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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특수관계자란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 기업, 경영진 등 해당기업에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의 대표적 유형인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의 절감이나 시너

지 창출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2015년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이 지분을 소유한 출자회사(특수관계자와

아닌 자를 포함)는 560개에 이르며, 연간 신설되는 출자회사의 수도 최

근 10여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출자회사의 대부분의 설립목

적은 업무위탁, 분사 등 경영효율화 보다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외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출자회사의 부

실경영, 부당내부거래 등 운영상의 비효율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경영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본질적 목적

에 부합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공기업의 특수

관계자간 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경영성과도 향상되는가’라는 연구문제

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기업규모, 자체수입액 비중, 사업의 성격 등으로 볼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기업 35곳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감사보고서 및 관련자료가 공시되는 최근

5년(2013∼2017년)까지로 하였다. 특수관계자의 거래비중은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산 매출과 매입의 합계액으로 하였으며, 경영성과 지표로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이익률과 정부경영평가 계량지

표 중의 하나인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을 활용하였다.

먼저 3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지표에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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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

물자원공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외사업관련 손실이 이상치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2개 기관을 제외한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

석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업무효율성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회귀계수는 각각 –0.2791, -0.950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 공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거래비용가설보다는 이해

상충가설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비록 여러 감시기능과 규정

으로 인해 내부거래를 악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율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낮긴 하지만, 그러한 제도가 비정상적 행위를 완벽히 막아줄 수는 없다.

관련 제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비리, 채용비리 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

진이 모두 주주가 아닌 대리인이며, 특히 임기가 3년으로 한정된 단기성

대리인이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

다.

둘째, 소비자, 공기업, 특수관계자, 세 주체간 가격결정 구조에 기인한

결과라는 것이다. 공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통제받고 있으며, 최근은 경기부진 등의 이유로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기업과 특수관계

자간의 거래는 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위탁업무인 경우 최저임

금, 시중노임단가 등을 벤치마크로 활용하여 단가를 설정하며, 별도의 재

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원자재가격 등에 의해 단가를 설정한다.

공기업의 매출은 요금동결로 정체되는 반면, 특수관계자간 발생하는 원

가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 상승하는 가격결정 구조에 의해서 공기업의 경

영성과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비중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

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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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기업 요금통제 자체가 문제가 된다.

연구에서는 특수관계가 비효율적인 경우 모회사의 지원(Propping)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혹은 모회사로의 부의 이전(Tunneling)의 형태로 나

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무건전성이 집단 23개와 그렇지 않은 집단 10

곳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집단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업무효율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특수관계자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한 집단 10곳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모회사의 지원의 형

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수관계자 설립시 재무

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한 사업구도를 만들었거

나, 공기업의 요금통제와 특수관계자에게 집행되는 비용의 증가에 기인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공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비효율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모회사로의 부의 이전(Tunneling) 보다는

모회사의 지원(Propping)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추

론한 바와 같이 공기업의 요금통제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단가 상승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며, 공기업이 특수관계자를 설립할 때는 재무적

타당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재무적 안정

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제공하거나,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모회사의 경영진이 경영평

가성과급 등 경영성과의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회사로의 부의

이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지지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

한편, 매출액순이익률과 ROA는 어떤 결과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두 지표 모두 변동성이 큰 당

기순이익을 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공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관련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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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등 한국 공

공기관의 규모와 역할은 현재 확장기조에 있다. 일자리 창출 방안 중에

는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 방식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특수관계

자간 거래도 확대될 것이다. 실제로 공기업 35곳의 매출액 대비 특수관

계자간 거래비중을 조사한 결과 50% 수준으로 나타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작지 않다. 그러나,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공기업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

라면, 특수관계자간 거래 증가는 공기업 재무구조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강행적인 공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거래내역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공기업, 특수관계자, 경영성과, 거래비용가설, 이해상충가설

학 번 : 2018-2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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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경영진 등 해당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특수관계는 상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며, 기업은 영업활

동의 일부를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을 통해 수행하기도 한다. 특수관계자

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배기업에 원가로 판매하는 재화를 다른 고객에게는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의 거래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와의 거래의 거래 금액과는 다르게 이루

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의 대표적 유형인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설립

하는 목적은 거래비용의 절감 및 시너지 창출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자회사가 모회사와 밀접한 업무관계를

맺고 있으나 별도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기존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과 경합이 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국가의 산업정책적 목적상 필

요한 경우에 설립되어 왔다.

전체 공공기관이 지분을 소유한 출자회사(특수관계자와 아닌 자를 포

함)는 2015년말 기준 560개에 이르며, 연간 신설 출자회사 수는 2003년

7곳에서 2015년 56곳으로 최근 공기업 출자회사의 증가세가 심화되고 있

다. 또한,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업무위탁을 통한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주로 신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목

적을 살펴보면, 구조조정,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화보다는 해외사업,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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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너지 사업 등 신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1] 공공기관 출자회사 신설 규모 추이

[표 1]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 목적

기간 2003∼2007년 2008∼2012년 2012∼2015년

설립 기관수 110개 234개 149개

설립 목적
해외사업,
중기육성,

민간합작, PF 등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임대주택,
민자발전 등

* 출처 :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16)

한편, 출자회사의 부실경영, 부당 내부거래 등 운영상의 비효율도 발생

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사업전망이 불투

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설립되는 경우도 있으며, 출자회사의 경우 공공

기관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인건비를 과다 인상하는 등 방만경영 사례도 발생하

고 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등 자회사 부당지원, 퇴직직원의 자회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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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 부당 내부거래에 따른 폐해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OO공사에 대해서는 2015년 자회사인 --공단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23개 공공기관에서 2011년부

터 2015년까지 213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하여 사회적인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경영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본질적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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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연구는 주로 민간기업을 대

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즉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공기업

의 재무성과와 업무효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은 공공기관 중 자체 수

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중에서 지정하고, 이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85% 이상인 경우 시장형 공

기업으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

다.

전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기금관리형

및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자체

수입액 비중, 자산규모, 사업의 성격 등으로 볼 때 자체 경영활동의 결과

가 재무성과에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 등 특

수관계자와의 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현재 공기업으로 지정된 35개 기관을 대

상으로 하며, 연구기간은 감사보고서 및 관련자료가 공시되는 최근 5년

(2013∼2017년)까지로 한다.

2. 연구 방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연구 방법은 제도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

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도적 접근방법은 특수

관계자간 거래와 관련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규제, 대규모기업 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 등을 주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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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실증적 접근방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영성과, 기업가치,

자본비용, 생산성, 발생액의 질 등 재무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공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실증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국제회계기준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루어지

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 거래가 없더라도 특수

관계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기업과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에 충분히 영

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기준서는 특수관계자와의 성격과 거래내역을 공

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기관의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

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활용하고자 한다.

경영성과의 지표는 재무성과 및 업무효율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재무성과는 주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성을 비교할 수 있는 매출

액영업이익률과 자산규모 대비 수익성을 비교할 수 있는 총자산이익률

(ROA)을 자표로 활용한다. 업무효율 지표로는 공공기관 정부경영평가

계량지표 중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지표를 활용한다. 두 가지 재무성

과 지표는 재무수치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재무제표상

의 수치만을 활용하고 있는 재무성과와는 다르게 업무효율 지표에서는

비재무적 지표인 평균인원을 산식에 포함하고 있으며,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산식에서 제외하는 등 재무성과 지표와는 다소 차별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로써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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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거래비용가설

Coase는 거래비용이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고, 거래하

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래 조건을 알려주고, 흥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상하

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준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사수행 비용이

라고 정의한다. 즉, 정보비용, 탐색비용,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비용, 감시비용 등을 거래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거래비용 관점에서는 거

래비용, 조직변화, 제도 변화, 그리고 경제 변화가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업이 필요한 주된 이유는 모든 거래를 시장에

서 처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

Williamson(1975)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중간재시장에서의 거래비

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장에서 개

인들 사이의 거래를 제한하는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정된 합리

성(Bounded Rationality)’으로 ‘불확실성/복잡성(Uncertainty/Complexity)’

에 직면하고, 개인들의 ‘기회주의(Opportunism)’가 ‘소수의 숫자(Small

numbers)’와 연관될 때 거래비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며, 또한 ‘불확실성/

