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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공기관은 효율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와 국민후생증

진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자 국가와 국민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활동

하며 공공기관의 조직과 규모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점점 커지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인 공공기관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신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들을 기관

장으로 임명한다. 정부 각료들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정책을 수립하

는 역할을 한다면, 공공기관장들은 국민과 가까운 위치에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소유와 공공기관의 경영으로 운영되는 복대리인 구

조로서 시장에서 독점성을 보장받고 치열한 경쟁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제도와 방만 경영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공공기관의 성장과 발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경영시스템, 조직

운영, 전문성강화 등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최고경영자인 기관장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장의 낙하

산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

에 임원자격기준 소위원회를 두어 공기업 임원의 자격 요건 검증을 강화

하였다.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의 낙하산 인사

의 실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특성이 경영성과 측면이 아닌 기업의

경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예산의 확장성을 분석하기 위해 예산의 전년대비 변동액을 기준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2018년 기준 총 338개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

업 15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위탁집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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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 77개 총 12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

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리인 비용이 발

생한다는 주인-대리인 이론, 지대추구행위로서의 전관예우, 조직에 필요

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다른 기관(상급기관)과 의존적 관

계를 형성한다는 자원의존이론을 근거로 기관장의 특성이 예산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관장의 지역적

유대관계가 예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지역

적 유대관계를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처 장관과의 동향 여부를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예산의 톱니바퀴현상에 따라 예산의 편성액과 집

행액의 차이가 없음을 가정하여 결산액을 기준으로 변수를 설정하였고

기관장이 연성예산에 대한 경험이 증가할수록 예산을 확장해 가는데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공공기관장의 특성을 출신지역, 출신배경, 근무기간으로 분류하였고 각

특성별로 변수화하였다. 먼저 출신배경의 특성을 관료출신과 정치인, 내

부승진, 기업인, 기타출신으로 5가지로 나누었고, 주요 분석대상인 관료

출신 기관장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근무여부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기관

장의 출신지역을 경상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과 제주·해외의

5개 권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역적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력

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연도별 기재부 장관 및 주무부처 장관과의 동향

여부도 변수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근무경험이 예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임명일부터 해당 연도말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을 설정하였다. 예산의 확장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기관의 손익계산

서와 재무상태표를 활용하여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총액에 대해 전

년대비 집행액(총액)의 변동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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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패널데이터 분석에 앞서 매출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변동, 자산변동에 대

한 브루쉬-페이건 검정(Breusch-Pagan test)과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적합한 분석모델을 검정하였다. 매출원가변동은 고정효과모

형을 적합모델로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한 후 합동 OLS를 추가로 검증

하였고 판매관리비 변동은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을 진행 한 후 합동

OLS를 추가로 검증하였다. 자산변동은 확률효과모형을 적합모델로 판단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매출원가의 변동과 자산의 변동에 대

해서는 기관장의 특성이 예산 확장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판매관리비의 변동을 통해 확인한 예산 확장성에서는 기관

장의 출신배경이 내부승진을 기준으로 관료출신인 경우, 정치인 출신인

경우, 기업인 출신인 경우에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확장성은 정치인, 관료, 기업인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의

지역적 특성이 예산확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출신지역에 따른 확장성

의 차이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판매관리비 변동에서 각 기

관의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과 동향일 경우 정(+)의 영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장의 지역적 네트워크가 예산확

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특성으로 분류한 근무기간은 예산 확장성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확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종속변수에서는 판매관

리비의 변동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 기관장 특성이 기관의

예산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판매관리비의

변동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기관장의 출신배경이 내부승진

인 경우에 대비해 정치인, 관료, 기업인 순으로 예산의 확장성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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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주무부처 장관과 동향일 경우에도 정(+)의 영향력

이 나타남으로서 기관장의 특성에 따라 예산의 확장성에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관의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

공기관 기관장 임명에서 국가경제와 국민후생증진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의 설립목적, 기관의 임무와 특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

향과 시장상황 등 폭넓은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인물이 임명될 수 있

는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공공기관장 특성, 예산 확장성, 패널분석, 대리인이론, 지대

추구행위, 연성예산 제약

학 번 : 2018-2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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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기관은 시장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국가가 추구하는 공공성의 특징

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국가의 주요한 정책수단이자 국가와 국민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정부가 소

유하고 공공기관이 경영하며 민간 기업에 비해서 경쟁에 덜 노출되고 있

기 때문에 효율성 확보라는 측면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조직과 규모는 정권의 변화와 관

계없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시스템의 체계화, 효율적인 조

직 운영,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습득, 특화된 기술 축적 등 다

양한 조건들이 요구되지만 기관의 경영자인 기관장의 중요성은 빠뜨릴

수 없다. 정부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

성 있는 인사를 위해 기관장의 선임부터 시작하여 자격기준제도를 도입

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자격기준 소위원회를 두어 공기업

임원의 자격 요건 검증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낙하산 인사 방지

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실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기관의 경영이라는 본래의 역할과 함께 정부정책의 수행

자로서의 역할 또한 함께 부여 받는다.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정치인,

관료, 내부승진자, 전문경영인들은 임명 후 자신의 단기적 성과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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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는지,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예산,

인원 등의 확보에 앞장서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지 등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Rainey(1999)에 따르면 공공조직은 시장 노출 결핍과 목표모호성에 따

라 조직구조가 관료주의화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공공선택론에서는 경

영의 효율성 보다 예산과 조직의 극대화하는 것을 관료조직의 특성으로

들고 있으며 시장 거버넌스 모델(Niskanen 모형, Dunleavy 모형)에서도

관료제의 문제점으로 관료들이 예산극대화 전략으로 자신의 편익과 영향

력 추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해결을 위해 ‘시장’과 ‘경

쟁’ 등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

다면 시장실패의 대안이자 정부실패의 보완책인 공공기관은 시장과 공공

모두의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서 관료제의 특성인 예산 극대화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대적․경제적․정치적으로 예

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관의 예산규모와 사업규모의 변화를 초래

할 수도 있지만 예산 극대화라는 특성이 기관장의 특성에 따라 어떤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 의미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정권이 교체와 함께 대통령이 중요시하는 국정철

학을 뒷받침하고자 기관장이 교체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각 정권마다

내세우는 국정철학과 개혁목표에 맞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갖는 동시에, 정치적인 의도를 통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

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임명된 기관장은 당해 기관을 경영의 대상이라

기보다는 정책의 수단으로만 활용할 요인이 되며 이는 공공기관이 정부

부처에서 분리되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된다는 원래의 목적성을 훼손시

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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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확장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 경영자의 특성이 무엇이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이론

과 선행연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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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현재와 같

은 공공기관 분류체계를 갖춘 후 공기업(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

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하여 기관장의 출신배

경, 출신지역, 근무기간이 관료조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극대

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기획재

정부에서 고시한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38개(공기업 35

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중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210개 기관을 제외한 128개 기관이다. 조사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

지 4개년이며, 6개월 미만의 재임경력을 가진 기관장은 분석대상에서 제

외한다. 대상 기관장들의 출신배경을 관료, 정치인, 기업인, 내부승진, 기

타의 5가지 출신유형으로 분류한다. 기관장의 경력 등에 대한 자료는 정

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각 기관의 제출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 네이버 인물검색, 조선일보 인물사전 및 소속 공기업의

홈페이지, 정부 경영평가 보고서 등 관련 문헌조사에 의하여 수집한다.

각 기관의 예산관련 데이터는 알리오(ALIO)에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

여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인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 대해 전년도 대

비 변동액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 대해 전년대비 변동액을 분석하여

손익예산과 투자예산의 확장성을 분석한다. 예산은 편성과 집행 모두 중

요하여 모두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연성예산 제약

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기준 집행액을 각 기관의 예산으로

정의하였고, 전년대비 변동액의 분석을 통해 예산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기로 한다.

선행연구와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가설을 세운 뒤 STATA 통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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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이용해 기술통계 분석과 합동 OLS와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

적과 대상을 서술하고 제2장에서는 공공기관의 특성, 공공 기관장, 공공

기관의 예산에 대한 이론과 현황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3장에는 연구 설

계, 연구모형 및 가설을 제시하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

해 기술하며 제4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출 및 결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한 후

정책적 시사점과 본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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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공공기관에 관한 이론 및 현황

1. 주인-대리인이론

계약에 의한 주인과 대리인의 상황에서 발생되는 주인-대리인 이론에

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어서 대리인이 주인

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주인

보다 우월한 대리인의 정보 소유로 인하여 주인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주인이

원천적으로 대리인에 비하여 정보가 부족하고 대리인의 목적을 알 수 없

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설명한다(김준기, 2013).

주인-대리인이론을 공공기관에 적용해 보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은 국민의 대리인이 되고 각 행정조직은 관

리하는 공공기관의 주인이 되며, 각 공공기관은 행정조직인 주무부처의

대리인이 되는 복-복대리인 관계가 성립된다. 즉, 국민의 공공기관의 소

유의 주체이고, 감시 기능은 행정조직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

며 실질적인 운영은 행정조직의 대리인인 공공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하

지만 여기에서 각각의 주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하지 않아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도 있게 된다. 특히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조직의 특성상 그 목표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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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정확한 측정은 물론 정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성과

평가와 효율적인 감시제도 등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

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법적 소유권은 정부부처나 그 산하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

고 이들은 기관의 특성으로 경영 성과로 인한 재산 증식이나 재산권의

확대, 보상에 대한 자율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어

경영성과에 대한 유인동기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공공기관

은 높은 시장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산업 내에서 자연독점권

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어서 민간기업에 비

해 그 경쟁이 심하지 않은 산업에서 활동하고 시장에서의 퇴출 위험도

적다. 각 기관을 운영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는 기관의 자율성

보다는 정부의 관리 감독의 틀 안에서 운영되어 기관 자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의 확보가 어렵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정부에 의한 임명직으로 엽관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과정에서 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의 개인의 결정보

다 정치적 상화에 의한 의사 결정의 가능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은 경제성의 원리보다는 정치

적 결정에 따라 운영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성과평

가나 효율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타당성을 찾기 힘들게 된다(곽채기,

2002). 다시 말해서 정부는 지속적인 경영평가제도 개선, 감시기능의 효

율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과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복대리

인 구조의 특수성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쉽

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공공기관에서 대리인 문제는 네 가지로 요

약된다. 첫째, 대리인의 이해관계는 주인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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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대리인과 주인은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며

세 번째, 대리인은 주인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주인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대리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힘들고 마지막으로 이들 각

각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윤호

진, 2010).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주인-대리인 관계가 존재하는 공공

기관에서는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하여 대리인의 이기적 행동

결과를 제한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장하준, 2009).

2. 공공기관의 개념과 특성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다양한 공공재,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도 증가한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부문에

의해서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공공재적 서비스들을 공

급한다. 시장의 경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된다는 경제학의 가

정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야

기하는 상품의 동질성, 정보의 완전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등의

조건들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함께

발생한 부작용인 시장경제의 실패는 공공재 공급에 있어 문제점을 야기

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지만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공

급의 범위는 줄어들었고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새롭게 추진해야 할 방

향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 방법으로 행정기관이 공공재를 직접 생산하는

방법보다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외부기관을 설치하여 그 수요를 충족하

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바

탕으로 공기업, 준정부조직 등을 설립하여 국민 행정수요 충족, 공공복리

증진의 효과를 거두었다. 공적 지배구조와 민간의 생산수단의 장점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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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과거 행정조직에 의존한 방식보다 효율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수단으로서 공공기관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이상

철, 2007).

