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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산하기관이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변화해가는 기관 

변동과정 분석을 목적으로 하 다. 이를 위해 기관해산의 구조조정 시기를 거

치는 등 다양한 조직변화를 경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기, 구조조정

기, 조직전환기를 거치면서 외부환경에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 주무부처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 다.
사업단은 설립･성장기에는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전형적인 정부산하기관이었다. 이후 외환위기 경제환경에서 구조조정에 직면

하고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핵심 업무인 폐광지원기능이 축소되는 등 위기에 

처한 사업단은 대외적인 명분의 약화로 일단 기관을 폐지한다는 구조조정안에 

합의하고 3년 유예기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태를 보 다. 그러나 이후 시

간이 흐르고 경제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사업단과 산업자원부는 전형적인 공

생관계의 행태를 보이면서 사업단 구조조정 방안을 탄광지역 소요 등 더 큰 

정치적 이슈와 연결시켜 기관폐지의 기한을 연장하 다. 기간 연장 이후 2006
년에는 새로운 임무가 추가적으로 부가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조직을 전환하

다.
사업단 기관변화 사례분석을 통해서 기존 연구들이 전제하고 있는 가설처

럼 정부산하기관과 주무부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조직이 어려운 

시기에는 전략적으로 함께 행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행정개혁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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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없는 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공조직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정부산하기관, 구조조정, 조직변화, 전략적 대응과정】

Ⅰ. 서 론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해지고 정부규모가 커지면서 명확하게 정부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닌 중간적인 성격의 조직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1) 이들 조직들

은 설립목적, 기능, 조직형태 등이 너무나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그 특성을 설명

하기 어려우며 2) 정부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성이 강한 기관들 . 예를 들

면, 정부업무를 위탁･위임받아 대행하고 있는 기관들인 공사, 공단, 재단, 협회 

등 . 을 넓은 의미로 정부산하기관3)이라고 통칭하여 왔다.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관심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기초한 

행정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한 ’80년대 초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왔지만, 기관의 조

직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98년 외환위기와 함께 라고 

볼 수 있다(송희준, 2004). 외환위기 후 정부부문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그간 

규모와 외형이 계속 늘어나기만 했던 정부산하기관들에 대해 구조조정 방안, 효
율적 관리방안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 다.  

대부분의 정부산하기관들이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되고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의 접근이 

더 많았다(Moe, 2001, 임학순, 1993, 송희준, 2004). 
이들 시각에서 보면 정부산하기관은 관련 중앙부처의 권한과 향력을 증대

시키기 위한 도구이며 따라서 이들 기관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방향의 연구들은 주로 제도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정부산하기관이 

실제 정부 내에서 생생하게 운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산하기관 역시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이므로 이들도 다양한 외부환경의 

1) 정부 관리대상 298개 공공기관의 '07년 예산규모는 272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238조원의 1.1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기획예산처 내부자료 재작성, 2007)

2) 공공부문의 경계가 민간부문과 중복되고 모호한 부문에 대하여 준공공부문, 정부산하

기관, 회색지대, 제3섹터, 비 리조직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산하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에 대해서는 한상일(2003) 참조

3) 정부산하기관은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

거나 업무를 위탁대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일컫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었으

며,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식 법률용어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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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응해왔다. 또한 구조조정이나 경 혁신 과정에서 혁신의 대상인 이들 

기관들을 하나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으로는 실질

적으로 그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구조조정이라

는 외부의 환경변화에 정부산하기관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갔는지 정부

산하기관을 중심에 놓고 이들과 관련 부처 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현 광해방지사업단)4)은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적합한 대상이다. 사업단은 석탄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산업

자원부 소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고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이었다.5) 사업단은 설립부터 지금까지 크게 3단계의 조직변화과정을 

거쳤다. 먼저, 사업단이 설립되고 적극적으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던 

단계, 다음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사업단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고 이

를 계획대로 실행하던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당초 계획했던 구조조정 방안이 

변경되고 새로운 조직으로 재설립되는 전환단계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 혁신 방안 수립과정에서 사

업단은 당초 설립목적이 대부분 달성되어 기관을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

다는 판단 하에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산한다는 계획을 확정하 다. 그러

나 3년이 지난 후 그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해산이 계획된 2001년에 

계획은 변경되어 2005년까지 존속을 연장하 고 2006년에는 사업단에 추가적인 

임무가 더해져서 더욱 확장된 조직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된 사업단 구조조정안이 실행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가 계획수립이후 변화된 환경에 따라 구조조정 목표를 수정한 것인가? 아
니면 사업단이 생존과 적응을 위해 새로운 역을 개척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

한 결과인가?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주도한 기획예산처, 구조조정 대상인 사

업단, 그리고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각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

을까? 사업단과 산업자원부가 실제로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이해관계를 공생

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사업단의 3단계 조직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변화, 사업단 내부특성, 그리고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등 행

위자들과의 상호관계 등을 분석하 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산하기관 등에 관한 기존 연구문헌들을 검토하고 

그동안 사업단의 경 혁신방안과 경 혁신 계획의 변경, 그리고 새로운 조직으

4)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현재 광해방지사업단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 으나, 본 연구

의 대부분이 과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기관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기관명칭은 석탄

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하고 이하에서는 ‘사업단’으로 약칭하 다. 

5)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II장에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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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설립되는 전체 과정을 알 수 있는 문헌과 자료들을 검토하 다.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경 혁신 자료집 외에도 기관에서 만들어진 내부자료들

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 다. 또한 부분적으로 설명이 미흡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 관계공무원, 직원들과의 실질적인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보충하 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1) 정부산하기관 연구의 두 가지 관점

지금까지 정부산하기관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왔다.
첫 번째 관점의 연구는 정부산하기관이 설립되고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이들 

기관과 관련 있는 정부와 관료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Moe, 
2001, Hood, 1986, 임학순, 1993, 송희준, 2004).