복잡성’과 ‘기회주의’가 서로 연관되면 정보를 파악하는 데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정보의 매복성(Information Impactedness)’이 나타나고 이는

‘소수의 숫자’와 결합하여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먼저, 한정된 합리성이란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인간의 합리성과는 달

리 현실에서의 인간은 완전한 문제처리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회주의란 인간의 내재적인 경향의 하나로 “속임수로 자기이익을 추구

1) 박성민(2006), 거래비용과 규제제도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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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의 왜곡과 의무나 약속이행의 회피로 볼

수 있으며, 경쟁적인 시장구조 도는 성과측정이 예측가능한 환경에서의

시장에 기초한 교환을 무능하게 만드는 인간의 내재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회주의가 없다면 모든 거래는 시장에 기초한 교환에

의해서도 이익의 극대화가 가능하게 되며, 또한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에 갈등의 여지도 없어지게 된다. 인간의 한정된 합리성으로 인한 불

완전한 계약도 인간의 기회주의적 특성만 없다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2)

이러한 시장거래에 비해 계층제인 내부조직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

고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⑴ 복잡한 조건부 청구권에

대한 계약이 실현가능하지 않고 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즉석거래

(Spot transactions)가 위해(Hazards)를 주는 상황하에서는 응변적이고

순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내부조직이 한정된 합리성하에서 경제성을 가

능하게 한다. ⑵ 현재 또는 장래에 소수자의 교환관계에 직면할 때, 내부

조직은 기회주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⑶ 내부조직은 ‘기대의

수렴’을 장려하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⑷ ‘정보의 매복성’ 조건을

보다 쉽게 극복하고 또 이들이 나타나는 경우에서도 전략적 행동을 덜

야기한다. ⑸ 보다 만족스러운 교환 분위기가 종종 나타날 수 있다.3)

박승록(2001)은 외부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은 계열기업

내에 존재하는 내부거래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

에 따라 기업가치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박경서, 정찬식(2011)은 기업집단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필

요한 다양한 요소를 내부화함으로써 시장에서 이러한 요소를 조달하는데

따르는 지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집단은 내부자본시장을 제

공하는데,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못해 외부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자금조달 비용이 높을 경우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로부터 자본조달이

2) 권영식, 권민택(2010), “거래비용 분석의 이론적 검토”
3) 옥동석(2012), “거래비용 경제학과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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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여 외부시장을 보완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4)

2. 이해상충가설

이상규, 김병곤, 김동욱(2018)은 기업의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며, 지배주주는 특

수관계자간 거래를 자신의 이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해 자신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

에서 자신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으로 자원과 부(wealth)를 이전시키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자원과 부를 이전시키

게 되면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의 소액주주들은 지배주주에 의

해 부를 탈취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기회주의적인 의도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활용되면, 지배

주주에 의한 자산의 편취, 잠재력이 큰 부문에서 작은 부문으로의 자본

이전, 대주주에 의한 소액주주 부의 탈취 등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나

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의도로 행해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는 통상적으로 시장가격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전가격의 설정, 지배주

주의 이익을 위한 자산 및 영업 양수도, 어느 일방에 유리한 조건의 대

출이나 지급보증, 허위 매출 계상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5)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신흥국에서

기업의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계열기업에 이전하는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서구 국가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특

수관계자간 거래는 경쟁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여건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

4) 박경서, 정찬식(2011), “기업집단의 분리를 통한 기업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에 관한 연구”
5) 이상규, 김병곤, 김동욱(2018),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기업가치 : 효율적 거래

가설과 이해상충가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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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고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일방이 이익 또

는 손해를 볼 수 있다.6)

박경서, 정찬식(2011)은 기업집단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경기순환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일시적으로 재무적인 곤란을 겪는 경우 내부자본시장을 통해 우

량한 계열사로부터 경영을 계속하기 위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화를 통한 사업위험의 분산효과는 기업간(inter-company) 뿐만

아니라 상이한 시간간(inter-temporal)에도 가능해 진다. 또한 기업집단

은 제한된 부를 소유한 지배주주가 계열사간 소유의 다단계화 또는 피라

미드화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통제권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부의 이

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7)

한국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

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익의 증

여의제, 「상법」상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높은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3. 공기업의 출자회사

이재형과 박병형(2016)는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평가와 정책대응’이란

연구에서 분석대상 중 공기업을 제외하는 이유로써, 공기업은 정부가 경

영자를 선임하고, 엄격한 공적 감시를 받으므로 사익추구 목적의 내부거

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KT와 같이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동일인이 법인인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기업지

6) 최정호(2010), 관계회사거래의 정보가치
7) 박경서, 정찬식(2011), “기업집단의 분리를 통한 기업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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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조도 상대적으로 투명하며, 경영진도 수시로 교체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사익추구 목적의 내부거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2017)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에

서 공기업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였다. 그러한 이유로써 공기업집단 등

은 경제력집중 폐해의 우려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반면, 이상철(1997)은 공기업 관리에 있어서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데, 주인-위임자-대리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 정부, 공기업이 각

기 서로 다른 이익과 효용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리

인에게 최적 산출물과, 노동, 임금 등을 설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을 것이

나, 공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기업학회(2008)은 공기업 종사자들의 ‘확대지향적 속성’으로 인

해 사업다각화를 명분으로 다수의 자회사를 신설․유지함으로써 공기업

자체가 하나의 기업집단의 모습을 보인 경우도 있으며, 자회사의 민영화

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 결과 민

간부문의 영역이 잠식됨은 물론 경영 에너지의 분산으로 핵심 설립목표

에의 접근을 제약하는 등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

용된다고 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민간기업에 비해 악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리인 구조상 이해관계자의 사익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

며, 본연의 확대지향적 속성으로 인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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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 연구

1. 국내연구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의 내부거래와 경영성과 간의 관련성에 대해 내

부거래가 기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신광식, 2001; Chang & Hong,

2000; 박승록, 2001; 윤기향․박승록, 2002)와 내부거래는 기업의 성과를

높이지 못하며 계열기업간의 상호지원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연구가 모

두 보고되고 있다(강형철 등, 2006; 임경묵․조성빈 2007).

신광식(2001)은 내부거래의 시장경쟁 저해여부, 기업의 경쟁력 저하여

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초기 재벌 연구자(강철규 최정표 장지상,

1991; 최정표, 1993, 1996, 1999)들의 논리를 비교적 상세히 비판하며 내

부거래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당내부거래, 특히 상품 및

용역거래의 규제에 있어서도 현행 규제제도는 경제이론상의 합리성을 가

지고 있지 않으며 반경쟁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

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Chang과 Hong(2000)은 1983년부터 1996년의 기간 동안 30대 기업집

단의 투하자본수익률로 측정한 기업성과와 내부거래의 인과관계를 분석

한 결과 계열기업간 상품매출이 기업성과를 높이고 있음을 보고하였으

며, 또한 재벌 내에서 출자를 받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높

은 기업성과를 보여주고 있음도 규명하였다. 윤기향․박승록(2002)은 한

국의 기업집단에서는 외부거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내부거래를 활용해온 측면

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강형철 등(2006)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재벌계열 기업들의 내부거래를 채무보증거래와 부당내부거래

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채무보증거래는 계열기업간 상호지원의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부당내부거래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계

열기업간 상호지원의 목적이 공존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임경묵․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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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2007)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 대상기업

을 대상으로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부가 이전되고 있으

며, 총 매출 중 내부거래의 매출이 높을수록 수익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내부거래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원

흠(2006)은 상장기업과 최대주주간의 내부거래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기업집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

고하였다.8)

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의 비중을 증가시킬수록 이익조정은 증가, 이

익반응계수는 감소, 조세회피행위는 증가, 그리고 경영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지홍과 우용상 2008 김진회

2011 최원욱 등2011). 김지홍․우용상(2008)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상

장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이익조정 및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클수록 이익조정이

증가하며, 이익반응계수가 작아진다고 보고하였다.9)

2. 국외연구

국외 선행연구들은 경영자가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부당내부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heung et al.(2006)은 부당내부거

래를 함으로써 관련된 기업간 부를 이전(tunneling)시키거나 지원

(propping)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하였고, Henry et

al.(2012)은 경영자들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부정(fraud)과 이익관리 수단

으로 사용함을 파악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관계자 거래는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거래로 판단하였다. Jian and Wong(2010)은 중국

