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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독점적 공기업인 대한지적공사에 의해서 지배되던 지적측량시장이 개방
되었을 때 시장개방이 독점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
고 연구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민영화 전후의 공기업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경쟁시장 내 또는 인접산업 분야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성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독점기업에서 시장경쟁으로 뛰어들게 된 공기업의
경영성과 변화를 실증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연구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개방 전후의 독점기업인 대한지적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개방 전후의 성과변화를 측정하였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과 불변매출액은 시장개
방 이후 모두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증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성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지만, 시장잠식으로 영업이익률
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비율은 시장개방 이후 현저히 개선
되었으며, 고용감소도 예측과 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지표인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약 2배 가까이 상승하였으나, 이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효율성의 개
선과 고용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이라는 요소가 섞여있는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또한 경영성과 지표에 대해 시장개방 전후의 성과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세우고
독립검정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장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 중 순
이익에 대해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시장개방 전후의 성과 차
이가 분명 존재한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익성 지표 중 순이
익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인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대비 영업
이익률, 매출액 대비 순이익, 총자본 대비 순이익,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등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개방을 전후로 한 대한지적공사 경영성과의 시계열적 변화는 시장개방이라는
요인과 더불어 경기변동, 기술개발 등의 다른 조건이 기업에 주는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적측량시장의 개방은 전체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치지
적측량시장의 개방에 한정되었으므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경쟁으로 인한 효율성의 변화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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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별 경쟁수준의 차이가 각 지역조직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시장개방 이후인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각 지역조직별 경영성과 지표
를 설정하고 패널 자료를 이용한 다변량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
다. 이때 독립변수인 경쟁수준과 더불어 규모, 입지, 전담조직 신설여부 등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함으로써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
분석을 통해 경쟁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제한적인 영향을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먼저 규모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인 시장개방비율과의 상호 작용항을 투입하여 규모
에 따른 시장개방비율의 집단간 변화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성장성 지표
인 매출액과 매출액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신규업무 매출액의 두 가지 종속변수가
규모가 큰 지역조직이 규모가 작은 조직에 비해서 시장개방비율의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장경쟁에 처한 독점기업이 분산된 지역조직을 가능한 통합
하여 관리 인력을 줄이고 여유인력과 설비를 경쟁 지향적 조직에 투입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조직적 선택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로 시장에서의 대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따른 조절변
수와 독립변수인 시장개방비율과의 상호 작용항을 투입하여 살펴보면, 성장성 지표
인 매출액과 신규업무 매출액의 두 가지 종속변수와 수익성 지표인 순이익에 있어서
전담대응조직 설치가 된 조직이 설치가 되지 않은 조직에 비해서 시장개방비율의 강
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경쟁과 무관했던 독점기업이
경쟁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통해 경영성과를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시장대응노력
이 경쟁 환경에 처한 독점기업에게 있어서 필수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외에도 시장경쟁이 경영성과 면에서 수치화되어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조직행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지적측량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구매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으며, 기존 사업자인 대한지적공사의
과점적 시장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 시장경쟁은 경쟁 인식, 고객관점의 변화 등 조
직원의 의식변화를 불러일으키지만, 과점적 시장지배력 유지는 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것은 기업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
제로 성과보상체계의 미흡과 조직구성원의 정체성 혼란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주제어 : 공기업, 시장개방, 경영성과, 다변량 회귀분석, 조절변수, 계량분석
학 번 : 2012-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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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의의

기업의 소유형태와 시장구조는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다.
소유형태가 공기업이냐 민간 기업이냐의 두 가지 범주와 시장구조가 경쟁적이냐 비
경쟁적이냐의 두 가지 범주를 통한 네 가지 카테고리가 그것이다. 이중 세 가지는
기존에 충분히 연구되어 왔었다. 네 번째 카테고리인 경쟁적 환경에서 운영되는 공
기업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왔다. 주된 원인은 이 카테고리에는 소수의 기업만
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Caves etc, 1980:959)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환경의 공기업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향상시키는 문제
는 공공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비경쟁적 공기업의 효율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적 환경의 민간기업 형태로 이동시키는 민영화가 최
적의 방법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실제로 민영화
의 대안, 또는 공공재가 지닌 고유한 성격으로 인해 공공재의 제공이 경쟁적 시장
환경에서 공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때 이 범주의 공기업
에 있어서 경쟁적 시장 환경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의 한 형태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대한지적공사가 시장
개방 이후 경쟁적 시장 환경에서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경쟁이
공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지적공사는 1910년 대한제국 시기에 토지조사사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근
대적인 지적제도가 도입된 이래, 1938년 전신(前身)인 조선지적협회의 설립과 1949
년 대한지적협회의 발족을 거쳐 오랜 기간 동안 지적측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차
지하고 있었다.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전담대행제도는 국가가 지적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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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경계를 결정 공시하는 공익적 행정행위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수단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전담 대행제를 명시하고, 사