이들 관점의 연구들은 이론적으로는 합리적 선택론자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

다. Niskannen(1971), Migue & Belanger(1974) 등의 관료제 모형에 의하면, 관료

들은 직책상의 특권, 사회적 명성, 권한, 향력 등 개인적 이익에 관심을 갖는

다. 그런데 이것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산과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연

히 예산극대화(budget maximization)6)를 추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관료의 예산 

극대화 행동은 결과적으로 기관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불필요한 기관을 설립하

게 한다. 정부산하기관들이 증가하는 것도 이들 기관들을 통해 관료들의 권한, 
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Hood(1986)는 정부산하기관들이 설립되고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경우 거대한 관료

제(Mega-Bureaucracy)가 많은 관료제(Multi-Bureaucracy)로 전이되고 많은 관료조

직들이 창출하는 연결망의 양상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복
잡한 연결망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연결망의 효율적 규율이 중요

하고 조정이 적절치 않을 경우 관료제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없다고 지적하

다.
Moe(2001)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사회에서 정부산하기관이 증가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았다.  Moe는 정부산하기관을 

정부와 민간부문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s)’이라 

6) Migue & Belanger(1974)은 관료들이 자기부서의 재량예산(discretionary budget)의 극대

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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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고 혼합조직이 증가하는 것은 경 관리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민주적 

지배구조의 근본적 가치인 책임성 확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았다. 7)  
두 번째로 정부산하기관 등 준 정부기관의 증가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이며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 운 이 아닌 민간과의 쌍방향 운

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나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Etzioni, 1973). 그러나 긍정

적 시각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준 정부 기관들은 정부부

문의 성장이전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생적 사회조직으로 현대정부가 이

러한 자생적 조직들이 수행해 온 기능을 이어받거나 넘겨받음으로써 등장하게 

되었다고 본다. Goldsmith & Eggers(2004)는 이들 기관의 증가로 인해 민간의 자

율성이 도입되어 정부전체 성과가 향상되고 있다고 보며, 운 에 있어서 자율성

을 확대하고 최종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을 강조한다.

2) 정부산하기관의 설립과 성장에 관한 국내 연구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국내연구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산하기관의 

설립과 성장은 해당 주무부처와 관료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임학순(1993)은 주무부처의 관리대상에 속해있는 준정부조직의 설립, 업무, 

재정, 인력 등 네 가지 측면을 분석하 다.8) 분석결과 주무부처가 준정부조직이 

업무, 재정, 인력 등 핵심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정부조직의 성장

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나라의 준정부조직은 주무부처로부터 특

정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준조세를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조직들은 주무부처가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 다. 준정부조

직은 주무부처의 성장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준정부조직을 통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향력을 확장하고 준정부조직의 임원과 간부직원 자리를 주무부처 관료

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준정부조직은 새로운 유형의 공공부문 조직으로서 주무부처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부문 조직으로 성장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준정부조직은 주무부처 외청에 또 하나의 정부를 형성하여 주무부처의 

대안적인 행정수단과 새로운 유형의 성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

한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준정부조직은 조직의 공공성에 걸 맞는 공공책임성

을 확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비능률을 초래할 

7)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

렵다(Sharkansky(1979).

8) 1992년 기준으로 설립되어있는 정부부처산하의 준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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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송희준(2004)은 특별한 견제 없이 성장해온 정부산하기관의 방만경 과 비효

율성,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전문가, 언론, 여론의 문제제기가 오래전부터 이루

어져 왔으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 다

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산하기관은 제도적인 명확성 확보, 운 체계의 개선, 
투입에서 산출, 성과관리 및 보고로의 이행요구, 다른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임

성 강화, 정부의 응집성 확보 등 다양한 문제와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OECD, 
2002a:15-22).

3) 조직변동에 관한 연구

정부산하기관의 제도적 특성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외

부환경변화에 대응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김 근(1993)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설립당시에는 일반대학과는 다른 특수한 

목적으로 출발하 지만 조직이 처한 환경의 향에 적응하면서 점차 일반대학

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되어갔다고 분석하 다. 방송통신대학의 이와 같은 제도

화의 과정은 방송대의 조직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행위자들의 이해관계나 

권력관계의 상호작용에 의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본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제도

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조직의 제도화는 조직이 그가 처한 환경으로부터 강력한 

향을 받는 가운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하여 사회일반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화된 규칙을 반 한다고 설명한다.
배병룡(1992)은 정부산하기관을 중간조직으로 칭하면서 일반적으로 중간조직

을 사전적으로 어용조직 등으로 규정하고 중간조직의 모든 제도발전을 단지 정

부의 시혜 혹은 통제의 측면에서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이 

약 30년간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왔고 생존해 왔는가를 연

구하 다. 중간조직인 농협의 경우 장기적인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와 농

민 어느 한쪽의 요구에만 편중하여 제도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요구를 

동일한 비중으로 채택해 왔다고 말한다. 즉 농협이 처한 상황이 권위주의적이건 

다원주의적이건간의 여부와 무관하게 농협은 정부와 농민을 중간에서 매개할 

수 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어서 농협이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

면서 생존해 나가기도 하지만 농민의 요구를 무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농협

자체의 생존 역시 위태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조직관점에서 정부기관의 변화과정을 거친 연구 중

에서 하태수(1994)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정부조직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 