자본시장에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를 추정하여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

래와 기업의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지배주주의 지원(propping)

8) 김진희(201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9) 박보영, 박종찬(2014), “특수관계자 거래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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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이익은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10)

제 3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공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과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내부거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간분야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

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다. 이는 공공성을

가지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운영되는 공기업의 특성상 특수관계자와

의 거래를 통해 사익추구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민간기업

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경제력 집중 폐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

가 되어온 반면,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큰 부작용

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관장을 포함한

공기업의 임직원은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고 있기 때문

에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이익조정 등에 이용할 유인이 존재하며,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와 같이 자회사 부당지원, 자회사 재취업 등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이론과 실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최근 10여년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설립이 급증한 이

후의 경영성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10) 박보영, 박종찬(2014), “특수관계자 거래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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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수의 공공기관이 출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총자

산이익률 지표 외에 비재무적 지표인 평균인원과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을 제외한 실적을 반영한 정부경영평가 업무효율성 지표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는 재무제표에서 나타나지 않는 성과를 변수로 활용함으

로써 재무제표상의 수치가 갖는 한계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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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의 출자회사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출자회사를 비롯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공기업의 경영성과

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공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경영성과(재무성과,

업무효율)도 향상되는가?

위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우선 독

립변수로써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간 거래규모의 비중을 활용하고자 한

다. 종속변수 중 재무성과에 관련한 지표로써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측정하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외활동까지 포함한 이익을 측정

하는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 대비 수익성을 분석하는 총자산이익률

(ROA)을 활용하고, 업무효율 지표로써 정부경영평가 계량지표인 노동생

산성 및 자본생산성 지표의 평균치를 활용한다. 통제변수로서는 재무성

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규모(총자산), 부채비율, 업력 및

종업원수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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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분석틀

<조절변수> 특수관계자 재무건전성 양호/부실

↓

<독립변수>

➙

<종속변수>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

-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비중

재무성과

- 매출액영업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이익률

업무효율*

-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

지표 득점률의 평균

↑ * 정부경영평가 계량지표

<통제변수> 기업규모(총자산), 부채비율, 종업원수

<연구표본> 전체 공기업 전체(35곳)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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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반대로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 의해 사익편취의 도구로 활용되어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경영진의 임기, 예산, 인력을 통제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이사회 및 감사, 외부적으로는 주무부처, 국회,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감시체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잔여재산권이 귀속되는

민간기업이 갖는 유인에 비해서 공기업의 사익추구에 대한 유인은 그 수

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에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대리인 문제가 적

용될 수 있으며, 경영성과급 등 경영성과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

하며, 자회사 재취업 등 특수관계자간 관계를 개인의 이익추구에 활용할

유인이 존재한다. 더욱이 자기확장적 속성으로 인한 출자회사 난립 등

불필요한 특수관계를 조성하여 비효율을 양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악화시킴으

로써, 거래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지

속되는 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증가할수록 경영성과도 악화될 것이라

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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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1]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매출액영업이익률간 음(-)의 상

관관계가 있다

[가설1-2]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매출액순이익률간 음(-)의 상관

관계가 있다

[가설1-3]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총자산이익률간 음(-)의 상관관

계가 있다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따른 효율성 제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업무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

고 있는 노동생산성 지표와 자본생산성 지표를 활용한다.

공기업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가설과 마찬가

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증가할수록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노동생

산성 및 자본생산성 평가점수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1-4]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과는 음(-)

의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1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비효율적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써, 모회사가 특수관계자를 지원(Propping)하는 경

우와 특수관계자로부터 모회사로의 부의 이전(Tunneling)이 발생하는 경

우이다. 공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설립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이라면 모회사가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모회사로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

로, 공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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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상황이라면 특수관계자를 유지시키기 위해 모회사

로부터의 지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가설2가 거짓,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

나,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것은 거래가 효율적이지 않거나,

특수관계자 설립 자체에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표 2] 특수관계자 재무건전성 및 상관관계에 따른 거래 양상

구분
특수관계자 재무건전성

양호한 집단 부실한 집단

특수관계자산

거래비중과

경영성과간

상관관계

양(+)의 관계

(가설1 반박)

효율적 거래

성립

가설1 지지 또는

특수관계자 설립

자체의 문제 제기

음(-)의 관계

(가설1 지지)

모회사로의

부의 이전

(Tunneling)

모회사의

특수관계자 지원

(Propping)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비효율 양상을 구분하기 위해 재무구

조가 양호한 집단과 부실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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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1-1] 특수관계자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2-2-1] 특수관계자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매출액순이익률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2-3-1] 특수관계자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ROA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2-4-1] 특수관계자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업무효율지표 득점률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2-1-2] 특수관계자의 재무구조가 부실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2-2-2] 특수관계자의 재무구조가 부실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매출액순이익률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2-3-2] 특수관계자의 재무구조가 부실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ROA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2-4-2] 특수관계자의 재무구조가 부실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업무효율지표 득점률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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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한 효율성 달성여부를 분석

하는 것이므로 종속변수는 효율성 대표하는 지표로 선정하고자 한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이익률을 사용하고자

한다. 총자산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자산 운용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무비율이다. 반면, 매출액영업이익

률은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당기순이익에는 포함된 기타손익, 배당수익, 이자수익, 이자비용 등의 영

업외손익이 반영되지 않는다. 두 지표를 각각 선정한 이유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영향이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으며, 영업외손익에는 자산처분손익, 소

송에 따른 손익 등 비경상적인 손익이 포함되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채감축계획이 이행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기업의 자산

매각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른 자산처분손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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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업무효율지표 득점률 산식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
=

[노동생산성 지표 득점률 +

자본생산성 지표 득점률] × 100(%)

2

*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자본생산성=
부가가치

평균인원 , 총자산

* 부가가치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인건비 + 순금융비용 +

임차료 + 세금과 공과 + 감가상각비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로는 노동생산성 지표와 자본생산성 지표의 득점

율을 산술평균한 수치를 활용하였다. 두 지표는 각각 인당 부가가치와

투입자산 대비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경영효율성 측정지표로써 아래의 산

식을 통해 계산하였다. 한편,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은 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11)

2. 독립변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 거래금액, 채권․채

무 잔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

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특수관계자의 거래공시

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였고, 대부분의 공기업은 금융감독원의 모범

11) 경영성과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수입·비용 및 인력 등의 변화, 예

상치 않은 임시 대규모의 거래 및 정책사업, 정부정책 이행, 전염병, 상품․서비

스 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경영환경의 극단적 변화로

인하여 기관의 비용․수입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공

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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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

관계자 관련 공시 내용은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자 거래내역(매출,

매입),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 및 채무내역, 특수관계자 대여금,

차입금 및 지급보증 내역,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시 내용 중 수익성과 직결되는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매출, 매입)을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른 거래내역을 제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내역은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연동해서 변동되는 지표일 뿐 수익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

다. 특수관계자간 대여금, 차입금, 지급보증 등은 이자비용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소이나, 국가신용등급에 가까운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공

기업의 특성상 이자비용을 의도적으로 과다하게 발생시킬 개연성은 낮

다. 끝으로,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지배구조, 정부

의 임원 보수 지침, 평가제도 등 감안할 때 인위적인 조정이 사실상 어

렵다고 볼 수 있다.

[표 4]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 산식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
=

[특수관계자간 매출(수익) +

특수관계자간 매입(비용)]
× 100(%)

매출액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을 산출할 때 모수는 매출액을 활용하였다. 매

출액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규모를 측정할 때 유용한 지표이며,

특수관계자간 발생하는 매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비중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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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 외에도 다

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기업규모,

부채비율, 그리고 종업원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규모는 기업의 가용한 자원규모를 나타내는 총자산으로 하되, 강

하게 치우쳐져 있으므로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한다. 총자산규모는 기

업의 성장성 및 매출액과 연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공기업은

인프라에 기반하고 있는 사업특성상 유형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출

액 증가율 대비 이익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소위 영업레버리지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기업규모가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자비용 부담으로 인해 순이익이 저조할 수

있으며, 이는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이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본구조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를 통제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사례에

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익조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회계

선택 등을 통해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려 할 수 있다.

