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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공기업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있어 시장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경

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

만 지속적이고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책 사업으로

인한 부채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의 비난과 우려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층적 대리인 구조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경영진과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을 견제·감독 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관인 이

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사

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

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사회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사회 구조와 기업 성과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사회의 주요 기능이 기업의 경영

진을 통제 및 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사회 운영에 있어 독립

적인 활동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이었으며, 국내의 전력

에너지 분야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이사회의 전문성, 활동요인, 환경요인, 내용요인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수정의결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높은

비상임이사일수록 사업 경제성·재무영향 분석 등의 내부통제를 비

롯하여 경영진에 대한 자문 제공을 통해 경영의사 결정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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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CEO영향력, 정권 영향력, 부채비율 등 대내외 환경요인은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사회 활동요인과 운영의 독립성과의 관련하여서는 가설

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즉, 이사회 보고안건수가 많을

수록 수정의결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이사회 심의시간이 길수

록 수정의결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사회 안건의 정부정책관련성과 운영의 독립성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

이 민주적 대응성 측면에서 정부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견제와 감독이라는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

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이사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임용으로부터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비

상임이사의 선임이 필요하다. 또한 이사회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보고안건 수와 같은 단순한 양적성장에 치중 할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이

사회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기업이사회, 기업지배구조, 비상임이사, 운영의 독립성, 수

정의결률, 패널데이터분석

학 번 : 2017-2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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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기업의 경영방침과 전략에 대

한 방향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 감독하는 법적, 제도적

방법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1)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는 신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이러한 활동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

다는 명확한 명제 아래,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와 상이한 구조 속에서 적

정한 지배구조의 설계와 시행에 있어 극복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복잡하

게 얽혀 있다. 때문에 그 중요성과 함께 관리상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비율 등 재전건전성

악화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

민의 불신과 우려는 날로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을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에도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성과 향상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거수기 이사회 등으로 대변되는 공공기관의 정치

적 운영은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

나로 지목된다. 일례로 K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 때문에 7조원 이상 빚

1) KDl(2008).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에서 인용



- 2 -

이 늘어났고, L공사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사장으로 내려와 정부 대신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추진하다가 15조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남겼다.

이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통한 감시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정부, CEO, 내부경영자의 지대추구

행위에 대해 올바른 경영상의 견제·감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무리한

공적사업과 경영상의 의사결정 착오로 이어져 공공기관의 존립을 위태롭

게 하고, 나아가 정책실패에 따른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공부문 지배구조 문제의 근원은 공공기관 소유권의 주체와 소유권

행사의 주체가 다른데서 출발한다. 즉, 소유권 주체인 국민과 소유권 행

사 주체인 정부간의 관계는 복대리인 구조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하

고, 그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지대추구

로 이어지게 된다.

OECD는 1999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든 이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을 통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에 우리 정부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기본 준거로 활용되는 OECD 공기

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2007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운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근간으로 획

기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공운법의 제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출범

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 틀은 갖추어졌으나,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그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공부

문의 특성에 따라 시장경쟁을 통한 외부관리기제가 결여된 상황에서 공

공기관의 독립성이나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정권의 특수이익만을 위하여

운영되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정부-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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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조에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대리인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한편, 공공부분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있어 시장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기존의 투

입 중심의 관리관행은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등 새로운 관리기준에 의

해 측정하고 평가하는 등 결과중심의 행정개혁으로 변모하고 있다. 비효

율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조직 및 인사개혁을 지속적으로 단행함과 함께,

민영화, 정원축소, 기능조정, 아웃소싱, 재정지출 억제, 고위직의 근무평

정 및 성과급제, 책임운영기관, 규제완화, 고위직의 계약임용제, 서비스기

준의 강화, 성과협약 등 다양한 관리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상

부의 지배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공공분야의 개혁은

요원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중점은 이러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사회의 활동 유형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문

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을 고찰하는데 있다.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기업의 존립과 경영성과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시적인 재무적 경

영성과를 우선으로 하는 민간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구조와 기업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주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가 민간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

만 공기업의 이사회의 특성상 정부·국회 등 정치·환경적 요인에 의해 좌

우되는 측면이 크고, 공기업의 영업이익의 결정구조가 유가, 원료비 등

대외 환경적 요소에 대한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의

사결정을 통해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를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비

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에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연계해서 논의되었던



- 4 -

이사회의 활동성 등이 과연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공기업 이사회 운영상의 정치적 제약 등 민간기업의 환경과는 다른 복

합적인 구조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실증적 연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하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이

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

황이다. 이에 이사회 공기업 이사회의 운영행태를 장기에 걸쳐 세부적으

로 분석하여 운영상의 독립성에 관련이 있는 다층적 영향요인을 밝히고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바람직한 공기업 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운법상의 기관유형 중 공기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여러 공공기관의 유형 중에 본 연구는 공운

법상 이사회 운영 대상 기관인 전체 128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7

개의 전력 분야 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력 분야 공기업은 과거 한국전력공사 단일 체제에서 2001년 전력산

업 구조개편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기관이 자회사로 분할되었

다. 그 후,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조개편

당시 계획되었던 한전의 배전․판매부문 분할이 중단되었고, 이후 현재

의 1개 판매회사, 5개 화력발전사, 1개 원자력발전사의 구조로 이어져 오

고 있다. 전력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 IOT, 스마트그리드, 신산업 확대

등의 이슈로 보다 복잡하고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력산업구조에 관한 명확한 정책방향 없이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전을 비롯한 관련 공기업의 내부 기업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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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측면의 혼란과, 그에 따른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상

의 문제점도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전은 8개의 상장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중 하나로 자본시장에서도 그 규모와 산업적 비중이 지대

하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장기관의 경영성과는 주식시장에서의

기업가치와 주가를 통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경영평가를 통해 상

이한 성격의 기관들과 동일한 시스템과 기준으로 경영성과를 평가받고

있다. 이는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 상장기관의 건전한 운영질서를 교란하

고 궁극적으로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수익성과 공익성의 상충,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경영

자율성과 전문성 침해 등의 복잡한 문제가 내부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

치고 있다.

공공기관은 분류 기준에 따라 그 특징이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공공

기관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기보다 특정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

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공공기관 중에서 이처

럼 가장 기업성이 높고 또한 복잡한 구조의 전력분야 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

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개 발전사는 2011년을 기준으로 경쟁 환

경조성 등을 위한 사유로 인해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

경지정 되었다. 따라서 시간적 범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개년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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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으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대내외 환경요인, 이사회의 활동요

인,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내용요인으로 범주화시켜 독립변수를 설정

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우선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론적 논거를 마

련하고 기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

적이고 합리적인 측정지표를 도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개년에 걸쳐 전력부문 시

장형공기업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기업별 IR자료, 내부보고자료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데이터는 기업별 이사회 개최 횟수 및 시기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과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불균형

패널 형태에 해당한다.

연구의 방법은 변수에 대한 분석과 가설검정을 위해 사용된 변수들의

수준을 탐색하기 위하여 변수별 특성에 관하여 기술통계를 활용한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이사회의 운영과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의 연장선에서 출발하여 상관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사회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엄밀한

측정을 위해서 해당 연구대상기관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분

석을 통해 종단적인 비교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통계 패키지프로그램은

패널데이터 분석에 강점이 있는 STATA를 활용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시

행하였다. 패널데이터 회귀모형 분석은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패널개체의 특성을 고려한 고정효

과모형(Fixed effect model) 을 사용하여 추정편의를 줄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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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1.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론

1) 이사회와 기업지배구조의 관계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다층적 대리인 구조에 기인하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이유로 인해 운영의 비효

율성, 방만경영, 주인 없는 기업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고, 소

유자인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거 여러

정권을 이어오며 공기업개혁을 위한 수많은 시도가 이어져 왔는데, 그

중 가장 진일보한 성과는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기업 본래의 설립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

하게 하기 위해 이전과는 달리 지배구조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

고 있다. 공운법에 따르면 내부지배구조로는 이사회의 독립성, 경영진의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외부지배구조로는 기관 신설심사, 기

능적정성 심사, 경영공시제도, 경영평가 등을 통해 시장기능을 대체하도

록 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내부지배구조인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함께 다층적 대

리인 문제에서 벗어나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공기업

이 그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책무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지배

구조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공기업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

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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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장에서는 내부지배구조의 가장 강력한 기제인 공기업 이사

회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와 함께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기업 이사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을 규율하는 메커니즘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 및 거래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곽채기, 2002). 광의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다양

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와 지배권을 조정·규율하는 제도적 장치 및 운영

메커니즘을 말하며, 협의의 경우는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진을 선임

하고 의사결정과정을 통제하는 체제를 지칭한다.(박경서·조명헌, 2002)

이와 관련하여 나바다(2010)의 선행연구에서는 지배구조란 소유와 경

영이 분리된 기업에 있어서 누가 기업을 경영하고, 기업의 활동에서 발

생하는 수익과 위험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지에 대해 규정하는

법적, 제도적, 문화적 메커니즘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기업에서 자금을

투자한 여러 투자자들이 그러한 투자액에 대한 수익보장을 위해 경영진

들의 기업자원 배분에 대해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감시·감독하고, 경영활

동을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는 1999년도에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살펴

보면 지배구조란 기업의 경영과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경영에서

주주, 경영진, 기타 이해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 메커니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개념정의는 국가별, 연구주체별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역사적·제도적 상황이 각

국가별로 상이한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업

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통한 효율적 기업운영을 위해 기업을 둘러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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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와 견제를 위한 기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3)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기업 지배구조의 형태는 크게 지배주주 모형과 분산형 모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지배주주 모형의 경우 개인, 특정 그룹 또는 특정 조직이 기

업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상당부분 내지는 대부분을 좌지우지

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지칭한다. 이 경우의 지배주주는 이사회를 구성

한다거나 이사회 구성원을 해임할 수도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그러한

지배주주가 지명한 이사회가 바로 그 기업 최고경영자를 지명할 수 있

고, 또 해임할 수도 있게 된다.

반면에 분산형 모형의 경우는 다수의 주주가 각자가 보유한 소수의 의

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 지배구조를 이른다. 기존 이사회는 새로운 이사

회 구성원을 추천하고, 이러한 추천은 다수의 소수주주들에 의해 동의를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형식적으로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를 지명하는

형태이나 실질적으로는 최고경영자가 이사회의 멤버를 선정하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경영진이 기업 지배권을 보유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산형 모형은 미국에서 주로 발달되었고, 이러한

지배구조를 가리켜 ‘강한 경영자, 약한 소유주’로 표현하기도 한다(김용

기, 2006; 이상철, 2007)2).

각국의 기업들은 대부분은 지배주주에 의해서 지배되는 소유구조를 가

2) 지배구조 유형을 각 국가의 역사와 제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한 앵글로색슨 모형과 독일, 일본을 중

심으로 한 라인 모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전자는 기업이 외부 주주에 의해

통제되다 하여 ‘주주자본주의 모형’ 또는 ‘외부자 중심체제’라고 하며 후자는

기업이 내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통제되어 진다고 하여 ‘이해관계자 자본주

의 모형’ 또는 ‘내부자 중심체제’라고도 한다(한국은행, 1999; Keasey &

Wrigh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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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소유구조는 세계적

으로 흔하지 않다. 유럽의 상장기업의 경우 특정의 지배주주가 적어도

25% 이상 의결권을 보유한다거나, 많은 경우는 의결권 과반수까지도 보

유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미 국가의 기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의결권이 광범위하

게 분산되어 있는 지배구조는 일반적이기 보다는 예외적 현상이다(김용

기, 2006). 어느 모형에 따르더라도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장 핵심은 기업

의 관리를 누가 수행하는지의 문제이고, 나아가 이들 관리자는 누구에

의해서 통제되어 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CEO를 비롯한 주

요 의사결정자들을 누가 선발하는지와 이들 경영자들이 과연 누구에 의

해 감시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지가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본요소라고 하겠다(이상철, 2004).