유재산권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권 제도에 관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
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독점 대행체제는 시장경제 하에서 독점이 가지는
필연적 폐해를 피할 수 없었는데, 이로 인해 지적측량 서비스의 개선과 수수료의
인하를 위해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마침내 2004년 1월부터 60여년 간 독점적으로 운영되어온 지적측량 시장은 수치지
적에 한해 일부 개방되었고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체제는 부분적으로 균열을 맞이하
게 되었고, 대한지적공사는 경쟁적 시장 환경에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써 부분 시
장개방의 영향을 통해 조직 효율성에 큰 변화를 겪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장경쟁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공기업인 대한지적공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장개방 전후의 재무성과 데이터를 개방
전후로 나누어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효율성, 고용의 지표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시계열 분석 이후 한걸음 더 나아가 경쟁 환경의 도입
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지역조직별로 각기
다른 경쟁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지역조직별 경영성과를 회귀 분석함으로써 경쟁
도입에 따른 효율성의 실질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를 분석함으
로써 비경쟁적 시장 환경에서 운영되던 독점적 공기업이 경쟁적 시장 환경으로 이
동했을 때, 조직의 효율성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더 나
아가 이러한 조직적 변화가 시장에서의 공기업의 지위 변화와 새로운 임무와 역할
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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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2002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업무인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인 대한
지적공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구)지적법 법률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토지측량의 통일성, 획일성이 상당부분
보장되고 있는 수치측량의 경우 전면 개방하고, 도해측량의 경우 대한지적공사에게
전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도해측량과정에서 단순한 측량기
술상의 오차가 아닌 측량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큰 까닭에 측량사간의
서로 다른 측량결과가 제시될 경우 측량의 통일성, 획일성이 결여되어 국가의 지적
질서와 사유재산권 제도가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지적측량시장은 수치지역에 한해 개방되었고, 그 범위는 전체 지적측량시장
의 약 20%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국가가 비영리단체에 독점 위임하여 제공해 왔던 지적측량서비
스는 일부분에 한해서 민간측량업자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상
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내려진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가격통제하의 제한적인 시장경쟁 환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라는 처방과
유사한 정책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 조치는 지적재조사법의 통과(2011) 등으로 인해 수치지역이 증가
하고 지적측량의 기술적 제도적 완비에 따라, 토지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면, 지적측량서비스를 자유 시장 경쟁을 통해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었다.
따라서 가격통제하의 부분개방으로 인해 지적측량시장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과거
지적측량시장의 유일한 독점사업자이자 현재 지적측량시장의 과점사업자인 대한지
적공사의 조직성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적측
량시장의 개방에 있어 개방 폭과 범위, 속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정책적 판단의 참
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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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 지적측량시장은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시장점유율 증가와 중소 영세
업체간의 합종연합 등으로 점차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측량업체가 탄생하고, 규모
가 커진 민간 지적측량업체가 공공부문인 대한지적공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
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적측량시장에 있어서 개방 부분과 독점 부분으로 나누고 이
를 통해 지적측량시장의 규모와 실태에 대해 추정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
개방 시점인 2004년을 전후로 한 대한지적공사의 성과변화에 대해서 추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의미한 성과지표로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생산성, 고용 등
에 관한 재무적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경쟁수준에 따른 지역별 편차와 대응조직 신설 유무에 주목하여 경쟁의 수준
이 각 지역별 조직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부분적인 시장경쟁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장경쟁의 핵심이 되는 가격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가격통제가 이루어진다
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제한적 경쟁시장이라는 점 또한 분석에 있어서 유의
해야 한다. 총 시장의 20%가 개방되었으므로 그 영향력 또한 제한적이라는 것은 당
연한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20%의 시장은 수치지적측량 지구,
즉 디지털화 되어 있는 분야로 지적측량시장 내에서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적측량의 수수료 책정이 개별 측량종목에 대한 일률적
인 원가계상과 지역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수료 적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지점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만든다
는 점이다. 즉 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심 인근의 사업지구에서 디지털화
된 지역에 대한 단일 건이면서 금액이 큰 측량을 1개 팀이 전담하여 실시할 경우
와, 일반 토지소유자 수십, 수백 명의 고객에 대한 측량접수와 일정 협의, 현장측량
출장, 성과처리작업, 결과통보와 함께 도해지적측량지구라는 특성상 측량기술자의
측량 후 사후 정밀한 보정작업을 필요로 하는 미개방된 일반 지적측량을 비교할
때, 어느 지점에서 수익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원가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자명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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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위 보편적서비스라고 불리는 우편, 철도 등에 있어서 지역별로 서비스 원
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원가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측량
도 도해지역 중 오지, 낙도 등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을 다른 지역의 수익으로 충당
하는 교차보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시장개방이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과 민간측량업자들의 관리방안에 있어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
간측량업자가 공공성을 요구받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일부 도해지역에 대한 측량
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경우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해지역 측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20% 개방범위지만 기존
사업자인 대한지적공사의 수익적 측면에서 볼 때, 수치지구의 개방은 20%시장 개방
효과보다 더 큰 개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공사 조직체계와 행동 양
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경쟁 수준에 따른 성
과변화의 추적은 시장개방의 추가 범위와 속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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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독점적 공기업과 경쟁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독점과 경쟁