공정위 조직내부요인 뿐 아니라 국내정치사회환경, 국제환경요인 등이 공정위의 

빠른 성장을 가져오는 복합적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소비자들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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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공정거래제도를 강화시켜야 하는 정권 차원의 이해관

계 등에 따라 공정위가 성장하 다는 것이다.
강윤호(2003)는 통합행정기구인 해양수산부 조직의 탄생과 개편과정을 합리

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대규모적 통합 해양행정

기구로 단기간에 탄생하고 이후 자주 축소개편되어온 이유는 그 조직의 탄생과 

개편이 효율성 등 기술적 기준에 기초하기 보다는 정치인(대통령과 국회), 관료, 
이익집단 등 사익추구적인 그 과정 참여자들 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루어

졌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 분석의 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부산하기관이 변화하는 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은 외부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조직내부의 제도적 특성, 그리고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들의 역할과 관계 등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단 변화과정과 관련되어 세 가지 변수들을 함께 고려

하 다.
첫째, 환경변수이다. 사업단을 둘러싼 환경이 시기별설립기, 구조조정기, 전

환기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사업단에 어떻게 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

하 다. 

<그림 1> 분석의 틀9)

시기별시기별 환경변화환경변화 : : 설립기설립기, , 구조조정기구조조정기, , 전환기전환기

Ⅲ

Ⅰ

사 업 단기획예산처

Ⅱ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9) Ⅰ. 은 사업단이 설립하고 성장하던 시기, Ⅱ. 는 사업단의 구조조정 시기, Ⅲ. 은 사업

단이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동그라미의 크기는 시기별로 달라지는 행위

자들의 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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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관변수이다. 사업단의 조직운 상황, 의사결정구조 등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성을 검토하 다.
세 번째, 사업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집단인 행위자 변수이다. 사업

단의 감독부처인 산업자원부,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그리고 석탄 관

련 집단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변수들이 사업단 변화과정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 다.

Ⅲ.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설립배경과 기관특성

1. 설립배경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던 ’87년 당시는 석탄산업이 점차 쇠퇴하여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시점이었다. 
석탄산업이 사양화된 원인은 국내와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된다(강원도, 

1997). 국내적 요인으로는 우선 탄광의 채굴장이 ’80년 이후 연간 25m 정도씩 

심부화 되어 이로 인해 임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생산원가가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10) 또한 ’70년대 후반이후 민간 조광권을 인정하게 되

어 생산성이 낮은 세탄광이 계속적으로 증가･난립되고 공급측면의 과당경쟁

을 초래한 점과 탄질이 저하된 것도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수요측면에

서는 ’80년대 이후 국민경제 수준의 급속한 향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에너

지 소비패턴이 유류중심으로 전환되어 무연탄수요의 계속적 감소가 초래된 것

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석탄산업 경 여건은 세군소탄광의 난립, 채굴장의 심부화, 생산탄

질의 저하 등 석탄산업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를 가속시켰다. 특히 

’81년 덕대탄광의 조광권화로 ’87년 중 연간 1만 톤 미만의 세탄광수는 110여
개에 달하 는데 이들 세탄광들은 숫적으로는 전체탄광 363개중 31%를 차지

하나 생산량은 43만 톤으로서 전체생산량(24,273천 톤)의 1.8%에 불과한 세소

집단으로서 기업의 세성과 경 부실로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게 되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79년 2차 석유파동이후 계속된 국제원유가격의 하락 및 

안정추세를 들 수 있다. 원유가격은 ’81년 연말부터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여 

’86년 3월 30일에는 ’81년 11월 29일의 거의 절반수준인 18.34$/Bbl까지 하락되

었다. 동시에 석탄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문제를 고려할 

때 ’80년대 후반이후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지속가능개발과 환

10) 석탄가격은 1972년 2,970원/톤(6급탄)에서 1987년 38,190원/톤(5급탄)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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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의 물결도 사양화에 간접적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쇠퇴요인에 대응하여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원자력 및 

LNG개발에 착수하 으며 단기 대책으로 석탄증산을 위한 현대적 채탄기술도입, 
생산시설개선, 복지후생정책 등을 추진하 다. 뿐만 아니라 탄광업계의 적자폭

을 줄이기 위해 굴진보조 생산장려금 및 보안장비구입금 등 보조금정책을 시행

하 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도 국내외적 에너지수급 및 소비구조의 구조

적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87년 12월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위해 석탄산업법을 개

정하고 비경제탄광의 자율적 폐광지원과 동 업무를 수행할 사업단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 다. 
 

2. 사업단의 기관특성

1) 주요 기능과 조직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1987년에 석탄산업법 제31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정

부출연기관으로 산업자원부 산하에 설립되었다. 당시 민간기업이 출연하여 설

립･운 하던 한국석탄장학회, 석탄광지원사업단, 한국석탄품질관리소의 3개 재

단법인이 통합된 기관이다.
설립당시 인원은 62명이었다. 이후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되던 ’98년까지 162

명으로 조직규모가 증가하다가 경 혁신방안에 따라 인력감축을 한 결과 2001
년 기준으로 조직은 2본부 1실 4부 등11)이며 인원은 82명으로 축소되었다.

