 지배구조와 정부규제로부터의 정부의 개입을 설정하여

공기업 경영진의 성과에 연동된 보상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려고 한다.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성과에 연동한 보상에 상호작

용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등록규제와 지배구조는 정부의

개입을 나타내는 변수이므로 통제변수 중 이들 변수의 독립-종속변수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고려할 것이다. 조절효과는 독립변수

의 관계가 조절변수에 따라 크기 또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뜻하므로

(이학식, 2012: 126), 독립변수와 동일하게 조절변수가 경영진 연봉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상호작용항을 통해 조절변수에 따른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함이다.

구조적으로 기관 내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록규제가 적을수록 역시

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이에 등록규제를 통제변수로 삼았고, 그 중에

서도 이 변수가 조절적 교호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보고자 한다. 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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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및 이사, 감사진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내부 경영보다 외

부의 정치적 요소에 집중하는지를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지배구조 변수의

교호 역할을 볼 것이다. 정부개입을 재정적 부분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네트워크와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계량적 요소의 조절변수를

추가하여 그 영향력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자 한다.

김준철·신현한·장진호(2005)는 이사회구조 중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

수록 경영자보상수준이 낮아지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그룹본부가 성과연

동 경영자보상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김해룡·하치덕(2001)

은 상황적 대리인이론 모형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자보상의 관계를 단순

히 대리인 관계로만 바라본 기존연구를 비판하면서 ‘이사회 통제력’과

‘대리인문제의 정도’가 결합된 상황별로 최고경영자 보상수준 및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사회 통제변수로 최고경영자의

상대적 재직기간, 이사회 의장 겸직여부, 사외이사비율, 사외이사 주식소

유비율, 이사의 보상수준, 이사회 규모, 소유주의 사외이사 비율을 제시

하였다. 또한 대리인 문제의 조절 변수로 최고경영자의 소유지분과 기업

다각화, 국제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사회와 동일하게 감사도 동일한 지배

구조 하에서 논의되고 있다.

4. 변수의 조작화

종속변수인 공기업 경영진의 총 연봉과 성과급여는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별로 세분화된 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스케일을 조정하였다. 종

속변수가 총 6가지의 형태이므로 각 종속변수 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재무성과인 기관별 영업이익 역시 종속변수와 마찬가지

로 백만원 단위로 스케일을 조정하였다. 재무성과 외 나머지 독립변수인

경영평가성과치는 100점 만점 단위로 된 각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 처

리하였으며, 국민체감도 측정치는 고객만족도에서 가중치를 감안한 국민

체감도 측정치만 추출하여 기관별 데이터를 원용하였다. 지배구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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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공기업 경영진의 

총연봉
공기업 경영진 총연봉 보수액

공기업 경영진의 

성과 급여
공기업 경영진 성과급 보수액

독립변수

재무성과

(수익성)
기관별 영업이익

경영평가성과

(효율성)
표준화 경영실적평가 점수

공기업 국민체감도

(공공성)
100점 만점으로 환산

통제변수

경영진 지배구조 정치적 네트워크 밀도를 정규화

등록규제의 수 좌동

부채비율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기관의 자산규모 ln연도말 총자산

기업연령 해당년도-설립년도

기관인력규모 ln총임직원수

공기업더미
준시장형 공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표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는 경영진의 출신배경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외부출신(전문가 그룹 - 교

수, 타회사, 민간기업 출신), 내부출신(자회사, 내부출신), 정치인관료출신

으로 나누어 해당기간 동안의 해당 공기업의 임원진 출신배경을 알리오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분류한 후, 네트워크 밀도를 정규화 하여 세 가지

분류 변수로 가공하였다. 등록규제의 수는 공기업별 해당 등록규제를 규

제포털과 기재부, 해당 공기업 자료를 통해 추출하였고 나머지 변수들은

알리오와 각각의 공기업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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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대상 및 데이터

본 연구는 공기업 성과가 임원진의 보상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

였다. 분석에 필요한 각 변수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서 세부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기재부의 경영평가 편람 혹은 경영평가 결과보

고서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추출 혹은 산출하였다. 규제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는 규제포털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용하였다.

6. 분석방법

공기업 성과에 연동한 보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계패키지 SPSS 23

과 STATA 13을 사용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유의수준은 0.05를

적용하였고, 설명을 위해 0.1 수준도 활용하였다. 빈도분석 혹은 기술통

계량 검증을 통해 기본적인 통계적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후 변수 간 상

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변수들 간 상관수준과 그 방향성을 검증하

였다. 분석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 역시 진단하였다. 최종적으로 독립변수들이 각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 검증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해당 데이터가 패널자료이므로 통계적으로 Pooled

OLS 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보통 패널자료의 추정 편의를 우려하

여 패널보정표준오차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STATA 13을 통해 데이터

의 연도별 차이를 측정한 결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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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다중공선성 검정

1)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초

래하게 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독립변수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ceteris paribus)의 조건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회귀

계수의 신뢰성을 낮추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당 독립변수 간에 존재하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상관분석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의 값으

로 확인한다.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에서 상관관계와 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피어슨 상관계수가 0.7이상으로 높게 나온 변수는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가 0.7을 상회하지 않는

다면 변수 간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여지며, 다중공선성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진다. 상관계수만으로는 다중공선성 문제

를 확인할 수 없다는 신뢰도 문제를 고려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분석팽

창요인(VIF) 지수를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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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관관계 표

　
기관장
총연봉

기관장
성과급

상임감사
총연봉

상임감사
성과급

상임이사
총연봉

상임감사
성과급

재무
성과

경영효율
성과

국민
체감도

자산
규모

부채
비율

기관
업력

인력
규모

등록
규제

기관장
총연봉 1 　 　 　 　 　 　 　 　 　 　 　 　 　

기관장
성과급

.751**
1 　 　 　 　 　 　 　 　 　 　 　 　

상임감사
총연봉

.510**
.268

**
1 　 　 　 　 　 　 　 　 　 　 　

상임감사
성과급 .449**

.737
**

.523
**

1 　 　 　 　 　 　 　 　 　 　

상임이사
총연봉

.649**
.455

**
.459

**
.301

**
1 　 　 　 　 　 　 　 　 　

상임감사
성과급 .654**

.921
**

.320
**

.819
**

.535
**

1 　 　 　 　 　 　 　 　

재무성과 .112 .127 .201
*

.244
**

.187
*

.229
**

1 　 　 　 　 　 　 　

경영효율
성과 .103 .547

** -.052 .632
** -.025 .600

**
.192

*
1 　 　 　 　 　 　

국민체감
도 .155 .171 .154 .241

* .182 .180 .041 -.025 1 　 　 　 　 　

자산규모 .039 .145 .044 .166
* .088 .193

*
.651

**
.218

** .001 1 　 　 　 　

부채비율 -.136 -.062 -.116 -.080 -.102 -.071 -.043 -.010 -.027 .093 1 　 　 　

기관업력 -.191* -.017 -.016 .134 -.055 .017 .036 .150
* .073 .032 .071 1 　 　

인력규모 -.055 .002 .072 .104 .060 .056 .436
** .097 .112 .530

** .060 .584
**

1 　

등록규제 -.001 -.075 -.148 -.065 -.591** -.143 -.117 .033 -.143 -.158* -.080 -.279** -.194**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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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산팽창요인 검정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IF)

를 검정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VIF의 값

이 10을 상회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요인 검정 결

과 해당변수의 VIF값이 10을 넘으면 나머지 독립변수와 다중공선성 문

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에 대한 분산팽창요인의 역수 값이 0.1을

넘어야 한다. 상관관계에서 다소 높게 나온 인력규모와 자체수입액의 경

우 VIF가 역시 높게 나왔지만, 검정 결과 VIF와 역수 모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값을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요인 값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변수들의 VIF 평균값이