공기업은 정부에 의해 정원을 엄격히 통제받고 있으며, 정원의 증가,

즉 종업원수의 증가는 사업의 증가, 즉 매출액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종업원수와 경영성과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도

4. 조절변수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에 따라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

설2를 검증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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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우선, 보편적으로 재무건전성의 양호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확정된 바 없으며,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의 역량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점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표 5]와 같이 기업의 존속가능성 관점과 자본구조에

대한 안정성 관점에서 재무건전성의 기준 3가지를 설정하였으며, 3가지

기준 중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개 공기업에 다수의 특수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거래비

중 합산액을 기준으로 50% 이상을 점유하는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할 경우 해당 공기업의 특수관계자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표 5] 공기업 특수관계자 재무건전성 기준

1. 영업손실

2. 당기순손실

3.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자본잠식

[표 6]은 알리오의 투자 및 출자현황에 공시된 특수관계자의 재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재무건전성을 판단한 결과이다. 알리오에서는 2017년 당

해연도 자료만 공시되는 관계로 2017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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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기업 특수관계자 재무건전성 양호/부실 집단

특수관계자 재무건전성 양호(23) 특수관계자 재무건전성 부실(12)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부산항만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감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져,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여수광양항만공

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

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

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

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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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변수명 및 측정단위

구분 변수명 산식 측정단위 비고

종속변수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매출액
% OPRatio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매출액
% NIRatio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

총자산
% ROA

업무효율
업무효율

득점률

%

(백분위)
Sumscore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특수관계자

매출+매입)÷매

출액

% SPCRatio

통제변수

자산(로그)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로그값 LnAsst

부채비율 부채÷자본 % DebtRatio

종업원수
알리오 기준

임직원수
명 Emp

조절변수
특수관계자

재무건전성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 중

한가지 조건을

만족한 경우

부실집단으로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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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35개 공기업의 5년간 자료로서 동일한

개체에 대해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통합된 패널데이터이다. 패널

연구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반

복적으로 관찰하는 종단 연구의 일종으로 패널분석모형에는 고정효과모

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 합동

일반선형 모형(Pooled OLS Model) 등이 있다.

합동 OLS 모형은 오차는 독립변수와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외생성’과

오차들의 분산은 같아야 하며 서로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오차의 등분

산성 및 비자기상관’을 가정하고 있으나, 만약 개체효과가 존재한다면 이

질성은 위의 가정을 위배하게 된다. 연구대상 35개 공기업은 공기업이라

는 공통점은 존재하지만, 각 기업들의 사업영역, 경영구조 등의 고유하기

때문엔 개체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합동 OLS 모

형은 패널자료의 장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합동 OLS 모형은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

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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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 비교

구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식

Yit = β1Xit + αi + υit
Yit = β1Xit + α + μit + 

υit
Yit : 종속변수, Xit : 독립변수（i는 개체, t는 시간)
αi : 각 개체의 상수항, β1 :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μit : 개체간 오차(미관측 개체 효과),

υit : 오차항(개체내 오차)

가정
개체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거나 편향을 만들 수 있음

개체는 독립변수와

상관성이 없음

상수

(절편)

그룹 및 시간에 따라 차이

존재
일정

오차분산 일정
그룹/시간에 따라 무작위로

분산됨

계수

(기울기)
일정 일정

가설검정 F test Breusch-Pegan LM test
(와이즈인컴퍼니, 2017)

고정효과모형은 μ를 각 개체 고유의 상수항으로 간주해 절편은 시간

불변이나 개체별로 다르고, 기울기는 시간불변이며 개체간에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 반면, 확률효과모형은 μ를 개체별로 우연히 주어진 오차항

의 일부로 간주하고, 개체간 오차는 무작위적이고 독립변수와 상관이 없

다고 간주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35개 공기업은 각각의 사업영역, 경영구조 등 고유

특성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관계 또는 모회사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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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고정

효과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패널모형은 오차항의 가정에 따라서 일원오차성분모형(One-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과 이원오차성분모형(Two-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패널모형

의 오차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εit = μit + λit + υit

μit = 관찰되지 않은 개체효과

λit = 관찰되지 않은 시간효과

υit = 확률적 교란항

일원오차성분모형은 오차항에 대해서 개체효과(μit)와 확률적 교란항(υ

it)을 고려하고, 이원오차성분모형은 시간효과(λit)까지 고려한다.(김승현,

2012)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권의 성향 및

정책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이원오차성분모형이 본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9] 오차항에 따른 패널데이터 분석모형 구분

구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일원오차성분모형 Ⅰ Ⅱ
이원오차성분모형 Ⅲ Ⅳ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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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ausman test를 실시할 수도 있다. Hausman test에서 귀무가설(H0)

은 오차항의 독립변수간에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확률효과모형이 적합

하다는 것이다.

[표 10] 패널데이터 분석모형

[가설1-1, 2-1]

OPratioit = α + β1SPCRatioit + β2LnAsstit + β3DebtRatioit + β4Empit +
μit + υit

[가설1-2, 2-2]

Niratioit = α + β1SPCRatioit + β2LnAsstit + β3DebtRatioit + β4Empit +
μit + υit

[가설1-3, 2-3]

ROAit = α + β1SPCRatioit + β2LnAsstit + β3DebtRatioit +  β4Empit +
μit + υit

[가설1-4, 2-4]

Sumscoreit = α + β1SPCRatioit + β2LnAsstit + β3DebtRatioit + β4Empit +
μit + υit

SPCratio = i기업 t년도 매출액대비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OPratio = i기업 t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NIratio = i기업 t년도 매출액순이익률
ROA = i기업 t년도 자산이익률
Sumscore = i기업 t년도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

LnAsst = i기업 t년도 자산(로그)

Debtratio = i기업 t년도 부채비율

Emp = i기업 t년도 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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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량 분석

1. 패널데이터 특성

본 연구에서는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상 공시된 최근 5개년

(2013∼2017년)까지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재무현

황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 지표 득점결과를 확

인하였다. 전체 공기업 35곳을 대상으로 5개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한 결

과 총 175개의 패털데이터가 관측되었다.

패널 데이터는 관측대상의 관측횟수에 따라 균형패널과 불균형패널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는 대상기간 5년간 자료가 결측치 없

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균형패널 데이터이다.

대상 공기업은 2011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연

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특수

관계자의 일종인 종속기업의 실적을 지배기업과 합산하고,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등 하나의 경제적 연결실체로 구현한

재무제표이다. 이렇게 내부거래가 보이지 특성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

상에서는 지배회사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공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종속변수인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ROA, 업무효율 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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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11] 35개 공기업 경영성과 기초통계량

구분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매출액

영업이익률
175 0.0888 0.5364 0.0861 -5.8388 0.8263

매출액

순이익률
175 -0.0277 0.7031 0.0598 -6.0003 1.6089

ROA 175 0.0281 0.0925 0.0231 -0.4534 0.5749

업무효율 175 0.6105 0.3575 0.7245 0 1.0000

대상 공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은 8.88%이며, 표준편차는

53.64%이다. 한편 최소값이 -583.88%로 나타났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러한 이상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한 한국광

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주요 원인으로, 패널 분석에서 이상치로

나타난 2개 공기업의 관측치를 일부 제외하였다. 매출액순이익률의 평균

은 -2.77%, 표준편차는 70.31%로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크게 나타났다.

순이익률의 최대값은 160.89%로 2013년 한국감정원의 실적에서 나타났

는데, 이는 2,318억원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ROA의

평균은 2.81%, 표준편차는 9.25%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지표의 득점율

평균은 61.64%, 표준편차는 36.49%로 나타났으며, 자본생산성 지표의 득

점율 평균은 60.46%, 표준편차는 36.65%로 양 지표 득점율의 수치가 유

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은 종속변수인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ROA, 업무효율

지표를 35개 공기업의 연간 실적을 단순 합산해 산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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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35개 공기업 경영성과 추이(2013∼2017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2013

매출액

영업이익률
4.3% 6.7% 9.3% 11.5% 7.4% 3.1%p

순이익률 -0.5% 2.0% 3.6% 6.5% 3.2% 3.7%p

ROA -0.2% 0.6% 1.1% 1.9% 0.9% 1.1%p

업무효율 51.9% 58.1% 69.4% 61.7% 64.2% 12.4%p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3년 4.3%에서 2017년 7.4%로 5년간 3.1%p 상

승하엿으며, 같은 방식으로 산출은 순이익률 역시 -0.5%에서 3.2%로 5

년간 3.7%p 상승하였다. ROA 또한 -0.2%에서 0.9%로 1.1%p 상승하였

다. 노동생산성 지표 득점율은 51.0%에서 66.3%로 15.3%p 상승하였으

며, 자본생산성 지표는 52.7%에서 62.2%로 9.5%p 상승하였다.