공기업, 준정부기관 같이 정부, 행정기관들과 재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 조직들을 공공기관이라 한다. 공공기관은 정부

의 부처는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조직, 인사, 예산회계, 사업내용 등에 관

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상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배로부터 상당 부분 거리를 유지하고 업무처리나 경영관리, 예

산운용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은

정부 밖에 위치하면서도 정부의 관리나 감독을 받아 정부가 해야 할 행

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독

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이수철, 1997).

공공기관은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보급, 규제와 자문, 사회적 약자 지

원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각 기관은 일정 수준이상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며 정부나 행정부처와 독립적으로 설립된다. 수직적인 정

부·행정부처의 관할 하에 운영되지만 하나의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지니

며 해당기관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로

노동법의 통제를 받는다(조택·배용수, 2009). 이러한 공공기관의 특징으

로 인해 각 공공기관은 정부나 행정부처와 수직적인 지배구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분리되어 있으며 정부조직과는 달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누린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공기관이 국가나 정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기관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정부 및 행정부처

에 의하여 관리, 인사, 재정부문 등에 있어 관련된 영향을 받고 있다. 정

부 중앙부처에 의해서 예산이나 목표가 변경될 수 있을 만큼, 정부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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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Pollitt et al., 2004; 배

용수, 2008)

공공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

부의 정책 수단 도구로서 사용되며 경제적·정치적으로 다양한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세금을 소비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적인 통제와 지

원을 받게 되며, 책임성과 공공성이 중시되는 공적영역에 위치한다. 여기

서 공적인 통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을 기반으로 각 기관에

대한 조직, 인사, 재무 등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조민

우, 2007).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시장성과 효율성이 강조되어 사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민간조직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Flindler & Smith,

1999). 공공기관의 학문적 정의가 조금씩 상이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

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학문적 정의 및 유형이 아닌 공공기관 운영에 관

한 법률(이하 공운법)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운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3. 공공기관 운영현황

공운법은 2007년부터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한 기본적인 사

항,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

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7년

공공기관 지정 당시 공공기관은 298개 기관이 지정되었고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수는 총 338개로 늘어났으며, 공기업 35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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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로 구성되어있다. 1960년대 정부 관료

제의 대안으로 대두되었던 공공기관은 1970년대 후반에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공공관리가 대두와 함께 현재까지

지속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서미경, 2017).

공운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기업성·수익성을 기

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인원, 수입액, 자산 등 조직의

규모를 기준으로 시장성이 높은 공기업은 시장형공기업과 준시장형공기

업,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고 좀 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준정부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지정해

제와 구분변경을 시행하며, 회계연도 중 일지라도 공공기관 요건이 충족

되는 기관이 신설되면 신규지정을 하고, 기지정 기관이 민영화․통합․

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변경이 필요하게 될 경우 신규지

정, 지정해제, 구분변경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중 정원 50인 이상,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이상인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자산규모가 2

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이상인 공기업을 시장형공

기업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공기업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정한다. 준정부

기관은 정원이 50인 이상이면서,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한다. 기금관

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이

아닌 기관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을 의미한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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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공공기관 지정 현황(2011년∼2018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기업 22 28 30 30 30 30 35 35

준정부기관 79 82 87 87 86 89 89 93

기타공공기관 185 176 78 187 200 202 208 210

합계 286 286 195 304 316 321 332 338

[그림 2-1]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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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공기관 기관장에 관한 이론

1. 지대추구행위로서의 전관예우

“전관예우(前官禮遇)”의 사전적인 의미는 법조계에서 판사, 검사가 퇴

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게 된 첫 소송에 대해 사건의 판결을 변호사

에게 유리하게 내리는 특혜를 의미한다. 이상학(2017)은 전관예우를 지

대추구행위의 한 형태로 보고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벌어지는 현상이며, 고위 공직에 있던 관료가 퇴직 후 그동안의 네

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때 전관 즉

퇴직 관료의 청탁을 도와준 현직 관료는 청탁의 대가로 그 자신들의 공

통 길드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이익 또한 보

장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산하단체가 많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에

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기관장 임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공공기관

의 공공성을 감안하였을 때 해당 분야의 경력이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

른 이해와 성실한 수행을 돕는다는 관점에서는 분명 인사의 타당성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료출신의 공공기관장은 퇴직 후 주무부처에

근무하는 현직 관료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공

통의 길드 구성원으로서 현직관료는 퇴직 관료에게 유리한 결정을 선택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를 현직관료 개인의 결정으로 거부하게 될 경우

이는 공통의 길드 탈퇴를 의미하며 미래의 기대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의

미한다. 즉 공공기관장으로 진출한 전관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관예우는 ‘지대추구행위

(rent-seeking activity)’의 전형적인 행태이다(이상학,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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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행위는 경제 주체들이 독점권이나 수입제한 등의 정부규제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하여 비생산적인 부문에 자원을 투입하여 경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대추구행위에 투입된 자원은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되어 낭비된다. 이는 지대대추구자인 공공기관이 감사원 등

감독기능을 하는 지대통제기관의 감시를 피해 지대배분기관인 주무부처

와 지대매개집단인 전·현직 관료, 공통의 길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대매개집단은 전관예우라는 명목 하

에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해 로비를 정당화 하고 공공기관에게 유리한 결

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지종화, 2005). 전관예우를 통한 지대추구행위는

퇴직관료가 현직에 근무할 시에 얻은 이득이외에 공공기관에 진출 후 성

과를 창출하는데 일조함으로써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관료의 가치를 향상

시키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자원의존이론

조직은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다른 조직

과 끊임없는 거래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획들을 위해서 다른 기업, 투자자, 정부기관 등 다른 조직들과 의존적 관

계를 형성한다(Pfeffer, Jeffrey & Salancik, 1978). 여기서 자원이란 유형

적인 자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 위기관리

능력, 정치적 자원, 창의성 등 무형의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Saidel,

1991).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하며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정치적으로 활용

하는 과정을 거친다(Emerson, 1962). 또한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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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외부 조직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여 내

부화한다(이광훈 외, 2014). 조직에서 환경은 극복하기 어려운 제약 조건

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과정을 거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Pfeffer

& Jeffrey, 1982). 즉 조직은 주어진 환경을 제약된 조건으로만 받아들이

지 않고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생존을 위해 자원의 전략적

획득과 관리의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자원의존이론에서 최고

관리자는 환경에 의한 제약조건을 인정하면서 조직의 자원획득에 유리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역할을 중요시하며 환경에 대한 의존과 불확

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고 전략적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원

희연, 2012).

공공기관은 정부가 소유한 정책 도구로 국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사용되지만 정부 정책에 단순히 순응해야 하는 하위조직이 아니라

각 기관이 활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조직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발전

을 도모해야하는 경제주체이다. 자원의존이론을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보

면 각 공공기관은 정부와 상급기관 등에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장의 자원

을 이용하여 타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고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를 추구하며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하게 된

다. 공공기관은 특성상 정부의 승인 또는 허가 없이는 사업수행이 어려

우며, 정부도 정책집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원하는

정책 목표의 달성이 어려워진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는 재정적 자원은

물론 기관 운영 정보,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상호의존 관계가 높기 때문

에 자원의존이론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 기관장은 효과적인 기관운영과

기관의 자원 확보를 위해 정치적 협상 등의 과정을 선택을 하게 된다(박

상희 외, 2012).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인사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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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Pfeffer et al.(1978)는 각 기관이 임원을 통해 전문성, 자원 접근성,

정당성 등에서 차별적인 이점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

어진 환경에 대한 제약이 큰 조직일 경우 정치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이용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기관장을 임명하는 비중이

높아진다(Hillman et al., 2009). 또한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관계를 보

면,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일했던 관료나 기존 연대를 가지고 있던

정치인을 흡수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무부

처는 공공기관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3.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명 특성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명에서 “어떤 특성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느

직위에 임명되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 하는가”라는 문제를 통해

정부의 관료제적 성격을 규정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기관장의 임명을

통해 정책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향을 현실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행사

하게 된다(하태권, 1995). 공공기관장 임명은 인사행정의 분류와 임용제

도에 따라 정실주의, 엽관주의, 실적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정실주의는

혈연, 학연, 지연, 개인적 친분 또는 개인적 충성심 등 인적관계를 기반

으로 임용되는 것이며, 엽관주의는 정당과 선거에 대한 공헌도 등 정치

적 요소를 바탕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선거에 승리한 권력자가 선거 승리

의 유공자를 임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적주의는 개인의 전문적 경형,

능력, 자격, 성적 등 각 기관의 경영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마련한 조건

에 따라 임용되는 것이다(한영수·강인호, 2006).

공공기관장 임명은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해

당 기관은 법의 취지에 맞게 독립성을 보장 받고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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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

로 운영되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에게 운영에 대한 자율성

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관리방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기관장 선임이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이루어져 공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한상

일, 2003). 그렇지만 공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정부는

(공운법 제4조) 실질적으로 각 기관의 기관장의 임명권한을 이용하여 당

해 기관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공운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장의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

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

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대상자 중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의 업무에 대한 경험과 관련지식이 풍부하고, 경영자로서 능력

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그 후 기획재정부 장

관 산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보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보자 중에서 주무

부처의 장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기관 규모가 기준 이상2)이거나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부

1) 공운법 시행령 제21조(임원의 임면)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2)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독립기념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

국 국제협력단 7개 기관을 말한다.



- 18 -

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며, 공

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1년 단위로 연임 될 수 있다. 임원의 임명

권자는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연임을 결정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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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기관 예산에 관한 이론

1. 연성예산 제약

기업의 경영에 있어 예산의 규모는 지출의 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하지

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에 의한 지출의 통제는 엄격하게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예산이 지출에 대해 엄격한 통제수단으

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연성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다.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은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

야 하는데, 추가적인 재원의 마련이 용이하여 필요에 의해 외부재원이

쉽게 이전될 수 있다면, 이러한 재원 확보에 대한 기대는 지출행위에 반

영된다. 하지만 재원의 부족상황이 쉽게 해소되는 경험이 반복되다보면

해당 기업은 결국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

Kornai, Maskin & Roland(2003)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정부와 국영기

업의 관계를 연성예산제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국영기업에서

적자가 발생하였을 때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국영기업은 생산의 효율성 추구, 생산

성 향상, 가격변화 등에 둔감해지게 되고 자원의 부족현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추가 재원에 대한 기대는 투자위험

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어 무모한 투자를 감행하게 한다. 결국 연성제약

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국영기업은 상품과 서비스 개선, 경영성과 창출

에 소홀하게 되며, 나아가 생존을 위해 고심하지 않게 되어 정부의 지원

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성예산제약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연성제약의 원인을 사회주의 정부

가 가지고 있는 온정주의, 정치적 동기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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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연성예산제약이 부실한 국영기업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되

면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문제가 할 수 있기 때문

에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부득이하게 지속적인 지원

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연성예산제약의

발생원인은 본질적으로 정보의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로 이해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 재원의 제공자는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유량성과 불량성을 구분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사후에 인지하였을

때는 투입 재원에 대한 매몰비용으로 해당 재원지원을 중단할 수 없게

된다(Dewatripoint, Mathias & Maskin E., 1995).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

과 도덕적 해이가 연성예산 제약의 본질 원인이라면 보다 구조적으로 정

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한편 재정규율을 확립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오영균(2008)은 연성예산 제약의 문제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

에서 정의하였다. 지방정부의 투자가 효율적이라면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따른 편익과 지방정부의 목표달성의 편익의 합만큼 사회적 후생