10을 크게 상회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한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혹은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얼마나 초래하는지 측정하는 것이 회귀분석의

목적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중요하다(고길곤, 2014). 본 연구에 사

용된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 값의 평균값 역시 3.08로 나타나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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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성 통계량

VIF 1/VIF

재무성과 2.318 0.431

경영효율성과 1.049 0.953

국민체감도 1.268 0.788

자산규모 5.715 0.175

부채비율 3.154 0.317

인력규모 5.663 0.177

기관업력 6.264 0.160

공기업더미 1.425 0.702

등록규제 1.631 0.613

외부전문가출신 3.391 0.327

내부모회사출신 3.054 0.492

정치인관료출신 2.031 0.315

VIF 평균 3.080 　

<표 6> 공선성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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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총연봉

상임이사 
총연봉

상임감사 
총연봉

기관장 
성과급

상임이사 
성과급

상임감사 
성과급

평균 201.50 141.97 135.14 66.57 36.19 32.06

표준편차 55.02 39.88 36.17 60.16 30.83 28.08

최대값 332.89 209.09 214.21 219.81 99.61 99.09

75 
백분위수

240.26 167.70 160.75 113.19 60.67 56.34

중위수 207.90 147.76 140.61 57.97 36.89 35.93

25 
백분위수

167.36 123.69 118.70 0.00 0.00 0.00

최소값 95.60 0.00 0.00 0.00 0.00 0.00

빈도 175.00 175.00 175.00 175.00 175.00 175.00

<표 7>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단위: 백만원

2. 기술통계량 분석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와 분산팽창요인 검정을 통해 다중공선성이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후,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공기업 경영진의 연봉(pay)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한 결과, 총 관측치가 175이며, 각각의 경영진에 대해 총연봉과 성과급의

기술통계량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총연봉의 경우 기관장 평균 총연봉은

2억 1천5백만원이고 상임이사 평균은 1억 4천1백만원, 상임감사 평균은

1억 3천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총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

율은 기관장의 경우 33.0%, 상임이사의 경우 25.4%, 상임감사의 경우

23.7%이다. 표준편차의 경우, 기관장의 성과급이 6천16만원, 총연봉이 5

천5백21만원으로 총연봉과 성과급 모두에서 상임이사와 감사의 경우보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최댓값은 기관장 총연봉이 3억 3천2백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7>와 같다.



- 39 -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평균 482.59 36.83 53.14

표준편차 1,415.81 19.65 8.29

최대값 12,001.60 86.55 91.42

75 백분위수 434.33 46.67 56.28

중위수 150.07 38.73 51.95

25 백분위수 15.46 31.48 48.75

최소값 -1,157.28 0.00 27.78

빈도 175.00 175.00 175.00

<표 8>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단위: 백만원, 점(100점 만점)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재무성과와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는 공기업의 재무제

표와 경영평가 보고서 내의 자료들로 구성된다. 재무성과의 관측치 수는

175이며, 평균 및 표준편차는 482,592천원, 1,415,808천원으로 나타났다.

최솟값은 –1,157,275부터 최댓값은 12,001,599까지 나타났다. 경영효율성

과는 역시 관측치 175이고, 평균 및 표준편차는 36.83, 19.65로 나타났다.

국민체감도도 175개의 관측치를 가지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3.14,

8.29이다. 국민체감도의 최댓값은 91.42, 최솟값은 27.78로 나타났다. 재무

성과가 기관별로 년도별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순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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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관 유

형, 기관의 규모, 부채비율 등이 경영진 연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자산규모가 클수록 기관장 연봉이 높아진다거나, 기관인력

규모가 커질수록 기관장 연봉이 감소하기도 한다(김헌, 2014). 본 연구에

서는 통제변수를 주식상장여부, 공기업더미(기관 유형), 기관자산규모, 부

채비율, 기관인력규모, 기관연령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통제변수의 관측치는 175개이며, 주식상장여부는 평균 0.17, 표

준편차 0.38로 나타났고, 공기업 더미 즉, 기관유형의 경우 평균 0.6, 표

준편차 0.49로 나타났다. 자산규모와 부채비율은 평균이 각각 15.14, 1.4

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자산규모의 경우 1.85, 부채비율의 경우 5.31로

나타났다.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대상기관

자산규모가 편차가 크지 않게 나타났지만, 부채비율의 경우 편차가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최댓값이 69.05까지도 관측되었다. 기관인력규모는

평균 3309.51명, 표준편차 5657.7명으로 나타났다. 최댓값은 28441이며 최

솟값이 57로 가장 작은 인력규모를 보이는 관측치로 잡힌다. 기관연령은

평균 29.57세로 나타났다. 편차가 22.66으로 최솟값 1년에서 최댓값 117

년으로 표준편차는 22.66으로 관측되었다. SOC관련 기업은 연혁이 오래

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측되었고, 상대적으로 연혁이 짧은

기관들은 비교적 신설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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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더미

기관자산
규모

부채비율 기관인력
규모

기관연령

평균 0.60 15.14 1.40 3309.51 29.57

표준편차 0.49 1.85 5.31 5657.70 22.66

최대값 1.00 19.00 69.05
28441.0

0
117.00

75 
백분위수

1.00 16.10 1.50 2336.00 43.00

중위수 1.00 15.36 0.81 1600.00 23.00

25 
백분위수

0.00 13.54 0.33 594.00 12.00

최소값 0.00 11.75 -6.19 57.00 1.00

빈도 175.00 175.00 175.00 175.00 175.00

<표 9-1> 통제변수 기술통계량 - 1 

                   단위: %, 조원, 명, 년 

나머지 통제변수로는 등록규제, 자체수입액, 상임임원비율, 외부전문

가출신비중, 내부모회사출신비중, 정치인관료출신비중이 사용되었다. 이

들 6개의 변수의 관측치가 모두 175개로 관측되었다. 등록규제는 평균

25.43, 표준편차 55.12로 나타났고, 최솟값 4에서부터 최댓값 283로 관측

된다. 상임임원비율은 전체 임직원수 대비 상임임원수를 나타내는데, 평

균은 0.01로 표준편차 0.01로 나타났다. 최댓값은 0.05, 최솟값은 0.00으로

관측되었다. 경영진지배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들로는 외부전문가출신, 내

부모회사출신, 정치인관료출신으로 크게 범주화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외

부전문가출신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52, 0.19로 나타났고, 내부모회

사출신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0.29, 0.17이며, 정치인관료출신의 경우, 평

균과 표준편차가 0.19, 0.12로 각각 나타났다. 조절변수에 대한 나머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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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규제 외부전문가
출신

내부모회사
출신

정치인관료
출신

평균 25.43 0.52 0.29 0.19

표준편차 55.12 0.19 0.17 0.12

최대값 283.00 0.90 0.58 0.57

75 
백분위수

10.00 0.67 0.44 0.25

중위수 4.00 0.53 0.31 0.20

25 
백분위수

4.00 0.38 0.14 0.10

최소값 4.00 0.14 0.00 0.00

빈도 175.00 175.00 175.00 175.00

<표 9-2> 통제변수 기술통계량 - 2

                    단위: 개, % 

술통계량은 다음 <표 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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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중회귀분석

1. 독립변수 투입에 따른 회귀모형 설명력 변화

공기업 성과에 보상이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독립변수인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와 상임이사

진의 보상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둔 모형이다. 독립변수인 성과와 종속변

수인 보상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공기업 성과와 상임이사진의 보상 간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들이 종

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종속변수 별로 회귀식

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설명력을 지닌다. 기관장 총 보수의 

는 0.131로 각 성과에 대한 기관장 총보수액에 대한 설명력은 13.1%라고

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경우  =0.148, 상임감사의 경우  =0.235로 나