3.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특수관계자 거래비중은 특수관계자간 매출(수익)과 매입(비용)을 합산

한 금액을 해당 공기업의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기초통

계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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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기초통계량

구분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175 0.3821 0.5197 0.0415 0 1.6398

특수관계자 거래비중의 산술평균은 38.21%이며, 표준편차는 51.97%로

나타났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비롯한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

기업이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석유공사, 가스

공사가 모두 특수관계자에 속하며,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매

입하고, 발전자회사는 석유공사나 가스공사로부터 연료를 매입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KPS 등도 특

수관계자 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회사로 설립된 공기업인

경우 매출의 상당부분이 모회사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수관계자 거래비중의 최대값은 163.98%로써 2014년 한국남부발전의

실적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경영활동의 대부분이 모회사인 한전과 다른

발전자회사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음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을 35개 전체 공기업의 연간 실적을 단

순 합산해 산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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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35개 공기업 특수관계자 거래액 및 매출액 합계

(단위 : 조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2013

2017÷
2013

특수관계자
거래규모
(a)

102.9 100.3 86.5 87.2 87.7 -15.2 85.2%

매출액
(b)

179.9 187.1 179.2 174.5 175.1 -4.8 97.3%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a÷b)

57.2% 53.6% 48.3% 50.0% 50.1% -7.1%p -

특수관계자 거래규모는 2013년 102.9조원에서 2017년 87.7조원 규모로

15.2조원(14.8%) 감소하였으며, 매출액은 179.9조원에서 175.1조원으로

4.8조원(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도 57.2%

에서 50.1%로 7.1%p 감소하였다. 이는 유가하락에 따른 발전사와 가스

공사의 내외부 매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4.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4.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통제변수인 종업원수, 자산, 부채, 부채비율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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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통제변수 기초통계량

구분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종업원수

(명)
175 3,507 5,733 1,767 71 28,773

자산

(억원)
175 165,372 339,352 44,326 1,267 1,735,133

자산

(로그)
175 28.964 1.8087 29.12 25.566 32.787

부채

(억원)
175 102,222 244,554 16,103 191 1,422,165

부채비율

(%)
175 96.17 175.38 56.79 -539.2 1630.5

종업원수의 평균은 3,507명이며, 표준편차는 5,733년, 중위값은 1,767명,

최소값은 71명, 최대값은 28,773명이다. 자산의 평균은 16조 5,371억원이

며, 표준편차는 33조 9,352억원, 중위값은 4조 4,326억원, 최소값은 1,267

억원, 최대값은 173조 5,133억원이다. 자산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의 평균

은 28.964이다. 부채의 평균은 10조 2,222억원이며, 표준편차는 24조

4,554억원, 중위값은 1조 6,103억원, 최소값은 191억원, 최대값은 142조

2,165억원이다. 부채비율의 평균은 96.17%이며, 표준편차는 175.38%, 중

위값은 56.79%, 최소값은 -539.2%(자본잠식),, 최대값은 1,630.5%이다.



- 38 -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표 16은 변수들 간의 상관성 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변

수들 간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7 이상인 경우 강한 선형관계, ±0.3과 ±0.7 사이인 중간 강도의 선형

관계, ±0.1과 ±0.3 사이인 경우 약한 선형관계, ±0.1 이하인 경우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판단한다.

독립변수인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종속변수인 영업이익률, 순이익

률, ROA, 업무효율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업무효율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298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산(로그)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151 수준의 약

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업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141 수

준의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속변수내의 상관관계에서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및 ROA 사이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각각 0.77 및 0.545 수준의 강한 양의 상관관

계가 나타났으며, ROA와 순이익률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773 수준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업무효율 지표는 다

른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종속변수간 상관관계에서는 자산(로그)값과 ROA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261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반대로

자산(로그)값과 업무효율 지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173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부채비율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및 ROA간 상관관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각각 0.471, 0.445,

및 0.322 수준의 중간 강도 음의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업력 또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및 ROA간 상관관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각각 0.25, 0.235 및 0.165 수준의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통제변수간 상관관계에서는 자산(로그)값과 부채비율 및 종업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0.407 및 0.499수준의 중간강도 수준의 양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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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나타냈으며, 종업원수는 자산(로그)값과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0.261 수준의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6]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영업

이익률

순

이익률
ROA

업무

효율

자산

(로그)

부채

비율

종업원

수
특수

관계자

거래

비중

1

영업

이익률
-0.08 1

순

이익률
-0.045 0.77*** 1

ROA 0.008 0.545*** 0.773*** 1

업무

효율
-0.298*** 0.121 0.124 -0.088 1

자산

(로그)
0.151** 0.035 -0.093 -0.261*** 0.173** 1

부채

비율
0.116 -0.471***-0.445***-0.322*** -0.11 0.407*** 1

종업원

수
0.087 -0.013 -0.01 -0.115 0.022 0.499*** 0.261*** 1

(* : p<0.1,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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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검증

1. 35개 공기업 전체 분석 결과

[표 17]은 가설 1-1, 즉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과이다.

[표 17] 매출액영업이익률 패널분석결과(35개 공기업)

종속변수 매출액영업이익률

관측수 175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25.1118*** 7.8288 -3.21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0.4385 0.3024 1.45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9236*** 0.2866 3.2200

부채비율 -0.2051*** 0.0179 -11.4300

종업원수 0.0000 0.0001 0.2000

R-square 0.7470

F-value 4.8800***

(* : p<0.1, ** : p<0.05, *** : p<0.01)

모형적합도(R-square)는 74.7% 수준으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독

립변수인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매출액영업이익률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 통제변수중 자산(로그)는 1% 유의

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부채비율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단순히 살펴보면,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증가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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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금성자산과 같은 잉여금이 증가될 수 있고, 반대로 매출액영업이익

률이 감소됨에 따라 잉여금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자산규모와는 양의 상

관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잉여금, 즉 자본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게 되는 부채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투자, 차입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표 18]은 가설 1-2, 즉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매출액순이익률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과이다.

[표 18] 매출액순이익률 패널분석결과(35개 공기업)

종속변수 매출액순이익률

관측수 175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48.4424*** 10.9746 -4.41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0.4779 0.4238 1.1300

통제변수

자산(로그) 1.7792*** 0.4018 4.4300

부채비율 -0.2137*** 0.0252 -8.4900

종업원수 0.0000 0.0001 0.2400

R-square 0.7110

F-value 4.9200***

(* : p<0.1, ** : p<0.05, *** : p<0.01)

모형적합도(R-square)는 71.1% 수준으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나,

매출액순이익률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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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순이익률은 1% 유의수준에서 자산규모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부채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앞서 매출액영업이

익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무적인 공식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다

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 19]은 가설 1-3, 즉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ROA(총자산이익률)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과이다.

[표 19] ROA 패널분석결과(35개 공기업)

종속변수 ROA

관측수 175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6.6468*** 1.5404 -4.31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0.0786 0.0595 1.32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2431*** 0.0564 4.3100

부채비율 -0.0154*** 0.0035 -4.3500

종업원수 0.0000 0.0000 0.3800

R-square 0.6709

F-value 5.3300***

(* : p<0.1, ** : p<0.05, *** : p<0.01)

모형적합도(R-square)는 67.1% 수준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마찬가지

로 ROA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

인되지 않았다. 매출액순이익률과 마찬가지로 1% 유의수준에서 자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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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부채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

데, ROA와 매출액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계산식에 포함하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사료된다.

[표 20]은 가설 1-4, 즉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업무효율 지표 득점

률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과이다.