주요 업무는 정부 위탁업무로 예산지원을 집행하여 폐광을 유도하고 폐광된 

탄광이 환경오염 원인이 되지 않도록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12) 
’03년 기준 사업단의 전체 예산규모는 377,861백만 원이며, 이중 정부 지원금

은 243,901백만 원이다. 정부지원금은 초기에는 폐광대책사업비 으나 ’03년 정

11) 2본부(기획관리본부･사업본부) 1실(감사실) 4부(기획부･총무부･지원사업부･사업부) 12
과 3지소(서울･광주･태백) 1주재소(대구)로 구성

12) 사업단 정관에 명시된 업무는 이 외에도 석탄산업장기계획안의 작성, 석탄폐광대책사

업,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석탄･석탄품의 품질검사사업, 
석탄･석탄가공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 석탄광산 근로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 

개발사업,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석탄･석탄가공제품의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지원사업, 석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사업, 
진폐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 석탄광산의 통합에 필요한 지원사업, 
석탄산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사업, 석탄광산 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관

리･광업 및 석탄산업합리화에 관한 연구･조사･통계･홍보와 광산유출수의 수질검사 

및 수질 자가측정 대행업 등이 있음.



208 ∙ 행정논총(제46권2호)

부지원금 현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폐광대책사업보다는 탄광에 대한 가격

보조금 집행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1> 사업단 정부지원금 현황
(단  : 백만원)

연도 폐 책사업 가격안정사업 융자사업 자체사업 해방지사업

2003 33,410 207,075 2,414 1,000 -

 자료 : 기획 산처, 정부산하기  황, 2003

2) 의사결정체계

대부분의 정부산하기관은 법령상으로는 독립적인 경 권을 갖고 있으나, 실
제로는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기관장과 주요 임원의 임명권을 해

당 주무부처 장관이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대

부분을 주무부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관 별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 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의 간부공무원이 이사회 내  비상

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사업단 내부운 체계는 기본적으로는 석탄산업법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석탄산업법 제31조는 사업단 설치조항으로 임원과 직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 

대부분의 조직 운 에 관한 사항들을 시행령과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었다.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며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① 임원 임면체제

사업단 임원 임면은 다른 정부산하기관과 거의 유사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이사장과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13)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산업자원부의 석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 사업단

과 관련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 사업단과 관련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석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14)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어 조직

의 운 이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산업자원부의 일원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는 

13)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5조

14)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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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이사회 결정체제15)

정부산하기관 내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사회는 공식적으로는 사업단 사업의 결정과 변경, 정관개정 등 중요한 의

사결정을 하는 기구이며,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또한 법령상에서 보면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7조는 이사회의 결정체제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형식적인 요건 측면에서 

이러한 의결정족수는 다른 정부산하기관의 의결정족수와 비교할 때 차이가 없

지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이사회 의결정족수와 비교

하여 볼 때 외부의 견제장치가 미흡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변경이 더욱 어려운 정

부투자기관과는 다르게 사업단의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상임이사가 이사회 전체의 50/100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를 정족수로 두고 있는 데에 

비해 사업단의 경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이사회 의사진행과 의결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

다. 이런 경우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인 산업자원부의 석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 의사결정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도록 되어있어 사실

상 산업자원부 내부 의사결정이 중요한 변수 다. 

3) 석탄관련 이해집단과의 관계

사업단과 관련된 이해집단으로는 정부기관 중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석탄

공사 등 석탄관련 집단을 들 수 있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경 혁신방안이 수립

되기 전에는 예산안을 협의하는 공식적인 기관일 뿐 사실상 사업단 의사결정에 

주요 행위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안을 수립하던 시기에는 기획예산처가 

사업단의 의사결정에 주요 행위자가 되었으며, 구조조정계획이 변경되고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다시 산업자원부가 주요 이해관계집단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업단이 설립되고 성장하던 이 시기 사업단과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를 

15) 2006년 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정부투자기관이나 사업단은 동 법

률에 적용을 받고 있으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고 운 되던 당시에는 정부

투자기관은 별도로 관리운 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비

교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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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이 시기 사업단은 소관부처인 산업

자원부에게서 가장 큰 향을 받았다. 사업의 결정, 내부 조직운  등 대부분의 

주요 의사결정이 산업자원부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림 2> 설립･성장기 사업단과 행위자들의 상호관계

기관기관 설립기의설립기의 환경변화환경변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

석탄관련
집단

기획예산처산업자원부

석탄관련
집단

기획예산처

Ⅳ. 조직의 구조조정기

1. 환경의 변화 

1) 석탄산업 환경의 변화와 외환위기

사업단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사업단이 설립된 지 

10여년이 지난 ’98년이었다. 구조조정안이 만들어지던 당시 사업단을 둘러싼 환

경은 사업단이 설립되던 시기와는 크게 달라졌다.  
먼저 행정환경은 외환위기에 따른 긴장과 경제위기감이 팽배해있었다. 당시 

시장에서는 수많은 기업이 퇴출되고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은행이 문을 닫았으

며 수많은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다. ’98년 경제성장률은 -6.7%, 실업률은 

6.8%를 나타내었다(삼성경제연구소, 2003).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부문의 효율성 강화가 주요 사회의제로 논의되

었고 공공부문 전체의 구조조정 방안이 급하게 마련되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김대중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기획예산위원회(현 기

획예산처)는 정부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중앙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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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 혁신 작업을 추진하 다(기획예산처, 
2000).