타났으며, 이 모형에서는 상임감사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두 종속

변수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공기업 성과인 각 독립변수에 통제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각 변수별로 는 기관장 보수의 경우 0.221, 상임이사의 경우 0.491, 상

임감사의 경우 0.225이다. 모형 1과 달리 상임이사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장의 경우, 모형 1보다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고 상임감

사의 경우에는 모형 1보다 낮게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 2에 등록규제와 지배구조 통제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기관장 총 연봉의 경우 는 0.227로 모형 1,2에 비해 가장 높은 설명력

인 22,7%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로 는 기관장 보수의 경우 0.227, 상

임이사의 경우 0.542, 상임감사의 경우 0.338이다. 상임이사의  값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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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총보수

　
　

기관장 총보수액 상임이사 총보수액 상임감사 총보수액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상수) 86.122**
(39.377)

52.563*
(28.262)

64.653**
(20.538)

재무성과
0.003

(0.003) 0.095 0.004*
(0.002) 0.186 0.004**

(0.002) 0.217

경영효율
성과

1.240**
(0.395) 0.297

0.761**
(0.283) 0.253 0.828***

(0.207) 0.370

국민체감도
1.096*
(0.645) 0.159

0.908*
(0.461) 0.183 0.571*

(0.335) 0.155

/ /
수정된  

0.362/0.131/0.125 0.385/0.148/0.123 0.485/0.235/0.210

F/유의수준 5.037/0.003 5.751/0.001 9.520/0.000

<표 10-1> 모형 1의 회귀분석 결과 - 1

2. 다중회귀분석 결과

1) 경영진 보상과 성과 간 관계

모형 1은 독립변수인 성과(performance)와 종속변수인 보상(pay) 간

단순 관계에 초점을 둔다.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그 중에서도 기관장 총보

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모형 1의 적합도는 F값이 5.037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는 0.131로 나타났다. 이 모형을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총연봉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독립변수인 재무성과와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가 기관장 총연봉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효율성과의 t값이 3.137(p=0.002)로 나타났으며, 국민

체감도의 t값은 1.700(p=0.092)으로 나타나 총연봉에 통계적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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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2) 성과급

　
　

기관장 성과급 상임이사 성과급 상임감사 성과급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상수) -33.676
(39.319)

-22.750
(19.790)

-32.007*
(17.062)

재무성과
.001

(.003)
0.044 .002

(.002)
0.131 .002

(.001)
0.129

경영효율
성과

1.152**
(0.395) 0.279

0.698***
(0.198) 0.327

0.725***
(0.172) 0.388

국민체감도
1.202*
(0.644) 0.176

0.652
(0.322) 0.185

0.759**
(0.277) 0.246

/ /
수정된  

0.337/0.113/0.087 0.414/0.171/0.146 0.492/0.242/0.218

<표 10-2> 모형 1의 회귀분석 결과 - 2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경우와는 달리 상임이사와 상

임감사의 총연봉의 경우, 독립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상임이사의 경우 재무성과의 t값이 1.972(p=0.051), 경영효율성과의

t값은 2.688(p=0.008), 국민체감도의 t값이 1.970(p=0.052)로 나타났으며,

세 독립변수 모두 상임이사 총연봉에 통계적으로 정(+)의 관계를 가진

다. 상임감사의 경우, 재무성과의 t값이 2.348(p=0.021), 경영효율성과의 t

값은 4.009(p=0.000), 국민체감도의 t값이 1.702(p=0.092)로 나타났으며,

역시 세 독립변수 모두 상임이사 총연봉에 통계적으로 정(+)의 관계를

가진다.

기관장 총보수액을 제외하고는 통계적 유의수준에 차이를 보이지만 모

든 독립변수들이 각각의 종속변수인 보수액에 연동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모든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계수와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재무성과는 총보수액에 대한 회귀계수가 0.004로 나타나는 등 미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경영효율성과와 국민체감도의 경우 기관장과 상임감

사 총보수액에서는 국민체감도의 회귀계수보다 경영효율성과가 높게 나

타났고, 이는 경영효율성과의 한 단위가 해당 종속변수에 회귀계수만큼

의 영향력을 더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영효율성과가 각각

의 종속변수인 경영진 총보수액에 연동이 가장 많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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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유의수준 4.258/0.007 6.829/0.000 9.922/0.000

성과급을 종속변수로 놓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기관장 성과급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1의 적합

도는 F값이 4.258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며, 

는 0.113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을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성과급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독립변수인 재무성과와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가 기관장 성과급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효율성과의 t값이 2.918(p=0.004)로 나타났으며, 국민

체감도의 t값은 1.867(p=0.065)으로 나타나 성과급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봉과는 달리 성과급에서 일관적으

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는 변수가 경영효율성과이다. 재무성과가 일반

적으로 성과급에 연동될 것이라 대체로 예상하지만 분석 결과 경영평가

에서도 비계량적 평가를 구성하고 있는 경영효율성과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관장의 경우 경영효율성과의 t값이 2.918(p=0.004), 국민체감도의 t

값이 1.8667(p=0.065)로 나타났으며, 기관장 성과급에 통계적으로 정(+)의

관계를 가진다. 상임감사의 경우, 경영효율성과의 t값은 4.226(p=0.000),

국민체감도의 t값이 2.724(p=0.008)로 나타났으며, 상임감사의 성과급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이사의 경우,

경영효율성과의 t값이 3.521(p=0.001), 국민체감도의 t값이 2.021(p=0.046)

인 것으로 나타나 상임이사의 성과급에 정(+)의 영향을 준다.

결국 모든 종속변수에 있어 경영효율성과와 국민체감도가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를 보았을 때, 역시

성과급에서도 경영효율성과가 국민체감도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은 재무성과인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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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1) 총보수

　
　

기관장 총보수 상임이사 총보수 상임감사 총보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상수) 115.855
(45.765)

　 86.931***
(27.910) 　 45.553

(36.410)
　

재무성과
0.003

(0.004) 0.096 0.005*
(0.003)

0.212 0.005
(0.004) 0.183

경영효율
성과

1.257**
(0.388) 0.301

0.764**
(0.236) 0.243 0.872**

(0.308) 0.262

국민체감
도

1.148*
(0.657) 0.166 0.675*

(0.400)
0.130 0.507

(0.522) 0.092

자산규모 -0.000
(0.000) -0.040 0.000

(0.000)
-0.107 0.000

(0.000) 0.142

부채비율 -4.932
(4.765) -0.128

-2.996
(2.906)

-0.103 -0.535
(3.791) -0.017

인력규모 0.001
(0.002) 0.106

-0.000
(0.001)

0.059 -0.002
(0.001) -0.271

기관업력 -0.733*
(0.405) -0.318

-0.424*
(0.247)

-0.244 0.615*
(0.322) 0.335

공기업
더미

-4.808
(13.035) -0.039 12.944

(7.949)
0.140 -7.643

(10.370) -0.078

등록규제
0.043

(0.107) 0.044 -0.483***
(0.065)

-0.655 -0.099
(0.085) -0.127

/ /
수정된 

 
0.470/0.221/0.146 0.701/0.491/0.442 0.474/0.225/0.151

F/유의
수준 2.963/0.004 10.066/0.000 3.032/0.003

<표 11-1> 모형 2의 회귀분석 결과 - 1

2) 통제변수 투입 시 성과가 보상에 미치는 영향

모형1에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모형2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관장 총보수의 경우 모형2의 적합도는 F값이

2.963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는 0.221로 나타

나 22.1%로 해당 모형이 기관장 총연봉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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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총연봉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자산