사람들이 경쟁을 옹호하고 독점을 비난한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이다. 경쟁이
란 무엇이냐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에 관하여 일찍이 아담 스미
스(A. Smith)가 「국부론」에서 명시한 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시장경제의 훌륭한
기능을 밑받침하는 기본적 원리는 개인이 경쟁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경제전체의 구성요소인 개개의 경제주체가 경쟁을 통하여 각
기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 경제는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서 경제성과가
이상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자유시장경제제도(free market
economic system)의 요체라고 하였다.(김안호, 2003)
독점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해 그 반대의 극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시장의
형태가 바로 독점시장이다. 독점시장에는 오직 하나의 기업만이 어떤 상품의 유일
한 생산자이며 판매자라는 특징이 있다.(이준구, 2008: 324) 독점시장에서는 시장지
배력이 철저히 독점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산량과 가격에 대한 의사결
정은 독점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회 전체의 후생은 오
히려 감소될 수 있다.(김안호, 2003) 완전경쟁시장체제가 독점체제로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순손실을 독점의 자중손실(deadweight loss)라고 부르며 이는 자
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독점 및 자연독점에 대한 이론들은 이론적 타당성과 함께, 다양한 실증사례
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거대 기업의 규제가 일반적인 미국의 경우, 최초의 거대 기
업 분할 사례인 20세기 초 스탠더드 오일 분할 사례에서 시작해, 1970년대 후반 거
대 통신기업 AT&T의 분할, 현재 미국 최대의 연방공기업이자 비독점적 자연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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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우편 서비스나 지역 케이블 TV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연구와 실증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Posner, 1971 ; Sorkim, 1980 ; Robinson, 1984 ; 김준기, 2010: 185) 이
들 실증 분석의 연구들은 독점이 단순히 지대와 연결된 문제도 아니고 비용체감형
자연독점이라도 가격 탄력성, 소비자 신규 진입(contestable consumers), 기술발전
등 다양한 요인이 독점 기업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내리고 있으며, 현대적인 거대
기업체와 공기업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김준기, 2010: 185)
다만 본 연구와 같은 개별 기업의 성과 연구에 있어서는 대부분 민영화된 기업의
성과변화에 주목하거나, 공기업과 사기업의 성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시
장경쟁에 뛰어든 공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독점적 지위에서 경쟁적 지위로 변화된 공기업에 대한 연구 사례 또한 찾기
쉽지 않다.

2. 선행연구 검토
가능한 유사한 연구사례를 찾아볼 때, 해외 연구사례로는 Cave, etc(1980)이 캐나
다 철도산업에서의 국영기업과 사기업의 성과를 비교하면서 철도시장 내부의 경쟁
과 외부 운송수단과의 시장경쟁이라는 동일한 환경하에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비
슷한 규모의 두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했을 때 사기업인 Canadian Pacific
Railroads(CP)에 비해서 공기업인 the Canadian National Railroads(CN)의 효율성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실증적 연구결과로 제시하는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Primeaux(1978)는 미국 전기산업에서 지역의 독점적 사업체와 경쟁적 사
업체의 설비 가동률을 비교하면서 전력피크라는 전력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경쟁적
시장환경에서 과다하게 초과설비를 보유할 것이라는 기존의 이론적 가정이 잘못되
었음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경쟁이 전기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Krouse, etc(1999)는 거대통신기업인 AT&T의 전화사업부문인 Bell System의
분할 이후 국내 전화사업에 있어서 분할된 기업들의 성과를 측정해 본 결과, 약 12
퍼센트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Davies(1971)는 호주 항공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호주 국내선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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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하고 있는 국영기업(TAA)보다 민간기업(ANA)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
고 있다는 점을 실증연구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Wolf(1993)는 저서 「Markets or Governments」의 부록부분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를 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책에서는 항공에서부터 은행 청소용역 상수도 등 23가지 분야에 걸쳐 공공과 민
간의 효율성 비교에 관한 연구를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해 놓았다.
독점적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관한 국내의 실증적 연구는 전력, 통신, 철도 등의 기
간산업과 케이블TV,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되었다.
이중 전력산업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데, 2002년 전력산업
개편 이후 초기에는 주로 전력산업의 개편이라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4년 구조개편이 중단된 이후에는 정책 실행에 따른 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김종구(2009)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효율성 평가 결과 전력발전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효율성과 ROI는 구조개편
직후인 2002년과 2003년에는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가 중단된
2004년 이후에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전력산
업 구조개편 정책이 발전부문 분할까지만 진행된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발전부문 분
할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은 당초 기대한 만큼의 효율성은 나
타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논문들이 전력산업 구조개편
에 따른 정책적 효과와 개편된 발전부문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효과를 분석하였으
나, 구조개편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실증연구 결론도 각각 상
반되게 나오고 있으며, 또한 구조개편 중단에 따른 효율성의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
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은수(2006)는 공기
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민영화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개
별 기업인 POSCO, KT, KT&G의 성과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민영화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기업
의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POSCO와 KT&G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올리고 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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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KT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
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시장의 구조에 따른 경쟁의 정도’를 들었는데 앞의 두
기업보다 경쟁의 정도가 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KT의 상황, 즉 망(Network)산업이
지니는 특성상 통신산업에서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곽창현(2003)은 한국통신 민영화 집행과정의 연구를 통해서 노태우정권부터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한국통신 민영화 집행과정의 흐름과 차이에 관해서 각 이해관계
자 집단과 정책추진집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성공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민영화 정책과정 및 성공요인 분석이 시사하는 점은 소유권의 민영
화는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제반 여건,
즉 경쟁환경의 조성과 관료적 이해관계 통제를 위한 민영화 추진체의 신중한 구축
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곽창현 2003: 131)을 제시하였다.