이 향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중앙

정부의 편인은 상실되고 지방정부는 결국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보았

다. 이때 해당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

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파산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지방정부가 파

산하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중앙정부는 건전하지 못한 예산지출을

지속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에서 중앙정부의 재원 투입의 목적은 지원금의 회수가 아닌 지방정부의

파산으로 이한 정치적 책임문제 회피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성예산제약을 공공기관에 적용해보면 공공기관은 정부에

의한 재원지원 기대로 인해 낭비적 지출행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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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해당기관은 자체 재원을 확충하여 지출재원을

마련할 유인을 갖기보다는 정부지원 규모 확대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만 집중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연성예산제약의 문제점이 도덕적

해이와 정보의 비대칭에서 야기된 것이라면 공공기관에서 주인-대리인

간의 관계정도에 따라 연성예산제약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예산행태에 대한 톱니원리(ratchet principle) 현상

톱니원리(ratchet principle) 현상은 전년도 예산과 결산의 차이

(Spending Variance)가 차기 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민간, 공공부

문 모두에서 흔히 발견되는 예산행태이다(이강영, 이상철 & 이윤근,

2018). Lee & Plummer(2007)는 전년도 예산차이가 당해 연도 예산집행

에 미치는 정도를 미 텍사스 교육구를 대상으로 전년도 예산차이가 일시

적인 현상인지 혹은 영구적인 현상인지를 알아보고, 예·결산을 통하여

예산극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결과 사업비와 교육관련비

모두 톱니효과 현상이 나타났으며,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현상이 존재하

고 있음을 확인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응한 성과향상 없는 비용의 증

가는 주식시장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톱니원

리 적용에 매우 신중하지만, 이와는 달리 정부 관료들은 예산극대화 및

조직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출예산 수립 시 톱니

원리는 공공부문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하였다.

3. 원가행태의 비대칭성에 대한 선행영구

기업이 원가를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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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원가를 계획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각

원가가 어떠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순기 등

2006). 원가행태(cost behavior)는 원가동인의 변동에 따라 원가가 변동

하는 양태를 말한다. 원가행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예측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편성, 예산 실적평가에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다. 기업이 특정 상황에서 원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서 기업의 수요예측, 예산편성, 매출규모 결정, 가격결정 등 경영전략과

같은 의사 결정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Horngren et al, 2000).

만일 특정 원가항목이 활동수준의 증가 혹은 감소 방향에 따라 원가의

변화하는 정도가 다르다면, 이와 같은 비대칭적 원가행태는 예산편성 및

다양한 경영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전통적 원가행태

모형은 관련범위 내에서 활동수준의 변화에 따라 원가가 비례적으로 변

화한다고 가정해왔다(Noreen 1991; 정준수 2004). 즉, 활동수준의 증가로

인한 원가증가액과 동일한 활동수준 감소로 인한 원가감소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활동수준의 증감과 관련된 방향성에 관계없이 대칭적인

원가행태를 가정한 것이다(Cooper & Kaplan 1998; Noreen &

Soderstrom 1997).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원가가 활동수준에 비례하여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Anderson et al.(2001)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대표적 조업도 수준을 나타

내는 매출액의 변화에 따라 판매관리비가 대칭적인 움직임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제 원가행태는 전통적인 원가

모형에서 가정한 대칭적 원가행태를 벗어난 비대칭적 원가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원가의 변동이 대칭적이 아닌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이런 비대칭적 원가행태는 활동량 증가에 따른 원가 증가액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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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량 감소에 따른 원가 감소액 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Anderson et al. 2003; 안태식 등 2004 등).

이후 원가행태를 연구한 많은 문헌들은 이러한 비대칭적 원가행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많은 선행 연

구들은 기업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크기, 자원조정에 따른 거래비용, 대리

인 문제,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 등이 비대칭적 원가행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경영자들은 수요의 증감에 따른 수익의 증감,

유휴설비 과다보유로 인한 비능률 등을 고려하여 고정비와 관련된 희소

자원을 증감시킬지를 결정한다. 수요가 증가될 경우 이런 수요가 일시적

인 것인지 아니면 연속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고정비 증가여부

를 결정해야 하고, 수요가 감소되어 고정비를 줄이는 의사결정의 경우에

도 유휴자원을 유지함으로써 소요되는 원가와 추후에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어 과거에 감축했던 자원을 다시 구축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고려

하여 희소자원의 감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Jensen & Meckling(1976)은 경영자의 사적이익(private interests) 추구

로 인해 비대칭적 원가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경영자를 위

한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이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목표일치성을 유도

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기업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영자 유인보상이 잘못 설계되어 실행되

면 경영자는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더라도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향

으로 경영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속자원에 대

한 의사결정이 반드시 하방경직적인 것만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오히려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이용규, 한경찬 2005). 즉 시장수요가 감소

하는 경우 경영자는 희소자원을 시장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비해 더 크게

감소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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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 예산에 대한 선행연구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이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과는 달리 수

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절차를 통

해 재정이 투입되고 투자사업 추진 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절차와 내역

의 충실성과 자료의 객관성이 중시되며 이를 기반으로 예산의 투입여부

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관료

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잦은 순환보직, 정보의 부재 등의 문제와 함께 각

기관들을 엄격히 통제하기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할 유인이 있다

(강윤호, 2000). 또한 공공기관의 관료들은 예산의 규모가 자신들의 사익

추구와 권한 확대 등에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받으려는

성향이 있다(Rainey, 1983).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활동수준과 수입이 감

소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라 판단하며 지출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며 예

산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를 보임을 검증했다(김미옥 등, 2014).

5. 공공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예산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기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

는 것을 뜻한다. 일정 기간 동안 기관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만큼

의 지출이 필요하고, 지출을 위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정의한다(하연섭, 2010). 공기업의 운영

목적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달성이며, 공기업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통

해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공기업의

예산은 자율성과 제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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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김용우, 2006). 공기업에서 예산은 매 회계연도의 수익과 지출에 대

한 예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예산편성, 예산의 승인, 예산집행, 결산 및

감사의 단계로 진행된다(심재권 2004).

기획재정부는 매해 정부의 감독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하달하고 있으며 대상 공기업은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공

운법 제50조). [표 2-2]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편성지침의 주요내

용이다.

[표 2-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주요내용(2013∼2017)

구분
예산편성지침(전년대비 인상률)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인건비 2.8%증액 1.7%증액 3.8% 증액 3.0% 증액 3.5% 증액

경상경비 2% 증액 동결 2% 증액 동결 동결

복리후생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시행 및 준수 명시

대학학자금 무상지원 폐지(융자전환), 주택자금 대출이윤
시중금리적용, 경조사비 예산편성금지 등

업무추진비 절감편성 10% 감액 동결 동결 동결

신규투자
·

자본출자

기관고유사업으로 한정
총사업비(또는 기관부담액) 500억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시행

기타 - 임금피크제(2014) 도입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인건비·경비·사업비·자금

및 기타예산·예비비의 항목별 편성지침 및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관의 기관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설립목적과 경영목표에 맞춘 예산안

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기관의 이사회에 예산총



- 26 -

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안은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장 및 감사원에 그 내

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공운법 제40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기관

의 회계는 경영성과, 재산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발생주의 기준을 채택하며(공운법 제38, 39조)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해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각

공기업은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를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해야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장

관은 공기업의 결산서, 기타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이를 검

사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절차를 마친 공기업의 결산서와 검사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

에 제출한다(공운법 제43조). 또한 각 기관장은 사업, 경영환경 등을 고

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공운법 제46조). 이를 토대로 기획

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과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운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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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와 분석방법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특성이 기관의 예산 확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에서의 기관장의 특성이 예산의 확장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는 공공기관장의 출신배경, 출신

지역, 근무기간의 특성과 해당기관의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의 전년

대비 변동액에 대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특성이 예산확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기존의 기관장

의 특성과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로서 사용되었던 총자

산, 종업원수 중 종속변수로 사용된 총자산을 제외한 종업원수를 통제변

수로 사용하고 대리인 비용과 원가의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매

출액을 통제변수로 함께 사용한다. 또한 정책, 시장상황의 변화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년도를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그림 3-1] 연구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기관장 특성

1. 출신배경

2. 출신지역

3. 근무기간

예산확장성

1. 손익예산 변동

(매출원가·판매관리비 변동)

2. 투자예산 변동(자산총액 변동)

통제

변수

년도, 매출액,

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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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의 특성이 예산확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해 앞장에서 살펴본 이론들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은 복대리인 구조를 가지

는 조직으로서 경영 효율화를 추구할 요인보다 대리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에서는 관료조직의 특성으로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자원의존이론에서 본 바와 같이 관료출신

의 기관장은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 확장을 추구

할 수도 있고 정치인의 경우 높은 시간 할인율로 인해 대규모 사업을 추

진 할 수 있다. 또한 원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의 변동과

관계없이 원가의 변화 즉 예산의 변동을 야기시킬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공공 조직의 예산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의

톱리원리현상으로 예산의 편성액과 집행액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변

수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익과

투자예산에 대해 전년대비 변동액을 예산의 확장성을 판단하는 종속변수

로 사용한다. 기관장의 특성에 따른 예산확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공공기관장의 출신배경은 예산확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 관료출신인 기관장은 예산확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 내부승진인 기관장은 예산확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공공기관장의 출신지역은 예산확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 대통령과 동향일 경우 예산확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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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기획재정부장관과동향일경우예산확장에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 주무부처 장관과 동향일 경우 예산확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공공기관장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산확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패널데이터 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데이터 모형은 시간단위를 기준으로 한 시계

열 자료와 개채단위를 기준으로 한 횡단면 자료를 통합한 자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횡단면 자료의

단점과 측정 개체 간의 차이인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시계열 자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횡단면 회귀분석과 시계열 회귀분석에 비

해 자유도 문제에서 유리하여 다중공산성을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고 모

수추정에서도 효과적이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시간적인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하여 변수간의 특성을 모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

점이 있다(민인식, 2009).

패널데이터 모형은 크게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mdom effect model)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된다. 고정효과 모형

은 각 개체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여,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분석하고자 하는

개체가 시간단위보다 많을 경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단위의 특

성이 통제되기 때문에 자유도를 잃고 모형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며 또

한, 개체 간의 이분산성과 독립변수들이 시간에 영향을 받을 경우 자기

상관관계를 통제할 필요성이 생긴다.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오차항이 독

립적이고 등분산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상수항을 확률변수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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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여 추정한다. 확률효과모형은 개체특성 효과가 독립변수와 상관관계

가 없다는 엄격한 가정이 존재하는 반면, 표본이 증가하더라도 고정효과

모형처럼 자유도를 잃지 않는 장점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의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정효과모형과 마찬가지로 그룹 간의

이분산성과 시계열 독립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유형과 예산의 확장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산의 확장성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의 변동액을 사용하였고 독

립변수로 기관장의 출신배경, 출신지역, 근무기간을 사용하였다. 기관장

의 출신배경과 관련한 변수로 주무부처 출신여부와 출신지역과 관련한

변수로 기재부 장관과의 동향여부, 주무부처 장관과의 동향여부를 추가

로 채택하였다. 또한, 년도, 매출액, 종업원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런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한 패널회귀모형3)은 아래와 같다.