규모 부채비율  인력규모 기관연령  공기업

더미등록규제

독립변수인 재무성과와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가 기관장 성과급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효율성과의 t값이 2.338(p=0.001)로 나타났으며, 국민

체감도의 t값은 1.642(p=0.052)으로 나타나 성과급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봉과는 달리 성과급에서 일관적으

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는 변수가 경영효율성과이다. 재무성과가 일반

적으로 성과급에 연동될 것이라 대체로 예상하지만 분석 결과 경영평가

에서도 비계량적 평가를 구성하고 있는 경영효율성과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제변수인 기관자산의 경우 기관장 총연봉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t값 –0.391(p=0.697)로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부채비율의 t값 –

1.188(p=0.238), 기관연령의 t값 –2.33(p=0.022), 기관유형의 t값 –

0.011(p=0.991)로 나타나 모두 해당 종속변수와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중 기관업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영진의 총보수액은 통제변수들을 투입했을 때, 경영효

율성과만이 일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1에 비하여 상임이사

의 경우 재무성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동을 보였고, 국민체감도

성과 역시 상임이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제변수를 투입한 결과 유의

미한 연동의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다.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경우, 기관업

력, 등록규제에 따른 변수가 총 연봉액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규제 변수는 t값이 –3.232(p=.065)로 나타나 상임이사의

총연봉액에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회귀모형은 F값이 10.066(p=.000)

으로 기울기는 0이 아니라는 연구가설을 채택하여 회귀선은 회귀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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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2) 성과급

　
　

기관장 성과급 상임이사 성과급 상임감사 성과급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상수)
-4.554

(47.162)
　

-10.640

(23.092)
　

-29.854

(21.267)
　

재무성과
0.000

(0.005)
0.015

0.003

(0.002)
0.153

0.003

(0.002)
0.186

경영효율
성과

1.156**

(0.400)
0.280

0.695***

(0.196)
0.324

0.715***

(0.180)
0.355

국민체감
도

1.127*

(0.676)
0.165

0.625*

(0.331)
0.176

0.705**

(0.305)
0.212

자산규모
0.000

(0.000)
0.036

0.000

(0.000)
-0.023

0.000

(0.000)
-0.011

부채비율
-4.384

(4.911)
-0.115

-2.951

(2.404)
-0.149

-2.787

(2.214)
-0.150

인력규모
0.000

(0.002)
0.006

-0.000

(0.001)
0.047

-0.000

(0.001)
-0.021

기관업력
-0.404

(0.417)
-0.178

1.796*

(0.91)
-0.206

0.044

(0.188)
0.040

공기업
더미

-4.656

(13.433)
-0.038

8304.13

(7138.80)
0.102

2.992

(6.057)
0.051

등록규제
-0.100

(0.110)
-0.104

-0.128**

(0.054)
-0.255

-0.079

(0.050)
-0.168

/ /
수정된 

 
0.391/0.153/0.072 0.500/0.250/0.178 0.526/0.276/0.207

F/유의
수준 1.882/0.064 3.485/0.001 3.991/0.000

<표 11-2> 모형 2의 회귀분석 결과 - 2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선에 대한 수정된  가 0.221, 0.491,

0.225로 상임이사, 상임감사 기관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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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자산

규모  부채비율 인력규모  기관연령 공기업

더미등록규제

<표 11-2>는 종속변수를 성과급으로 하여 모형1에 통제변수를 추가

하여 모형2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관장 성과급의

경우 모형2의 적합도는 F값이 1.882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는 0.153로 나타나 15.3%로 해당 모형이 기관장 성과급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상임이사 성과급의 경우 모형2의 적합도

는 F값이 3.485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는

0.250로 나타나 25%로 해당 모형이 상임이사 성과급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상임감사 성과급의 경우 모형2의 적합도는 F값이 3.991으

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는 0.276로 나타나

27.6%로 해당 모형이 상임감사 성과급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 모형에서는 상임감사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모형의 회

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재무성과와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가 기관장 성과급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효율성과의 t값이 1.488(p=0.001)로 나타났으며, 국민

체감도의 t값은 1.125(p=0.025)으로 나타나 성과급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봉과는 달리 성과급에서 일관적으

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는 변수가 경영효율성과와 국민체감도이다. 재

무성과가 일반적으로 성과급에 연동될 것이라 대체로 예상하지만 분석

결과 경영평가에서도 비계량적 평가를 구성하고 있는 경영효율성과와 국

민체감도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제변수인 기관업력

의 경우 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t값 0.391(p=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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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당 종속변수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결국 경영진의 성과급여는 통제변수들을 투입했을 때 총보수액과는

달리 경영효율성과와 국민체감도가 기관장 이사, 감사 모두에서 일관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1과 마찬가지로 재무성과에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연동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고, 국민체감도성과는 통제변수

를 투입한 결과 모든 경우에 유의미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봉

과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이사의 기관업력 변수가 성과급여에 대해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종속변수별로 각각

1.882(.064), 3.485(p=0.001), 3.991(p=0.000)으로 기울기는 0이 아니라는 연

구가설을 채택하여 회귀선은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

선에 대한 수정된  가 0.153, 0.250, 0.276으로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

감사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 표 <11-3>은 종속변수를 총연봉으로 하여 모형2에 통제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관장 총연봉의 경우 모형2에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식의 적합도는 F값

이 2.313으로 유의수준 0.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는 0.234로

나타나 23.4%로 해당 모형이 기관장 총연봉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상임이사 총연봉의 경우 이 모형의 적합도는 F값이 9.673으로 유

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는 0.561로 나타나 56.1%로

해당 모형이 상임이사 총연봉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상임감사

총연봉의 경우 모형 적합도는 F값이 2.634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다. 는 0.258로 나타나 26.8%로 해당 모형이 상임감사

총연봉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 모형에서는 상임이사의 설명

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모형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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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1‘) 총보수

　
　

기관장 총보수 상임이사 총보수 상임감사 총보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상수) 71.141
(60.228)

　 8.002
(34.411)

　 99.293**
(49.290) 　

재무성과 0.067
(0.051) 2.008

0.113***
(0.029) 4.533 -0.075*

(0.040) -2.835

경영효율
성과

1.234**
(0.402) 0.296

0.691**
(0.230) 0.219

0.888**
(0.316) 0.267

국민체감
도

1.188
(0.756) 0.172 0.821*

(0.432) 0.157 0.521
(0.594) 0.095

자산규모 0.000
(0.000) -0.037 0.000

(0.000) -0.099 0.000
(0.000) 0.136

부채비율 -3.822
(4.909) -0.099 -1.212

(2.805) -0.042 -2.018
(3.854) -0.066

인력규모 0.001
(0.002) -0.308

0.000
(0.001) 0.059 -0.002

(0.001) -0.266

기관업력 -0.708*
(0.409) 0.105 -0.382

(0.234) -0.220 0.581*
(0.321) 0.316

공기업
더미

-2.133
(13.530) -0.017 16.899**

(7.730) 0.183 -11.449
(10.623) -0.117

등록규제 1.455
(1.138) 1.488

1.947**
(0.650) 2.640

-1.869**
(0.893) -2.397

재무성과
×

등록규제

0.000
(0.000) 2.253

0.000***
(0.000)

5.100 0.000**
(0.000)

-3.550

경영효율
성과×

등록규제

-0.001
(0.008) -0.009 -0.004

(0.005)
-0.068 0.000

(0.007)
0.002

국민체감
도×

등록규제

-0.004
(0.060) -0.007

-0.019
(0.034) -0.046

-0.006
(0.047) -0.015

/ /
수정된 

0.483/0.234/0.133 0.749/0.561/0.503 0.508/0.258/0.160

<표 11-3> 모형 2의 회귀분석 결과 – 3 

총연봉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자산

규모  부채비율 인력규모  기관연령 공기업

더미등록규제외부출신비율내부모회사출신비율

정치인관료출신비율상호작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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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유의
수준 2.313/0.013 9.673/0.000 2.634/0.005