철도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철도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민영화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고 한국 철도산업 민영화의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철도민영화사례를 연구한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 조창현(2005)은 한국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연구를 위해 일본과 영국의 철도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외국의 철도 구조개혁 사례들 중에서 가장 성공
적인 일본 철도산업 민영화 사례와 가장 문제 많은 영국 철도산업 민영화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정당성 조건 6가지-경쟁성, 수익성, 서비스, 안정성, 공공성, 규제
감독-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분할 민영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
양국의 성공 실패의 원인으로서 제시한바, 일본은 철도산업의 규모 경제의 특성과
지역수요의 대량수송의 장점을 활용하고 철도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된 수익을 위한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였다면, 영국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분할 민영화를 추
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홍종배 외(2009)는 한국 케이블TV시장의 독점 복점 경쟁이 채널의 다양
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복점지역과 독점지역 간 소스(소유구조, 내용장르, 노출-시청률) 다양성의 특징과 차이를 분석했다. 동일한 하나의 방송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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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SO가 채널을 송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경우 두 SO는 극단적으로
차별화되어 다른 프로그램이나 채널장르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비슷
한 프로그램이나 채널장르를 내보내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에서는
복점 경쟁 지역이 독점 지역보다 오히려 인기 있는 채널에 집중되는 최소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호텔링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독점적 공공부문의 경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논점은 공공서비스의 민간위
탁에 관한 문제이다. 자연독점 내지는 망산업의 특징을 지닌 국영 독점 기간산업의
민영화와 연관된 경쟁의 문제는 주로 가격규제나 산업규제정책 등 정부의 규제정책
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비해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김인(2009)은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 유인, 성과평가가 서비스 질
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민간에 위탁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는
경쟁환경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오지 못하며,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책이 유
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황혜신(2006)은 경쟁의 유무를 하나
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의료원이라는 수탁기
관 선정과정에서의 경쟁은 수탁기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
으며,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의 협상에 있어서도 경쟁이 있었던 의료원의 경우 정부
의 협상력이 제고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다
양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독점적 공기업의 경쟁에 따른 효율성과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에 있어
서 다양한 이론적 근거들과 방법론을 통해서 개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쟁이 독
점적 공기업의 성과에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반
드시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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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적측량시장의 개방과 대한지적공사

1. 지적측량시장에 대한 개관
1) 지적측량의 정의 및 공급형태
지적의 정의는 국가별, 학자별로 다양하다. 대만의 래장 교수는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 경계, 종류, 면적, 권리상태 및 사용상태를 기재한 도책”이라 하고, 미국의 맥
엔트리 교수는 “지적이란 토지에 대한 법률상의 용어로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부
동산의 양, 가치 및 소유권의 공적인 등록”이라 하며, 네덜란드의 헨센 교수는 “국
내의 모든 부동산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등록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영국의 심슨은 “지적이란 과세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나라 안
의 부동산의 수량과 소유권 및 가격을 등록한 공부”라고 정의한다(김정민, 2010:15)
이처럼 지적이란 용어는 표준적인 정의가 없으며 학자, 국가별 지적제도의 유형, 지
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는 지적이
란 용어를 각기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지적제도를 분석할 대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류병찬, 1996: 16, 이소연, 2009: 34).
지적측량은 토지재산권의 한계를 정하는 측량으로 사법측량이라고도 하고 지적법
에서 정하는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는 측면에서 기속측량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형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측지측량과는 내용이나 성격면에서 크
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최청인, 2004:46, 이소연, 2009:35).
반면에 지적측량 업무가 단순히 개인의 토지재산을 보호한다는 사익적인 성격보다
는 토지의 경계를 결정 공시하는 공익적 성격이 더 강하다. 지적측량 중에서 특히
기초측량의 경우 동일의 서비스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
경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기초측량 성과를 대가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초측량 성과가 세부측량의 전제가 되는 경우 세부측량 신청인은 기초측
량을 대가의 지불 없이 소비하는 경우에 수요자를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비
재제성의 성질을 갖는다(정영환, 2000: 131-132, 이소연, 2009: 35).
또한 토지를 필지별로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서 사회질서, 공공복지, 공공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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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여하려는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국가 대행기관이 행하는 측량
이므로 지적측량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행정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주체인 국가는 지적측량성과를
등록하여 영구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계속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청주
대학교, 1987: 32, 이소연, 2009: 35).
지적측량 서비스의 공급형태는 국가직영체제, 개인면허제도(민간위탁제도), 국가직
영과 개인면허제의 혼합제도, 대행업무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장우진, 2001:
71, 이소연, 2009: 37). 지적측량제도는 1910년대에 국가 직영체제로 근대적인 지적
측량을 시작한 이래 여러 방식의 운영체제를 경험하면서 1938년 조선지적협회에 의
한 전담대행제도가 유지되다가 2004년 1월 1일 자유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는
지적측량업무 분야에도 서비스의 개선, 수수료의 인하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
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움직임 때문이다.(지종
덕, 2001: 15, 이소연, 2009: 37). 지적측량 공급형태의 변천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국가직영체제(1910년 ∼ 1923년)
한일합방 이전 대한제국시기의 지적측량은 국가직영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이것
은 한일합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이 기간이 토지조사사업(1910-1918),
임야조사사업(1916-1924)이 시행되었던 기간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대규모의 지적제도 창설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일적이고도 획일적인
지적제도의 창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이소연, 2009: 38).