예산확장성   + 출신배경 D + 주무부처 근무 D + 출신지역 D

  + 기재부장관 동향 D + 주무부처장관 동향 D + 근무기간 D

  + 년도 D + 매출액 + 종업원수 +   ε

예산확장성 : 매출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변동, 자산 변동

출신배경 : 내부승진, 관료, 정치인, 기업인, 기타

3)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기본모형은 Yit     +   εit 이다.
다만 고정효과 모형은 를 모수로 간주하고 확률효과모형은 를 확률변수로

가정한다.(고정효과모형에서 =0 이며 확률효과모형에서 ≠0이다.) 한편 고

정효과모형은 상수항 (  )를 고정된 모수로 간주하지만 확률효과모형은 확

률변수로 가정한다는 차이가 있다(정성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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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근무 : 기관장의 주무부처 근무 여부

출신지역 : 경상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해외

기재부 장관 동향 : 기관장과 기재부장관과 출신지역 일치여부

주무부처 장관 동향 :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과 출신지역 일치여부

근무기간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상

년도, 매출액, 종업원수 : 년도, 매출액, 종업원수(통제변수)

 : 개체특성 오차항 εit : 오차항

이 모형에서 i는 각 공공기관을 의미하고, t는 연구의 대상기간인 2014,

2015, 2016, 2017의 4개 년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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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8개 공기업과 준공공

기관에 대한 예산 확장성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

스템(알리오)상에 공시된 각 기관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활용한

다. 앞서 살펴본 공공기관의 예산의 특성인 예산의 톱리원리현상으로 예

산과 결산의 차이가 없음을 가정하고 예산의 확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전년대비 결산액의 변동액을 사용한다. 각 기관의 손익예산의 확장성은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인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의 변동액을 사용하고 기

관규모의 투자예산의 확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상 자산에 대

해 전년대비 변동액을 사용한다.

손익예산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는 그 합산액

이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이 되며 기타비용과 금융원가를 합산하면 총

원가가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지표인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대

응하는 상품,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매입과 제조에 직접 소요된 제비용을 포함한다. 즉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기관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모된 원재료가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판매관리비는 기관의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

과, 감가상각비, 광고비, 연구비 등 기업이 제품 판매와 관리를 위해 지불

하는 비용의 총합이다. 기관의 주된 영업활동을 하면서 기관장의 특성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예산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기관장의 재량권

에 따라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판매관리비에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손익예산의 종속변수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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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예산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을 의미한다. 재무상태표상에서 타인의 자금을 빌린 것을 의미하는 부채

와 법인 투자나 이익창출로 조달한 사업 자금을 의미하는 자본의 합산액

이다. 다시 말해서 기관이 조달한 자금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한 모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유형의 형태

를 가지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자산이거나 형태가 없는 금

융상품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자신일 수도 있다. 즉 '돈'의 상태가 아

닐지라도 기관에서 운영된 투자의 상태를 '돈'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1] 예산의 구성

구분 주요과목

손

익

예

산

매출

원가

재화의 판매로 인한 매출원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매출원가,

건설계약으로 인한 매출원가, 기타수익에 대한 매출원가 등

판매

관리비

사내근로복지사업출연금,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지급수수료, 광고선

전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업무추진비, 임차

료, 통신비, 전력및수도료, 운반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수도

광열비, 수선비, 경상개발비, 여비교통비 등

투

자

예

산

자 산

유동
자산

(당좌자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

(재고자산)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비유동

자산

(투자자산) 만기보유증권, 장기금융상품, 장기성예금,

매도가능증권,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둥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선박, 구축물등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컴퓨

터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어업권, 임차권리금 등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이연법인세등

2.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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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원의

존이론에 따르면 기관은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위해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네트워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출신

배경과 출신지역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출신 배경은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해당 기간 중 6개월 이상 재임

중인 기관장을 대상으로 ‘정치인’, ‘관료’, ‘기업인’, 내부승진‘과 ’기타‘로

구분하였다. 기관장 특성 요인 중 하나로 출신배경을 선정한 이유는 기

관장의 출신배경에 따라 기관의 예산 집행 변화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이라는 가정 때문인데, 이는 관료조직의 특성인 예산극대화와 대리인비

용의 발생이 공공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기관장의 특성에 따라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출신배경은 기관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이나

주요 경력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이 논문의 주요 분석대상인 관료출신

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군인, 경찰 및 검사 등 순수

관료 분류할 수 있는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

다. 관료의 특성상 소속부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경력 중 가장 오래 근무한 부처를 주된 근무처로 판단하였고 지식경제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와 같이

소속부처의 명칭의 변경, 조직의 통폐합의 경우 기관의 연혁자료를 참고

하여 현재 운영 중인 기관으로 근무처를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공공

기관장 임용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관료출신의 경

우는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등과의 원만한 업무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근무했던 부처에 따라 실무적 네트워크 활용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관료출신에 대해 주무부처 근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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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변수로 설정하여 소속부처 출신 선임 관료에 대해 전관예우로서의

지대추구행위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인의 경우 단순히 정당에서 근무한 경력은 정치인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정치인의 경우 과거 기업인, 관료 등 복합경험을 가지

고 있었으나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및 선출직 의원의 경험이 있는 경우

는 정치인으로 분류하였다. 정치인 출신 기관장의 경우에는 업무에서의

전문성보다는 정부, 지자체, 국회 등 대외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

을 강하게 발휘하여 해당 기관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인은 민간 기업, 금융권에 근무한 경제인 출신과 함께 공기업과 공

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력으로 분류하였다. 공기업과 공공기

관에서의 근무경력은 관료와 기업인 모두의 특성을 가질 수 있으나 본

연구가 관료제의 예산 근대화와 대리인 비용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순수한 관료출신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공기업 및 공공기관 출

신은 기업인으로 분류하였다.

각 기관 내에서 가장 원하고 이상적인 기관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내

부승진 기관장의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 출신자가 기관장로 임명된 경우

를 지칭한다. 내부승진자의 경우에는 기관에서의 오랜 근무경력을 바탕

으로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구성원과의 장기간에 걸쳐 쌓아온 유대

관계를 통해 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내부

적으로 구성원들에게 기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 효과를 창

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외 네트워크와 영향력은 가장 약

하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부재는 자원의존이론에서 기관장이 상급

기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부재를 의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네트워크가 가장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출신을 기준으로

타 기관장들의 예산 확장성의 차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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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수, 언론인, 연구원 및 전문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관장은 기타 군으로 분류하였다. 다른 분류군 보다 전문성이 뛰

어날 것이며, 해당분야에서의 최신의 지식과 연구 및 경험을 통해 축적

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집단들보다 정부와

의 네트워크 형성에는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기업의 운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는 강점을 나타내지 못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기관장 출신 지역은 각 기관장의 출신 지역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해외로 분류하였으며 해당기간 대

통령 출신지역(경상권),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각 기관별의 관리 권한이 있는 주무부처 장관의 출신지역과의 각 기관장

의 출신지역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본다. 기존 연구에서 역대 기관장 출

신지역을 살펴보면 대통령과 같은 지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기간이 2013년에서 2017년으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

부가 해당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에서 태

어났다. 대통령의 출신지역은 모두 경상권으로 경상권과 타 지역 출신

기관장과의 차이를 분석함과 동시에 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처 장관과의

동향여부에 따라 기관의 예산 확장성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

본다.

또한 정치, 행정, 경영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던 기관장들이 새

로 부임한 기관에서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기관장 자신의 경영의지 또는 레임덕의 발생

등으로 인해 기관의 예산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종속

변수의 측정시점인 연말을 기준으로 각기관장의 근무기간이 예산의 확장

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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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기관의 규모의 차이와 함께 수익성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매출

액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이와 함께 판매관리비에서 인원에 따른 인건

비, 복리후생비 등 인원변동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종업원수를 통제

변수로 사용한다. 또한 정책의 변화, 시장상황의 변화 등이 기관의 예산

확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를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각 기관의 종업원수와 매출액 자료는 알리오에 공시된 해당년도의 자료

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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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35개 공기업과 93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을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재임기간이 6개월 미

만의 기관장은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각 공

공기관에서 기관장직을 맡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

템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및 재무상

태표상 자산) 및 통제변수(매출액, 종업원수)를 파악한다. 독립변수인 기

관장 출신배경, 주무부처 출신여부와 출신지역, 기획재정부 장관, 주무부

처 장관의 출신지와 근무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정보공개청

구, 네이버 인물검색, 조선일보 인물DB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론 : 패널회귀분석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변수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과 시계열적

자료가 합쳐진 패널자료를 사용하며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의 시

행결과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알맞은 모형을 추정한

다. 고정효과모형은 패널의 개체별 상수항이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있

는 것을 가정하며 이는 기울기가 모든 개체에 대해서 동일하지만, 상수

항이 개체 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민인식 외, 2013). 따라

서 고정효과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 간 영향을 분석하

며 개체 내에서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확률효과모형은 상수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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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변수로 간주한다. 개체간의 차이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며 이러한 효과가 확률적인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별로 브루쉬-페이건 검정(Breusch-Pagan test)과 하우스만 검정

(Hausman test)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

형 중 알맞은 모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회귀분석을

위해 STATA14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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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특성을 업무적 특성인 출신배경과 지역적 특

성인 출신지역 그리고 근무기간이 해당기관의 예산 집행과 확장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하기

에 앞서 본연구의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4-1] 과 같다.

[표 4-1]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의 기술통계량

(단위 : 십억원)

　구분 측정값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

집행액 변동액 집행액 변동액 총액 변동액

공
기
업

시장형

평균 7,232.44 -293.91 292.91 21.82 24,742.70 618.76

표준편차 12,692.77 1,977.58 577.03 74.65 42,798.94 2,273.42

왜도 2.55 -2.46 3.41 4.37 2.92 2.15

첨도 8.29 19.06 13.48 27.10 10.54 12.32

준시장형

평균 2,245.84 -24.08 122.72 5.49 14,617.59 37.99

표준편차 4,684.39 963.50 148.34 16.52 38,719.01 1,029.86

왜도 2.92 -5.04 1.65 0.40 3.46 -2.77

첨도 11.28 41.27 4.93 7.91 14.06 18.44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평균 3,127.96 105.97 183.93 3.76 14,422.79 926.46

표준편차 5,374.48 417.27 197.53 10.27 31,446.59 4,784.81

왜도 1.96 3.41 0.97 1.54 2.44 5.31

첨도 5.53 14.64 2.65 6.98 7.54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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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측정값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

집행액 변동액 집행액 변동액 총액 변동액

준
정
부
기
관

위탁집행형

평균 1,189.18 90.32 56.02 3.74 1,189.98 73.15

표준편차 7,035.09 571.50 150.53 13.27 4,586.85 513.16

왜도 8.38 8.32 6.32 3.27 5.25 9.38

첨도 72.82 76.25 48.08 26.18 32.67 100.35

합계

평균 2,277.15 29.38 106.54 6.13 7,517.85 238.26

표준편차 7,823.19 910.19 263.11 28.94 25,484.10 1,959.73

왜도 5.82 -3.09 6.60 10.04 5.34 10.73

첨도 39.74 68.54 56.41 157.29 33.22 156.59

종속변수로 사용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와 자산의 변동액은 집행액과

자산총액에 대해 측정년도의 전년대비 해당년도의 집행액의 변화이다.

이에 기술통계분석에서는 집행액과 변동액을 함께 분석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장형공기업과 준시장형공기업의 구분이 자산규모(2조원)

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시장형 공기업의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의 해당

년도 집행액과 자산총액이 다른 기관분류에 비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

다. 공기업 군에 있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과 판매

관리비의 변동액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 상응하는 원가인 매

출원가의 변동액은 감소하였다. 반면 준정부기관에서는 기금관리형과 위

탁집행형 모두에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 모두에서 변동액이 증가

하였다.