독립변수인 재무성과와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가 기관장 성과급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효율성과의 t값이 8.413(p=0.009)로 나타나, 경영효율

성과만이 유의미성을 보였다. 나머지 상임이사와 감사의 경우에는 경영

효율성과와 국민체감도 성과에서 모두 유의미함을 보였으나, 역시 재무

성과에서는 기관장 성과급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연동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상임이사의 경우 경영효율성과의 t값이 2.782(p=0.001)로 나타났

고, 국민체감도의 t값은 1.333(p=0.052)으로 나타나 성과급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봉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

영진에 대해 성과급에서도 일관적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는 변수가

경영효율성과이다. 재무성과가 일반적으로 성과급에 연동될 것이라 대체

로 예상하지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재무성과가 유의미성을 띠지 못했지

만 상임이사와 감사의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임감사

의 경우에는 t값이 –3.116(p=0.058)로 부(-)의 관계를 가지며, 정(+)의

관계로 나타난 상임이사의 경우에도 베타값을 보았을 때, 경영효율성과

대비 재무성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등록규제 변수가 상임이사의 총연봉에서 t값 3.817(p=0.004)로 나타났

으며, 등록규제가 상임이사 총연봉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임감사의 경우에는 t값이 –4.029(p=0.027)로 부

(-)의 관계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교호항의 역

할을 본 결과, 상임이사 감사의 경우에 교호적 역할이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등록규제는 재무성과와 관련하여 상임이사와 감사의 총연봉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값이 작게 나타나 그 영향력은 작다

고 할 수 있으나 등록규제가 재무성과와의 교호적 역할로 인해 총연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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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2‘) 성과급

　
　

기관장 성과급 상임이사 성과급 상임감사 성과급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상수) -63.026
(61.716)

　 -53.809*
(29.703)

　 -25.503
(28.138)

　

재무성과 0.085
(0.052) 2.586

0.062**
(0.025)

3.610 -0.009
(0.024)

-0.544

경영효율
성과

1.139**
(0.412) 0.276

0.650***
(0.198)

0.303 0.700***
(179.34)

0.348

국민체감
도

1.152
(0.775) 0.169

0.709*
(0.373)

0.200 0.795**
(333.28)

0.239

자산규모 0.000
(0.000) 0.040 0.000

(0.000)
-0.017 0.000

(0.000)
-0.015

부채비율 -2.870
(5.030) -0.075 -1.985

(2.421)
-0.100 -3.120

(2.293)
-0.168

인력규모 0.000
(0.002) 0.004 0.000

(0.001)
0.047 -0.000

(0.001)
-0.013

기관업력 -0.371
(0.419) -0.163 -0.221

(0.202)
-0.186 0.035

(0.191)
0.032

공기업
더미

-0.874
(13.864) -0.007 8.507

(6.673)
0.135 1.849

(6.321)
0.031

등록규제 1.766
(1.166) 1.828

1.201**
(0.561)

2.388 -0.329
(0.532)

-0.698

재무성과
×

등록규제

0.000
(0.000) 3.027

0.000**
(0.000)

4.081 0.000
(0.000)

-0.845

경영효율
성과×

등록규제

0.300
(0.009) 0.004

-0..003
(0.004)

-0.066 -0.001
(0.004)

-0.021

국민체감
도×

등록규제

0.000
(0.061) 0.000

-0.011
(0.030)

-0.040 -0.015
(0.028)

-0.060

<표 11-4> 모형 2의 회귀분석 결과 - 4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등

록규제의 수가 상임이사와 상임감사의 보상에 영향을 주며 특히 재무성

과와 관련하여 다소 미미한 연동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성과급에 대해서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표 11-4>에 그 결과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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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3-1) 총보수

　
　

기관장 총보수 상임이사 총보수 상임감사 총보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상수) -806.387
(1213.043)

　 -1575.127**
(704.406)

　 616.940
(895.154)

　

재무성과 0.004
(0.005) 0.118 0.005**

(0.003) 0.218 0.005
(0.003) 0.204

경영효율
성과

1.241**
(0.394) 0.297

0.724**
(0.229) 0.230

0.820**
(206.36) 0.246

국민체감
도

1.151
(0.704) 0.167 0.660

(0.409) 0.127 -0.143
(0.520) -0.026

자산규모 0.000
(0.000) -0.105 0.000

(0.000) -0.183 0.000
(0.000) -0.172

부채비율 -4.072
(6.303) -0.105

-8.776**
(3.660) -0.301

-1.300
(4.651) -0.042

인력규모 0.001
(0.002) 0.114 0.002

(0.001) 0.247
0.000

(0.001) -0.059

기관업력 -0.792
(0.485) -0.344

-0.542*
(0.282) -0.312

-0.008
(0.358) -0.004

공기업더
미

-3.071
(13.508) -0.025

11.249
(7.844) 0.122

-8.586
(9.968) -0.088

등록규제 0.067
(0.112) 0.068

-0.447***
(0.065) -0.607 -0.122

(0.083) -0.157

외부출신 914.001
(1214.113)

2.382 1693.920**
(705.027)

5.851 -533.956
(895.944)

-1.744

내부출신
932.891

(1236.523) 2.275
1684.628**
(663438.03) 5.446

-398.540
(912.481) -1.218

정치관료
출신

939.690
(1212.895) 1.498 1593.362**

(704.320) 3.367 -576.630
(895.045) -1.152

/ / 0.476/0.227/0.125 0.736/0.542/0.481 0.582/0.338/0.251

<표 12-1> 모형 3의 회귀분석 결과 - 1

/ /
수정된 

 
0.420/0.176/0.068 0.544/0.296/0.203 0.530/0.281/0.186

F/유의
수준 1.624/0.099 3.184/0.001 2.964/0.002

3) 지배구조 투입 시 성과가 보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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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F/유의
수준 2.222/0.017　 8.968/0.000 3.877/0.000

모형 3은 모형2에 지배구조 변수를 추가한 형태로 종속변수인 총연봉

과 성과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모형

3의 기관장 총연봉의 경우 모형2의 적합도는 F값이 2.222로 유의수준

0.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는 0.227로 나타나 22.7%로 해당

모형이 기관장 총연봉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상임이사 총연봉

의 경우 모형2의 적합도는 F값이 10.682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다. 는 0.542로 나타나 54.2%로 해당 모형이 상임이사

총연봉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상임감사 총연봉의 경우 모형3

의 적합도는 F값이 3.877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 는 0.338로 나타나 33.8%로 해당 모형이 상임감사 총연봉의 설명

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 모형에서는 상임이사의 설명력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해당 모형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총연봉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자산

규모  부채비율 인력규모  기관연령 공기업

더미등록규제외부출신비율내부모회사출신비율

정치인관료출신비율

독립변수인 재무성과와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가 기관장 총연봉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효율성과의 t값이 2.137(p=0.043)로 나타나 성과급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변수를

추가한 경우 국민체감도가 종속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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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3-2) 성과급

기관장 성과급 상임이사  성과급 상임감사 성과급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상수) -994.202
(1246.083) 　 -970.206

(595.348) 　 -81.988
(536.006) 　