4) 기업지배구조의 내용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는 아래의 <표 2-1>의 내용과 같이 내부 지배구

조와 외부 지배구조로 나눌 수 있다. 내부 지배구조는 주주총회, 이사회,

CEO 및 경영진, 감사 등 내부 업무 집행기관이나 감독기관을 통해서 감

시기능이 이루어지는 내부 통제기구를 지칭한다. 이들 간 견제·균형에

의하여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수행하는 것이 내부 지배구조라 할 수 있

다.

외부 지배구조는 투자자, 자본시장, 채권단, 기업 인수시장 등과 같이

기업 외부의 시장기구를 통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적 통제장치

를 이른다.

내부지배구조는 이사회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외부지배구조는 M&A 등의 자본시장, 금융시장, 노

동시장, 상품시장에 의한 평가 및 퇴출과 기관투자자 등 외부주주의 경

영감시가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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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배구조의 내용

내부지배구조 주총, 이사회, CEO 등 경영진, 감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외부지배구조
투자자 자본시장(정보공시요구), 채권단(신용평가 감시),

기업인수시장(M&A)

<출처 : 조택(2007)>

일반적으로 영미 국가에서는 외부지배구조를,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내

부지배구조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마다 상이한 자

본주의 체제, 시장기구 발달정도, 소유구조, 기업구조 등의 다양한 차이

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령 외부 지배구조로서의 기업 인수시장

은 주식의 소유가 분산되어 있는 효율적인 주식 시장을 전제로 하여 운

영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대체로 발달한 미국에서의 핵심적인 지배구조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적대적인 기업인수 위협을 통해 기업 경영자들의

기업가치 향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때문에 기업인수 시장은 외부

의 주주를 보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금융시장 또한

독일·일본에서 보는 바처럼 국가의 특성에 따라 강력한 경영감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영자 노동시장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교체 위협은 경영자

의 기업가치 증대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퇴출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이는 경영자에 대

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가 지

배구조 관련 제도·규범의 조정자로서 또는 시장 기구에 개입함으로써 일

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이해관계

자 간 권리의무 관계 등 관련된 제반 제도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 직접적인 개입을 단행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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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이론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징

공기업은 주인없는 기업이라는 말로 대변되어 지기도 한다. 또한 기업

의 소유부터 시작하여 의사결정 과정, 규제·감시 등의 수많은 분야에 있

어서 민간기업과는 확연히 구분되어진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기업은 공

공성과 이윤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하기 때문

에 그 과정에서 대리인/복대리인 문제에 따른 비효율성 및 기업 관리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김준기, 2014).

따라서 공기업 지배구조는 민간기업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되

는 다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공기업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들은 공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관리를 정부에

위임하는 구조이며, 정부는 다시금 공기업 경영자를 본인의 대리인으로

두게 되는 복대리인구조(Double Principal-Agent Structure)에 놓이게 된

다. 이러한 복대리인 구조에서 유의할 점은 공기업 주인이 국민이라고는

하지만 이들 국민은 공기업 경영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무임승차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소유의식이 대체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선에서 실제로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의 임직원 또한 국민

의 대리인인 정부의 또 다른 대리인 자격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목적함수는 그 주인의 목적함수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대리인 구조의 중간 영역에 위치

하고 있고, 대리인과 주인의 양자적 입장에 있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을 소유와 경영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 소유 권한이 정부에게 위

임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정부는 공기업의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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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공기업을 경영하는 대리인인 공기업

의 경영진을 구성하고, 공기업의 소유자 또는 감독자 입장을 가지게 된

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본래 주인에 해당하는 국민의 공익이 효율적으

로 달성되어 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 및 통제장치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

다. 때문에 공기업의 관리는 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자율성과

통제의 조화에 관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

로 민간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유의 특징에 해당한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해관계자의 조정

이라고 하는 과제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업 지배구

조를 구성하는 소유, 경영, 감시, 감독의 일련의 기능들이 각각 다른 주

체에 속하여 작동한다는 점이다. 먼저 공기업의 소유는 국민에게, 경영은

정부가 임명하는 임명직 임직원에게, 감독과 감시는 정부의 관련 부처

및 국회, 정치인, 감사원 등에게 주어지게 된다. 반면에 이들 주체들은

서로 다른 목적함수를 가지고 상호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정의 문제는 공기업에 대한 논의 시에 가장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준기(2011)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와 같이 공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불완전한 시장 환경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나

라의 대부분 공기업들은 불완전한 시장구조 하에서 공기업이 갖는 독점

적 직위로 인해 기업 간의 M&A 또는 자본시장 규제 등과 같은 외부지

배구조의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따

라서 민간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제기제가 공공부문의 영역에

서는 작동하지 않게 되고, 정부에 의한 경영자 임면이나 경영목표 및 경

영평가 등과 같은 특수한 외부 지배구조의 설계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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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공운법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오랜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OECD는 2005년도

에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당시

의 기획예산처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필두로 공공기관을 대상으

로 한 경영혁신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2006년도 말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 4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공운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 ‘정부투기관관

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되었다.

OECD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복

잡하게 구성된 소유-책임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일상적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

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내부 지배구조인 이사회 및 감사 기능을 강조하

고 있다. 이사회는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

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해서 이사회에 책임을 부여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사회는 CEO를 임명하거나 해임 할 수 있는 권한

이 부여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배주주로서의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에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사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데 있어 공무원이 이사를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피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을 이사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CEO와 이사 임명 시 임원후보자 추천위원회와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제안한다.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의장과 CEO는 분리하고, 사외

이사를 영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OECD 가이드라

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운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는데 이에 따른 공공기

관 지배구조를 종전과 비교하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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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구   분 종   전 개   편

공공기관
유형분류

유형
분류기준

지분구조, 재정지원 형태 등에
따른 분류
- 투자 산하 민영화 기관

시장성 기준에 따른 분류
-공기업(시장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기금관리형)

외 부
지배구조

정부내
정책결정
기구

이원화: 정투위(투자기관)
정산위(산하기관) 일원화: 공운위

정부감독
체계

기획처: 공기업에 한하여 부분적
경영감독

주무부처: 포괄적 감독

기획처: 경영지침(공기업,
준정부기관)
+ 이행감독(공기업)

주무부처: 지침이행감독(준정부기관)
+열거식 사업감독

기관신설
심사

없음 타당성 심사 제도 신설(운영위)

경영공시 기관별 개별 공시 개별 공시 + 통합 공시

경영평가 평가 주체 이원화: 투자기관 (기획처)
+산하기관(주무부처) 평가 주체 일원화(운영위)

내 부
지배구조

이사회 기관장 중심 체제
이사회 권한 책임 강화
-선임비상임이사, 기관장해임건의권,
-직무평가제 신설

감사 실질적 감사 기능 미약 감사위원회 설치(시장형)
직무평가제 신설

임원인사

임
면
제
청

공
기
업

경영진*: 주무장관
견제진**: 기획예산처 장관

경영진: 주무장관
(상임이사: 기관장)

견제진: 운영위

준
정
부
기
관

경영진: 주무장관
견제진: 주무장관

경영진: 주무장관
견제진: 운영위
* 비상임이사는 운영위 심의 후
주무장관 임명

임원
임기

모든 임원: 3년 임기 차등화(기관장 3년, 기타 2년)
+ 1년단위 연임

주: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출처 : 공공기관 정책자문단 발족식 관련 자료, 2007. 8 ; 이상철(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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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공운법은 우리나라의 공공기

관 지배구조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전기라 평가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공운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중요한 준거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행된 공운법

은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던 공공기관 관리문제를 보다 체계

화하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한편,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

을 가진다. 이러한 공운위는 과거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와 정부산하

기관 운영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구성된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한다. 공

운위의 세부적인 기능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지

정, 지정해제, 변경지정 등 기관의 지정관리를 전담하고 공공기관을 신설

하는 것을 심사하거나, 기존의 기관들의 기능을 재편하거나 조정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그 외에도 공기업 선임비상임이사의 임명, 공기업 준정부

기관 임원의 임명·해임·해임건의, 비상임이사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

적평가,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담당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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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에 관한 이론

1)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는 공운법 제 17조에 의거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사내 상임이사와, 사외의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는 필수 기관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사회에 의한 경영자 견제는 내부 지배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며, 협의의 기업지배구조 개념으로는 이사

회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이처럼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

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지배구조가 민간

기업에 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공기업의 경우는 이사회를 중심

으로 지배구조가 논의된다.

이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구성이란 이사회의 규모 뿐만 아

니라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형태별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사회

규모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수로 측정 가능하고 공운법에 따라 통

상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의 형태는 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분류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측정된다. 이사회의 특징이란 이사의 연령, 학

력, 경험, 경력 등 주요한 배경을 의미한다. 이사회 구조란 위원회 수와

형태, 위원회의 구성방식 등을 이르는 것으로 이사회 조직이 가지고 있

는 다양한 차원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이란 이사회가

행사하는 의사결정 접근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회의시간, 횟수,

CEO와의 의사소통 등 다양한 요소가 측정 대상이 된다. (Zahra &

Pearce, 1989)

이러한 공기업의 이사회의 구조, 역할, 중요성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들을 근거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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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 이론

기업의 조직유형은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

늘날의 일반적인 대기업 조직 유형은 공개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공개기업의 경우는 경영과 위험부담의 경계가 명확히 분리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서는 소유와 경

영의 분리로 인한 여러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잔여지분 위험을 경영자에서 주주로 효율적인 이전을 시키고, 전

문경영인에 의해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여 사회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

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대리인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리인 관계라 함은 특정인 또는 특정한 집단이 자기의 의사결정을 타

인인 대리인(agent)에게 위임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특정한 서비스를 수

행하도록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에, 이 양자 간의 관계를 말한다. 이와 같

은 위임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는 대리인이 주인보다 계약관계를 맺는 분

야의 과업에 관해 훨씬 많은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대리인이 계약관계를 맺은 위임자를 위해 최

선을 다하여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에 있다. 오히려 대리

인은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더 우위에 두고 주인의 이익

극대화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주

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리인이 제대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계의 특

수성으로 인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대리인 문제로 이어지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영자의 주인에 반하는 행위를 통제

하여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는 대리인 비용

(agency cost)이 발생하게 된다.

이사회는 이러한 대리인 문제에서 통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익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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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려는 경영자를 감시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줄

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높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

에서 논의하는 이사회의 역할 중에서는 내부통제가 이사회의 가장 중요

한 역할로 구분된다.