② 경쟁체제(1923년 ∼ 193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고 지적사무가 통상의 행정관서로 이관된 이후 국가직영 체
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게 되었다(정영환, 2000: 94, 이소연, 2009: 38). 그 이유
로는 많은 예산과 인인을 지원받았던 한시적 기구인 임시토지조사국이 폐국됨에 따
라 부·군·도는 폭주하는 지적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예산과 기술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총독부 재무국은 기업자 측량제도 및 지정측량자제도를 도입하
였다(이성화, 2002: 3, 이소연, 2009: 38). 그러나 지정측량자제도 및 기업자측량제도
는 토지이동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업무처리와 수수료의 통일성이 결여, 측량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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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저하 및 통제의 어려움 등 제도와 운영상의 결함과 모순을 드러내었고, 측량기술
자 간 업무수탁을 둘러싼 무모한 자유경쟁체제의 형태로 변질되어 1938년 재무국장
의 통첩에 의하여 폐지되고 지적협회를 설립하여 지적측량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대
행제도로 전환되었다(김정민, 2010: 38).
③ 전담대행체제(1938년 ∼ 1944년)
경쟁체제하에서 국민이 측량사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게 되므로 선택의 자유가
생겨났고 국가의 비용부담도 절감되었으나, 측량성과의 법적 책임한계가 유명무실
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결국 경쟁체제는 대행제도로 전환하게 되
어 “조선지적협회”라는 최초의 지적측량 대행기관이 탄생되었다.
④ 국가직영체제(1945년 ∼ 1948년)
8.15 광복과 함께 미군정이 시작되자 지적업무는 재무국에서 직접 관장했고 조선
지적협회는 사실상 휴면상태에 들어갔다. 이 시기의 지적업무는 전국의 각 세무서
지세지적계에서 집행하게 되었다.
⑤ 전담대행체제(1949년 ∼ 2003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이루어지면서 지적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자 국가직영
체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재무부는 과거 지적협회를 부활시
켜 토지이동정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29일 종래의 조선지적협회
를 대한지적협회로 재편성 발족하게 되었다. 대한지적협회는 1977년 7월 1일 대한
지적공사로 정관개정을 한 이후 동년 9월 5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대행전담법인의
지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 2월 지적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
써 복수대행단체 등장의 문호가 개방되었다(이소연, 2009: 41).
⑥제한적인 경쟁체제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4년부터 일부 지적측량시장을 개방
하여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와 지적법에 의해 등록한 지적측량업체가 수치지역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경쟁체제를 도입한 반면, 종이지적도의 한계로 인한 도해지적의
근원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적측량의 공공성과 토지재산권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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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하여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혼합형
제도가 실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박민호 외, 2009).
2) 지적측량서비스 시장의 환경변화
지적측량도 하나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서 지적측량시장에도 원칙적으로 공급자
간의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60여년간 독점
으로 운영되어온 지적측량시장은 2004년 1월 1일부터 수치지적에 한해 일부 개방되
었다. 진중태(2001: 54)는 측량시장 개방의 장점을 자유경쟁을 통한 국민에 대한 서
비스가 고취되고 독점대행으로 빚어지는 업무영역의 협소화 현상이 경쟁을 통해 지
적측량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고, 이예승(2003: 92)은 독점대행체제는 공공성,
안정성, 능률성, 성과의 일원화 등을 꾀할 수 있으나, 불친절, 서비스제공 미흡, 무
사안일과 경직된 경영, 경영의 폐쇄성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
았다. 이에 반해 정영환 외(2000: 227)는 지적제도의 정의 및 기능, 특성 등에 비추
어보면 지적제도는 강한 공공성을 가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할 것이며 시장경제원리
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이소연, 2009: 42).
2004년 개방 이후 지적측량시장의 참여자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143개 업체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토지수요와 공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의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66개 업체가 등록하여 46.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는 32개 업체가 등록한 경상지역이 22.4%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 > 시도별 지적측량업자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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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기준, 대한지적공사 자체 통계)

연도별 추이를 보면 매년 꾸준히 업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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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가 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전환되면 될수록 지적측량업자의 등록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도해지역의 수치지역 전환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적측량업자의 등록
건수 또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측량 시장규모는 2011년 현재 약 4천억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민간에
개방된 시장규모는 약 20%로 이중 민간지적측량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집
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대한지적공사의 내부 자료를 통해 추정한 수치일 뿐이다.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개방 초기 2-3년 간 민간지적측량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다소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민간지적측량업자들은 도해지역의 수치지역 전환에 따르는 자연스러
운 개방시장 규모 확대에 만족하지 못한 채, 시장개방 범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시장개방과 대한지적공사, 민간측량업자
1) 시장개방과 대한지적공사
본 연구의 초점인 시장개방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태로 2004년 시장
개방 이후 현재 10년이 지나지 않은 까닭에 지적측량시장의 경쟁부분에 대한 통계자
료가 미비하며, 다만 대한지적공사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이다.