재무성과 0.002
(0.005) 0.052 0.003

(0.002) 0.192 0.003
(0.002) 0.201

경영효율
성과

1.129**
(0.405) 0.274 0.653***

(0.193) 0.304 0.681***
(0.174) 0.338

국민체감
도

1.010
(0.723) 0.148 0.410

(0.346) 0.115 0.388
(0.311) 0.117

자산규모 0.000
(0.000) -0.103 0.000

(0.000) -0.295 0.000
(0.000) -0.279

부채비율 -2.014
(6.474) -0.053 -4.864

(3.093) -0.245 -4.635*
(2.785) -0.249

인력규모
0.000

(0.002) 0.022
0.001

(0.001) 0.266
0.001

(0.001) 0.218

기관업력 -0.592
(0.498)

-0.260 -0.524**
(0.238)

-0.443 -0.279
(0.214)

-0.252

공기업
더미

-1.783
(13.876) -0.015

6.452
(6.630) 0.102 1.980

(5.969)
0.034

등록규제 -0.074
(0.115)

-0.077
-0.109*
(0.550) -0.216

-0.084*
(0.050) -0.177

외부출신 977.524 2.577 978.930 4.959 78.603 0.425

<표 12-2> 모형 3의 회귀분석 결과 - 2

나지 않았다. 이 모형에서는 일관적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는 변수가

경영효율성과이다. 재무성과가 일반적으로 성과급에 연동될 것이라 대체

로 예상하지만 분석 결과 경영평가에서도 비계량적 평가를 구성하고 있

는 경영효율성과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임

이사의 총연봉은 재무성과가 미미하게나마 연동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로 추가한 지배구조의 외부출신, 내부출신 변수는 상임이사

의 총연봉에서 각각 t값 3.469(p=0.092), –0.011(p=0.991)로 나타나 모두

해당 종속변수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유의수준 0.1에서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났으나 상임이사의 내외부 출신 지배구조는 그들의 연봉에 성

과와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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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182) (595.873) (536.479)

내부출신 1034.956
(1270.203) 2.554 1030.318*

(606.872)
4.885 139.931

(546.381) 0.708

정치관료
출신

1029.824
(1245.932) 1.661 942.196

(595.276) 2.920 31.413
(535.940) 0.104

/ /
수정된  

0.406/0.165/0.054 0.544/0.296/0.203 0.592/0.351/0.265

F/유의수준 1.493/0.141 3.188/0.001 4.098/0.000

종속변수를 성과급으로 하여 모형2에 지배구조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

3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관장 성과급의 경

우 모형2의 적합도는 F값이 1.493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성을 검증하지는 못했다. 는 0.165로 나타나 16.5%로 해당 모형이

기관장 성과급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상임이사 성과급의 경우

모형2의 적합도는 F값이 3.188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다. 는 0.296로 나타나 29.7%로 해당 모형이 상임이사 성과급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상임감사 성과급의 경우 모형2의 적합도

는 F값이 4.098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는

0.351로 나타나 35.1%로 해당 모형이 상임감사 성과급의 설명력을 지니

고 있다고 보고, 이 모형에서는 상임감사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 모형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과급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자산

규모 부채비율  인력규모 기관연령  공기업

더미등록규제외부출신비율내부모회사출신비율

정치인관료출신비율

독립변수인 재무성과와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가 기관장 성과급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효율성과의 t값이 1.198(p=0.002)로 나타나 성과급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두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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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이 모형에서 유의미성을 지니지 못했다. 즉, 이 모형에서는 총연봉

과는 달리 성과급에서 일관적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는 변수가 경영

효율성과이다. 재무성과가 일반적으로 성과급에 연동될 것이라 대체로

예상하지만 분석 결과 경영평가에서도 비계량적 평가를 구성하고 있는

경영효율성과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제변수인 기관업력의 경우 상임이사 성과급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t값 –0.391(p=0.098)로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등록규제의 t값 –

1.188(p=0.08)로 나타나 모두 해당 종속변수와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지배구조의 변수 3가지를 추가시켰으나 해당 변수의 영향력은 상임이사

성과급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내부

출신의 상임이사의 경우 그들 자신의 연봉과 연동이 되어있음을 확인하

였다. 지배구조 데이터 추출 시 6가지 형태의 지배구조 변수로 구성하

였으나, 분석 시 3가지로 범주화하여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범

주화로 묶인 변수들의 설명이 모형에 반영이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만, 회귀분석의 결과로만 보면 내부출신만이 연봉과의 연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한다.

종속변수를 총연봉으로 하여 모형3에 지배구조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관장 총연봉

의 경우 상호작용항 추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F값이 1.645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는 0.284로 나타나 28.4%로 해당 모

형이 기관장 총연봉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상임이사 총연봉의

경우 모형 적합도는 F값이 6.095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다. 는 0.595로 나타나 59.5%로 해당 모형이 상임이사 총연봉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상임감사 총연봉의 경우 이 모형의 적합

도는 F값이 4.169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는

0.501로 나타나 50.1%로 해당 모형이 상임감사 총연봉의 설명력을 지니

고 있다고 보고, 이 모형에서는 상임이사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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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모형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총연봉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자산

규모  부채비율 인력규모  기관연령 공기업

더미등록규제외부출신비율내부모회사출신비율

정치인관료출신비율상호작용항×

지배구조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호항을 모형3에

추가하였다. <표 12-3>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에

서 독립변수인 재무성과와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가 기관장 총연봉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효율성과의 t값이 2.648(p=0.002)로 나타나 성과급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이사의 총연봉

에 대해서도 경영효율성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상임감사의 경우

에는 경영효율성과와 재무성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임감사의 경우

에서 재무성과와 연동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직책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

의아한 점이 있었으나 베타 값을 보았을 때, 재무성과의 상임감사 연봉

에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봉과는 달리 성과급에서 일관적

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는 변수가 경영효율성과이다. 재무성과가 일

반적으로 성과급에 연동될 것이라 대체로 예상하지만 분석 결과 경영평

가에서도 비계량적 평가를 구성하고 있는 경영효율성과에서만 유의미하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성과급의 경우도 이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상호작용

항 투입으로 변수가 많아진 관계로 총연봉이 성과급여를 반영하고 구조

이기 때문에 총연봉의 경우만 <표 12-3>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상임

이사의 연봉은 앞선 결과에서도 확인한대로 지배구조의 영향을 모두 받

으며 국민체감도와 민감하게 이사 연봉에 연동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상임이사의 경우 모든 지배구조 형태에 따라서 국민체감도에 영향을

받아 총연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회

귀계수의 값을 보았을 때 얼마만큼 상쇄되는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 61 -

<표 12-3> 모형 3의 회귀분석 결과 - 3

　
　

기관장 총보수 상임이사 총보수 상임감사 총보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상수)
-1304.751
(1539.878) 　

-1713.411*
(873.780) 　

-1280.110
(1025.409) 　

재무성과
0.013

(0.014)
0.406

0.009
(0.008)

0.357
0.038***
(0.009)

1.441

경영효율성
과

1.285**
(0.415) 0.308

0.784***
(0.235) 0.249

0.918***
(0.276) 0.276

국민체감도
0.831

(0.938)
0.120

0.671
(0.533)

0.129
-0.271
(0.625)

-0.049

자산규모 0.000
(0.000)

-0.278 0.000
(0.000)

-0.264 0.000
(0.000)

-0.070

부채비율
-4.770

(6576.88) -0.124
-8.173**
(3.732) -0.281

-4.163
(4.380) -0.135

인력규모 0.002
(0.002)

0.304 -0.002
(0.001)

0.331 -0.001
(0.001)

-0.118

기관업력
-1.313**
(584.03) -0.570

-0.753**
(0.331) -0.434

0.009
(0.389) 0.005

공기업더미
3.018

(16.700)
0.025

14.219
(9.476)

0.154
11.757

(11.121)
0.120

등록규제 0.110
(0.117)

0.113 -0.425***
(0.067)

-0.576 -0.051
(0.078)