왜도4)의 값에서는 공기업 군에서 매출원가의 변동액은 왼쪽으로 꼬리

가 긴 분포가 나타났고 준정부 기관에서는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가 나

4) 왜도의 값이 0보다 크면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이고 0보다 작으면 왼쪽꼬리

가 긴 분포의 경향을 가진다. 왜도가 0에 가까울수록 좌우대칭에 가까워지고 0

에서 멀수록 비대칭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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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판매관리비의 변동의 경우 공기업군과 준정부기관 모두 오른쪽

으로 꼬리가 긴 경향을 나타났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왜도가 0.40

으로 종속변수들 중 가장 좌우 대칭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의 변동의 경우에는 준시장형 공기업만 왼쪽꼬리가 긴 분포를 나타냈고

다른 기관분류에서는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를 나타냈다. 공기업과 준정

부기관의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서 첨도5)는 6.98부터 100.35까지 폭넓게

나타나며 분포의 꼬리가 정규분포보다 두껍게 나타났다.

2. 독립변수

1) 출신배경

기관장 출신배경을 공공기관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4–2]와 같다.

[표 4-2] 기관분류별 기관장의 출신배경

(단위 : 명, %)

구분
관 료 정치인 기업인 내부승진 기 타 소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공기업
시장형 28 49.1 6 10.5 14 24.6 7 12.3 2 3.5 57 100

준시장형 31 39.2 8 10.1 15 19 13 16.5 12 15.2 79 100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34 54 3 4.8 7 11.1 3 4.8 16 25.4 63 100

위탁집행형 166 56.7 16 5.5 23 7.8 6 2 82 28 293 100

합계 259 52.6 33 6.7 59 12 29 5.9 112 22.8 492 100

5) 첨도는 분포의 봉우리가 얼마나 뾰족한지를 나타내는 측도이다. 정규분포의

첨도는 3이므로 3보다 크면 분포의 꼬리가 정규분포보다 두껍다는 것을 의미한

다. 정규분포의 첨도는 3이므로 3보다 크면 분포의 꼬리가 정규분포보다 두껍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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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분석대상을 놓고 살펴보면 관료 출신 기관장 비율이 52.6%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 출신 22.8%, 기업인 출신 12%, 정치인 6.7%,

내부승진 5.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시장형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에서는 관료의 비중이 49.1%와 39.1%로 전체 평균보다 낮아진 반면 다

른 출신 기관장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림 4-1] 기관분류별 기관장의 출신배경

전체 분석대상을 놓고 살펴보면 관료 출신 기관장 비율이 52.6%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 출신 22.8%, 기업인 출신 12%, 정치인 6.7%,

내부승진 5.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시장형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에서는 관료의 비중이 49.1%와 39.1%로 전체 평균보다 낮아진 반면 다

른 출신 기관장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시장형 공기업에서는 기업인 출신의 비중이 관료 다음으로 높은 24.6%

를 차지했고 내부승진의 비중도 12,3%로 높게 나타났다. 준시장형 공기

업에서도 기업인 출신이 19%로 두 번째로 나타났으며, 내부승진자가

16.5%로 그 뒤를 이었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모

두 관료출신이 각각 54%, 56.7%으로 과반을 넘는 비중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공기업군과는 달리 기타 출신의 비중 25.4%와 28%로 나타

나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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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신지역

기관장의 두 번째 특성인 출신지역을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기금

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4–3]와 같다.

[표 4-3] 기관분류별 기관장의 출신지역

(단위 : 명, %)

구분
경상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해외 소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공
기
업

시장형 25 43.9 11 19.3 10 17.5 3 5.3 5 8.8 3 5.3 57 100

준시장형 32 40.5 19 24.1 8 10.1 12 15.2 2 2.5 6 7.6 79 100

준
정
부

기금관리형 25 39.7 21 33.3 7 11.1 7 11.1 3 4.8 0 0.0 63 100

위탁집행형 106 39.0 71 26.1 40 14.7 26 9.6 24 8.8 5 1.8 272 100

합계 188 39.9 122 25.9 65 13.8 48 10.2 34 7.2 14 3.0 471 100

[그림 4-2] 기관분류별 기관장의 출신지역

전체 분석대상을 놓고 살펴보면 조사기간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경상권

이 39.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이 25.9% 였으며, 충청

13.8%, 전라권 10.2%, 강원 7.2%, 제주 및 해외가 3.0%의 분포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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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이한 점은 기관장의 출신지역에서는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시장형 공기업의 전라권(5.3%)와 강원권(8.8%), 준시장형 공기업의 전라

권(15.2%)과 충청권(10.1%)을 제외하고 기관분류에 따른 지역배분 순위

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관장의 임명에서 어느 정도 지역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근무기간

본 연구에서 기관장의 마지막 특성으로 분류한 근무기간을 기관분류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표4–4]와 같다.

[표 4-4] 기관장의 근무기간

(단위 : 명,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소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공
기
업

시장형 11 19.30 21 36.84 18 31.58 7 12.28 57 100

준시장형 13 16.46 29 36.71 23 29.11 14 17.72 79 100

준
정
부

기금관리형 15 23.81 21 33.33 21 33.33 6 9.52 63 100

위탁집행형 67 22.87 99 33.79 93 31.74 34 11.60 293 100

합계 106 21.54 170 34.55 155 31.50 61 12.40 492 100

[그림 4-3] 기관장의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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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업원수

공기업

시장형
평균 3,898

표준편차 5,303

준시장형
평균 3,321

표준편차 6,135

기관장의 특성으로 사용하는 근무기간은 기관장의 재임한 기간과는 달

리 연구의 해당년도에 근무한 기관장의 누적 근무기간을 측정한 것이다.

즉, 근무기간은 종속변수인 예산의 측정시기인 해당년도말을 기준으로

기관장이 근무한 기간이다. 전체 분석대상을 놓고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2년차(1~2년 이하) 근무한 기관장이 34.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그 다음이 3년차(2~3년 이하)로 31.5%를 차지하였다.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1년차와 3년 이상인 4년차 기관장의 경우는 각 21.54%와

1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특성이 예산의 확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기관 규모의 차이로 인한 종속변수의 차이와 기관의 인적변화에

따른 인건비성 원가의 변화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통제변수

로 사용된 종업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5]와 같다. 전체 분석대

상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의 종업원수가 3,89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준시장형 공기업이 3,321명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의 1,800명보다 더 많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4-5] 기관분류별 종업원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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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업원수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평균 1,800

표준편차 1,967

위탁집행형
평균 906

표준편차 1,839

합계
평균 1,765

표준편차 3,668

4. 독립-종속변수

1) 출신배경과 예산변화

[표 4-6]은 기관장 출신배경에 따른 공공기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총액의 집행액과 변동액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표 4-6] 기관장 출신배경에 따른 예산 평균비교

(단위 : 십억원)

구분
인원

(명)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총액

집행액 변동액 집행액 변동액 총액 변동액

관료 259 2,169.32 77.33 114.47 8.37 10,202.57 435.16

정치인 33 975.86 -117.19 113.05 7.23 8,187.41 290.26

기업인 59 1,521.85 -71.42 85.54 4.83 3,512.37 61.33

내부승진 29 2,785.34 -125.85 103.74 -2.87 6,665.80 89.46

기타 112 3,241.97 143.14 98.70 3.87 3,700.98 -32.18

합 계 492 2,270.49 49.45 107.03 6.18 7,652.88 253.85

그래프를 통해 각 기관장의 분류에 따른 매출원가의 집행액과 변동액

의 평균을 살펴보면 [그림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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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기관장 출신배경에 따른 매출원가 평균비교

매출원가는 기타출신 기관장출신, 내부승진, 관료, 기업인, 정치인 순서

로 매출원가를 집행했으며, 전년대비 변동액에서는 기타 출신이 매출원

가의 집행을 가장 많이 증가시켰으며 관료출신은 두 번째로 증가시켰다.

기업인출신과, 정치인출신, 내부승진의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전년대비 집

행한 것보다 감소시킨 특징이 나타났다.

[그림 4-5] 기관장 출신배경에 따른 판매관리비 평균비교

[그림 4-5]에서 판매관리비를 살펴보면 관료출신, 정치인, 내부승진, 기

타, 기업인 순서로 집행액의 차이를 보였으며 판매관리비의 변동액에서

는 관료출신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그 다음 순위로 정치인과 기업인,

기타출신 순서로 판매관리비의 증액규모에 차이를 나타냈다. 특이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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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부승진인 경우 타 출신 기관장인경우와는 달리 유일하게 판매관리

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기관장 출신배경에 따른 자산 평균비교

투자비의 변화를 보기위한 자산 총액과 자산의 변동을 [그림 4-6]를

통해 살펴보면 관료, 정치인, 내부승진, 기타, 기업인 순서로 규모의 차이

를 모였고 자산의 변동은 관료출신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그 다음 순

서로 정치인, 내부승진, 기업인이 자산을 증가 시켰으며 기타출신 기관장

은 자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출신배경에 따른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판매관리비와

자산의 변동에서 관료출신이 다른 출신 기관장들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평균값을 기준으로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예산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본연구의 가설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출신지역과 예산변화

[표 4-7]은 기관장 출신지역에 따른 공공기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총액의 집행액과 변동액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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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기관장 출신지역에 따른 예산 평균비교

(단위 : 십억원)

구분
인원

(명)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총액

집행액 변동액 집행액 변동액 총액 변동액

경상권 188 3,134.08 69.96 102.99 6.71 10,925.72 497.82

수도권 122 2,871.66 88.49 168.63 9.77 9,021.70 157.82

충청권 65 1,131.27 -17.92 82.09 4.44 2,987.66 8.57

전라권 48 1,066.54 36.25 39.28 1.85 7,114.94 173.46

강원권 34 460.38 -53.33 102.06 1.57 2,144.23 -67.65

제주·해외 14 3,075.46 104.79 146.33 7.40 4,578.81 353.16

합 계 471 2,373.43 51.33 111.44 6.34 8,025.11 264.06

그래프를 통해 각 기관장의 출신지역에 따른 예산의 집행액과 변동액

을 살펴보면 매출원가의 집행액과 변동액은 [그림 4-7]과 같다.

[그림 4-7] 기관장 출신지역에 따른 매출원가 평균비교

매출원가는 경상권, 제주·해외,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순서로

매출원가를 집행했으며, 전년대비 변동액에서는 제주·해외, 수도권, 경상

권, 전라권 순서로 매출원가를 증가시켰으며 충청권과 강원권은 매출원

가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에 있어서는 제주·해외출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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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이 집행액과 증가액이 모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강원권 출신기관

장은 집행액과 변동액 모두 가장 작게 나타났다.