다음으로 석탄산업 환경도 크게 변화하 다. 그 동안 경쟁력 약화 등으로 구

조조정의 대상이던 주요 탄광들이 대부분 폐광이 되어 <표 2> 에서 보는 것처

럼 사업단이 설립된 ’87년 전체 347개 이던 탄광이 ’96년 11개로 엄청나게 감축

되었고 336개의 탄광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석탄 생산량과 탄광 근로자의 수도 

1/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9)

<표 2> 폐광 전후의 석탄산업 환경변화
(단  : 개, 톤, 명)

구 분
탄 수 생산량 근로자

  ’88 폐 (%)   ’96   ’88 폐 (%)   ’96   ’88 폐 (%)   ’96

계 347 334(96) 11 24,295 14,435(59) 4,951 62,259 33,422(54) 10,725

자료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사업단 10년사, 1999

’87년 설립된 이후 약 10여 년 간 폐광이 되는 탄광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인 

사업이던 사업단의 핵심역할은 점차 감소해갔다.  
지금까지 살펴본 환경변화에서 사업단의 기관해산이라는 경 혁신방안이 나

온 배경으로 볼 때 설립당시 347개나 되던 탄광이 11개로 감축되면서 사업단의 

설립목적이 사실상 그 기능을 다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외환위기라는 극단적

인 환경이 맞물리면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사업단과 주요 이해관계집단의 역할

1)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 시기 사업단은 국가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정부산하기관들처

럼 일정정도의 구조조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사업단은 방어적으로 최

소한의 구조조정방안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 다.  
당시 A 정부산하기관에 종사하던 기관 실무자는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

이 이야기하고 있다.

“...... 문지방이 닳도록 기획예산위원회를 찾아가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했지만 국가 경제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고 있

어서 모든 기관들이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산절감이나 인력감

축은 어쩔 수 없어도 개별 기관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오도록 하는 것 뿐

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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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에서 사업단은 기획예산위원회의 구조조정 방안에 수긍하면서 

되도록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2)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는 사업단의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사업단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

할을 해 왔지만, 구조조정 시기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어 보인다. 사업단 관계자

에 따르면16) 오히려 산업자원부가 부처 소관 정부산하기관 중 구조조정 희생양

을 찾아야 했는데 사업단의 경우가 석탄산업에서 차지하는 규모나 기능이 상대

적으로 적게 평가되어 대상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산업자원부가 전

략적으로 사업단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고려하 고 기획예산위원회의 이해관계

와 부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사업단 경 혁신

방안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 이상을 할 수 없었다. 

3)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

김대중 정부 출범 후 ’98년 2월 1차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비대해진 재정경

제원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조직을 분리하면서 기획예산위원회가 설립

되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7인의 위원과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었고, 내부조직은 

크게 정부개혁실과 재정기획실로 구분되어 있었다. 전체 99명의 작은 조직으로 

만들어진 기획예산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부부처, 공기업, 정부산하기

관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정부, 정부투자기관, 다양한 정부산하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

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조직의 당면 목표 다(기획예산처 2000).
  

3. 구조조정안 수립

1) ’98년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계획’ 수립과정

경제위기 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당면과제는 빠른 시일 내 경제상황을 회

복하는 것이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도산과 대량실업 등이 

줄을 잇고 있었다. 그간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공부문에 대하여도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 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출범한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은 정부부처, 공기업 그리고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
조금을 받아 운 하거나 정부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산하기관들인 정부출

연･위탁기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진단과 구조조정방안을 수립하 다.
  

1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관계자와 면접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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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 혁신 대상

’98년 5월부터 시작한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경 혁신 작업 대상은 총 131개 

기관이었다. 정부출연･위탁기관의 전체인원은 ’98년 초에 6만 3,000명, 예산은 

28조 2,000억 원 정도이며 재정지원규모는 3조 6,000억 원 수준에 이를 정도로 

공공부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기획예산위원회, 1998). 

② 경 혁신의 원칙과 기준

기획예산위원회가 추진한 정부출연･위탁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경 혁신의 

목적은 각 기관의 업무를 핵심업무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자율과 책임경 을 통

해 민간수준의 경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기획예산위원회, 1998). 
이를 위한 기획예산위원회 경 혁신의 기준과 원칙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회환경의 변화로 존립필요성이 감소한 기

관과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폐지 또는 통합하여 과다한 산하단체의 

수를 축소한다. 둘째, 민간경 이 더욱 효율적인 분야는 민 화 또는 민간위탁

한다. 셋째,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

한다. 넷째, 산하기관 운 과 관련된 국민･기업･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준조세적 성격의 회비, 수수료, 부가금 등을 폐지 또는 인하한다. 다섯째, 방
만하게 운 되어 온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하고 경상비를 삭감한다.  

민간기업들이 도산하고 인력이 대량해고되는 상황에서 정부출연･위탁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도 기관의 폐지나 인력감축 등 실질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경 혁신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이었다.  

③ 경 혁신 방안

기획예산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확정된 경 혁

신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용약하면 <표 3>과 같다(기획예산위원회, 1998).

<표 3> 정부출연･위탁기관 주요 경영혁신 방안

경 신방안 상기

 폐지 는 통폐합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리공단 등 19개 기

 민 화 는 민간 탁  공항주차 리(주), 부산컨테이 부두운 공사 등 28건

 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 제도개선  방송 고 경쟁체제도입 등 18건

 회비, 수수료, 부가  등 조세 정비  ASEM 회비, 체육진흥기  폐지 등 16건

 조직  인력감축, 경상비 삭감  체 상기

 자료 : 기획 산 원회, 정부출연･ 탁기  주요 경 신 방안,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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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기관은 사업단을 포함하여 모두 19개 기관으로 

발표되었다. 19개 기관 중 기관 전체가 폐지되는 기관은 무역협회 자회사인 고

려무역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2개 기관이고, 17개 기관17)은 2-3개 기관이 하

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당시 무역협회 자회사인 고려무역이 누적된 적자18)때문에 협회차원에서 자체 

정리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업단만이 ’98년 경 혁신계획에 의해

서 폐지되기로 한 유일한 정부산하기관이었다.