(2) X이론

McGregor(1960)에 따르면 인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해석들을 X이론

과 Y이론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X이론은 요약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은 자기중심적이라는 입장으로 성악설에 가깝게 인간을 해석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X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경제적 욕구를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이라고 제시한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

기중심적이며, 게으르고 일 하기 싫어하는 천성을 지닌다. 또한 자기보존

을 위해 안전을 원하고 변화나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적인 성향을 보인

다.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고 어리석기 때문에 타인의 꾐에 쉽게 넘어

가기도 한다. 또한 인간은 피동적 존재이므로 기계 부속품처럼 취급될

수 있고, 외부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종되어 질 수도 있다

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간의 성향을 바라보는 X이론에 의할 경우,

기업의 관리 측면에서는 경제적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

또한 감독과 통제제도에 있어서 엄격한 방식을 도입하고, 이는 상부의

책임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X이론을 내부지배구조 측면에서 고찰하면 이사회의 통제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외이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정부실패이론

정부의 활동은 개념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방대하고 다양하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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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화 할 수 없는 면이 많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힘들다. 또한 생산 측면

에서 독점적이고 그러한 생산기술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을 띄고 있으

며, 최저선과 종결 메커니즘의 부재 등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용과 수입의 분리에서 오는 비효율성, 관료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되

는 사적목표와 편익을 반영하는 내부성(internality), 파생적 외부효과, 분

배의 불공평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공공성 측면에

서 정부의 활동을 대리 수행하는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

부활동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는 기본적으로 정

부실패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한편 공기업은 외부지배구조가 작동하기 힘든 구조이다. 때문에 이러

한 정부실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지배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만 하는데, 이사회의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이사회의 역할

공기업 이사회는 정부에 의한 간섭을 막고 기업의 자율적 경영체제 구

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 기능

을 수행하고, 집행기능은 기업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분리하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비상임이사를 활용하여 민간

의 전문성을 도입한다. 또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내부 상임이사

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경영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공기업 이사회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합리적인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은 개별 공기업에 있어

서의 대리인 비용을 낮추고 경영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곽채기, 2008).

Johnson, Daily & Ellstrand(1996)는 이사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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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서비스, 자원접근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첫째, 통제기능(control role)은 앞서 살펴본 대리인 이론에서 강조되는

기능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은 경영자에게 위임하는 대신, 이사회에는 경

영자의 의사결정과 그 성과에 대한 의사결정 통제(decision control)를 행

사하게 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낮추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능의 수행은 다음에서 설명할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

다.

둘째, 서비스 기능(service role)은 최고경영자에 조언을 하는 이사회의

기능이다. 이러한 서비스 기능은 관리적 측면에서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

라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셋째, 자원접근 기능(resource dependence role)은 이사회를 통해 경영

자가 기업 성공에 필수적인 자본, 기업 파트너십 등의 필수적인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이다.

3) 이사회의 독립성

(1) 독립성의 의의 및 필요성

이사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통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리인 이론, X이론, 정

부실패 이론 등에 따르면 전략적인 의사결정 및 기업의 관리는 경영자에

게 위임하는 대신, 이사회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적절한 통제

를 행사해서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능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연구나 문헌에서는 이와 같은 이사회의 통제 기능을 가장 근

본적이고 중요한 역할로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전문성을 보유한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함에 따라서, 경영자가 기업의 이

해에 우선하여 자신의 이해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에서는 기

업의 소유주의 이해에 반하는 경영자의 사적 행위를 통제 가능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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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바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가 전제되

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부지배구조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이

사회와 그러한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경영자 통제기능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로부터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사외이사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거론되어진다. 사외이사 제도는

이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회사와 독립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선임하는 제

도를 말한다(박종일, 2006).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에 비해 잔여지분 청구

권자인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는 경영자와 결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사회의 의결은 통상적으로 다수결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사외이사 제도는 1950년대 미국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한 정보공시

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특히 1978년 Lock-heed사의 위법한

정치헌금 및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해 사외이사들에게 감시기능을 부여하

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일찍부터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주

식회사의 발전으로 전문경영인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외이사 제도가

정착되었고, 기업의 주권이 주주에게 있다는 사회적 관념에 연유된 바가

크다. 한편, 한국의 사외이사 제도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경영자

에 대한 감시의 부재로 인해 1998년 ‘유가증권상장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실증법상 제도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는 외부 전문가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경영 감독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증

대를 위한 경영민주화의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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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장치

공공기관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차단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자율책임경영 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나 경영진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사회가 그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

로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운법이 제정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표 2-3>과 같은 이사회제도의 개선이 공운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표 2-3> 이사회제도의 개편

구   분 종   전 개   편

이
사
회
구
성

이사정수
공기업 : 15인
산하기관 : 다양(5인～47인)

15인

비상임이사
비 율

공기업 : 과반수
산하기관 : 다양

과반수

이
사
회
운
영

선 임
비상임이사

-
선임비상임이사제도 도입
* 비상임이사 회의를 소집 주재

이사회 의장
기관장이 겸임
* 일부기관은개별법에따라분리

시장형 : 선임비상임이사
* 비상임이사중기획처장관이임명
기타기관 : 기관장이 겸임

권
한
및
책
임

이사회 권한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
기관장의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

비상임이사의
권한 및 책임

감사요청권, 자료요청권 신설,
직무실적평가제도 도입

<출처 : 조택(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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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의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이 보다 강화된 점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

은 이사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데, 공운법은 그러한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시켰다.

공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사회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

자·출연, 채무보증, 임원의 보수 등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며, 기

관장은 국정감사, 회계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 및 그에 대

한 조치계획, 조치실적 등을 포함, 기타 이사회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 밖에

이사회는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을 요청 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비상임이사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

사회에서의 비상임이사의 비중은 과반수가 넘어야 하며, 이사회 정수는

기관장 포함 15인 이내가 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비상임이사의 권한 및 책임

이 확대되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를 두고, 시장형 공

기업 및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공기업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이

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비상임이사는 감사요청권과 기관장에 대한 해

임건의권을 부여받아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실행력이 강화되었

다. 비상임이사의 권한이 강화된 것과 함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상임이사의 활동 성과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연임 또는 해임과 연결

시키게 되었다.

5) 이사회 독립성의 한계

공운법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과거와는 달리 지배구조의

개혁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공운법의 도입으로 제도적

으로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은 민간기업 수준으로 강화되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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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비상임이사를 선

임하고, 이를 통해 기관의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실

제의 운용에 달려있다.

또한 공기업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에만 국한 된 것이 아

니라 정부로부터의 자율성도 확보하여 국민의 이익까지 보호해야 하는

책무까지 지니고 있는 다층적 대리인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민간기업의 이사회보다 복잡한 구조 속에서 보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홍길표(2012)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과 유형

구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운법의 비상임이사는 기

관 내부의 상임이사가 아닌 자로서, 사외이사보다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민간 기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비상임이사, 특히 소유권과 밀

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무부처 소속의 현직 공무원이나 모기업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 등의 특수관계 기관 임직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비상임이사의 운용은 이사회가 정부로부터의 독립적이고 자율

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비상임이사

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수준의 요건에 준하는

자격으로 인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견제를 강화하고, 정부로

부터는 자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운법 제정을 통한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의 현실적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에 있어서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전문성

과 중립성을 갖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

각도의 실천적 방안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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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공기업의 이사회에 관한 연구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 이사회에 대한 논의는

일반기업의 그것과는 달리 공기업에 국한된 정부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경영공시, 정부경영평가, 외부회계감

사 등 외부 지배구조와 함께 정부의 인사권한 행사, 이사회의 비상임이

사 구성 등 내부 지배구조의 모든 면에서 소유주로서의 정부는 경영의

측면에서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크게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내부지배구조로서의 이사회는 법적·제도적으

로 정부와 분리되어 운영되도록 하였으나, 공운위의 운영 등을 통한 직·

간접적인 압력을 통해서 이사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의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공기업의 활동 전반에 있어 정부의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부라는 요소가 가장

큰 영향 요인임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살펴

본 공기업 내부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

다.

곽채기(2008)는 공기업 이사회의 존재 목적으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을 막고 기업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

기능과 이러한 기관의 경영의사 결정사항을 수행하는 집행기능을 분리시

키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비상임이사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의 집행업무는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수행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임이사를 이사회 구성에 참여시킴으로써 합리적

이고 현실적인 정책결정을 유도하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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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이사회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기업

의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 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기업 이사회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

성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신진영(2013)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정부-경영진·직원의

다층적 대리인 문제를 지니고 있고, 민간기업과는 달리 명확하게 목표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의 대리인으로

서 주무처, 정당 등의 이익에 우선하는 정치화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반

면 시장의 인수 합병 같은 외부 견제와 감시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

문에 이러한 것을 통제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비상임이사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요건에 준하는 자격을 지닌 인사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독립적 사외이사가 다수가 되는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

제하고 감시하고,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격자를 선임하

고 단기교육을 시행하는 등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

조택(2007)은 공운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개혁의 시도에

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오히려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 공공기관이 본래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가능하도록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배구조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

고 있다. 내부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 및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

가 중요하며, 외부지배구조에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성을 대신해주는 제도

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러한 시도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재산권이론 등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소유권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형태는 그대로 두고 개혁을 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고, 대안으로 민영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공기업의 이사회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공기업의 복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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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율성과 책임

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운법의 취지

에 맞게 독립성을 가진 이사회를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배

구조를 형성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 공기업 이사회 운영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사회의 운영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는 주

로 이사회의 활동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이사회의 개최횟수, 서

면의결 비율, 비상임이사 발언집중도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부경

영평가 실적, 매출액, ROE 등과 같은 주요 성과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윤태식(2010)의 연구를 보면 민간기업의 이사회 활동성과 재무적

성과 간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구모형을 공기업의 이사회

활동성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개최횟수, 비상임이사

참석률, 적정안건 처리율 등 8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각각의 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 하였

다. 이에 따르면 서면의결비율과 경영성과와는 부(-)의 관계에 있고, 이

사회 개최횟수와 경영성과는 정(+)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원구환(2006)의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이사회의 구성과 재무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 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사회 정

원수와 매출액, 당기순이익, 총자산이 정(+)의 상관관계에 있고, 민간인

이사의 비율은 ROA, ROE 등 재무성과와 정(+)의 상관성이 있으며, 이

사의 참여비율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일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수연·이호영(2016)이 공기업 지배구조 특성이 경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공기업 사외이사 비율은 경영효율성

과 음(－)의 상관관계로, 사외이사의 재무 전문성은 경영효율성과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가 회계 관련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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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지니거나 회계분야의 교수 등 재무 전문성이 높은 경우 해당 공기

업의 경영효율성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재무 전문가인 사외이사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재무정보를 유용

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재무 전문성이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유승원(2009)의 연구에 의하면 해당 이사회가 전문성을 가지는

경우 경영성과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최

고경영자를 포함하는 이사회의 선정에 있어 업무 전문성과 재무 전문성

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진현·이희섭(2012)은 공공기관의 조직특성에 따라 지배구조가 대리

인비용에 어떠한 영향일 미치는지 초점을 두고 실증 분석을 하였다. 이

에 따르면 비공공성기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에 중

점을 둘 필요가 있는 반면, 공공성기관은 이사회 규모 및 감사의 독립성

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실천

적인 지배구조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임이

사의 선임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 또

한 대리인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 특성별로 2∼4개의 공공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신영길(2012)은 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이사

회의 활동성 및 비상임이사의 전문성과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이사회 개최 횟수, 의결안건 개수, 수정의결 비율, 서면의결 비율

등을 이사회 활동성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비상임이사 참석률, 비상임이

사 발언비율, 비상임이사 전문성 등은 비상임이사 전문성 독립변수로 설

정하였다. 이에 대해 매출액, ROE, 정부경영실적평가 결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이사회의 활동성 변수 중 하나인 이사회 참석률은

ROE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이사회의 활동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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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속변수인 매출액, 정부경영평가 결과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또한 경영성과과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사회의 활동성과 전문성이 높다고

해서 이것이 공기업의 경영성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표 2-4> 공기업 이사회 운영과 경영성과간의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결과

윤태식
(2009)

∙공기업 이사회의 활동성과

경영성과간 상관성 분석

∙이사회 개최횟수는 경영성과에 (+),

서면결의비율은 경영성과와 (-)

∙비상임이사 활동특성은 경영성과 영향

없음

원구환
(2007)

∙지방개발공사 이사회 구

성과 재무성과간의 관계

분석

∙민간인 이사비율이 높을수록 이사회

참여비율이 높으며, 재무성과가 높음

김수연,
이호영
(2016)