[그림 4-8] 기관장 출신지역에 따른 판매관리비 평균비교

[그림 4-8]에서 출신지역에 따른 판매관리비를 살펴보면 수도권, 제주·해

외, 경상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의 순서로 집행액의 차이를 보였으며 판

매관리비의 변동액에서는 수도권 출신 기관장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그

제주·해외,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의 순서로 증액규모의 차이를 나

타냈다. 판매관리비에서는 수도권출신 기관장이 집행과 변동액 모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해외, 수도권, 충청권 출신 기관장의 순서로 차이를

나타내여 집행액과 변동액이 지역별 1∼4위의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4-9] 기관장 출신지역에 따른 자산 평균비교



- 52 -

자산 총액과 자산의 변동을 [그림 4-9]을 통해 살펴보면 경상권, 수도

권, 전라권, 제주·해외, 충청권, 강원권의 순서로 규모의 차이를 보였고

자산의 변동은 경상권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그에 이어 제주·해외

출신과 전라권, 수도권, 충청권의 순서로 자산을 증가 시켰으며 강원권출

신 기관장은 자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변화와 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장의 출신

지역에 따른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매출원가의 집행과 변동에서

는 제주·해외 출신기관장, 판매관리비의 집행액과 변동액에서 수도권출

신 기관장, 자산의 총액과 변동에서는 경상권 출신기관장이 다른 출신

기관장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

모든 부분의 변동액에서 강원권 기관장이 다른 지역 출신 기관장에 비해

확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평균값을 기준으로 기

관장이 지역출신이 예산의 확장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본연구의 가

설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 근무기간과 예산변화

[표 4-8] 기관장 근무기간에 따른 예산 평균비교

(단위 : 십억원)

구분
인원

(명)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총액

집행액 변동액 집행액 변동액 총액 변동액

1년차 106 1,823.04 43.35 85.97 4.98 5,453.23 105.46

2년차 170 2,426.73 60.68 98.98 4.77 8,251.91 357.43

3년차 155 2,286.82 66.51 102.75 5.89 6,577.58 186.46

4년차 61 2,567.23 -14.57 175.21 12.97 12,397.67 394.28

힙 계 492 2,270.49 49.45 107.03 6.18 7,652.88 2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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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은 기관장 근무기간에 따른 공공기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총액의 집행액과 변동액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를 통해 각

기관장의 근무기간에 따른 예산의 집행액과 변동액을 살펴보면 매출원가

의 집행액과 변동액은 [그림 4-10]과 같다.

[그림 4-10] 기관장 근무기간에 따른 매출원가 변화

매출원가의 집행액은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

나 3년차에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매출원가의 변동액은 3년차 까지는 상

향하는 추세에서 4년차에서는 매출원가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기관장 근무기간에 따른 판매관리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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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에서 근무기간 따른 판매관리비를 살펴보면 판매관리비의

집행액과 변동액 모두 근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함께 늘어났으며 3년차

이후 4년차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3년

으로 제한되어 있는 공공기관에서 4년차 근무기간은 연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관장이 연임할 경우 예산의 집행과 확장을 늘리는 추

세를 나타냈다.

[그림 4-12] 기관장 근무기간에 따른 자산 변화

근무기간의 변화에 따른 자산 총액과 자산의 변동을 [그림 4-12]를 통

해 살펴보면 근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총액과 변동규모가 증가하였으나

3년차 기관장은 변동폭과 규모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변

화,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장의 근무기간이 예

산의 변화에서는 근무기간이라는 특성상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총액

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매출원가의 집행액과 자산총액에서

3년차 기관장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판매관리비의 집행액과 변

동액에서는 기관장이 근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예산의 확장을 하는 추

세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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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봄과 동시에 그 크기와 방

향을 파악하여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는 두 개 이상의 변수들 간에서 한 변수의 변화

의 정도에 따라 다른 변수의 변화 특성을 방향과 강도의 측면에서 살펴

보는 것이다. 상관관계는 –1부터 +1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의 강도가 강하고 부호(+과)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

이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분석에서 절대값 0.2 이하는 그 의미가

작다고 해석하며 0.2부터 0.4사이에서는 낮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0.4부

터 0.7 수준에서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0.7 이상 0.9 사이에서

는 높은 상관관계, 그리고 0.9이상에서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

해석한다(남궁근, 2014). 본 연구에서의 주요 종속변수인 매출원가, 판매

관리비, 자산의 변동액과 독립변수인 근무기간, 통제변수인 매출액, 종업

원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9] 과 같다.

[표 4-9]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근무기간
매출원가
변동

판관비
변동

자산
변동 매출액 종업원수

근무기간
1

매출원가
변동

-0.0125 1

0.7823

판관비
변동

0.0661 0.0875* 1

0.1433 0.048

자산
변동

0.0241 0.0845 0.1954* 1

0.5937 0.056 0.0000

매출액
0.0343 0.2733* 0.5462* 0.2810* 1

0.4689 0.0000 0.0000 0.0000

종업원수
0.0561 0.1714* 0.4253* 0.1799* 0.6338* 1

0.2279 0.0002 0.0000 0.0001 0.0000

주)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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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매출원가 변동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출원가 변동은 판매관리비의 변동(r=0.0875,

p=0.048)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상관계수가 매우 작게 나타났

다. 매출원가 변동과 통제변수인 매출액(r=0.2733, p=0.0000)과 종업원수

(r=0.1714, p=0.0002)는 모두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판매관리

비 변동액은 자산의 변동(r=0.1954, p=0.0000)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나, 상관계수가 매우 작게 나타났다. 판매관리비 변동과 통제변수인

매출액(r=0.5462 p=0.0000), 종업원수(r=0.4253, p=0.0000)는 모두 다소 높

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산의 변동은 통제변수인 매출액

(r=0.2810 p=0.0000)과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종업원수

(r=0.1799, p=0.0000)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상관관계의 의미

가 상관계수가 매우 작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매

출액과 종업원수(r=0.6338, p=0.0000) 사이에서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9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다중공

선성에 대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와 함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VIF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4-10]와 같다.

[표 4-10] VIF 분석결과

변 수 VIF 1/VIF

주무부처근무여부 1.77 0.565947

출신배경 1.73 0.578611

출신지역 1.15 0.867486

주무부처장관 동향 1.14 0.878668

기재부장관 동향 1.07 0.937883

종업원수 1.03 0.974968

근무기간 1 0.995705

MeanVIF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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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 분석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에 의해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커

지는 정도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보다 큰 경우와 Mean

VIF가 1보다 상당히 큰 경우에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민

인식·최필선, 2018).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에서는 VIF가 10을 넘지

않았고, Mean VIF의 값도 1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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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패널데이터 분석

1. 패널모형의 설정

패널데이터는 횡단면 단위의 개체단위와 시계열의 시간단위를 포함하

기 때문에, 횡단면 회귀분석(cross-sectional ordinary least squares)에서

문제될 수 있는 누락변수(omitted variable)를 줄이고 분석 대상 간의 이

질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체단위와 시간

단위의 표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횡단면 회귀분석과 시계열 분석에 비해

보다 많은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지니므로, 다중공선성을 줄일 수

있고 모수 추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 변하는 설명변

수와 종속변수의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전체 평균적인 개체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횡단면 회귀분석과 시계열분석에 제시하지 못하는 변

수들 간의 특성을 모델에 포함시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희연·

노승철, 2012).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의 분석을 위해 고정효과(fixed Effect)와 확률

효과(random effect) 모형과 함께 합동(pooled) OLS를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한다. 패널데이터의 구조를 무시한 상태로 OLS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회귀계수추정치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DiNardo,

1997). OLS가 비록 효율적인 추정치(efficient estimate)를 도출한다고 하

더라도 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준편차가 과소평가되어 전체 모형의 유

의수준이 과대추정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Wagner, 2005). 고정효과모형

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개체별 특성을 모형에

서 제외하고 일치추정량을 도출하여 각 기관별로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할 수 있다(민인식 최필선, 2009).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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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률효과모형(ramdom effect model)은 개체특성 효과가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표본이 증가하더라도 고정효과모형처

럼 자유도를 잃지 않고 시간의 변화에 상관없이 변수의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모형은 모두 그룹 간의 이분산성

과 시계열 독립성이 존재할 수 있다.

예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매출원가의 변동액, 판매관리비의 변동액,

자산의 변동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연구 주제와 변수의 특성을 고려

할 때, 모수 추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별 이질성을 모형에

서 반영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 확률효과와 고정효과를 통해 모수를 추

정하는 것이 모형설정의 오류를 낮추고 효율적인 추정치를 도출하는데 보

다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브루쉬-페이건 검정(Breusch-Pagan

test 이하 BP검정)과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고정효과, 확률

효과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며 [표4-11]는 검정결과이다.

[표 4-11] Breusch-Pagan LM 검정·Hausman test 결과

종속변수
Breusch-Pagan LM검정 Hausman test

chi2 Prob>chi2 chi2 Prob>chi2

매출원가 변동 0.70 0.2016 39.80 0.0008

판매관리비 변동 1.14 0.1426 23.53 0.1004

자산 변동 120.26 0.0000 21.94 0.1452

합동(pooled) OLS와 확률효과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서 개체효

과와 시간확률효과를 확인하는 BP검정을 변수별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변동의 경우 P값이 기각되지 않았으며 자산의

변동에서는 P값이 유의수준인 5%보다 작아 Var(u)=0이라는 귀무가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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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어 합동모형보다 시간을 고려한 패널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개체 또는 시간특성의 효과가 고정적인 것인지 또는 확률적인지를

판단하여 적합한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한 결과, 매출원가의 변동은 P값(Prob>chi2)이 0.008으로 5% 수준에

서 유의하게 나타나 확률효과 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이 더 효율적인 모

형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판매관리비와 자산의 변동에서는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아 확률효과 모형이 더 효율적인 모형으로 추정되었다.

2. 패널데이터 분석

1) 매출원가 변동

기관장의 특성이 매출원가 변동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 4-12] 기관장의 특성이 매출원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Pooled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모델분석
R-sq=0.1886 R-sq=0.0847 R-sq=0.1885

Prob>F=0 Prob>F=0.0336 Prob>chi=0

분석결과 Coef. P>t Coef. P>t Coef. P>z

1. 출신배경_내부승진기준

관료 235659.1 0.218 324748.6 0.441 231833.8 0.247

정치인 83723.46 0.691 536666.5 0.273 93619.5 0.672

기업인 87933.21 0.660 192336.4 0.609 86287.03 0.677

기타 285711.1 0.119 306731.5 0.419 271710.5 0.155

1-1. 주무부처근무여부_미근무기준

근무 -53.58197 1 -94505.15 0.687 -5087.991 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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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ooled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분석결과 Coef. P>t Coef. P>t Coef. P>z

2. 출신지역_경상권기준

수도권 -38239.72 0.699 -14492.83 0.931 -26256.33 0.797

충청권 -61904.62 0.601 -65920.66 0.741 -60515.75 0.621

전라권 41776.78 0.766 -42067.52 0.861 39449.93 0.785

강원권 -26211.11 0.867 -225096.9 0.405 -32476.82 0.841

제주·해외 18768.43 0.933 -78589.64 0.813 17454.43 0.939

2-1. 기재부장관동향_불일치기준　

일치 157707.4 0.103 138034 0.170 155915.9 0.101

2-2. 주무부처장관동향_불일치기준　

일치 -118945.5 0.189 -173774.9 0.162 -114888.3 0.212

3. 근무기간_1년차기준

2년차 2051.187 0.984 60579.15 0.582 8911.643 0.931

3년차 16941.31 0.873 -8513.078 0.942 12763.57 0.904

4년차 -64442.82 0.627 -3312.337 0.983 -54811.3 0.679

년도_2014년 기준

2015 -78737.44 0.474 -139347.2 0.197 -81013.82 0.451

2016 -105742.8 0.332 -195685.2 0.087 -103419.1 0.332

2017 -669.7039 0.995 -179028.6 0.148 1449.537 0.989

매출액 0.0404583 0 0.1353822 0.007 0.0404588 0

종업원수 -15.27086 0.23 838.7623 0.001 -15.12983 0.266

*p<0.1 **p<0.05 ***p<0.01

매출원가 변동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BP 검정의 P값은 0.2016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하우스만 검정의 결과는 P값이 0.0008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이에 따라 고정효과모형이 확률효과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sq 값이 0.0847으로 약 8.47% 수준에서 종

속변수의 변화가 모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P값(Prob>F)은 0.0336로

나타나 유의수준(P<0.05)에서 고정효과모형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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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기관장의 출신배경과 주무부처 근무여부에서 유의한 P값이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출신지역의 특성에서도 경상권을 기준으로 지역별 출

신차이, 기재부 장관과 동향여부, 주무부처 장관과 동향여부 모두에서 유

의한 값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관장의 마지막 특성인 근무기간에 따른

매출원가의 변동에서도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아 기관장의 특성이 매

출원가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출신배경, 출신지역, 근무기간

모두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고정효과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합동(pooled) OLS6)의 분

석결과와 함께 비교해 보면,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는 0.1886로

고정효과모델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P값(Prob>F)은 0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합동(pooled) OLS는 분석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별로 고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와 합동(pooled) OLS의 결과는 P값과 추

정계수(Coef.) 크기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기관장의 특성인 출신배경, 출

신지역, 근무기간이 매출원가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해서는 유의

미한 값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2) 판매관리비 변동

기관장의 특성이 판매관리비 변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 분석결과는 [표

4-13]와 같다.