-0.065

외부출신
1430.147

(1545.638)
3.727

1824.204**
(877.049)

6.301
1331.630

(1029.245)
4.349

내부출신 1472.061
(1564.858)

3.591 1816.711**
(837.955)

5.873 1455.602
(1042.044)

4.450

정치관료출
신

1489.178
(1551.126) 2.374

1768.504**
(880.163) 3.737

1401.830
(1032.900) 2.801

경영효율성
과×

외부출신

-46.411
(73.711) -1.723

-50.251
(41.826) -2.472

8.295
(49.084) 0.386

국민체감도
×

외부출신

-460.684*
(252.556) -5.807

-299.424**
(143.309) -5.003

388.613**
(168.178) 6.140

재무성과×
내부출신

-0.000
(0.000) -0.455

-0.000
(0.000) -0.238

0.000***
(0.000) -1.871

경영효율성
과×

내부출신

-47.175
(74.654) -1.753

-49.647
(42.361) -2.445

7.351
(49.712) 0.342

국민체감도
×

내부출신

-465.146*
(251.925)

-7.387 -297.095**
(142.951)

-6.254 396.701**
(167.758)

7.896

상임이사의 총연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상임감

사는 내부출신과 정치관료출신에 재무성과가 영향을 받아 상임감사의 연

봉에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에 재무성과의 회귀계수가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상임이사 기관장 대 상임

감사가 조직 내 서로 견제적 역할을 하는 직책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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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
정치관료출

신

0.000
(0.000) 0.215

0.000
(0.000) 0.119

0.000**
(0.000) 0.705

경영효율성
과×정치관

료출신

-41.855
(74.841)

-0.855 -46.944
(42.467)

-1.271 10.690
(49.837)

0.274

국민체감도
×정치관료

출신

-464.172*
(254.127)

-3.768
-286.261**
(144.200)

-3.080
399.536**
(169.224)

4.065

/ /
수정된 

 
0.533/0.284/0.111 0.771/0.595/0.497 0.708/0.501/0.381

F/유의수
준/D-W 1.645/0.061/1.864　 6.095/0.000/1.774 4.169/0.000/0.975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성과가 경영진 연봉에 어떻게 연동되는가?’

에 대한 연구 질문을 규명하고 ‘공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 경영효율성

과(효율성), 국민체감도(공공성)가 경영진의 연봉에 영향을 미칠 때, 정

부개입과 관련된 통제변수들이 투입되었을 때 성과가 어떻게 연봉에 연

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데이터를 수집해 통계적 기법의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모형은 3가지로 첫째, 모형 1은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성과가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총연봉, 성과급에 어떻

게 연동되어있는지 그 관계에만 초점을 두었고 둘째, 모형 2는 모형 1에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이 종속변수인 각각의 경영진 연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모형 3은 기존 통제변수에 거버넌스 차원에

서의 경영진 지배구조를 통제변수로 더 투입하여 경영진 연봉에 대해 연

동됨을 알아보았다. 모형 2와 3에서는 등록규제와 지배구조의 두 가지

통제변수를 각각 단계별로 투입하면서 이들 변수가 해당 모형에서 어떻

게 경영진 연봉에 성과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공기업의 성과는 수익성, 효율성, 공공성의 측면에서 계

량적 성격의 재무성과, 비계량적 성격의 경영효율성과와 국민체감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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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적 가중치로 설정하였다. 재무성과는 수익성을, 경영효율성과는 효율

성, 국민체감도는 공공성을 대표하는 변수로 조작화하여 측정하였다. 경

영평가제도에서 각각의 가중치를 연도별로 상이하게 놓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 다양한 항목들을 평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기 상

이한 가중치들을 세 가지 수익성, 효율성, 공공성 측면에서 등가적으로

놓고 이 성과들이 경영진 연봉에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그 연동성 크

기에 대해서 보고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성과 변수는 상임기관

장의 재무성과만 제외하면 경영진 총연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관계를 가졌다(모형 1). 반면 경영진 성과급에는 재무성과가 상임기

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모두의 경우에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

지지 못했다(모형 1). 이는 통제변수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재무성과는

상임감사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고, 경영효율성

과만이 일정하게 모든 종속변수의 경우에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

였다(모형 2). 통제변수 중 등록규제가 상임이사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등록규제와 성과의 상호작용항

을 만들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등록규제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쳐 상

임이사의 총연봉과 성과급에 연동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모형 2).

지배구조의 통제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성과에 연동한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을 때, 경영진 총연봉과 성과급 모두에 대해 경영효율성

과는 여전히 일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졌으나,

재무성과와 국민체감도 성과는 상임감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모형 3). 지배구조의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보상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았으나, 외부, 내부, 정치관료 출

신 형태의 지배구조에서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 지배구조 변수가 더미변수가 아닌 전체 경영진 대비 해당 출신 경영

진 비율로 코딩된 변수이기 때문에 각 변수에서 두 가지 지배구조 성격

을 혼재하고 있을 수 있어 각각의 성과에 연동한 보상이 지배구조 형태



- 64 -

상임이사 총보수액

모형1 모형2 모형3

(상수)
52.563*

(28.262)

86.931***

(27.910)

-1575.127**

(704.406)

재무성과
0.004*

(0.002)

0.005*

(0.003)

0.005**

(0.003)

경영효율성과
0.761**

(0.283)

0.764**

(0.236)

0.724**

(0.229)

국민체감도
0.908*

(0.461)

0.675*

(0.400)

0.660

(0.409)

자산규모
0.000

(0.000)

0.000

(0.000)

부채비율
-2.996

(2.906)

-8.776**

(3.660)

인력규모
-0.000

(0.001)

0.002

(0.001)

기관업력
-0.424*

(0.247)

-0.542*

(0.282)

공기업더미
12.944

(7.949)

11.249

(7.844)

등록규제
-0.483***

(0.065)

-0.447***

(0.065)

외부출신
1693.920**

(705.027)

내부출신
1684.628**

(663438.03)

정치관료출신 1593.362**

<표 13> 상임이사 총보수액에 대한 Pooled OLS 모형 추정 결과

에 따른 영향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지

배구조 형태에서 국민체감도와 관련하여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연봉에 유

의미한 부(-)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모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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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20)

adjusted   0.148 0.491 0.542

요약하면,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성과를 등가적으로 경

영진의 연봉에 연동하여 그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보았을 때, 경영진

의 총연봉과 성과급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경

영효율화성과만이 연봉에 연동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모든 성과

에 대해서 경영진의 보상이 연동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연구가설1의

부분적 채택). 이에 대해 후술하겠지만, 성과에 연동된 보상이 경영효율

화 부분 즉, 비계량적 경영평가 항목들에서만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을

1,2군 공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적 성과를 높여야 하는 시장

형, 준시장형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시행했음에도 재무적성과

가 경영진 보상에 연동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정

부개입 즉, 지배구조 형태와 등록규제가 성과에 연동한 보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가설2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연동성을 가짐

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전통관료제에서 벗어나 신공공관리론(NPM)과 정부 재창조론(Reinv-

enting government theory)이 등장하면서 공공기관에도 성과 개념이 도

입되기 시작하였다. 1983년 이후 ‘정부투자관리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

여 사전적 통제를 축소하고 사후적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한 경영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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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공공기관 경영관리의 핵심적 수단이 되었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

가제도는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어 구분된 기관

범주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평가 제도가 30년가량 지속되며 그동안의 평가모형이 개선과 조

정을 통해 적정한 형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국민경제적인 경영성과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평가의 성과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경영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과에 연동한 보상이 적절히 반영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보상으로 성과급을 받는 구조에서 해당기관의 기관평가가 전체적 측

면에서 성과급에 반영되므로 성과 요소 중 하나인 세부적 재무성과가 반

영이 되지 않아도 성과급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

하여 현재 경영평가에서 비중을 5:4:1로 차지하고 있는 수익성, 효율성,

공공성 측면의 성과 항목을 등가로 놓고 각각의 재무적 성과, 경영효율

성과, 대국민 체감도 평가 성과가 경영진 연봉에 연동성을 가지는지를

보았다.