최초의 연구라고 생각되는 유석근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적측량시장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학술적 정의없이 실무에
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다. 사실상 2004년 이전까지 지적측량업무가 대한지적공사
에 의해 전담되어 수행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적측량시장의 개념이 제대로 정
립되지 못했던 부분이 크다. 지적측량시장의 부분 개방 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적측
량시장 자체나 지적측량시장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어떠한 이론이나 주장
을 제기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유석근, 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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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통계자료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지적측량시장에서의 대한지적공사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가 몇가지 제시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시장 개방 이후 정부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대행하던 대한지적공사의 성과변화에
대한 연구로는 유석근(2008)이 지적측량시장의 변화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적
측량시장의 미래상을 조명하고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주도적 공공기관으로서 대한지
적공사가 추구해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바 있다(유석근 2008: 3). 이를 위
해 시장 개방 이후 대한지적공사와 민간지적측량업자 간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하고
기술적 분석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석근의 연구에서는 지적측량 시장점유율에 관해 다루면서 대한지적공사
의 지적측량 매출액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적시하였으나, 민간지적측량업자의
성과에 대해서는 통계수집상의 어려움을 들어 2007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의
매출액을 제시하였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집단의 통계에 대해서 각각 시기가
다른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한계점을 노정하였다. 이점에 관
해서는 연구논문 내에서도 언급하였는데 “지적측량시장이라는 변화 실태를 분석함
에 있어 약 4년이라는 짧은 과정만을 기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지적측량시장을 예측함에 있어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크다
는 한계를 지닌다. 또 연구의 대상을 대한지적공사라는 특정 기관뿐만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 전반 또는 지적측량 수요자 측면까지 확대하지 못함으로써 보다 다각
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미진했다(유석근, 2008: 57)라고 한계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소연(2009)은 지적측량 수요자에 초점을 맞추어 지적측량시장 개방 이후
독점적 공기업인 대한지적공사의 주요 성과지표로서 고객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을 실시하여 개방이 수요자(고객)의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공급자(대
한지적공사 직원) 만족도의 소폭 하락을 가져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소연의 연구에서 다른 통계자료는 전국의 지적측량 수요자에 대한 조사를 다룬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로 한정하고, 조사대상 또한 시장
개방이 수치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개방업무를 담당하는 서비스 수요자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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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관과 소관청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이소연,
2009: 3).
2) 시장개방과 민간측량업자
문진호(2008)는 지적측량시장 개방 이후 등장한 민간지적측량업자의 등록과 운영
실태에 대해 최초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시장 개방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
적측량업자에 대해서 그 등록 및 감독에 있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사항에 대
한 형식적 심사 또는 감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도 운영상에 적지 않
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하나의 사례로서, 현행 지적측량등록업자
중에는 실질적인 지적측량 업무 수주 건수가 전무한 경우도 있으며, 또한 특정 업
체는 등록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지적측량업의 운영에 따른 의무사항을 태만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문진호 2008:2).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의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등록·운영실태
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주력하고 있다(문진호 2003:3). 이를 위해 연구대상은 2004
년 1월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지적법에 의해 등록된 측량업자로 하고, 내용적으
로는 지적측량업자의 등록, 구성원 현황, 업무수주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분
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문진호 2003:3).
이 연구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지적측량업자는 2007년 기준으로 총 70개 업체이나,
총 인원수가 588명에 불과해 업체별 평균인원은 7-8명에 불과한 영세업체이며, 종
사자의 연령대 또한 60대, 70대, 80대가 36%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
는 업체도 다수 있을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지적측량시장
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수주 금액별 분포
현황만 간단히 첨부하고 있어 지적측량시장의 규모와 실태를 가늠하는데 일정한 한계
를 지닌다.
3) 지적측량시장에 대한 추정
매년 국가의 지적측량의 기초적인 통계를 수록하여 발간하는 지적통계연보는 국가
에 등록된 토지에 대한 자료로서 등록별 지목별 총괄현황, 시도별 등록지 총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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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별 총괄현황, 시도별 지목별 현황, 지적공부등록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부록으로는 전국행정구역총괄표, 지적직 공무원현황, 대한지적공
사 직원현황, 지적기술자격 등급별 현황 등을 수록하고 있다. 지적통계연보에서 싣
고 있는 정보의 쓰임새와 목적은 행정관청이 토지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정
리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어, 그 본 목적과 관련성이 부족한 지적측량시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장과 시장내 기업에 관한 통계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방 이전 지적측량을 독점 대행하고 있던 대한지적공사의 매출액을 판단근거로 삼
았을 때 대략 4천억원의 시장규모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지적측량시장의 변화추이를
예상해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민간부문의 시장점유율 증가와 더불어 중소 영세
업체간의 합종연합 등으로 점차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측량업체가 탄생하고, 규모
가 커진 민간 지적측량업체가 공공부문인 대한지적공사와 자유경쟁을 실시하여 국
내외 지적측량시장을 양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시장변화에 따라 지적
측량업체의 등록과 관리, 사후 책임성에 관한 문제가 점차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민간 지적측량부문의 수익성, 시장 점유율, 활동 양태 등 성
과와 관련된 연구 필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적
용한 지적측량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만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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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모형 및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의 설정

1. 분석의 이론적 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을 기
업의 소유형태와 시장구조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연구에서 경쟁적 환경에서의 공기
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지배구조의 변화 즉 민영화에 따른 효율성의 변화에 초점이 맞
추어져 왔으며, 실증적 연구 성과 또한 민영화 전후의 기업의 경영성과 변화에 집
중되어 왔다. 또한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서 동일 산업 내에서 경
쟁하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또는 국제적인 산업별 비교를 통해
공공부문과 사기업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왔다.