6) 합동 OLS는 주어진 데이터가 패널구조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추정하는 것으

로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하여 전 시점에서 오차항의 기대값이 0이 되어야 한다

는 가정과 모든 패널개체에 대해 모든 시점에서 오차항의 분산이 동분산성을

가진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또한 패널개체의 오차항 사이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오차항과 설명변수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민인식·최필선, 2017). 하지만 횡단면과 시계열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이분산성과 자기 상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

동 OLS의 기본가정이 위배되어 추정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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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기관장의 특성이 판매관리비 변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Pooled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모델분석
R-sq=0.3237 R-sq=0.2579 R-sq=0.3554

Prob>F=0 Prob>F=0.0691 Prob>chi=0

패널분석 Coef. P>t Coef. P>t Coef. P>z

1. 출신배경_내부승진기준

관료 16688.55 0.01** 29400.82 0.045** 16944.7 0.011**

정치인 17215.23 0.016** 23148.29 0.173 17305.02 0.018**

기업인 13867.04 0.041** 21027.02 0.107 14071.73 0.042**

기타 9111.749 0.142 19155.29 0.146 9349.77 0.141

1-1. 주무부처 근무여부_미근무 기준

근무 -965.4245 0.806 -7302.7 0.368 -1124.132 0.78

2. 출신지역_경상권 기준

수도권 5003.335 0.135 -5235.378 0.364 4655.972 0.171

충청권 1724.391 0.667 -4363.142 0.528 1494.385 0.714

전라권 -48.01161 0.992 -6053.194 0.466 -277.4401 0.954

강원권 1204.652 0.82 1150.638 0.902 1259.437 0.816

제주·해외 4151.371 0.584 -10750.72 0.352 3592.538 0.64

2-1. 기재부장관 동향_불일치 기준　

일치 1136.067 0.728 483.136 0.889 1076.048 0.739

2-2. 주무부처장관 동향_불일치 기준　

일치 8028.624 0.009*** 6499.566 0.131 8004.213 0.01**

3. 근무기간_1년차 기준

2년차 -1579.905 0.654 -860.8096 0.821 -1527.439 0.662

3년차 -745.5964 0.836 1302.149 0.747 -638.3291 0.858

4년차 5030.688 0.262 3268.955 0.538 4806.368 0.284

년도_2014년 기준

2015 6330.853 0.089 4182.269 0.263 6245.965 0.088

2016 9147.317 0.013 5046.395 0.202 9089.243 0.012

2017 5964.304 0.104 -300.519 0.944 5927.715 0.101

매출액 0.0016607 0 0.0037685 0.029 0.0016584 0

종업원수 1.005239 0.02 21.40483 0.011 1.016268 0.023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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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비의 변동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BP 검정의 P값은 0.1426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하우스만 검정의 결과도 P값이 0.1004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확률효과모형을 적합모델로

판단하고 추가로 합동(Pooled) OLS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보면 확률효과

모형의 R-sq 값이 0.3554으로 약 35.54% 수준에서 종속변수의 변화가

모델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P값(Prob>chi=0)에 따라 모델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출신배경이 내부승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는 관료

출신의 P값이 0.011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때

추정계수(Coef.)가 16944.7으로 기관장이 내부승진자일 경우보다 관료 출

신일 경우에 판매관리비를 약 16,945백만원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치인의 경우 P값이 0.018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때 추정계수

(Coef.)가 17305.02로 기관장이 내부승진자일 경우보다 정치인 출신일 경

우에 판매관리비를 약 17,305백만원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기업인의 경우에도 P값이 0.042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때 추정계

수(Coef.)가 14071.73으로 기관장이 내부승진자일 경우보다 기업인 출신

일 경우에 판매관리비를 약 14,072백만원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관장이 기타 출신인 경우에는 내부승진의 경우보다 정(+)의 영향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결과(P=0.141)는 나타나지 않

았다.

기관장의 출신지역에 따른 분석에서는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경상권을

기준으로 출신지역별 판매관리비 변동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관장이 해당기관의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과 동향일 경우 P값이 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때

추정계수(Coef.)가 8004.213로 주무부처 장관과 동향이 아닌 경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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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비를 약 8,004백만원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마지막 특성인 근무기간에 따른 판매관리비 변동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판매관리비의 변동에 대한 BP 검정의 P값은 0.1426으로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아 합동 OLS를 사용한 분석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합동 OLS의 분석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는 0.3237로 확률효과모형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며, P값은 0으로

나타나 모형은 분석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 OLS에서 기관장의 출신배경이 내부승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는 확률효과모형과 P값과 추정계수(Coef.)에서 미미한 차이는

있었지만, 관료출신(P=0.01, Coef.=16688.55), 정치인(P=0.016, Coef.=17215.23),

기업인(P=0.041, Coef.=13867.04) 모두에서 5% 유의수준에서 동일하게 유

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출신배경에 따른 판매관리비 변동에서 기

관장이 내부승진자일 경우에 대비해 관료, 정치인, 기업인이 유의수준에

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확장성은 정치인, 관료, 기업인의 순서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에 따른 분석에서는 경상권을 기준으로한

지역별 차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기관장이 주무부

처 장관과 동향일 경우(P=0.009, Coef.=8028.624)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나 확률효과모형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관장의 근무기간에 따

른 판매관리비의 변동에서도 확률효과모형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결과

가 도출되지 않았다.

기관장의 특성이 판매관리비의 변동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두 모형의 분석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출신배경에 따른 판매관

리비 변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관장이 내부승진자일 경우에 대비해 관

료, 정치인, 기업인이 예산확장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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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확장성의 정도인 추정계수(Coef.)는 정치인, 관료, 기업인의 순서

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의 출신지역적 특성에서 주무부처

장관과 동향일 경우에도 예산확장에 정(+)의 영향력이 있음이 나타났다.

3) 자산 변동

기관장의 특성이 자산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14]와 같다.

[표 4-14] 기관장의 특성이 자산 변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Pooled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모델분석
R-sq=0.1389 R-sq= 0.0232 R-sq= 0.1272

Prob>F=0 Prob>F=0.5217 Prob>chi=0.043

패널분석 Coef. P>t Coef. P>t Coef. P>z

1. 출신배경_내부승진기준

관료 1132789 0.025 -1129142 0.198 328153.5 0.58

정치인 323769.8 0.562 -1567019 0.124 -230641.8 0.729

기업인 204375.5 0.699 -981885.3 0.209 -228437.6 0.693

기타 -125932 0.795 -1626303 0.04 -654010.4 0.233

1-1. 주무부처근무여부_미근무기준

근무 -874393 0.005 269101.1 0.581 -427247.2 0.224

2. 출신지역_경상권기준

수도권 -408675.3 0.118 218992.9 0.527 -164618.2 0.546

충청권 -520416.7 0.097 -243587.3 0.557 -303950.1 0.355

전라권 -6489.456 0.986 -74988.49 0.88 -2909.852 0.994

강원권 -549088.5 0.186 218637 0.697 -260068.7 0.554

제주·해외 -400656.5 0.499 410915.4 0.553 10288.97 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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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ooled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패널분석 Coef. P>t Coef. P>t Coef. P>z

2-1. 기재부장관동향_불일치기준　

일치 358791.2 0.16 246821.3 0.238 287843.1 0.155

2-2. 주무부처장관동향_불일치기준　

일치 -261091.2 0.276 -70169.93 0.786 -191380.1 0.396

3. 근무기간_1년차기준

2년차 184968.6 0.502 401305.8 0.08 320783.8 0.146

3년차 -1905.635 0.995 63662.91 0.793 43679.39 0.85

4년차 288675.4 0.41 13206.78 0.967 100495.9 0.737

년도_2014년 기준

2015 104620.1 0.719 141779.7 0.527 93024.86 0.673

2016 -14526.21 0.96 223747.8 0.345 40554.85 0.855

2017 -117307.4 0.682 260714 0.311 -53815.1 0.808

매출액 0.0748918 0 0.0536216 0.604 0.0743842 0

종업원수 -10.3519 0.758 -1146.772 0.022 -19.80932 0.69

*p<0.1 **p<0.05 ***p<0.01

자산의 변동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BP 검정의 결과, P값은 0.000

으로 유의수준인 5%보다 작아 Var(u)=0이라는 합동 OLS보다 시간을

고려한 패널모형이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만 검정에서

는 P값이 0.1452로 유의하지 않아 확률효과 모형이 분석에 더 효율적인

모형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확률효과모형을 적합모델로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델의 R-sq 값이 0.1272으로 약 12.72% 수준에서

종속변수의 변화가 모델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Prob>F=0.043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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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유의수준 안에서 확률효과모형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특성에 따른 자산의 변동에 대한 확률효과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장의 출신배경과 주무부처 근무여부에서 유의한 P값이 나

타나지 않았다. 또한, 출신지역의 특성에서도 기관장의 출신지역 차이,

기재부 장관과 동향여부, 주무부처 장관과 동향여부 모두에서 유의한 값

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관장의 마지막 특성인 근무기간에 따른 자산의

변동에서도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아 기관장의 특성이 자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출신배경, 출신지역, 근무기간 모두에서 입증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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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설검정과 해석

본 연구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특성이

해당기관의 예산 확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독립변수인 기관장의 출신

배경, 출신지역, 근무기간에 따른 결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4-15]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4-15] 패널분석 결과 종합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형 Coef. Std.Err P 값

출신배경

(내부승진-관료)

판매관리비

변동

확률효과 16944.7 6642.819 0.011**

Pooled OLS 16688.55 6461.466 0.01**

출신배경

(내부승진-정치인)

확률효과 17305.02 7333.486 0.018**

Pooled OLS 17215.23 7128.775 0.016**

출신배경

(내부승진-기업인)

확률효과 14071.73 6904.795 0.042**

Pooled OLS 13867.04 6747.843 0.041**

출신지역

(주무부처장관 동향)

확률효과 8004.213 3090.36 0.01**

Pooled OLS 8028.624 3060.247 0.009***

*p<0.1 **p<0.05 ***p<0.01

첫째, 기관장의 출신배경은 예산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내부승진 기관장을 기준으로 관료출신의 경우 판매관리비 확장

에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과 기업인 또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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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기관장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판매관리비 확장에 정(+)의 영향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인, 관료, 기업인의 순서로 확장성의 규