∙공기업 지배구조 특성과

경영효율성간의 관계 분석

∙사외이사 비율은 경영효율성에 (-)

∙사외이사의 재무전문성은 경영효율

성에 (+)

유승원
(2008)

∙이사회의 전문성과 경영성

과의 관계 분석
∙이사회의 전문성은 경영성과에 (+)

최진현,
이희섭
(2012)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대

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비공공성기관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대리인 비용에 영향

∙공공성기관은 이사회 규모, 감사의 독

립성이 대리인 비용에 영향

신영길
(2012)

∙공기업 이사회의 활동성/

비상임이사의 전문성과 경

영성과간 상관성 분석

∙이사회 참석률은 ROE에 (+)

∙비상임이사 전문성은 경영성과 영

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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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사회의 주요 기능이 기업의 경영진을 통제 및 감시하는 것이라는 점

에서 공기업 이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이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사회의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신종섭(2014)의 연구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의 증가 시, 이사회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분석하고, 이사회 구조가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독립변수로는 부채

비율, 조절변수로는 이사회 구조인 사외이사비율, 이사회 규모, 종속변수

로는 이사회 활동인 이사회 회의수, 의결안수, 보고건수, 수정의결률로

조작적 정의를 하여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의

결안수와 보고건수에 대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사외이사비율은 부채

비율과 수정의결율의 관계에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이사회 규모가 부채비율과 수정의결율의 관계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보면 10%의 유의수준에서는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이화령(2014)에 의하면 이사회에 대한 경영자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외이사들은 CEO와 연고관계

가 있는데, 그로인해 이들은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행태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건에 반대하는 사외이사는 경질될 가능성이 높고, 감

독적 성격의 안건이 주로 논의되는 시기에는 사외이사 비율이 오히려 떨

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와 같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가 보장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전

제로, 사외이사 인사와 이사회 안건 선정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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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활동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분석하

고 있다.

한편 이상철·정갑수(2013)에 의하면 이사회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7가지 특성을 요인

분석 하고 특성을 분류한 이후, 이사회 중 사외이사 비율과 전체 이사회

에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이사회 독립성으로 조작적

정의를 한 이후 영향분석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 독립성이 높고 경영진 안주 성향이 낮을수록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아

진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5> 이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결과

신종섭
(2006)

∙공기업 부채가 이사회의

활동에서 미치는 영향

분석

∙부채비율은 의결안수 및 보고건수에

대해 (-)

∙사외이사비율, 이사회규모는 부채비율

과 수정의결률의 관계에 (+)

김재훈,
이화령
(2014)

∙이사회에 대한 경영자의

영향력이 이사회의 견제

기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외이사와 CEO의 연고관계는 이사

회의 견제기능에 (-)

이상철,
정갑수
(2013)

∙이사회의 독립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은 이사회의 독립성에 (+)

∙경영진의 안주 성향이 낮을수록 이

사회의 독립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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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연구한계

이사회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사회의 구성

요인, 구조,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이사

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통제기능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

를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논리를 전개하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한 연구에서는 그러한 인과성이 경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리고 이론적 전개와 함께 고려해볼 때, 이사회개최 빈도와 경

영성과의 관계를 실증한 경우 이사회 개최횟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경영

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주인-대리인

이론에서는 이사회 개최 횟수의 증가는 이사회 고유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게 하여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영성과를 포괄하는 기업 가

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기업의 이사회의 특성상 정부·국회 등 정치·환경

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크고, 영업이익의 결정구조가 유가 등

원료비 등 대내외 환경적 요소에 대한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통해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를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따라서 공기업의 이사회는 민간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경영성

과 측면보다 국민-의회-정부-공기업으로 이어지는 복복대리인 구조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도 속에서의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기업

의 주인인 국민의 편익을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기업의 이사회는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에 기반한 경영상의 자율

성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공기업 소유권 행사에 대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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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감시의 역할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기업과 공기업간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점에 착악하

여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의 활동성 등 다양한 독립변수가 이사회의 핵심

기능인 견제·감시 기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사회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간과한 또 다른 영역은 외부 환경에 의

하여 이사회 활동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사회 활동은 고

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이 당면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사회의

특성과 활동이 변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사회 구조와 기업 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많았으나 이사회

활동이 이사회 특성 및 외부요소에 의하여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 연

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간과하였던 이사회 활동에 초

점을 맞춰 연구하고자 한다. 이사회 의결 안건의 성격과 공기업의 대내

외 정치적 환경에 따라 이사회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으로 연구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사회 구조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는 정태적인 관점에 국한되었다는 한계점

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사회 구조를 통해 이사회의 통제 및 감시 기능

을 정태적인 관점으로 살펴본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이사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어떻게 환경변

화와 연계되어 상호작용하는지를 동태적인 관점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을 개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이사회 활동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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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분석의 틀 및 연구가설

1. 연구분석의 틀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는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서 올바른 지배구조 형성을 이루기 위한 논

의를 바탕으로, 실제 여러 다양한 이사회의 특성이 기업의 성과와 이사

회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결국 공기업 이사회의 효과적인 견제·감시 기능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서

는 무엇보다 그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실증적으로 검

증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변수를 정의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로는 이사회의 핵심기능인 견제·감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으로 설정하고, 그 측정지표로 수정의결률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이사회의 전문성, 환경요인, 활동요인, 내용요

인으로 구성하였고, 측정지표로 대통령지지율, CEO영향력, 부채비율, 비

상임이사참석률, 의결안건수, 보고안건수, 심의시간, 정부관련 안건비율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로는 기관 고

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관연령, 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을 틀을 기반으로 도출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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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

통제변수

기관연령

기관규모

종속변수

◦ 전 문 성

◦ 환경요인

- 대통령지지율

- CEO영향력

- 부채비율

◦ 활동요인

- 비상임이사참석률

- 의결안건수

- 보고안건수

- 심의시간

◦ 내용요인

◦운영의 독립성

- 수정의결률

2. 연구가설

공기업의 이사회는 민간의 작동기제와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이사회

활동에 따른 경영성과를 단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잡한

구도와 정치적인 이해관계, 대내외 환경요인의 결합으로 경영성과가 나

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성과를 다룬 연구는 결과에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의 운영상의 핵심인 독립성의 강화와 이

를 통한 견제·감시 기능 자체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이사회 본연의 기

능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에 따른 다양한 이사회의 특성들에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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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

의 개선방향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실증적이고 현실적

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이사회 구조와 기업성과 중심의 정

태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사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동태

적인 관점을 적용하였다. 관련하여 Zahra & Pearce(1989)의 연구에서는

이사회 특성이 이사회의 통제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는 이를 기본적인 이론적 틀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이사회는 거수기라는 표현으로 비난받을 정도로

상정된 의결안건에 대해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이사회의 질적인 성장과 함께 외부적으로는 정부, 내부로는 경영진의 의

사결정을 통제하는 역할이 활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부결, 보류, 조건부가결, 수정의결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수인 수정의결률은 이러한 경우의 심의·의

결 행태를 모두 집계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김수연·이호영(2016)은 사외이사의 재무 전문성이 높은 경우 해

당 기업의 경영효율성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경영의 통제나 감시·감독 기능의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도록 한

다.

[가설 1] 이사회의 전문성이 향상될수록 운영의 독립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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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이화령(2014)에 의하면 사외이사와 CEO의 영향력이 이사회의

견제기능에 부(-)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는 CEO의 영향력이 높

을수록 사외이사 인사와 이사회 안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

써 이사회의 경영감시, 통제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통령지지율은 국정장악력을 의미하고, 통상 정권말

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행정부의 국정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이러한 국가 정책은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기도 하고, 정권

의 영향력에 따라 이사회의 견제 기능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신종섭(2006)은 사외이사비율이 부채비율과 수정의결율의 관계에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는데, 부채비율과 같이

기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커지는 경우 사외이사의 활동성 강화로 수정

의결률과 같은 견제기능의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

경의 변동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대내외 환경의 변동성은 운영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이사회의 CEO영향력이 높을수록 수정의결률에 부(-)의 영향

을 줄 것이다.

가설2-2. 대통령지지율이 높을수록 이사회 수정의결률에 부(-)의 영향

을 줄 것이다.

가설2-3. 기관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수정의결률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윤태식(2010)의 연구에서는 사외이사의 활동성이 높아지면 대리인 이

론에서 말하는 감시기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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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러 연구에서 비상임이사 참석률, 안건 수(보

고안건, 의결안건), 심의시간 등은 이사회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이사회 활동성이 높을수록 운영의 독립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이사회 비상임이사 참석률이 높을수록 수정의결률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3-2. 이사회 보고안건수가 많을수록 수정의결률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3-3. 이사회 의결안건수가 많을수록 수정의결률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3-4. 이사회 심의시간이 길수록 수정의결률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김준기(2011)는 공기업이 갖는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기업 간의

M&A 또는 자본시장 규제 등과 같은 외부지배구조의 통제가 정상적으

로 작동할 수 없고, 정부에 의한 경영자 임면이나 경영목표 및 경영평가

등과 같은 특수한 외부 지배구조를 만드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

라서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명권자인 정부,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

수행실적 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에 순응하게 될 가

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정부 주도의 정책사업의 경우 이사회의 견제기

능을 약화시키고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사회 안건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4] 이사회 안건이 정부정책 관련성이 높을수록 운영의 독립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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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견제·감독의 성과이다.

공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비상임

이사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및 기업의 CEO 및 내부 임직원들의 지대추

구 행위 및 잘못된 정책판단을 견제하여 국민의 복대리인으로서의 임무

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지배구조의 핵심 견제장치이다.

관련해서 신종섭·김현정(2014)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진을 통제·감

시하는 이사회 활동을 강조하면서 이를 측정하는 요소로 이사회의 활동

성을 나타내는 수정의결률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사회 활동성에 관한 측정지표는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 양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사회 활동성의 양적측

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이사회 개최횟수, 비상임이사 참석률, 의결건

수, 보고건수 등이 있다. 둘째, 이사회 활동의 내용적 측면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정의결률이다. 이사회는 안건이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환경에

따라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한다. 이사회 활동의 양적 측

면은 경영진이 주도하는 활동에 해당되며, 이사회 활동의 내용적 측면은

이사회가 주도하는 활동에 해당된다.