[표 20]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 패널분석결과(35개 공기업)

종속변수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

관측수 175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9.6251 6.5823 -1.46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0.0089 0.2542 0.04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3742 0.2410 1.5500

부채비율 -0.0290* 0.0151 -1.9200

종업원수 0.0001 0.0001 0.9100

R-square 0.5979

F-value 3.7000***

(* : p<0.1, ** : p<0.05, *** : p<0.01)

모형적합도(R-square)는 59.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채비율과는 10%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업무효율에는 평균인원이라는 변수와 부가가치라는 다

소 직접적인 재무변수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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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개 공기업(이상치 제외) 분석 결과

기초통계량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공기업 중 2곳(한국광물자원

공사, 한국석유공사)은 [표 21]과 같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손

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은 2013년 13.7%에서 2014년 -33.1%로, 2015년에는 -583.9%까지 하락하

였으며, 매출액순이익률은 2013년 8.9%에서 2015년에는 -600%까지 하락

하였다. 한국석유공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3년 27.2%에서 2017년에

는 -1.7%까지 하락하였는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본업에서 발생하는 이

익이라는 점에서 -30%p에 육박하는 변화량은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매출액순이익률은 2013년 14.3%에서 2014년에는

-259.5%로, 2015년에는 -390.6%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2개 기관을

Outlier(이상치)로 간주하고, 2개 기관을 제외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21]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석유공사 2013∼2017년 이익률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광물

자원공사

매출액

영업이익률
13.7 -33.1 -583.9 -281.3 -25.8

매출액

순이익률
8.9 -30.7 -600.0 -318.5 -27.5

한국석유

공사

매출액

영업이익률
27.2 20.6 4.9 -0.7 -1.7

매출액

순이익률
14.3 -259.5 -390.6 -81.1 -229.4

[표 22]은 이상치 2곳을 제외한 공기업 33곳을 대상으로 가설 1-1,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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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과이다.

[표 22] 매출액영업이익률 패널분석결과(33개 공기업)

종속변수 매출액영업이익률

관측수 165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0.2008 1.6400 0.12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0.2791*** 0.0952 -2.93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0098 0.0602 -0.1600

부채비율 -0.0306 0.0267 -1.1500

종업원수 0.0000 0.0000 0.8900

R-square 0.9269

F-value 24.9400***

(* : p<0.1, ** : p<0.05, *** : p<0.01)

모형적합도(R-square)는 92.7%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앞서 35개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결과와는 달리 매출액영

업이익률과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간 1%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

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회귀계수는 –0.2791 수준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가설 1-1을 지지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증가할수

록 영업이익이 악화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감소할수록 영업이익

이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자 거래가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3]은 이상치 2곳을 제외한 공기업 33곳을 대상으로 가설 1-2, 즉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매출액순이익률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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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패널분석 결과이다.

[표 23] 매출액순이익률 패널분석결과(33개 공기업)

종속변수 매출액순이익률

관측수 165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20.9474*** 5.3889 -3.89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0.0379 0.3127 -0.12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7758*** 0.1978 3.9200

부채비율 -0.2885*** 0.0876 -3.2900

종업원수 0.0000 0.0001 0.0200

R-square 0.5863

F-value 3.7000***

(* : p<0.1, ** : p<0.05, *** : p<0.01)

분석결과, 모형적합도(R-square)는 58.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매출

액영업이익률과 달리 매출액순이익률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로써 변동폭이 크지 않은 반면, 매출액순이익

률의 경우 영업외손익을 포함하여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실제로 기초통계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액영업이익률

의 표준편차 0.5364 대배 매출액순이익률은 0.7031로 크게 나타난 바 있

다.

물론 모든 공기업에 일률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분석대상기간과

일치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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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자산매각을 추진해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이 발생하였으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전력공사는 사옥매각으로 8조원 이상의 자산처분이익

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각각 용산국제업무지

구 개발사업, 4대강사업에서 수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 24]은 이상치 2곳을 제외한 공기업 33곳을 대상으로 가설 1-3, 즉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총자산이익률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과이다.

[표 24] ROA 패널분석결과(33개 공기업)

종속변수 ROA

관측수 165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5.4268*** 1.5147 -3.58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0.0619 0.0879 -0.70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2005*** 0.0556 3.6100

부채비율 -0.0700*** 0.0246 -2.8400

종업원수 0.0000 0.0000 0.0800

R-square 0.6392

F-value 5.1900***

(* : p<0.1, ** : p<0.05, *** : p<0.01)

모형적합도(R-square)는 63.9% 수준으로 나타났다. ROA는 특수관계

자간 거래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1%

유의수준에서 자산규모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부채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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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은 이상치 2곳을 제외한 공기업 33곳을 대상으로 가설 1-4, 특

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과이다.

[표 25]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 패널분석결과(33ㅋ개 공기업)

종속변수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

관측수 165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12.7204* 6.9468 -1.83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0.9508** 0.4031 -2.36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4863* 0.2550 1.9100

부채비율 -0.0428 0.1129 -0.3800

종업원수 0.0001 0.0001 1.2700

R-square 0.6539

F-value 4.5800***

(* : p<0.1, ** : p<0.05, *** : p<0.01)

모형적합도(R-square)는 6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무효율 지표 득

점률과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은 10% 유의수준에서 회귀계수 –0.9508

수준의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설 1-4를 지

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증가(감소)할수록

업무효율성이 저하(향상)되는 것으로, 결국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공기업

의 업무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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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개 공기업(특수관계자 재무건전성 양호) 분석 결과

[표 26]은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공기업 23곳을 대상으로

가설 2-1-1, 즉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과

이다.

[표 26] 매출액영업이익률 패널분석결과(23개 공기업)

종속변수 매출액영업이익률

관측수 115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1.7780 2.1570 0.82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0.3117*** 0.1157 -2.70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0680 0.0791 -0.8600

부채비율 -0.0342 0.0363 -0.9400

종업원수 0.0000 0.0000 1.1500

R-square 0.9123

F-value 20.1700***

(* : p<0.1, ** : p<0.05, *** : p<0.01)

분석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은 1% 유의수준

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회귀계수는 –0.3117로 앞서 3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나타난 회귀계수 –0.2791보다 다소 높

은 수치이다. 이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비

중과 영업이익간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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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앞서 가설 수립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 예를 들어 공기업

의 자회사는 모회사의 사업영역의 일부를 가져가거나, 업무를 위탁 수행

하는 등 명확한 사업목적에 의해 설립되며, 자회사의 존속을 위해선 설

립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설립된 자회사의 현 재무

상태가 양호한 상황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부의 이전이 나타났다면,

이는 모회사가 추가적인 지원했기 보다는, 자회사의 부가 모회사로 이전

되는 Tunneling의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7]은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공기업 23곳을 대상으

로 가설 2-2-1, 즉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비

중과 매출액순이익률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

과이다.

[표 27] 매출액순이익률 패널분석결과(23개 공기업)

종속변수 매출액순이익률

관측수 115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23.6236*** 7.4373 -3.18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0.0013 0.3988 0.00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8758*** 0.2729 3.2100

부채비율 -0.3438*** 0.1250 -2.7500

종업원수 0.0000 0.0001 0.2300

R-square 0.5624

F-value 3.2900***

(* : p<0.1,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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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적합도(R-square)는 56.2%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순이익률과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

나, 통제변수인 자산규모와는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부

채비율과는 1%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28]은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공기업 23곳을 대상으로

가설 2-3-1, 즉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ROA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과이다.

[표 28] ROA 패널분석결과(23개 공기업)

종속변수 ROA

관측수 115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6.5459*** 2.0635 -3.17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0.0403 0.1106 -0.36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2414*** 0.0757 3.1900

부채비율 -0.0700** 0.0347 -2.0200

종업원수 0.0000 0.0000 0.2800

R-square 0.6000

F-value 3.9900***

(* : p<0.1, ** : p<0.05, *** : p<0.01)

모형적합도(R-square)는 60.0% 수준으로 나타났다. ROA와 특수관계

자간 거래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통제

변수인 자산규모와는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부채비율과

는 5%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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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은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공기업 23곳을 대상으로

가설 2-4-1, 즉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과이다.