그 결과 경영효율성과와 국민체감도 성과, 재무성과 순으로 경영진

연봉과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1,2군 공기업들이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수여와 이를

통해 총연봉이 결정되므로 상대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쉬운 비계량적 경

영효율성과 제고에 취중하고 있음을 추정해본다.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

업임에도 재무적인 성과를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끌어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부의 경영 효율화 항목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경영진의 입장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이 도입된 이래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도 성과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 동안의 역사를 지닌 경영평가 제도가 계량지표에 해당하

는 재무적 성격의 성과들에 가중치를 많이 두고 시행되어왔다. 이에 여

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계량지표와 경영진 보상간의 연동성이 높을 것

으로 예상하였으나, 계량평가보다 비계량평가 즉, 경영효율화 부분에 경



- 67 -

영진 보상이 연동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영평

가의 가중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비계량평가 성과가 경영진 보상에 연계된다는 것은 정성

적 평가를 수치화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과 항목이

므로 수익성이나 공공성 부분의 경영성과가 아닌 조직 내부의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개념의 초점이 효율화에 맞추어진 것이 경

영평가를 주관하는 정부와 기재부의 경영평가 목표와 부합한다면 현행의

평가제도가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수익성과 공공성 부문 역시 신

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성과의 중요한 가치이므로 효율성 부문이 강조

되고 있는 현행의 평가제도에 대해 이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재무성과 보다 국민체감도 평가 성과에서 경영진 보상과

연동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고객만족도 평가와 함께 시행되는데 고객만족도 평가는 조직 차원에서

고객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유도하여 편향(bias)이 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공공성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신뢰성을 지닌 변수

를 국민체감도 성과로 조작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분석 결과에서처럼 국민체감도 성과가 경영진 보상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에서 국민체감도

가중치를 보다 상향 조정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 측면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로는 성과에 연동한 보상을 경영평가 실적치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 진 것이지만 해마다 진행되는 경영평가의 내용이 같은 항

목으로 지표가 측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내용이 매해 달라지기 때문

에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

다. 성과를 측정한 관측치들이 해당 성과 개념을 과연 제대로 대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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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해마다 동일한 성과를 측정한 것인지 모두 경

영평가제도의 변칙성에서 기인한 문제점이다. 그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

성을 확보하려면 세부적인 평가지표들의 해당 년도 산식의 변화와 개념

정의 등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를 생략하였다. 이 점에서

개념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성과 내용을 대표치로 삼아 분석을 진행했다

는 점에서 결과가 해마다 달라지는 경영평가 성과 개념의 정교함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진의 지배구조의 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영진의

임기를 고려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2012-16년도의 5개년 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경영진 직급별 임기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야 했다. 이에 중심년도가 되는 2014년 기준으로

전후 총 경영진 대비 해당 출신배경의 비율을 지배구조 변수로 삼았다.

추출한 원데이터는 6가지 배경의 지배구조 비율이었으나 분석과정에서 3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지배구조 변수가 모형에서 설명력을 떨어뜨

리게 하는 변수로 작용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경영진의 출신배경이나 지배구조를 고려한다면 경영진의 임기와 출신배

경, 그에 따른 정치적 네트워킹을 고려하는 데이터가 정교하게 추출되어

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성과에 연동한 경영진의 보상이 정부의 개입이

나 지배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조절적 역할을 보는 분

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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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ent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and the

reinventing government theory of deviating from the traditional

bureaucracy, the performance concept was also introduced in the

public domain. After the enactment of the Government Investment

Management and Institution Management Act in 1983,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is taking

place based o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Until now,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was used as the key evaluation policy

measure of business management at public enterprises and board of

directors decide compensation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public enterprises lead to

performance pay based on different performance values and the total

annual income of board of directors - the sum of performance pay

and basic annual income - is decided. This study aimed to analyze

whether the compensation by board of directors connected to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 is being appropriately reflected.

In order to examine the study question 'How does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is connected with the annual income

of board of directors?' and identify how performance is connected

with annual income when the financial outcome (profitability),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performance (efficiency), and the public

sentiment index (public concern) of public enterprises influence the

annual income of board of directors and when the control variables

related to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are inserted, the empirical

analysis of statistical technique was conducted after collecting the

panel data ranging from year 2012 to 2016.

The financial outcome represented profitability,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performance represented efficiency, and the public

sentiment index represented public concern and they were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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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enterprises are evaluated

based on a variety of items with regard to respective weights of year

in the management assessment system, this study focused on how

the performances in the aspects of profitability, efficiency, and public

concern are connected to the annual income of board of directors and

the scale of the conne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xcluding the financial outcome of the

heads of permanent positions, the financial outcome variable, the

management efficiency outcome variable, and the public sentiment

outcome variable wer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total annual income of board of directors (Model 1). On the

other hand, when it came to the performance-related pay of board of

directors, the financial outcome were not in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heads of permanent positions, executive

directors, and permanent inspectors (Model 1). Even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control variables, the financial outcome was in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only with permanent inspectors and only the

management efficiency outcome consistently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in all dependent variables (Model 2). Among the

control variables, registration regulations was in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executive directors only. Also,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regression analysis after creating the interacting item

between registration regulations and performances, the total annual

income and the performance-related pay of executive directors were

found to be connected with each other since registration regulations

influenced the financial outcome (Model 2).

When the effects of the added control variable of governance

structure on the compensation connected to performance were

identified, the management efficiency outcome had consist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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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total income and the

performance-related pay of board of directors but the financial

outcome and the public sentiment index outcome did not hav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excluding permanent inspectors (Model

3).

Eventually,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re was consistent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annual income of board of

directors in the following order: the management efficiency outcome,

the public sentiment index outcome, and the financial outcome. It can

be assumed that the quasi-market style public enterprises are

concentrating on improving the nonmetrical management efficiency

performance since the total annual income is determined through the

presentation of performance-related pay based on management

evalua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tangibly increase the financial

outcome in a short period even for the market style public enterprises

and the quasi-market style public enterprises, board of directors has

no other choice but to consider the measures to enhance the scores

of the items to make the internal management efficient.

Since the nonmetrical evaluation outcome being connected to the

compensation by board of directors is the outcome item comprised of

the management efficiency part of institutions which turned the

qualitative evaluation into figures, the market style public enterprises

and the quasi-market style public enterprises are focusing on making

the inner side of organization efficient rather than improving the

profitability or the management outcome in the public concern sector.

If the performance concept focused on efficiency accords with the

management evaluation objectives by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upervising management evaluation,

it means that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is functioning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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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since the profitability sector and the public concern sector

are important values of the performance insisted by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this point has to be considered with regard to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in which the efficiency part is being

emphasized.

The compensation by board of directors and connection have been

identified to be in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hen it came to

the public sentiment evaluation outcome. The public sentiment index

evaluation is conducted in tandem with the customer satisfaction

evaluation. Since the customer satisfaction evaluation is severely

biased by drawing near-perfect scores from customers on the

organization level, this study conducted the analysis by adjusting the

variable which has the reliability to show the public concern aspect

into the public sentiment index outcome. When these point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since the public sentiment index outcome has

significant relevance to the compensation by board of directors,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public concern aspect of public institutions by

improving the weight of the public sentiment index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targeting public institutions.

keywords : pay for performanc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compensation, annual income of public

enterprise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efficiency outcome,

public senti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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