2) 사업단 경영혁신 계획 수립과정 19) 

사업단의 경 혁신 계획은 공식적으로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수립되었

다. 먼저,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산업자원부를 통해 사업단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받았다. 두 번째, 제출된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바탕으로 기획예산위원회 담당

자는 사업단의 기능과 조직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조정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단, 산업자원부와 협의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민간위원들이 포함

되어 있는 기획예산위원회(7인으로 구성)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고 최종 확정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자원부, 사업단 관계자, 외부전문가들과 수차례 면담을 

하고 자료를 받고 의견을 나누며 경 혁신 계획에 합의를 도출하 다.
당시 사업단이 처한 환경은 사업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관 폐지에 동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먼저 사업단과 산업자원부 입장에서 석탄산업구조조정이라는 사업단의 핵심

임무가 그 기능을 다하 다는 것을 변명할 명분이 약했다. 
두 번째, 당시 사업단은 강원랜드 설립준비를 하고 있었고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36%) 으므로 사업단이 폐지되더라도 사업단 인력의 상당부분이 강원랜드

로 이동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20)

17) 17개 통합기관 : 언론회관, 언론연구원, 언론인 금고 → 한국언론문화센터, 방송회관, 
방송개발원 → 한국방송 상진흥원,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 통합방송위

원회, 한국장학회, 학술진흥재단 → 학술진흥재단, 한국전산원, 정보문화센터, 통신윤

리위사무국 → 한국전산원, 공교직원의료보험공단, 지역의료조합→국민의료보험관리

공단, 식품위생연구원, 보건의료관리연구원 → 보건의료산업진흥원, 농진공, 농지개량

조합, 조합연합회 → 농업기반개발공사(기획예산위원회, 정부출연･위탁기관 경 혁신 

추진계획, 1998.8)

18) 당시 ’93년 말부터 97년 말까지 고려무역의 누적적자는 160억 원 수준이었다. 

19) 당시 사업단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했던 기획예산위원회, 산업자원부 실무자와의 인터

뷰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 사업단 관계자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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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단과 산업자원부는 기관폐지에는 합의하면서 시간을 벌어 유예기

간을 충분히 마련하자는 전략을 활용했다. 사실 기관폐지 시기를 3년 후로 늦추

었다는 것은 환경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혁을 추진하는 기획예

산처 입장에서도 비록 3년 후이지만 대외적으로 폐지 기관이 있다는 명분이 있

고 이를 기관과 소관부처가 합의하 다는 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의 경 혁신 방안은 기관폐지에 맞추어져 있었다. 단계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3개년동안 50% 감축한 후 2001년에는 해산하는 방안이었다. 기관해산에 

맞추어 잔여업무는 지자체 등으로 이관되도록 계획되었다.

<표 4> 사업단 3개년 인력감축방안

연도 ’98 ’99 2000 2001

인력 감축방안 20% 20% 10% 해산

자료 : 기획 산 원회, 정부출연･ 탁기  경 신방안, 1998

구조조정기에 사업단과 산업자원부는 대단히 수동적인 역할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경제위기 환경과 석탄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수립한 경 혁신 방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사업단으로

서는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마련하는데 초점

을 두었다. 

<그림 3>  구조조정기 사업단과 행위자들의 관계

환환 경경 의의 변변 화화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석탄관련
집단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석탄관련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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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계획변경과 조직전환기

1. 환경의 변화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던 ’98년 초와는 다르게 2000년
이 되면서 구조조정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하 다. 우선 경제환경은 IMF 외환위

기를 무사히 넘기고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회복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IMF 차
입금을 조기 상환하고 경제성장률은 4.5% 등으로 경제지표도 호전되기 시작하

다.21)

그간 민간부문에서 대량실업 등 구조조정을 경험하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지만 엄청난 사회적 고통이 뒤따르는 작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아마 

경제개발이래 계속 성장위주의 한국경제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구조조정을 경

험한 유일한 시기 을 것이다.
이러한 회복된 경제상황에 따라 정부도 공공부문에 대하여 기관축소, 인력감

축 등과 같은 구조조정 중심의 개혁에서 고객만족도 제고, 투명성제고를 위한 

경 공시제도 도입과 같은 경 혁신 중심의 개혁으로 개혁의 방향을 선회하

다.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개혁도 그간 수립된 계획의 집행여부를 평가하는데 초

점을 맞추었다.  2000년에는 그간 수립한 203개 기관의 1,943개 개혁과제, 2001
년에는 214개 기관의 1,906개 과제를 완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개혁과제의 이

행여부를 평가하 다(송희준, 2004: 79).22)

계획이 수립된 이후 ’98, ’99, ’00년 3개 년 간 사업단 인력감축안 등 구조조

정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기획예산처가 산업자원부로부터 받는 분기별 

경 혁신계획 이행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인원감축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

21) 2000년 8월 23일 1억 4000만 달러를 최종 상환함으로써 2004년 5월까지 갚도록 예정

되어 있던 IMF 차입금 전액인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 는데, 이는 구제금융을 신

청한 지 3년 8개월 만이며, 당초 예정보다 3년 가까이 앞당겨 빚을 정리하게 되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로 떨어졌던 가용외환보유액이 2007년 현재 

2400억 달러를 웃도는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으며 거시 경제의 3대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선 성장률은 올해 4.5%내외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제수지의 균형수지

도 양호하고 또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도 GDP규모 13위 1인당 GDP 18,000달러

를 기록하 다(매경economy, 2007.1).

22) 1,943개 개혁과제란 개혁대상 203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모두 

숫자화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만족도 조사실시도 1개 과제이고 인력 10%감축도 

1개 과제로 셈하여 1개 기관 당 평균 9개 과제를 평가하 다. 계획된 개혁과제를 마

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으나, 과제의 경중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산술화하

여 개혁이 몇% 달성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개혁이 점차 형식적이고 관료화되어가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사업단의 폐지계획이 집행되지 않아도 1개 과제를 

달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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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기획예산위원회, 1999).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사업단은 2000년부터 기관이 

해산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2001년 조직의 목표를 수정 요청하 다.