김준기(2014)에 따르면 이러한 이사회의 질적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관장에 대한 견제성과를 나

타내는 수정의결 이상의 비중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정의결률

은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과 통제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체제가

구축되는 경우에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이

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를 이사

회 상정안건에 대한 수정의결 이상의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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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1) 전문성

김수연·이호영(2016)은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

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이사회의 전문성은 이사

회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영길(2012)은 이사

회 구성의 전문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면서 세부 측정방법을 제시

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이를 본 연구의 측정지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관료출신 경력 등이 공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전문성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 변수는 본 그 측정 방법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공기업 이사회의 전문성 결여 문제를 보다 유형화하고 계량화하

여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전문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Laurence와 Kenneth(2003)

와 신영길(2012)의 연구를 토대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개인의 전문

성을 종합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으로 갈음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일반적

으로 구성원의 전문성은 조직의 전문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념에 따라 개별 이사들의 경력을 근거로 이사회가 열리는 각 시점별

이사회 구성원의 조합에 따라 전문성을 산정하였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중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비상임이사의 주요 경력

을 토대로 전문성을 판단하였는데, 이는 대상 기관의 상임이사는 공운법

에 의거 해당 기관 출신에서 선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이사회의 견제와 감

독 기능을 토대로 한 운영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배치되는 요인이라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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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의 주요 경력은 <표 3-2>와 같이 6개로 구분하여 이 중 ①∼

⑤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력은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측정하고, ⑥ 범주

에 해당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경력으로 구분하여 측정

하였다. 이처럼 전문성 판단기준으로 6개의 범주로 세부적으로 구분한

것은 관료출신 경력과 함께 학계, 경제계, 전문가 집단으로 확장하는 선

행연구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첫 번째, 관료출신 경력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료 경력이

비교적 유사한 측면이 많은 공기업 경영에서의 전문성 기준이 될 수 있

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비관료 출신 경력 중에서 학계는 경영, 행정,

전기, 전자, 통신 등 관련 학과의 교수 경력과 함께 이러한 분야와 관련

이 큰 연구기관의 경력 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경제계의 경우는 해당

공기업과 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자로서의 경력 등을 포함한다. 마지

막으로 전문가 집단은 연구대상 기관과 관련성이 있는 주요협회, 기관

등의 주요 경력 등을 포함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비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한 것은 5개의 범주에 들지 않는 자로서 언론

인(기자, 방송인 등), 정치인(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군인 등 비전문이

사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관련하여 김준기(2014)에 따르면 공기업 내

부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장의 정치적 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정치권의 정

실임용, 정권별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며, 기관장 및 이사회의 출신배경의

편중성을 지적하여 왔다. 또한 신진영(2014)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경우

종국적인 소유자는 국민이나 국민은 주주와 달리 공공기관에 대해 직접

적인 견제와 감시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가 공공기

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시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명목

상의주인인 국민보다는 주무 부처, 집권 정당 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공기관 운영의 정치화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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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비상임이사 전문성 판단기준

구  분
전문성

비전문성
관료출신 비관료출신

주요경력
①관련 부처 출신
②비관련 부처 출신

③관련 학계
④관련 경제계
⑤전문가 집단

⑥기타 경력6)

신영길(2012)

한편,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비율과 이사회 규모를 그 주된 측정요인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재정 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이사회 구조요인 중

사외이사비율과 이사회 규모를 그 중요 요소로 강조였고(Dowell, 2011),

사외이사비율은 이사회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중요

구조적 변수로 논의되었다.(이동기․조영곤, 2001; Klein, 2002). 그 외에

도 Abrahamson과 Park(1994)는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은 경영활동

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성실하게 공개하고, 회의에 부의된 의결 및 보고

안건에 대한 활동에 있어 기존에 의결한 안건을 수정하는 것과 같이 사

외이사의 역할이 유효하게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진의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

이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는 논리를 검증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공공

기관은 공운법에 의거 사외이사 비율이 제시되어 있어 기업특성에 따른

운영의 변동성이 크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외이사 비율을 독립변

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사회의 구조와 관련하여 또다른 대표 변수로

이사회의 규모를 들 수 있다. Pearce와 Zahra (1992)에 따르면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전략적 상황에 따라 이사회의 규모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즉, 부채비율과 같은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이사회의 규모도 증가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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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schnick과 Moussawi(2004)의 연구에서는 이사회의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경영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가능하며, 이

러한 이사회의 기능으로 인해 경영진의 통제력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여

이사회의 규모의 중요성에 대해 입증한 바 있다. 이처럼 이사회의 규모

는 이사회 활동에 있어 중요한 변수에 해당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이사회 규모는 공운법에 의해 15인 이하로 둘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한국의 공기업들은 약 330여 기관이 그 기능과

규모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경직된 규정으로

인해 큰 변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의 규모와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제외하였다.

2) 환경요인

공기업 이사회의 특성상 정부·국회 등 정치·환경적 요인에 의해 좌우

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정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인 대통령지지율과 내부적으로는 CEO의 참석여부에 따라 개별 이사들

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분석을 하였다.

대통령의 권력은 임기가 지날수록 약화되는 경향이 있고, 의회는 대통

령의 정책 아젠다에 나타난 행정부의 국정우선순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황민섭·김두래, 2013).

이처럼 대통령 집권연차가 늘어날수록 정부의 레임덕 현상은 강해져

국정장악력은 떨어질 것이고, 이는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른 공기업

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권

교체 등을 외부 환경요인이라는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신종섭·김현정(2014)에 따르면 사외이사비율을 증가시키는 경우, 기업이

위험에 처할수록 이사회 활동의 내용적 측면인 수정의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위험이 증가하면 경영진은 이사회에

서 의결 받아야 하는 안건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기업의 업무 진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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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이사회에 추가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등 위험 증가에 따라 의사

결정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관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거나 반대하는 의사결정의 빈도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에 착안하여 부채비율이라는 내부 환경변화

에 따른 분석도 병행하고자 한다.

3) 활동요인

또 다른 독립변수로는 기존의 윤태식(2010), 김준기(2014)의 연구에서

와 같이 이사회의 활동성을 변수화 하여 사용하였다. 공기업의 이사회와

정부경영평가 및 재무적 경영성과 간의 인관관계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

서 사용한 이사회의 활동성에 관한 변수를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회 운영의 독립성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이사회의 경우 서면결의비

율은 거의 없고, 비상임이사 발언집중도는 결측치가 많아서 하위변인에서

제외하였다.

4) 내용요인

정부는 2007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에 대한 주무부서의 간섭을 줄이는 한편,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주

안점을 두고 있다. 동법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총 14개 항목

으로 나눠지는데, 이사회의 중립성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사업 등 공기업

의 자율경영체제를 저해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의결안건을 사업안건과 일상운영 안건으로

분류하였다. 사업안건은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정부정책사업, 고유사업,

해외사업 등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운영안건은 주무부서와 기획재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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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있는 안건과 일반관리 안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의결안건 유형이 정부 관련성이 큰 경우 내부의사

결정과정에는 어떠한 행태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3-2> 이사회 안건 유형

구  분 내         용

심의·의결

사    항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0. 정관의 변경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고사항

1. 국정감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 출처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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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신영길(2012)의 연구에 의하면 공기업의 규모, 조직의 연령 및 기능 등

구조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산정하여 패널회귀모형에서 패널개체의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안정성을 고려

하는 기관 연령 변수와 기관의 규모를 반영할 수 있는 자산규모 변수를

통제변수로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특성은 비율변수와 규모변수로 나타날 수 있는데, 비율변수는

다양한 기업별 특성에 따라 특별한 오류 없이 비교할 수 있지만 규모의

데이터는 기업별 차이로 인한 오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규모변수의 대

표적인 자산규모는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개별 공기업의 경우 특수목

적법인(SPC) 등 다양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기준에 의

할 경우 기관 고유의 특성이 왜곡되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2012년부

터 2017년까지의 별도기준으로 산정한 자산규모를 반영하여 측정의 정합

성을 높였다.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표 3-3>과 같이 2018년 2월 현재 공운법상 시

장형 공기업 중 7개의 전력 공기업이다. 자료 분석 단위는 연구 대상기

업에서 추출한 개별 이사회 운영결과로 6년간(2012∼2017)의 패널데이터

이다.

전체 분석단위는 연평균 약 93회, 총 555개의 이사회 결과이다. 기관별

로는 이사회 규모와 비상임이사 숫자가 가장 많은 한전이 89회로 가장

많은 이사회를 운영하였고 한수원은 68회로 가장 적은 분석 단위를 구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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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연구대상 공기업

기 관 명
기관유형
(주무부처)

임   원
(비상임)

개최횟수 의결안 보고안 설립일

한국남동발전
시장형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9명(5명) 78회 222건 93건 2001. 4. 2

한국남부발전 〃 9명(5명) 76회 249건 97건 2001. 4. 2

한국동서발전 〃 9명(5명) 74회 222건 80건 2001. 4. 2

한국서부발전 〃 9명(5명) 82회 247건 103건 2001. 4. 2

한국수력원자력 〃 13명(7명) 68회 285건 96건 2001. 4. 2

한국전력공사 〃 15명(8명) 89회 247건 63건 1961. 7. 1

한국중부발전 〃 9명(5명) 88회 257건 82건 2001. 4. 2

합 계 73명(40명) 555회 1,729건 614건 -

종속변수는 이러한 개별 이사회 단위별로 부의된 1,729건의 의결안건

에 대해 부결, 수정가결, 조건부 가결 등과 같이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안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바탕으로 경영의사 결

정에 크게 참여한 사안들을 집계하여 분석단위별로 비율변수로 도출하였

다.

독립변수인 전문성, 환경요인, 활동요인, 내용요인은 <표 3-4>와 같이

개별 이사회 운영시점을 기준으로 변수별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자료의 획득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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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에서 제시하는 기업공시 정보를 주된 자료 획득 출처로 삼았다.

이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자료뿐만 아니라 법적

으로 공인된 자료로서 기관별 공식화된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자료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필요한 분석을 위한 각종 회계정보와 기관정보를 포함

하고 있어 유용한 자료출처가 되었다. 반면 알리오에서 공개하지 않는

기관의 이사회 구성원들의 인적자료는 국회법에의 의거 국회로 제출된

각종의 자료, 즉 의원요구에 대한 답변 자료와 질의․문답서를 통해서

획득하였다. 비록 이러한 이사회와 관련 된 국회 자료는 본 연구목적을

위해 작성된 자료는 아니지만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경력과 이사 재직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한 자료원이 되었

다.

수집된 패널데이터는 STATA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변수

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통계 분석을 시행하고,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최적의 분석모형

에 대한 확인은 하우스만 테스트(Hausman test)의 결과를 참고하였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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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변수명 및 변수의 측정수준

구  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측정수준 코 딩

종속변수
운영의
독립성

수정의결률
＊수정의결이상(수정, 부결등) 안건비율

% RR

독립변수

전 문 성 관료, 학계, 재계, 연구기관 등 비율 % PRO

환경요인

대통령 지지율
＊이사회 운영시점의 지지율(한국갤럽)

% CEO

CEO 영향력
＊이사회 불참(0), 참석(1)

- AR

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DR

활동요인

비상임이사 참석률 % ATT

의결안건수 건 NV

보고안건수 건 NR

심의시간 시간 TR

내용요인
정부관련 안건 비율

＊정부정책사업, 운영관리 등
% GR

통제변수 기업특성

자산규모 십원 YE

기관연령 년 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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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패널분석 방법 및 모형

1. 분석방법의 도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에너지 분야의 시장형 공기업 7개

기관의 6년에 걸친 이사회 결과를 은 것으로 시간 순으로 모은 시계열데

이터(time-series data)와 각 시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특성을 모아놓은

횡단면데이터(cross-sectional data)를 합쳐놓은 패널데이터에 해당한다.