이에 비해 경쟁 환경에서의 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앞서 연구동향
에서 볼 수 있듯이 주 목적인 산업내 공기업과 사기업의 성과 비교나 국제적 산업
별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
다. 더구나 오랜 기간 동안 소유형태와 경쟁이라는 두 개념 중 어느 것이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냐 라는 논쟁이 학자들 간에 치열하게 있어왔지만, 두
개념 모두 효율성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만큼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형태에 따른 효율성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효
율성을 분석하는 또다른 개념인 시장구조 즉 시장경쟁의 존재 여부 또한 효율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이론적 가정에서부터 출발해 <그림 1>과 같은 분석의
틀(analytic framework)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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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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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1) 연구가설의 설정
시장개방이 과연 공공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정책 내지는 행위 전후의 변화에
대한 가설의 설정과 검증을 들 수 있다. 즉 시장개방이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
정적(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과 함께 가설의 검증을 위해 경영성과의
시계열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 변화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시계열적 성과의 변화에는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장개방이라는 요인
과 더불어 경기변동, 기술개발 등의 다른 조건이 기업에 주는 영향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더구나 지적측량시장의 개방은 시장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
분적으로(전체 시장의 약 20%)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적측량시장에는 여전히 대한
지적공사가 전담으로 대행하는 독점영역(전체 시장의 약 80%)이 존재하며, 따라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도입은 일부분에 그쳐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독점기업인 대한지적공사가 시
장개방을 전후로 해서 어떠한 경영성과의 변화를 겪었는지를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난 후,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영향요인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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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시계열적 분석만으로는 다양한 영향요인
들을 분리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 대한지적공사는 시장개
방으로 인한 부문(이하 개방업무라 한다)에 대한 데이터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측량종목별 데이터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투
입에 있어서 비용과 인력에 대한 데이터도 개방업무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
지 않고 있어 기업 전체의 경영성과 데이터만을 가지고 성과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리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사내 내부자료로써 정기적으로 개방업
무 중 미수주업무에 대한 데이터수집과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경쟁으로 인한 효율성의 변화를 가능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
한지적공사 내의 지역별 조직(광역자치단체 기준)별로 차이가 나는 경쟁수준의 유
의미한 정도가 각 지역조직의 경영성과(특히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즉 차별적 혹은 비차별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과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시장개방(경쟁도입)으로
인한 독점적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지적측량 시장개방(경쟁도입)은 대한지적공사의 경영성과에 시
장 개방 전후로 차별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시장개방으로 인한 지역별 경쟁수준의 차이는 대한지적공사의
지역조직의 경영성과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2) 분석모형의 구성
상기 가설 중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4년 지적측량 시장개방이 이루

어진 해를 전후로 1999년-2011년까지의 대한지적공사의 재무성과지표의 변화를 시
계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분석틀로 분석기간을 2개 기간으로 나누어 관찰하는 단절적 시
계열 설계를 사용한다.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된 자료를 정책의
평가에 이용토록 설계되어진 모형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해 정책의 실시 전후의 시

TG YYG T

기를 비교해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법이다. 이는 어떤 관련 모집단 전체를 대
상으로 하여 집행하는 정책, 즉 정책 대상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기 어려운
정책의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단절적 시계열 설계의 일반적 요건은 각
시점에서 관찰된 단일단위가 정의될 수 있고, 계량적인 관찰이 가능하며, 이러한 관
찰이 정책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여러 시점에 걸쳐 가능할 때 적용 가능한 기법이
다(노화준, 정책평가론, 2003: 331-332)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국내에 비교할 수 있는
동일 산업내의 유사기업이나 유사 업종의 기업을 찾기 어려우며, 외국에서도 유사
한 기업형태의 지적측량 조직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비교의 대상을 찾기가 쉽
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패널데이터를 시장개방 전후로 나누어 비교하는 단절적 시
계열 설계가 이 경우에는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를 이용한 다변량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SPSS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가변수(규모더미, 입지별 더미, 대응조직신설
유형더미)를 활용한 검정방법을 통하여 규모별, 입지별, 전담대응조직 신설 여부에
따른 조절변수별 회귀식의 유의미한 차이여부를 함께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시장개방 초년도인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8년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의 시장개방(경쟁도입)에 따른 경쟁수준의 정도에 따른 조직 경영성과(수
익성, 성장성, 생산성,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회귀모
형을 설정한다.