2. 사업단과 주요 이해관계집단의 역할

1)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23)  

이 시기 사업단의 최대 목표는 기관해산이라는 구조조정 방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당시 사업단은 (주)강원랜드의 최대주주임에도 업

무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민간기업으로의 인력이동이 용이하지 않았다.24) 따라서 

사업단의 입장에서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변

경하도록 요청하고 석탄관련집단들도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 다.

2) 산업자원부

구조조정기에서 역할이 미흡하 던 산업자원부는 구조조정계획 수립 시와는 

달리 사업단 경 혁신방안의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 다.25) 산업자원부는 당

시 기획예산처 실무자들을 수차례 면담하여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이 얼마나 어

려운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 고 2000년 6월 기획예산

처에 사업단 존속을 문서로 공식요청하 다.

3) 기획예산처(구 기획예산위원회)

’99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청과 통합되면서 기획예산처

가 되었다. 보수적인 예산편성기능이 조직에 통합되면서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개혁기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또한 2000년에는 정부개혁

실장이 민간전문가에서 예산실 출신 관료로 바뀌었다. 일부 내부 운 시스템 개

선이나 조직개편 등 혁신과제들을 중심으로 개혁의 방향을 선회하 고 그동안 

계획된 과제들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 다(송희준, 2004).   

4) 지역주민 등 석탄관련 집단

사업단 구조조정 계획의 변경단계에는 탄광지역의 정서나 지역주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들이 적지 않은 향을 미쳤다. 2000년 구조조정 계획이 변경

되기전 ’99년 9월과 ’99년 12월에 강원도 태백시 등 탄광지역 내 소요사태가 발

23) 사업단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

24) 실제 사업단은 종로의 석탄회관을 소유하고 있고, (주)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등 자

산규모가 상당한 기관이었다.

25) 당시 산업자원부 실무자와의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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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 다. 사업단의 해산은 소요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았지만 정

부로서는 소요의 어떤 명분도 제공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 다.  따라서 이 시기 

발생한 탄광 지역 소요사태가 구조조정 계획변경에 유리하게 작용하 다.

3. 계획의 변경과 신조직으로 전환

1) 구조조정 계획의 변경

산업자원부와 사업단은 사업단 존치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외
형적으로는 잔존하고 있는 탄광의 감산･폐광 완료시점까지 사업단 기능이 필요

하고 광산 광해관리전문기관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사업단 해산 시 탄광지역 소요사태 명분을 제공한

다는 것에 더 큰 비중을 실었다.26) 이에 대한 사례로 ’99년 9월 광산노조 궐기

대회, ’99년 12월 태백시 소요사태를 들었다.27) 따라서 사업단의 해산이 자칫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으로 인식되어 또 다른 소요 사태의 빌미를 제

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와 사업단의 이 같은 논리는 사업단 문제

를 석탄산업과 탄광지역 주민 지원 문제 등 큰 정치적 아젠다로 끌고 가서 기

관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또한 82명의 작은 조직인 사업단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계획안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여건이었다.
이 시기 기획예산처는 개혁방안들을 마무리한다는 내부입장을 가지고 있었으

나,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던 시기와는 환경이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 이를 끝까

지 추진할 인센티브가 미흡하 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구조조정안을 공식적으

로 변경시키는 것은 타 산하기관들의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입장이었다. 
산업자원부는 기획예산처가 공식적으로 구조조정방안을 변경시켜 줄 수 없다

는 입장을 감안하여 기관해산을 2005년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수정요청하 다.28)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경 혁신계획 변경을 요청하던 2000년 하반기 감사원은 

사업단을 폐지하고 사업단의 잔여업무를 타 석탄관련기관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에 이관하여 석탄관련 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감사결

과를 산업자원부에 통보하 다.29)  

26) 산업자원부, 내부문서

27) 2000년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의식한 민주당이 사업단의 존속방침을 발표

28) 산업자원부, 내부문서

29)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감사원의 석탄관련 공기업 

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중복사업인 광해방지사업을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한광업진흥공사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한석탄공사의 적자누적,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설립목적 완료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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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통합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가 반

대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당시 실무자 던 산업자원부 A사무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자부내 사업단 담당 국, 과(석
탄산업과)와 광업진흥공사 담당 국, 과(광물자원과)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부처 내에서 통합을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았다. ...........”

사업단과 대한광업진흥공사와의 통합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었

음에도 부처 내 할거주의가 이러한 논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업단 구조조정 방안이 변경되었던 것이 정치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것

은 기획예산처의 경 평가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다.  사업단 경 혁신계획이 

변경된 이후 기획예산처가 2004년 실시한 정부산하기관 경 평가보고서에 따르

면 사업단은 설립목적이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목적과 관련없는 다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업부문 평가에서 사업단의 설립목적은 석탄산업지원기능, 폐광지역 광해관

리 및 환경개선 기능, 폐광지역 진흥 기능에 두고 있으나 국내 민수용 연탄산업

은 환경보존 및 편의성 추구를 위해 거의 소멸된 상태이고, 폐광지역 진흥사업

은 사업단보다는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초기의 설립목적을 시대적 상황과는 맞지 않게 현재까지 끌어오느라 적

절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듯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단은 사업부문에서 사업단의 설립목적과 사업과의 연계성 