이처럼 패널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횡단면 연구에서의 정적인 관

계 추정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발생으로 관찰 가능한 동적인 관계를 동시

에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변동성성까지 연구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패널데이터 분석은 관찰되지 않는 이

질적인 요인을 모형에서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므로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횡단면 연구나 시계열데이터에 비해 더욱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을 지닌 패널데이터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패널데이터의 회귀모형에는 합동(pooled) OLS모형,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 확률효과(random effects)모형 등이 있는데 데이터의 유형

과 성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합동OLS모형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법이지만 OLS 추정에서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기관특성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

음에 따라 나타나는 추정계수 편의로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타나지 않는

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패널 개체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고정모형과

확률모형이 편의를 줄이는데 보다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모형과 확률모형은 패널 선형회귀모형에서 오차항을 어떻게 보는

지에 따라 추정방법이 달라진다. 즉, 고정모형은 회귀식에서의 오차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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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는 반면, 확률모형에서는 이를 확

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하고 있다. 신영길(2012)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두 모형 중 하나의 선택 문제는 개별효과와 독립변수들 사이에

어느정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다. 즉,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는 고정모형이,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는 확

률모형이 보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민인식・최필선(2009)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시행하여 계량경제학적 이론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다. 즉, 귀무

가설인 H0 : cov(x it, u i) = 0 가정이 성립한다면 고정효과 추정량과 확

률효과 추정량이 모두 일치추정량이 되어 추정 결과에 체계적 차이가 존

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이 맞다면 확률효

과 모형이 더 효율적이고, 귀무가설이 틀리다면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

는 것이 타당하다.3)

하지만 고정효과 모형인지 확률효과 모형인지 판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데이터에서의 패널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에

대한 추론(inference)이다.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 개념인 경우는 오차항은 계량적인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

지만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 아니라 특정 모집

단 그 자체인 경우는 오차항은 확률본포를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의 이사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체값은 모집단에서 무작위

로 추출된 표본이 아닌 특정 모집단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에 오차항을 고정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모집단의 개체값 고유특성을 통제하는데 효율적

인 고정모형을 통해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수정의결률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에 따라 수

행한 결과는 p값이 0.42로 0.05보다 작으므로 5%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인

(H0 : cov(x it , u i) = 0)을 기각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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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동안 7개 에너지분야 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의 다양한 요소와 운영의 독립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데이터셋을 구성하였는데 기본적인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식1) 

k : 독립변수 개수(11개, 독립변수 9개, 통제변수 2개)

i : 횡단관측치(7개 기관) t : 시간변수(6개년, 2012년∼2017년)

μ : 오차항(관측불가 오차)  : 교란항(개별효과에 따른 오차)

여기서 i는 횡단관측치를 의미하고 있으며, t는 시간변수를, k는 독립

변수의 수를 나타낸다. 또한 관측 불가능한 변수가 포함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오차는 ()로, 개별효과 (individual-level effect)의 교란항

은 ()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모형을 바탕으로 이사

회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된 <표3-3>의 여러 변수들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3-2> 연구모형

RRit  0  1(PRO)it  2(CEO)it  3(AR)it  4(DR)it  

5(ATT)it  6(NV)it  7(NR)it  8(TR)it 

       9(GR)it  10(YE)it  11(AST)it   (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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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연구 분석결과

제1절 데이터의 특성 및 기초통계

1. 기초통계량 분석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은 이사회 활동결과 중

수정의결률을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연구대상 기관에서 6개년에 걸쳐 시

행한 555건의 이사회 데이터를 표본수로 하였다. 이에 따라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

중 비율변수인 수정의결률의 기초통계량은 평균이 6.1%, 표준편차는

16.2%로 나타나 연구대상 기관들의 평균 및 수정의결률 편차는 타 공공기

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정의결률이 가장 높을 때에

는 상정안건에 대해 10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은 경우는 상

정된 안건 전체에 대해 원안가결 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변    수 N 평균값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 속
변 수

수정의결률 540 0.063 0 0.162 0 1

한편, 수정의결률은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 유형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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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수정의결 유형별 분석결과

연   도

의   결   내   용

의 결
안건수

원 안
의 결

수 정
의 결

수 정
가 결

조건부
가 결

보 류 부 결

건   수
(비  율)

1,729 1,620
109
(6.3%)

41
(2.4%)

43
(2.5%)

21
(1.2%)

4
(0.2%)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건부로 가결한 경우는

84건으로 약 4.9%에 해당하고, 정부협의, 사전설명 등 특정요건을 갖추

어 재상정 하도록 하여 의결을 보류 또는 부결시키는 경우는 25건으로

약 1.4%로 나타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 중 구성요인인 이사회 전문성의 경우 평균값이 65%, 표준편

차는 15%로 나타났다. 이는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문성의 측정을 위해 각각의 이사회 구성원의 경력을 기준으로 개

별 이사회 차수별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분류한 구성원의 비율을 의미

한다. 즉, 관련부처 관료, 비관련 부처 관료, 관련 학계 및 경제계, 에너

지 분야 전문가 집단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로서 평균이 65%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력분야 시장형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은 비교적 높

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상 공기업 중에는 전기판매회사인 한

국전력의 경우 69%에 해당하고, 5개 화력발전회사의 경우 62.6%, 1개의

원자력발전사의 경우 76%로 나타나 원자력발전회사가 대상 공기업 중에

가장 전문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분야 특성상 원자핵공학 등

기술적 이해와 함께 해체, 폐기물 처리 등 안전성 문제 등을 동시에 고

려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분야이다. 때문에 비상임이사의 구성도 그러

한 원자력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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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대상기관의 전문성 측정결과

환경요인으로는 CEO영향력의 경우 평균 0.86, 표준편차는 0.35로 나타

났다. 이는 CEO의 참석여부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으로 CEO의 이사회

참석률이 86%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요인 중 비상임이사 참

석률이 약 93% 인 것을 감안하면 CEO 참석률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통령지지율은 각각의 이사회 개최 시점별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주

간 대통령 지지율을 적용하여 조사한 것으로 전체 이사회 평균 42.8%,

표준편차 16%로 나타나 지지율의 등락폭이 정권별로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의 경우 평균 121%, 표준편차는 23%로 나타났다. 최소값은

74%, 최대값은 164%에 이르는 것으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나타낸다. 에

너지 분야의 공기업은 발전원료에 해당하는 에너지 가격에 직접적인 영

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 유가, 석탄가, LNG가 등의 변동성은 기업 재무

건전성과 직결된다. 대상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08년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 정

책,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

격한 부채비율이 증가된 시점에 해당한다. 이 후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자산매각 등 영업외수익 증가로 부채비율

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기초통계량의 부채비율의 큰

변동성은 연구대상 기업이 직면한 대내외 경영 리스크가 해당 기간동안

상당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분 한 국
전 력

중 부
발 전

동 서
발 전

서 부
발 전

남 부
발 전

남 동
발 전 한수원

내 용 69% 47% 70% 63% 74% 59%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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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활동요인 중 비상임이사 참석률 변수는 92%로 대상기관의

비상임이사 참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결안건 수는 평균

3.1건이고 보고안건 수는 평균 1.1건으로 의결안건 수는 보고안건 수에

비해 약 3배가량 차이가 나타난다. 차수별 심의시간은 평균 1.5시간, 표

준편차는 0.7시간으로 차수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관련 안건비율은 전체 안건에서 정부정책사업 등과 같이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영향력이 있는 경우로써, 평균 27%, 표준편차

33.5%로 시기별로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4-4>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변    수 N 평균값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독

립

변

수

전문성 555 0.650 0.600 0.154 0.000 0.875

CEO영향력 555 0.861 1 0.346 0 1

대통령지지율 555 0.428 0.38 0.16 0.24 0.75

부채비율 555 1.212 1.266 0.23 0.746 1.641

비상임이사
참석률

555 0.927 1 0.115 0.4 1

보고안건수 555 1.106 1 1.249 0 6

의결안건수 555 3.11 3 2.061 0 13

심의시간 555 1.503 1.5 0.706 0 6.5

정부관련
안건비율

537 0.27 0.143 0.335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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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통제변수인 운영기간의 경우 평균이 17년이며, 표준편차는 약 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01년도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의 한국전력공사의 단일체제에서 발전부문을 5개의 화력발전회사와 1개

의 원자력발전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를 제외한 발전회사의 운영기간은 구조개편을 기점으로 하여 동일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의 경우 평균이 약 28.5조원이며, 표준편차는 약 35조원으로

기관별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전국적인 송배전망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사한 규모의 발전회사들과는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표 4-5>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변    수 N 평균값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통
제
변
수

운영기간 555 16.6 14.0 7.2 11.0 35.0

자산규모 555 28,508 9,226 35,076 5,717 106,540

2. 상관관계 분석

변수간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상관계수가 –0.3235로서 절대값이 0.7보다 적으므로 독립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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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독립변수 중 구성요인인 전문성은 부채비율과 1% 이하 수준

에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통제변수인 운영기간, 자산규모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환경요인 중의 CEO 영향력은 대통령지지율, 운영기간, 자산규모와 1%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보고안건수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대통령지지율과 부채비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부채비율과 운영기간, 자산규모와는 부(-)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CEO 영향력과 대통력지

지율은 독립변수 중 가장 큰 상관계수(-0.3235)를 보여주고 있다.

활동요인 중 비상임이사 참석률은 보고안건 수와 5% 이하 유의수준에

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운영기간 및 자산규

모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보고안건 수는 의결안건수 및 시

의시간과 1% 이하 유의수준에서 정(+)의 관계를, 심의시간, 정부관련 안

건비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의결안건 수는 심의시간, 정부

관련 안건비율과의 관계에서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

된다.

수정의결률과 안건당발언수, 심의시간은 1% 이하의 수준에서 유의미

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안건당 발언수는 의결안건수와

1%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대통령지지율, 운영기

간, 자산규모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전체 변수 중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자산규모와 운영기간인

데, 이는 전력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사로 인해 자산규모가 크고

운영기간이 가장 긴 한국전력공사와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고 운영기

간이 짧은 기타 기업들의 특성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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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변수간 Pearson 상관계수

구 분 Y 1 X 1 X 2 X 3 X 4 X 5 X 6 X 7 X 8 X 9 Z 1 Z 2

Y 1 1

X 1 0.070 1

X 2 0.006 0.093 1

X 3 -0.036 -0.169* -0.324*** 1

X 4 -0.018 -0.191* 0.012 0.189*** 1

X 5 -0.002 0.002 0.146* -0.020 -0.055 1

X 6 -0.081* 0.115* 0.122*** -0.082* -0.004 0.100** 1

X 7 0.021 0.050 0.052 -0.054 0.019 0.054 0.286*** 1

X 8 0.195*** 0.133* -0.034 -0.076* 0.053 0.054 0.273*** 0.467*** 1

X 9 -0.078* -0.056 -0.013 -0.052 0.016 -0.043 -0.170*** -0.172*** -0.279*** 1

Z 1 0.058 0.062 -0.191*** 0.028 -0.150*** -0.108** -0.165*** -0.072* 0.061 0.001 1

Z 2 0.046 0.215* -0.132*** -0.027 -0.202*** -0.094** -0.105** 0.010 0.080* -0.022 0.905*** 1

* p<0.1, ** p<0.05,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Y1 : 수정의결률,  X1 : 전문성, X2 : CEO영향력, X3 : 대통령지지율, X4 : 부채비율, X5 : 비상임사참석률,
X6 : 의결안건수, X7 : 보고안건수, X8 : 심의시간, X9 : 정부관련안건비율, Z1 : 운영기간, Z2: 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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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귀분석 결과

1. 수정의결률에 대한 분석결과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수정의결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9개

의 독립변수와 2개의 통제변수를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운영의 독립성을 나타내고 있는 견제와 감사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수

정의결률 변수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의 결과는 구성요인, 환경요인, 활동

요인, 내용요인 중 구성요인과 활동요인의 독립변수에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문성 변수는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정(+)의 관계에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회귀계수 값인 0.1267는 전문성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수정의결률이 0.1267 단위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종속변수인 수정의결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기업 이사회의 전문성 및 활동성이 외

부 비상임이사의 선임과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전문성이 두드러진 이사

회를 둔 공기업의 경우는 감독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박종일

(2006)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과 업무

전문성과 경영성과가 높다는 유승원(2008)의 주장과도 관련성이 있는 결

과이다.