모의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의 확장성을 분석하기 위한 다른 종

속변수였던 매출원가와 자산의 변동에서는 출신배경에 따른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기관장의 출신지역의 특성에 따른 예산의 확장성에 대한 분석에

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기

간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경상권을 기준으로 한 기관장 출신지역별 예산

확장성에서는 매출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변동, 자산 변동 모두에서 유의

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판매관리비의 변동에 대한 분석에

서 기관장의 출신지역이 주무부처 장관과 동향일 경우 확장성에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장의 출신지역적 특성, 즉 주

무부처 장관과의 지역적 네트워크가 예산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기관장의 근무기간에 따른 예산 확장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근무

기간의 변화가 예산의 확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출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변동, 자산 변동의 모든 변수에 대해 P값이 기

각되지 않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6] 가설 검증결과

구분 내 용 결과

1 기관장의 출신배경은 예산확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 관료출신일 경우 예산확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내부승진일 경우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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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결과

2 기관장의 출신지역은 예산확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채택

2-1 대통령과 동향일 경우 예산확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2 기재부장관과동향일경우예산확장에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 주무부처장관과동향일 경우 예산확장에 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3 근무기간은 예산확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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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기관장의 특성을 출신배경, 출신지역,

근무기간으로 분류하여 예산의 변동액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2018년 기

준 총 338개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 15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

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7개 총 128개 기관

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공공기관장의 특성을 출신지역, 출신배경,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출신배경의 특성은 관료출신과 정치인, 내부승진, 기업인, 기타출신

으로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주요 분석대상인 관료출신기관장에 대해 주

무부처 출신여부를 확인하였다. 기관장의 출신지역은 경상권, 수도권, 충

청권, 전라권, 강원권과 제주·해외의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검증하였고 지

역적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 및 주무부처

장관과의 동향여부를 변수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근무경험이

예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임명일 부터 해당연도말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변수화 하였다. 예산의 확장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기관의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산총액에 대해 전년대비 변동액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기관장의 특성에 따른 예산의 변동을 산술평균값을 기준으로 진행한

기술통계분석 결과에서는 기관장의 출신배경에 따라 판매관리비와 자산

의 변동에서 관료출신 기관장이 다른 출신 기관장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출신지역의 따른 변화에서는 매출원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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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리비, 자산의 변동에 대해 지역별로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나

모든 예산의 변동에 대해 강원권 출신 기관장이 다른 출신기관장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특성인 근무기간의 차이에

따른 변동에서는 기관의 근무 기간이 증가할수록 예산의 변화 또한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매출원가 변동은 3년차 이후 음(-)

의 값을 나타냈으며 자산은 2년차-3년차 구간에서 변동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관장의 재량권이 강한 판매관리비 변동에서

는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매출원가 변동, 판매관리

비 변동, 자산변동에 대한 BP 검정과 하우스만 검정을 시행하여 검정결

과에 따라 적합모델을 결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매출원가변동은 고

정효과모형을 적합모델로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한 후 합동 OLS를 추가

로 검증하였고 판매관리비 변동은 확률효과모형을 검증한 후 합동 OLS

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자산변동은 확률효과 모형을 적합모델로 판단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매출원가의 변동과 자산의 변동에 대해

서는 기관장의 특성이 예산 확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판매관리비의 변동을 통해 확인한 예산 확장성에서는 기관장

의 출신배경이 내부승진을 기준으로 관료, 정치인, 기업인 출신인 경우에

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확장성의 크기는 정치인,

관료, 기업인 순서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의 지역적 특성이

예산확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출신지역 구분에 따른 확장성의 차이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판매관리비 변동에서 각 기관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과 동향일 경우 정(+)의 영향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장의 지역적 네트워크가 예산확장성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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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 근무기간은 예산 확장성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확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종속변수인 매출원가 변동, 판매

관리비 변동, 자산 변동 중에서 판매관리비의 변동에서만 유의미한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었다. 매출원가는 상품 내지 제품 등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기관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모된 원재료가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즉, 기관의 매출원가의 변화는 결국 매출의 변화에서 유

인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매출의 변화는 기관장의 영향력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경영상황 및 시대적 특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기관

장의 재량권이나 특성이 매출원가의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보여진다. 또한 자산은 건물,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자산과 금융상품,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자산의 형태를 가지며 기관에서 운영된 투자의 상

태를 '돈'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임기는 3년 단

위로 운영되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기관장의 특성이 영

향을 미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 여겨진다. 이로 인해 기관장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자산 변동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변수인 판매관리비는 기

관의 기업이 제품 판매와 관리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앞서 살펴본

원가의 비대칭성에 관한 선행연구와 대리인비용 선행연구 등에서 판매관

리비는 기관장의 재량권에 따라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비용으로 분류

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판매관리비를 중심으로

한 예산 확장성에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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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공공재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며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정부조직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정부부처

조직과는 별개로, 시장성, 효율성 등이 강조되는 민간조직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공공

기관에서 기관장의 특성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

공기관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낙하산 인사’ 즉 정치적 임용의 문제점

과 함께 기관장의 특성이 재무성과, 경영평가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치중되어 왔다. 기관장의 특성이 예산의 확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은 경영평가결과, 재무성과 등 경영의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예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접근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명의 중요성을 다

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예산의 확장성은 단순히 생각해보

면, 관점에 따라 조직내부에서는 기관의 성장성의 크기로 판단되어 긍정

적인 척도로 판단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방만경영의 척도로 판단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좋고 나쁨의 판단 척도가 아닌 기관장

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분류하여, 정부의 중요

한 정책도구이자 국민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공공기관에서 정책방

향과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기관장이 배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기관장의 출신배경에 따라 예산 확장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

에서 기관장의 특성에 따라 예산 확장성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

는 가정을 도출했다. 정치인의 경우 높은 시간 할인율과 지지층 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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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함수를 가지고 있고 관료출신의 경우 예산 극대화의 경향이 있는

관료조직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 확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

했고 그와 반대로 타 출신배경과 달리 외부 네트워크 등 예산확보를 위

해 활용할 자원이 가장 빈약할 것으로 예산되는 내부승진 기관장이 예산

확장성이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결과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의 특성

에 따라 예산 확장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기관장의 출신지역에 따른 예산의 확장성의 영향을 살펴보면서

선행연구들에서 기관장의 지역적 특성을 대통령과의 동향여부로 한정하

여 분석한 것에서 나아가 예산의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장

관 및 해당기관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과의 동향여부

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와의 지역적

네트워크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관의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

는 주무부처 장관과의 동향여부가 예산의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

증하였다. 이는 기관장의 인적 네트워크가 기관의 예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판매관리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매출액대비 판매관리비’는 비용

효율성 부분에서 대리인 비용을 측정하는 주요 변수로 사용된다(강태윤,

2011). 또한 매출액을 자산으로 나눈 ‘총자산회전율’도 자산이용의 효율

성과 관련한 대리인비용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다(Ang et al.,

2000). 예산의 확장성에 대한 본 연구에서 분석모형에 매출액을 통제변

수로 활용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의 변동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판

매관리비 변동에서 기관장 출신배경과 출신지역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기관장의 특성이 예산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

적 측면에서 대리인 비용의 확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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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관내부의 입장에서 예산의 확장은 경영 규모의 확장을 의미하여

호재로 판단할 수 있지만 대리인 비용의 확장은 경영효율성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의 특성에 따라 주인-대리인

이론, 정치인의 높은 시간할인율, 지대추구행위, 자원의존이론이 나타나

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재무

성과, 경영평가결과 등 경영의 결과물이 아닌 예산의 변동과 대리인 비

용의 확장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의

특성이 기관의 경영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서 기관장의 인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뜻하며 각 기관의 설립목적, 특성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과

시장상황 등 폭넓은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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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자료의 대상에 있어서 125개 기관의 4개년 자료만을 수집하

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공공기관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과

패널데이터 분석에는 다소 작은 수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기관장의 특성을 분류하면서 복합경력 즉, 관료경험이 있는 정치인, 관

료경험이 있는 기업인, 교수 출신 기업인 등 다양한 출신배경에 대한 특

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예산의 확장성에 대한 지표로 기관에서 공시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

표를 활용하여 각 기관의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매출액, 자산총액을 기

준으로 변수를 추출하였다. 하지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연구

개발비, 기부금 등 예산의 세부 과목별 분류, 연초 예산 배정액 대비 연

말 집행액의 차이 등 예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변수를 도출해 내지

못한 부분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연구의 결과 판매관리비의 확장성에서 기관장의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관장이 해당기관의 예산확장성에 영

향을 준 것인지 아니면 당초 판매관리비의 확장이 필요한 기관에 관행적

으로 해당 특성을 가진 기관장을 배치한 것인지 내생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점도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공공기관과 기관장, 다양

한 예산의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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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stitutions are the main policy instruments of the government

and act as key players in the national economy. The organization and

size of public institutions are getting bigger, regardless of the

changes in the administration. Each time the government is replaced,

the public agency appoints those who can carry out the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new government's philosophy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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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ointment of a CEO who i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an institu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

public institution. Despite the government's introduction of various

personnel systems to appoint the optimal head of state-run

organizations, criticism of an appointments by orders from the

government continues at public organizations. In this paper,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ds of public organizations on

the budget, which is the management resource of enterprises, was

analyzed.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change in the

budget year-on-year to analyze the scalability of the budget. As of

2018,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a total of 128 institutions in 15

market-type public corporations, 20 quasi-market-type public

companies, 16 fund-managed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and 77

commissioned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utilizing data from

2014 to 2017.

 Based on the theory of owner-agent theory, rent-seeking behavior,

and resource dependency theory in public institutions, hypothes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rector-heads will be different in the

expansion of the budg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Service

Managers were classified as origin, origin background, and period of

service. First, the background was divided into bureaucrats,

politicians, internal promotion, businessmen, and others. In addition,

we set whether or not to work in the head office of the bureau

director. The region of origin of the chief engineer was classified into

five regions according to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the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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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hief engineer,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chief engineer and the minister of the main minister

were also parameterized. Lastly,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director 's period of service on budget expansion. The scale of the

budget was measured based on the settlement amoun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s. Using the income statement and

statement of financial status of each institution, we used the change

from the previous year as the dependent variable for COGS, SG & A,

and total assets.

 This study using panel data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Prior to analyzing the panel data, Breusch-Pagan test and Hausman

test were performed for each dependent variable and a suitable model

was selected. Cost of goods sold was analyzed by using fixed effect

and pooled OLS, while SG & A cost change was based on

probability effect model and pooled OLS, and asset variance was

based on probability effect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of the budget expansibili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d of the agency. However,

in analyzing the changes in SG & A expenses, it is found that the

background of the head of the agency is influential in the cases of

bureaucrats, politicians, and businessmen as compared with the case

of internal promotion. The size was large in the order of politicians,

bureaucrats and businessme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fference of the region where the director was born. However,

when the chief engineer is in a trend with the minister of th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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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 it appears to be influential. This demonstrates that the

regional network of the head of the agency has an influence on the

budget expansion. Lastly, the director 's period of service did not

affect the budget expansion. Of the dependent variables used to

analyze the expansion of the budget,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only in the change of SG & A expenses.

These results prove that the head of the agency can have influence

in areas of varying characteristics. In appointing heads of state-run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not only basic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but also a wide

range of situations, such as policy directions and market conditions.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national

economy, it will be necessary to verify in a multi-faceted way and

improve the personnel system on a continuous basis so that the

optimum person can be appointed as the head of public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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