[표 29]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 패널분석결과(23개 공기업)

종속변수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

관측수 115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9.3431 8.4489 -1.11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1.0538** 0.4530 -2.33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3626 0.3100 1.1700

부채비율 -0.0827 0.1421 -0.5800

종업원수 0.0001 0.0001 1.2400

R-square 0.6146

F-value 3.1700***

(* : p<0.1, ** : p<0.05, *** : p<0.01)

모형적합도(R-square)는 60.0%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무효율 지표 득

점률과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은 5%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회귀계수는 –1.0538로 3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된 –

0.95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 2-4-1를 지지하는 결과로, 재무건

전성이 양호한 기관에서도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며, 비효율 양상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모회사로의 부의

이전(Tunnneling)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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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개 공기업(특수관계자 재무건전성 부실) 분석 결과

[표 30]은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공기업 12곳 중 이상치

2곳(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를 제외한 10곳을 대상으로 가설

2-1-2, 즉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매출

액영업이익률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과이다.

[표 30] 매출액영업이익률 패널분석결과(10개 공기업)

종속변수 매출액영업이익률

관측수 50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3.6447* 2.0350 -1.79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0.1431 0.2466 -0.58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1371* 0.0708 1.9400

부채비율 -0.0844*** 0.0274 -3.0800

종업원수 0.0000 0.0000 -0.9700

R-square 0.9838

F-value 41.2500***

(* : p<0.1, ** : p<0.05, *** : p<0.01)

모형적합도(R-square)는 98.4%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자산규모는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채비율은 1%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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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은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공기업 12곳 중 이상치

2곳(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를 제외한 10곳을 대상으로 가설

2-2-2, 즉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매출

액순이익률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과이다.

[표 31] 매출액순이익률 패널분석결과(10개 공기업)

종속변수 매출액순이익률

관측수 50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7.8668 1.9521 -4.03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0.0449 0.2365 -0.19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2798*** 0.0679 4.1200

부채비율 -0.1053*** 0.0262 -4.0100

종업원수 0.0000 0.0000 -0.4000

R-square 0.9725

F-value 34.3700***

(* : p<0.1, ** : p<0.05, *** : p<0.01)

모형적합도(R-square)는 97.3%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매출액순이익률과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자산규모와 부채비율은 1% 유의수준에서 각

각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32]은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공기업 12곳 중 이상치

2곳(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를 제외한 10곳을 대상으로 가설

2-3-2, 즉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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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과이다.

[표 32] ROA 패널분석결과(10개 공기업)

종속변수 ROA

관측수 50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0.6785 1.3562 -0.50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0.2344 0.1643 -1.43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0250 0.0472 0.5300

부채비율 -0.0477** 0.0182 -2.6200

종업원수 0.0000 0.0000 -0.9300

R-square 0.9171

F-value
17.2900

***

(* : p<0.1, ** : p<0.05, *** : p<0.01)

모형적합도(R-square)는 91.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ROA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부채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33]은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공기업 12곳 중 이상치

2곳(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를 제외한 10곳을 대상으로 가설

2-4-2, 즉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집단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업무

효율 지표 득점률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패널분석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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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 패널분석결과(10개 공기업)

종속변수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

관측수 50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9.7913 17.0923 -0.5700

독립변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1.4128 2.0709 -0.6800

통제변수

자산(로그) 0.3761 0.5947 0.6300

부채비율 0.0492 0.2297 0.2100

종업원수 0.0001 0.0001 0.6800

R-square 0.7633

F-value 5.2400***

(* : p<0.1, ** : p<0.05, *** : p<0.01)

모형적합도(R-square)는 76.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업무효

율 지표 득점률과 다른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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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표 34] 분석결과 요약

종속변수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ROA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

가설 가설1-1 가설1-2 가설1-3 가설1-4

전체 공기업

(35곳)
0.4385 0.4779 0.0786 0.0089

전체공기업 중

이상치 제외

(33곳)

-0.2791*** -0.0379 -0.0619 -0.9508**

가설 가설2-1-1 가설2-2-1 가설2-3-1 가설2-4-1

특수관계자

재무건전성 양호

집단 (23곳)

-0.3117*** -0.0013 -0.0403 -1.0538**

가설 가설2-1-2 가설2-2-2 가설2-3-2 가설2-4-2

특수관계자

재무건전성 부실

집단 (10곳)

-0.1431 -0.0449 -0.2344 -1.4128

(* : p<0.1, ** : p<0.05, *** : p<0.01)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비중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거래비용가설에 따르면 특수관계는 거래비용

을 절감시켜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나, 이해상충가설에 따르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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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경영진 등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여

효율성을 저해시킬 것이다. 공기업의 경우 비록 외부 감시체계가 다양하

게 구축되어 있고, 공시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경영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기업에 비해 사익추구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성과급, 자회사

재취업 등 이익추구 동기가 여전히 존재하며, 한편으로 공기업의 자기확

장적 속성으로 인해 무분별한 출자회사 설립의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경영성과간에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을 수립하였다. 가설이 참이라

면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집단에서는 지원(Propping)의 형

태로 나타날 것이고, 부실한 집단에서는 모회사로의 부의 이전

(Tunneling)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집단과 부실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형태에서 유의한 결과

가 도출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가설 2를 수립하였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35개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으나,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ROA, 업무효율지표 득점률

등 모든 종속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기술통계량에서 본 바와 같이 분석기간 중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

국석유공사에서 대규모 해외사업관련 손실이 발생하여, 두 기관의 데이

터가 이상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설 1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 이상치로 판단한 2개 기관을 제

외한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고,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업

무효율성 지표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된 데에는 다음의 2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공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거래비용가설보다는 이해

상충가설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비록 여러 감시기능과 규정

으로 인해 내부거래를 악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율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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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긴 하지만, 그러한 제도가 비정상적 행위를 완벽히 막아줄 수는 없다.

관련 제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비리, 채용비리 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

진이 모두 주주가 아닌 대리인이며, 특히 임기가 3년으로 한정된 단기성

대리인이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

다.

둘째, 소비자, 공기업, 특수관계자, 세 주체간 가격결정 구조에 기인한

결과라는 것이다. 공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통제받고 있으며, 최근은 경기부진 등의 이유로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기업과 특수관계

자간의 거래는 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위탁업무인 경우 최저임

금, 시중노임단가 등을 벤치마크로 활용하여 단가를 설정하며, 별도의 재

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원자재가격 등에 의해 단가를 설정한다.

공기업의 매출은 요금동결로 정체되는 반면, 특수관계자간 발생하는 원

가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 상승하는 가격결정 구조에 의해서 공기업의 경

영성과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비중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

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

라, 공기업 요금통제 자체가 문제가 된다.

[표 35] 물가상승률 지수 추이(2013∼2017년)

품목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총지수 98.048 99.298 100.00 100.97 102.93 1.22%

전기·수도·

가스
103.966 107.992 100.00 90.80 89.52 -3.67%

공공서비스 98.057 98.790 100.00 101.46 102.45 1.10%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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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속변수 중 다른 지표인 매출액순이익률과 ROA는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두 지표 모두 분자에

당기순이익을 입력해서 산출하는 지표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당기순이익

은 사업손실, 자산처분이익 등의 영업외손익을 포함하기 때문에 변동성

이 커지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두 지표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집단 23곳

을 대상으로 가설1과 동일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에서는 3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같이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업무효율 지

표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귀계수는 다소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집단 10곳을 분석한 결과에서

는 종속변수 중 어느 지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공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비효율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모회사로의 부의 이전(Tunneling) 보다는

모회사의 지원(Propping)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추

론한 바와 같이 공기업의 요금통제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단가 상승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며, 공기업이 특수관계자를 설립할 때는 재무적

타당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재무적 안정

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제공하거나,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모회사의 경영진이 경영평

가성과급 등 경영성과의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회사로의 부의

이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지지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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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비용가설과 같이 특수관계자와

의 거래가 상호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지 혹은 이해상충가설과 같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사익추구의 도구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35개 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5개년치의 매출액대

비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A, 업무효율성 지표

등 경영성과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3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지표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

물자원공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외사업관련 손실이 이상치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이상치로 판단한 2개 기관을 제외한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을 시행하였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업무효율성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이는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공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거래비용가설보다는 이해상충가설이 더 적합하다는

것으로, 이는 공기업 내에서도 사익추구의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수

관계자간 거래에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기업의

경우 경영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금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반

면,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관계자의 거래단가는 위탁 계약 등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공공요금 인상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특수

관계자의 거래가 증가할수록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비효율적인 경우 모회사가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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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ping) 형태로 나타나는지, 혹은 모회사로의 부의 이전(Tunneling)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무건전성이 집단 23개와 그렇지 않

은 집단 10곳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

이 양호한 집단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업무효율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특수관