한편 독립변수인 CEO의 영향력은 유의확률 5% 이하 수준에서 유의

미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독립변수 중 대통령 지지율과 부채비율

의 회귀계수 또한 유의확률 5%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 지지율과 부채비율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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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회귀계수가 -0.0014, -0.0628로 수정의결률에 부정적인 방향성을 보

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CEO영향력, 대통령지지율, 부채비율 등 환경요인은

모두 수정의결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CEO

영향력의 경우 회귀계수가 가설과 달리 정(+)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4)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운법에 의거 비상임이

사와 외부 위촉 위원을 중심으로 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이므로, 상대적으로 CEO에 의해 안건에 반대하는

사외이사의 교체와 같은 문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정부의 영향력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지지율과 같은 정치적 환

경은 회귀계수가 부(–)의 방향성을 보임으로써, 정부의 국정장악력이라

는 외부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높을수록 수정의결률은 낮을 것이라는 가

설과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채비율과 수정의결률의 관계에

서는 에너지공기업의 특성상 영업이익 결정구조가 경영효율화, 프로세스

개선 등 관리가능한 항목보다 국제 에너지 가격, 환율 등 관리 불가능한

대외 환경적 요소에 대한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통한 리스크 관리 등 이사회 운영 강화 등이 일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회 활동성 요인 중의 보고안건 수는 수정의결률에 대해 1%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귀계수 값인 –0.020는 이사회의 보고안건 수 1단위가 증가할 때마다

수정의결률이 0.020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사회에서 다루는

4)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

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

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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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중에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아닌 단순보고 위주

의 안건이 많아질수록 경영진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을 요하는 부

문에서의 견제·감독 기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수 있

다. 결국 해당기업 비상임이사의 대부분이 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공운법, 이사회 규정 등 법령·제도의 개선

으로 이사회 운영의 집중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사회의 활

동성 및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시간의 경우 보고안건 수와 의결안건 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수정

의결률에 대해 1%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에

있다. 회귀계수는 0.0632로 심의시간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수정의결률

은 0.0632 단위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의가 충분한 검토와

숙려를 통해 인지된 후에 판단을 할수록 견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게

되어 운영상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사회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비상임이사 참석률과

의결안건 수는 유의확률 5%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중 내용요인에 해당하는 정부관련 안건비율은

5%이내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관련 안건비율은 이사

회 수정의결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관련 안건

비율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회귀계수가 –0.0197로 수정

의결률에 다소 부정적인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본 연

구의 대상기관이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주주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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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종속변수 수정의결률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Fixed Effect

Coef. Std.Err. t P>t 

종속변수 수정의결률

독

립

변

수

전문성 0.1267** 0.0607 2.09 0.037

CEO영향력 0.0194 0.0222 0.88 0.382

대통령지지율 -0.0014 0.0493 -0.03 0.977

부채비율 -0.0628 0.0382 -1.64 0.101

비상임이사참석률 0.0084 0.0648 0.13 0.897

보고안건수 -0.0200*** 0.0060 -3.35 0.001

의결안건수 -0.0044 0.0041 -1.09 0.276

심의시간 0.0632*** 0.0122 5.18 0.000

정부관련안건비율 -0.0197 0.0216 -0.91 0.363

통
제
변
수

운영기간 0.0139* 0.0082 1.69 0.091

자산규모 0.0000 0.0000 -1.56 0.119

절편값 0.0083 0.1280 0.07 0.948

R2

within 0.0803

between 0.2631

overall 0.0003

Prob > F 0.0000

(* : p<0.1,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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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증 및 소결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패널회귀식을 구성하고 연구가설의 기각, 채택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먼저 구성요인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이 수정의결률과 정(+)의

관계를 나타나 <가설 1-1>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수정의

결률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실제 공기업 현장에서

의 이사회 운영 실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사회를 구성하는 전문성이

높은 비상임이사일수록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

한 보다 활발한 논의를 주도하고, 사업 경제성·재무영향 분석 등의 통제

및 경영진에 대한 자문 제공을 통해 경영의사 결정에 많은 개입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진현·이희섭(2012)이 비상임이

사의 선임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환경요인에 있어서는 CEO영향력, 대통령지지율, 부채비율 등 개별 독

립변수와 수정의결률의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2> ‘대내외 환경의 변동성은 운영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를 기각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

만 부채비율은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

상되었으나, 분석결과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경영환경이 나빠지는 경우 공기

업의 특성상 정부정책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 및 경영관리 안건이 상정되

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서 정치적 영향력과 수정의결률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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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성을 갖는 것과 결과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되어 부채비율과 수정

의결률의 관계도 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활동요인에서는 <가설 3-2> ‘이사회 보고안건수가 많을수록 수정의결

률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는 보고안건 수와 수정의결률의 관계가

1%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가설과는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즉, 분석결과 보고안건 수가 많을

수록 수정의결률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정

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실질적인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단순 보고성 안건보다 실질적인 이사회의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

도록 상정안건의 종류와 범위를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김준기(2014)의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사

회 활동성과 관련하여 단순한 안건 수의 증가와 같은 이사회 활동의 양

적측면보다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질적성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편 이사회 심의시간은 수정의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4> ‘이사회 심의시간이 길수록 수정의결률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충분한 심의시간은 안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밀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비상임이사의 집중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활동요인 중 비상임이사 참석률, 의결안건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가설 3-1> ‘이사회 비상임이사 참석률이 높을수록 수

정의결률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와 <가설 3-3> ‘이사회 의결안건

수가 많을수록 수정의결률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는 모두 기각되

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중 내용요인에 해당하는 정부관련 안건비율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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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결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 ‘이사회 안건

이 정부정책 관련성이 높을수록 운영의 독립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민주적 대응성 측면에서

새로운 정권을 장악한 정부조직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최소

화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내부통제의 가장 큰

기능을 가진 이사회라는 제도적·시스템적 장치를 두고 있다. 특히 시장

형 공기업의 경우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해야 하는 상충된 가치

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막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정부정책 사

안의 경우는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법적 책임성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기업의 경우에서는 시장형 공기업의 특성상 각종 정

책사업 등 정부와의 관련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주주가치 실현 등의 시

장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가설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4-8>과 같다.



- 68 -

<표 4-8> 수정의결률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가     설 예상 분석결과 유의미성

[가설 1] 이사회의 전문성이 향상될수록 운영의
독립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가설 2] 대내외 환경의 변동성은 운영의 독
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X X

가설 2-1. 이사회의 CEO영향력이 높을수록 수정
의결률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 (+) X

가설 2-2. 대통령지지율이 높을수록 이사회 수정
의결률에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 (-) X

가설 2-3. 기관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수정의
결률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 X

[가설 3] 이사회 활동성이 높을수록 운영의
독립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일부
유의미

△

가설 3-1. 이사회 비상임이사 참석률이 높을수록 수
정의결률에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 X

가설 3-2. 이사회 보고안건수가 많을수록 수정
의결률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 ○

가설 3-3. 이사회 의결안건수가 많을수록 수정
의결률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 X

가설 3-4. 이사회 심의시간이 길수록 수정의결률
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 ○

[가설 4] 이사회 안건이 정부정책 관련성이
높을수록 운영의 독립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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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

분야의 대표 공기업인 한전과 6개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동안의 555회차 이사회를 대상으로 선행연구와 이사회와

관련된 이론을 토대로 다양한 특성별로 독립변수를 유형화하여 측정하였

고, 이러한 이사회의 유형별 특성이 운영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객

관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성요인, 환경요인, 활

동요인, 내용요인으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매 회차

별 이사회의 특성에 따라 산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수정의결률

을 종속변수로, 4개의 유형별 요인을 독립변수로, 기관연령 및 자산규모

를 통제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확장하였다. 이를 위해 위와 같이 설정

한 변수를 바탕으로 패널 회귀분석 중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시

행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 구성요인에서는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이 이사회의

수정의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정부와 정치권

의 통제를 벗어나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 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

독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요인에서는 CEO영향력, 대통령지지율, 부채비율 모두 이사회의

수정의결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정책 장악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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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지표가 높을 경우 수정의결률의 방향성이 낮아진다는 점은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다루는 본 논문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활동요인에서는 이사회의 보고안건 수는 수정의결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의시간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고안건 수가 늘어나는 양적 성장이 실질적으

로는 각각의 상정안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이사회의 사전검토에

따른 견제와 감독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

로 상정안에 대한 심의시간이 늘어날수록 안건에 대한 집중도를 향상시

키고 심도있는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발굴 등의 긍정적 피드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활동요인 중 비상임이사

참석률, 의결안건 수는 이사회의 수정의결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내용요인으로 정부관련 안건비율 또한 수정의결률에 영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공기업인 본 연구의 대상기관의 경우

막대한 재무리스크를 안고 있는 정부정책 관련 안건에 대해 이사회의 감

시·감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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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먼저 이사회 구성요인으로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이사회 운

영의 독립성에 긍정적인 영향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낮은

정치적 임명의 경우는 직업관료를 통제하고 민주적 대응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공공부문에서 강

화되고 있는 성과주의, 합리주의 등과는 상충되고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라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의 거센 반대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

치적 임용은 근절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체

제 기반 속에서 권한과 책임의 부여로 성과주의, 효율성 등의 긍정적 요

소들은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들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통

제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외부의 정치적인 통제를 배제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또한 복잡한 이해관계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

서 경영진을 통제하고 조언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자격요건이 되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은 선임단계에서 충분히 검증하여

선정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관료 출신이 과도하게 비상임이사

로 선임되는 것은 이른바 관피아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운영의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료출신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경우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랜 기간 근무했던 공공조직문화

속에서 관료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이 짧은 임기의 외부로부터 임명된 경

우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실증한 선행연구(이명석,

2001)와 같이 관료출신은 성과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영진으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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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합리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은 복대리인 구조의 복

합적인 관계에 따라 정부 관료 조직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인

인 국민의 이익 극대화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사회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에 직면한 경우 적절한 통제·감시·감독을 통해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상임이사의 임면권

한은 정부인 기획재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

에 부합하는 비상임이사의 구성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함께 이러한 중립적인 운영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제기되어 온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이 전문성 없는 정치적 임용, 정부에 의한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비롯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사회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부당한 외부의 관리

로부터 기관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할 경우 이사회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내부통

제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이러한 기능을 가장 효율

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구성 측면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사회의 구성요인은 개별 비상임이사

의 특정 성향이 모여 전체 이사회의 특성으로 발현되는 것으로써, 전문

성을 갖춘 비상임이사의 선임은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가장 중요한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활동요인 중 이사회 보고안건 수는 수정의결률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공운법에 따라 심의·의

결사항 및 보고사항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범위는 기관의

이사회 규정에 위임되어 운영되는 현실에 따라 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인 이사회가 경영진의 자율·책임경영을 충분히 보장하되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취지와 회사 자산규모 등을 감안해 의결 및 보고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의·의결 및 보고사항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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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정한 조정을 통해 경영진과 함께 보다 효율적으로 주요사업

및 기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주요 경영 사안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폭넓게 고

민하고 보다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발전적 권한관리가 필요

하다. 이사회 활동성과 관련하여 보고안건의 규모를 늘리는 것과 같이

단순한 양적성장 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성장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활동성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단순보고 위주의 안건보다 실질적인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한정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이

사회 운영의 집중도와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심의시간은 수정의결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은 이처럼 상정된 안건

을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비상임이사 구성, 적정한

범위의 안건 선정을 통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부여와 함께 심도 있는

업무파악을 위한 운영시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시간 제약을 극복하고 심의시간 연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사

회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각종 위원회 제도 운영, 비상임이사 대

상 교육제공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결

과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시간 증가는 견제·감독 기능 강화로 운영상의 독

립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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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계량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사회와 경영성과와의 관계규명 위주였던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한계에

서 벗어나 이사회의 구성, 활동성,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이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견제·균형·감독 기능이 어떠한 양상을 띄게 되는지 동태

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본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관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가 부족하다. 여러 선행연구와 주인-대리인 이론 등을 관련근거로 하였

으나, 선행연구는 공기업 이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치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론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정립단계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에너지 분야의 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4개 시장형 공기업을 비롯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사회 운영의 독

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기업 전체 수준의

연구를 위해서는 기관 유형별 비교 가능한 공통화된 변수를 발굴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기업에 국한하여 7개 기업의 6년간 수

집된 패널데이터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 기관과 기간을 확장하여

추가적인 연구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기업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영향일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그러한 지표들이 민간기업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러한 차이에서 오는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는 등의 입체적인 분석을 시

행하지 못하였다.