지표의 성적이 미흡하여 D+로 평가하 다.
이러한 종합적인 논의와 보고서 등을 검토해볼 때 사업단의 해산은 당초 산

업자원부가 제시한 전문성의 결여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산업자원부와 사업단

이 달라진 경 혁신 환경을 적극 활동하여 존치를 주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2) ‘광해방지사업단’으로의 조직전환

이후 산업자원부는 두 번째 해산시기인 2005년에는 사업단을 해산하는 대신 

전체 폐광의 광해방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기구로 선정하면서 광해방지사

업단으로 조직을 준비하고 2006년 6월에 광해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조직

으로 발족하 다. 규모도 사업단 정원 82명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180명으로 

유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해산방안을 마련하도록 산업자원부에 통보(2000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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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었다.
사업단의 구조조정 계획이 변경되고 조직이 전환되는 이 시기는 사업단과 산

업자원부가 전형적인 공생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환경변화에 따라 역할

과 비중이 줄어든 기획예산처는 사업단과 산업자원부가 논리로 내세우는 탄광

지역 소요의 명분 제공 등과 같은 정치적 아젠다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

었다. 따라서 <그림 4>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업단과 산업자원부가 하나의 목

표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했던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조직전환기 사업단과 행위자들의 상호관계

환환 경경 의의 변변 화화

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석탄관련
집단

석탄관련
집단

Ⅵ. 결 론

지금까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조직변화과정을 사례로 하여 각 변화단계

별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업단은 1987년 석탄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

었다. 설립목적은 사양화된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폐광지원업무 수행이었

다. 10여년이 지난 1998년에는 외환위기 직후 추진된 정부산하기관 구조조정계

획에서 3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1년 폐지되는 경 혁신 대상이 되었다. 그러

나 3년이 지난 2001년 사업단 구조조정 계획은 2005년으로 연기되었고 2006년
에는 새로운 임무가 부가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조직이 전환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업단과 관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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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사업단은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전적인 

통제와 관리를 받는 전형적인 정부산하기관이었다. 기관장, 감사 등 사업단 임

원들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는 산업자원부 관계공

무원이 참석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등 사업단의 사업과 조직운 의 상당부

분이 산업자원부의 향권에 있었다.  
외환위기라는 극단적 경제환경과 탄광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사업단 핵

심업무인 폐광지원 기능이 감축되는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 구조조정 방안을 수

립하는 과정에서 3년 후 기관폐지라는 구조조정 방안을 산업자원부, 사업단, 기
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가 합의하게 된다. 사업단은 그 당시 구조조정방

안을 논의하던 134개 기관 중 사실상 유일한 폐지대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관

을 존속시키기 위한 대외적인 명분이 약했던 산업자원부와 사업단은 기관을 폐

지하되 3년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행태를 보 다. 이 시기 산

업자원부는 사업단의 존속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는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사

업단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는 행태를 보 다. 기획예산처는 구조조정 방안

을 수립하는 주무부처로서 기관폐지라는 강한 구조조정안 수립에 만족하 다.
그러나 ’98년 ’99년 구조조정방안에 따라 인력감축 등을 추진하던 사업단과 

산업자원부는 2000년 사업단 구조조정 방안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 다. 
구조조정 방안의 변경이 논의되던 ’00년과 ’01년의 환경은 ’98년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 다. 위기에 처했던 경제는 회복되고 실물경제가 호전되고 있었으며, 
개혁을 담당하던 기획예산위원회는 기획예산처로 개편되고 보수적인 예산업무

를 함께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그간의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 등 사회적 고

통만을 계속 강요할 수 없었던 정부의 개혁기조는 그동안 수립했던 계획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달라진 환경 하에서 산업자원부와 사업단은 폐광과 감산업무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과 광해방지 사업의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이유와 사업단의 기

관폐지가 대규모 노사분규로 이어질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를 

들어 사업단의 존속을 주장하 다. 이 시기 산업자원부와 사업단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전형적인 공생집단의 행태를 보 다. 
이러한 구조조정 방안의 불이행은 2000년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가 사

업단을 해산하고 잔여업무를 광업진흥공사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보

하고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정치적인 이유를 강하게 내세운 산업자원

부와 사업단의 설득이 통했음을 보여준다.
사업단은 이후 핵심업무와는 관계가 적은 레저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다가(기

획예산처, 2004) 2006년에는 인력 면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광해방지사업단으

로 조직을 전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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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제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

개 기관들이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주무부처와 상호작용하는 지에 대

하여는 연구가 미흡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사례분석이지만 정

부산하기관과 해당 주무부처가 구조조정이라는 환경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행

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부산하기관들에 대한 이해를 높 다.
또한 개별 사례분석이기는 하지만 사업단 사례를 통해서 많은 연구들이 전제

하고 있는 가설처럼 정부산하기관과 주무부처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조직이 

어려운 시기에는 전략적으로 함께 행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산하기관 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마도 이들 기관들의 규모나 예산 등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에 대한 개혁추진과정에서 

명확한 목표와 개혁주체의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아무리 작은 규모의 조직

이라고 하더라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공조직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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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ganizational Change of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Boyoung Im

This study analyzes the dynamic interaction and strategic response of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to cop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entire life cycle of The Coal-Restructuring Corporations - the 
establishment stage, the restructuring stage, the transition stage. In the establishment 
stage, this corporation was a typical non-departmental public bod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fter the IMF bailout, this corporation was in the restructuring stage. 
In this stage, this corporation had strategic behavior. This corporation agreed to the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after three years, but as the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this corporation connected in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In this way this corporation has utilized disturbance in the coalmining region 
politically. In the transition stage, this corporation became a new institution with a 
new mission. 

We have analyzed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and government.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is difficult even if the target is very small. 

【Key words: symbiotic relationship,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dynamic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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