계자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한 집단 10곳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

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모회사

의 지원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수관계자

설립시 재무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한 사업구도

를 만들었거나, 공기업의 요금통제와 특수관계자에게 집행되는 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매출액순이익률과 ROA는 어떤 결과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두 지표 모두 변동성이 큰 당

기순이익을 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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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민간기업에 비해 비교적 강한 감시체계에 놓인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공기업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관리강

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 이후 매년 설립되는 공공기관 출자

회사 수는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부채감축

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등 기업규모 또한 확장 기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가 아직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기업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특

수관계자간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도 공기업의 매

출액 대비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이 5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특수관

계자간 거래를 관리하는 일은 현재도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더욱 중요

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표 36] 공공기관 자산 및 부채 현황(2015∼2017년)

구분 2015 2016 2017
자산(조원) 781.3 800.0 811.0
부채(조원 504.9 500.4 495.6

※ 출처 : 2019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국회예산정책처)

[표 37]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비중

구분 2007 2009 2015
OECD 평균(A) 38.8% 44.2% 40.9%
한국(B) 29.7% 34.9% 32.4%
(B-A) -9.1%p -9.3%p -8.5%p

※ 출처 : OECD국가와비교한공공부문일자리확충방안(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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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실업률 해소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추

진하고 있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에는 직접고용방식도 있으나, 직

접고용을 하는 자회사를 신규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식

도 있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공기업의 경영성과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이 일반적인 것

이라면, 직고용 뿐만 아니라 파견 또는 용역근로자를 자회사를 통해 고

용하는 것도 공기업 재무구조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표 38] 공공부문 일자리(2015∼2017년)

구분 2015 2016 2017

일자리(만개) 233.6 236.5 241.1

전체 취업자 중 비중 8.9 8.9 9.0

※ 출처 :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결과 및 향후계획(기획재정부)

특수관계자의 일종인 출자회사가 공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지 않

기 위해서는 설립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공시제

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특수관계자와

의 거래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니

기 때문에 이를 상세하게 공시하는 기관은 많지 않으며, 이로 인해 특수

관계자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느슨하게 작동하게 될 수 있다. 따

라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강행규정

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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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2019년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은 총

339곳으로,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3곳, 기타공공기관 210곳이다. 본

연구는 이중에서 당시 공기업 35곳의 5개년(2013∼2017)치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게 한 이유는 공기업의 경우 운영규모 면에서 타

공공기관에 비해 중요성이 크며, 사업적 특성으로 볼 때 준정부기관(기

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및 기타공공기관보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고,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특수관계자간 거

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

의 공시기간에 따라 시간범위를 5년으로 한정하였으나, 장기적인 시간

범위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과 경영성과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기관별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관한 강행적인 공시 가이드

라인이 없는 관계로 기관별로 공시자료에 편차가 있었다. 일부 기관에서

는 거래 속성별로 다소 세부적으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단순히 매출

및 매입으로만 구분하여 기재하는 기관도 있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넓게는 영업 및 비영업손익, 세부적으로는 위탁거래, 임대차거래, 금융거

래 등 거래 속성별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매입 및 매출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만약, 거래내

역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었다면, 특수관계자간 거래중 특정한 거래

내역이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스캔된 문서형태로 등재되어 있어, 수기로 작업을

진행한 관계로 분석 과정에 있어서 수치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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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추론한 바와 같이 가격결정 구조 등 다

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자산규모, 부채

비율, 종업원 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으나, 그 밖에 경영성과에 미치는

다른 많은 변수들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공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중 두바이유 가격은 2013년 1배럴당 100불이 넘었으나, 2016년

에는 1배럴당 23불 까지 급감하였으며, 공공요금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되었다. 그 밖에도 보조금, 세금 등의 정부정책과 거시경

제 등의 시장환경이 경영성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

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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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ted party is a company that can influence the profit or loss

and financial position of an individual, an entity, an executive or any

other entity that has control or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entity.

The purpose of establishing subsidiaries or affiliated companies, which

are representative types of related parties, is generally to improve

efficiency by reducing transaction costs or generating synergy.

As of the end of 2015, there are 560 invested companies (including

related parties and non-affiliated companies) whose shares are owned

by all public institutions. The number of invested companies newly

established annually has increased steadily for more than 10 years.

Meanwhile, most of the invested companies ar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new businesses such as renewable energy

business and overseas business, rather than efficiency of management

such as commissioning and distribution. Meanwhile, inefficiency in

public institutions continues to occur and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business performance, and tried to

analyze empirically whethe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re

consistent with the essential purpose of reducing transaction costs.

As a result, the study suggests that 'the greater the share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in public corporations, the better

the management performanc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35 public enterprise which are

expected to have a high proportion of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in terms of size of firms, for the period of past 5 years (2013

∼ 2017). The ratio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is based

on amount of total sales and purchase . The busines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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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is based on the operating profit ratio, net income ratio,

ROA(return of asset), and government business efficiency indicator.

Fir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 35 public corporation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all indicators.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large-scale overseas business-related losses

incurred by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nd Korea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have made two companies as outlier.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33 institutions excluding above two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ng profit ratio and related parties transaction showed negative

(-) correlation at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 regression

coefficients were -0.2791 and -0.9508, respectively. The results may

be inferred as follows.

First, the conflict of interest hypothesis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transaction cost hypothesis in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of public enterprises. Although public enterprises have lower

institutional autonomy to exploit internal transactions due to various

monitoring functions and regulations than private companies, such

systems can not completely prevent abnormal behavior. Despite the

fact that related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problems such as

irregularities in bidding and recruiting are continuing. In addition, the

executives of public corporations are all agents, not shareholders. In

particular, there is a possibility of a conflict of interest in that they

are short-term agents whose term is limited to three years.

Second, it is the result of the pricing structure between consumers,

public corporations, and related parties. The price of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public enterprises to consumers is mostl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Recently, the increasing rate of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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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e is lower than increasing rate of the over price index rate due to

the economic slump. On the other hand, transactions between public

enterprises and related parties are made by private contracts. In the

case of consignment services, the unit price is set by using the

minimum wage and the public labor price as the benchmark. The

sales of public enterprises are stagnated due to the freezing of fees.

On the other hand, a nega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and the share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by the pricing structure, will be. Of course, in

such a case, the transaction itself with the related parties is not a

problem, but the control of the public corporation fee itself becomes a

problem.

In order to find out if the special relationship is in the form of

propping or in the form of tunneling, it is divided into 23 groups and

10 groups,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groups with

good financial soundness of related parties,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ales operating profit ratio and the business

efficiency index, and there were none significant results in 10 groups

with poor financial soundness of the related parties. This means that

it is highly likely to appear in the form of propping. In order to meet

the financial feasibility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a related

party, it is necessary to make a favorable business structure for the

related party. Or it may be caused by control of the fee of the public

enterprise.

On the other hand, the sales net income ratio and ROA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hare of related parties in

any of the results. This is because both indices used the volatility of

net profit as an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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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in the

case of public enterprises, the inefficiency of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 indicates that the parent company is more likely to

prop up than to transfer of wealth to the parent company. This may

be the result of the control of the fare of public enterprises and the

increase in the transaction price between the related parties. When

the public enterprise establishes the related parties, the financial

feasibility should be satisfied. Meanwhile, it may be possible to

provide a favorable business structure to the related parties or to

conclude favorable contract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result

supporting the expectation that the parent company's executives

would have the possibility of transferring wealth to the parent

company due to the incentive of management performance including

performance evaluation bonuses.

From thes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regarding the transactions among related parties of the public

corporations.

The current government is promoting the creation of jobs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size and role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is

currently under expansion. Since there are also ways of creating jobs

through direct employment through subsidiaries, transactions among

related parties will also expand. In a descriptive statistics, the

proportion of transactions among related parties relative to sales of 35

public enterprise was 50%, so the influence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on the overall economy is not small at all. However,

as in the results, it is important to manage related parties transaction,

because the increase in transactions among related parties can put a

heavy burden on the financial structure of public corporatio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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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of public corporations deteriorate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First of all, since there are no

mandatory disclosure guidelines for related parties at presen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tricter enforcement regulation to disclose

transactions details in order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system at

all times.

Key words: public corporation, related parties, business performance,

transaction cost hypothesis, conflict of interest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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