- 75 -

넷째, 공기업 이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이사회 운

영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심도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공기업 이사회의 특성상 공익성과 기업성의 양면을

동시에 지닌다는 점에서 각종 계량 지표에 따라 실증분석을 하더라도 수

치로 나타나지 않는 이면적인 요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깊이 있는 질적 연구를 위해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담, 현장자

료조사 등을 통해 실제 공기업 비상임이사들의 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하

는 문제를 파악하고, 각종 이사회에 관한 계량지표에서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던 측정상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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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기업별 이사회 활동 자료]

1.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구 분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성

연 도
이사회
규 모

비상임
이 사

비상임
비율

사외이사
참석률

이사회
개최횟수

회 당
안건수

회 당
심의시간

회당
주요발언

2012 15 8 53% 88% 12 3.9 2.4 4.3

2013 13 7 54% 92% 14 3.1 1.5 2.3

2014 15 8 53% 97% 15 3.4 1.3 1.3

2015 14 7 51% 98% 13 3.4 1.4 1.5

2016 14 8 55% 83% 21 3.7 1.8 2.6

2017 15 8 55% 91% 14 3.4 1.3 0.4

연 도
전 체
안건수

보 고
안 건

(소 계)

의  결  안  건

내  용 유  형

사 업
안 건

운 영
안 건

원 안
가 결

수 정
가 결

조건부
가 결

보 류 부 결
수 정
의결률

2012 47 11 36 16 20 31 4 1 - - 13.9%

2013 44 9 35 16 19 32 2 1 - - 8.6%

2014 51 9 42 13 29 42 - - - - 0.0%

2015 44 13 31 9 22 31 - - - - 0.0%

2016 77 11 66 36 30 53 3 4 6 - 19.7%

2017 47 10 37 17 20 34 1 1 1 - 8.1%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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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구 분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성

연 도
이사회
규 모

비상임
이 사

비상임
비율

사외이사
참석률

이사회
개최횟수

회 당
안건수

회 당
심의시간

회당
주요발언

2012 13 7 52% 88% 14 4.0 1.4 0.6

2013 13 7 55% 95% 11 5.2 1.2 1.3

2014 13 7 55% 90% 10 6.6 1.8 2.2

2015 13 7 54% 90% 9 7.9 2.5 1.8

2016 13 7 54% 91% 11 5.6 1.6 0.8

2017 12 6 54% 94% 13 5.3 1.4 0.7

연 도
전 체
안건수

보 고
안 건

(소 계)

의  결  안  건

내  용 유  형

사 업
안 건

운 영
안 건

원 안
가 결

수 정
가 결

조건부
가 결

보 류 부 결
수 정
의결률

2012 56 13 43 7 36 40 3 - - - 7.0%

2013 57 23 34 8 26 33 1 - - - 2.9%

2014 66 16 50 18 32 46 2 1 1 - 8.0%

2015 71 13 58 31 27 54 2 1 1 - 6.9%

2016 62 14 48 26 22 46 1 1 - - 4.2%

2017 69 17 52 31 21 50 1 - 1 - 3.8%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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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중부발전 이사회

구 분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성

연 도
이사회
규 모

비상임
이 사

비상임
비율

사외이사
참석률

이사회
개최횟수

회 당
안건수

회 당
심의시간

회당
주요발언

2012 8 4 50% 98% 14 4.5 1.2 0.8

2013 7 4 48% 96% 14 3.9 1.1 0.7

2014 8 5 58% 91% 14 4.3 1.5 3.3

2015 8 5 57% 89% 15 3.7 1.9 2.2

2016 9 5 54% 93% 16 3.3 1.6 3.0

2017 8 4 52% 90% 15 3.6 1.4 3.9

연 도
전 체
안건수

보 고
안 건

(소 계)

의  결  안  건

내  용 유  형

사 업
안 건

운 영
안 건

원 안
가 결

수 정
가 결

조건부
가 결

보 류 부 결
수 정
의결률

2012 63 19 44 16 28 41 3 - - - 6.8%

2013 54 7 47 15 32 45 1 - 1 - 4.3%

2014 60 20 40 10 30 37 3 - - - 7.5%

2015 55 14 41 9 32 40 1 - - - 2.4%

2016 53 9 44 19 25 42 - 2 - - 4.5%

2017 54 13 41 16 25 39 - 1 1 - 4.9%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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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동서발전 이사회

구 분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성

연 도
이사회
규 모

비상임
이 사

비상임
비율

사외이사
참석률

이사회
개최횟수

회 당
안건수

회 당
심의시간

회당
주요발언

2012 9 5 56% 90% 12 4.1 1.6 0.3

2013 9 5 56% 100% 11 3.9 1.9 0.0

2014 9 5 56% 80% 14 4.4 1.7 0.1

2015 9 5 56% 93% 11 4.3 1.8 0.2

2016 9 5 55% 92% 13 4.4 1.9 0.1

2017 8 5 60% 89% 13 3.5 1.5 1.1

연 도
전 체
안건수

보 고
안 건

(소 계)

의  결  안  건

내  용 유  형

사 업
안 건

운 영
안 건

원 안
가 결

수 정
가 결

조건부
가 결

보 류 부 결
수 정
의결률

2012 49 16 33 13 20 31 - - 1 1 6.1%

2013 43 14 29 3 26 28 1 - - - 3.4%

2014 61 15 46 8 38 44 2 - - - 4.3%

2015 47 15 32 8 24 30 1 - - 1 6.3%

2016 57 9 48 12 36 46 - 1 - 1 4.2%

2017 45 11 34 10 24 33 1 - - - 2.9%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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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서부발전 이사회

구 분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성

연 도
이사회
규 모

비상임
이 사

비상임
비율

사외이사
참석률

이사회
개최횟수

회 당
안건수

회 당
심의시간

회당
주요발언

2012 9 5 56% 96% 11 4.5 1.5 0.5

2013 9 5 54% 96% 14 4.1 1.2 0.1

2014 9 5 55% 94% 14 4.1 1.1 0.5

2015 9 5 56% 87% 11 5.4 1.2 1.2

2016 9 5 53% 88% 15 4.5 1.3 2.0

2017 9 5 54% 81% 17 3.5 1.5 1.4

연 도
전 체
안건수

보 고
안 건

(소 계)

의  결  안  건

내  용 유  형

사 업
안 건

운 영
안 건

원 안
가 결

수 정
가 결

조건부
가 결

보 류 부 결
수 정
의결률

2012 49 16 33 12 21 28 - 3 2 - 15.2%

2013 57 22 35 8 27 35 - - - - 0.0%

2014 57 15 42 13 29 39 1 2 - - 7.1%

2015 59 19 40 11 29 37 2 1 - - 7.5%

2016 68 15 53 17 36 51 1 1 - - 3.8%

2017 60 16 44 14 30 40 1 1 1 1 9.1%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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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남부발전 이사회

구 분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성

연 도
이사회
규 모

비상임
이 사

비상임
비율

사외이사
참석률

이사회
개최횟수

회 당
안건수

회 당
심의시간

회당
주요발언

2012 8 5 55% 100% 13 4.9 1.7 0.2

2013 9 5 56% 98% 13 4.3 1.6 0.1

2014 9 5 56% 100% 14 4.7 1.8 0.3

2015 8 4 54% 100% 10 5.1 2.0 0.3

2016 8 4 46% 98% 13 4.5 1.7 0.1

2017 8 5 56% 98% 13 3.8 1.7 1.8

연 도
전 체
안건수

보 고
안 건

(소 계)

의  결  안  건

내  용 유  형

사 업
안 건

운 영
안 건

원 안
가 결

수 정
가 결

조건부
가 결

보 류 부 결
수 정
의결률

2012 64 23 41 18 23 37 1 3 - - 9.8%

2013 56 19 37 16 21 31 - 6 - - 16.2%

2014 66 10 56 18 38 54 - - 2 - 3.6%

2015 51 14 37 7 30 34 - 2 1 - 8.1%

2016 59 13 46 12 34 46 - - - - 0.0%

2017 50 18 32 8 24 30 1 1 0 0 6.3%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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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남동발전 이사회

구 분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성

연 도
이사회
규 모

비상임
이 사

비상임
비율

사외이사
참석률

이사회
개최횟수

회 당
안건수

회 당
심의시간

회당
주요발언

2012 9 5 54% 100% 10 6.1 1.3 1.7

2013 9 5 56% 100% 14 3.9 1.3 1.5

2014 9 5 55% 92% 13 5.0 1.4 2.8

2015 9 5 55% 92% 13 3.2 1.1 2.1

2016 9 5 56% 92% 13 3.6 0.8 2.2

2017 9 5 58% 95% 15 3.0 1.0 2.8

연 도
전 체
안건수

보 고
안 건

(소 계)

의  결  안  건

내  용 유  형

사 업
안 건

운 영
안 건

원 안
가 결

수 정
가 결

조건부
가 결

보 류 부 결
수 정
의결률

2012 61 19 42 15 27 42 - - - - 0.0%

2013 55 17 38 13 25 36 - 2 - - 5.3%

2014 65 22 43 12 31 39 1 3 - - 9.3%

2015 42 14 28 9 19 25 - 2 1 - 10.7%

2016 47 11 36 8 28 36 - - - - 0.0%

2017 45 10 35 12 23 32 - 2 1 - 8.6%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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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of the public enterprise

Yoo, Seung Bo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making efforts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by applying market principles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institutions. However, despite persistent

and diverse attempts, public criticism and concern have been

increasing day by day due to the increase in debt arising from

government-led projects.

This is caused by the agency problem that arises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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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tier agent structure. Therefore, internal control mechanism,

which is capable of checking and supervising the stakeholders such

as corporate management and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function

well for the public interests as fundamental solution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diagnose the problem through various empirical

analysis and to figure out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guarante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hereafter BOD).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on the BOD mainly focus on its

composition and relevance to corporate performance. However, given

that its main functions include controlling and monitoring corporate

management,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BOD activities need

to be carefully assessed.

Panel data analysis that covers a six-year period from 2012 to 2017

and includes public companies in the domestic power energy sector is

used for this study.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expertise, activity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content factors of the BOD agenda,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atio of resolution amendments.

The followings are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expertise of BOD members and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It was

confirmed that non-executive directors with higher professionalism

te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management decision-making through

internal control of business economics and financial impact analysis,

as well as advising management.

Second, internal factors such as CEO influence, political influence,

and debt ratio have no influence on the independence of the B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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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contents of the hypothesis were partially adopted in

relation to the activity factors of the BOD and the independence of

the operation. In other words, the more greater the number of reports

on the BOD, the more negative the impact on the rate of revision,

and the longer the deliberation time of the BOD, the more positive

the effect of revision rate.

Finally,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government policy relevance to the BOD agenda and the independence

of the BOD. This is the result of the good functioning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at operating surveillance and supervision carried out

by the BOD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policy projects in terms of

democratic responsiveness of the public sector.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appoint non-standing directors with

expertise excluding political appointments in order to operate a

desirable board based on independence. In addition, regarding the

activities of the BOD, it is not necessary to concentrate on simple

quantitative growth, such as the number of reports. If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to qualitative growth can be expected,

substantial improvement in the role of the board will be expected

keywords : public enterprise’s board of directors, corporate

governance, nonexecutive director, operational independence, the

ratio of resolution amendments, panel data analysis

Student Number : 2017-2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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