이때,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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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계열 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과 지표측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시장개방이라는 정책적 변화가 독점적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전반적인 영
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004년 시장개방이 된 해를 전후로 1999년-2011년
까지의 재무성과지표의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
석”에 관한 김현숙의 연구논문(재정논집 제22집제1호:36)에 사용된 방법론을 참조하
여 시장개방에 따른 성과분석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위 연구논문에서는 민영화 이
후의 성과를 분석하는 두가지 방법으로서 우선 Megginson et all(1994)이 시도한
바처럼 기업의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 고용 등의 지표를 민영화 이전과 이후로 나
누어 평균값과 중간값의 크기 변화가 유의한가를 검정하는 것과 Dewenter and
Malatesta(2001)가 유사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보다 광범위한 기업을 포괄하여 민영
화 전후 시기를 T-검정을 통해 비교하여 민영화의 성과를 분석한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위 방법론을 차용하여 시장개방 전후의 시기에 대한 대한지적공사의 성과지
표를 추출하여 크기 변화의 유의미성을 찾아보고, 시장개방이 대한지적공사의 조직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경영성과지표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개방 이후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과 관
련한 경영성과는 개선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고용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다소
감소할 수 있으며, 전체 매출은 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인한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적측량시장의 경우 개방폭이 전체 시장의 20% 내외이고
경쟁상대방이 소규모업체들이므로 매출 감소가 빠른 속도로 대폭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생산성과 관련한 경영성과는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성장성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저하되나 분석대상기관의 적절한 노력이 뒤따른다고 전제할 때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생산성
에 대한 지표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의 분류기준을
따라 각 성과의 구체적인 경영지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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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경영성과 분석을 위한 재무성과 지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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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김현숙(2007) 연구논문 참조>

2. 자료 수집 방법
시계열적 분석에 쓰이는 대한지적공사의 경영성과 자료는 대한지적공사의 외부회
계감사보고서와 매년 발간하는 ‘공사현황’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다. 대한지적공사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는 1999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재무성과 패널자료의
시작년도는

1999년으로

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

(http://lx.or.kr) 상에 게시된 기관의 경영공시 자료를 통해서도 최근 5년간의 자료
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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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과 지표 측정

1. 자료 수집 방법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분석에 따른 자료는 대한지적공사 내부자료인 각 지역본부별
결산서와 지적측량업무관리시스템 상의 결산 자료를 1차 기본자료로 취득한 뒤 각
지표별 측정 방법에 따라 가공하여 2차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그 이유
는 일부 자료의 경우 각 지역본부별 결산서 상의 자료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
용 가능하지만, 일부 자료의 경우 특히 시장개방 부분에 대한 매출액 추정과 전체
지적측량시장의 개방부분에 대한 시장규모의 추정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지적통계연보와 대한지적공사의 지적
측량업무관리시스템 상의 결산 자료, 그리고 대한지적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
고 있는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업무 미수주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시장점유율에 관한 자료는 내부적으로 집계하는 자료이므로 자료의
정확성에 일정부분 한계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독립변수의 선정과 지표 측정
독립변수는 시장개방(경쟁도입)에 따른 경쟁의 정도 즉, 지역조직의 전체 업무량
대비 개방업무비율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경쟁의 정도에 따른 각 지역본부별 경영
성과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한다.
지적측량시장의 개방범위는 수치업무와 확정업무 등 지적측량시장의 일부 종목에
한하여 개방된 까닭에 전체 시장의 약 20%가량이 개방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전
체 20%의 개방폭은 각 지역별 조직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역별
지적측량시장의 현황에 따라 지역적, 시기적으로 차등하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매년 각 지역본부별 개방업무의 양과 비율은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특히
전국적으로 볼 때 수도권 지역의 본부가 개방업무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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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역시본부의 경우 매년 개방업무 비율이 최소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상회하
는 실정이다. 이와 반대로 강원도본부나 전라북도본부, 대구·경상북도본부 등에서는
매년 개방업무 비율이 10%에서 20%사이에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본부의 경우 특정한 시기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는 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기
에 10% 미만인 분포를 보이고 있어 가장 비율이 높은 본부와 낮은 본부의 차이가
3배수에 이르는 실정이므로, 지적측량시장의 개방이 전국의 모든 지역본부에 동일
한 경쟁압력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의 각 지역본부별 개방업무 비율은 대표적으로 제시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지역본부별 개방업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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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한지적공사 내부의 업무실적 자료와 경쟁업무 미수주현황자료를 조합하여 작성

2) 종속변수의 선정과 지표 측정
① 수익성 지표
수익성 지표로는 순이익과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선정하여 지표로 사용한다. 일
반적으로 수익성 지표로 많이 쓰이는 것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순이익, 총자본 대비 순이익,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등이
있으나, 분석대상이 독립적인 기업이 아닌 기업 내 단위조직인 까닭에 자본 대비
이익 관련 지표는 선정하지 않기로 한다.
② 성장성 지표
성장성 지표로는 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율, 신규사업 매출액으로 선정하여 지표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성장성 지표로 많이 쓰이는 것은 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율 등
이 있으며, 대한지적공사의 시장개방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한 새로운 지표인 지역
본부별 신규사업 매출액을 지표로 선정한다. 시장개방에 따른 매출감소를 예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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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에서는 축적된 지적측량 데이터와 데이터의 가공능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인 공간정보사업에 진출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의 개발에 힘쓰고 있으므
로, 이 지표는 기업의 성장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충분히 의의가 있
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신규사업 매출액은 최근 몇 년 전까지도 기업의 회계감사
보고서나 결산서 상의 경영성과 지표에 표시되어 나타나지는 않았으므로, 대한지적
공사 내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집계하였다.
③ 생산성 지표
생산성 지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종업원 1인당 매출액으로 알려져있다. 본
연구에서도 생산성(효율성)지표로는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생산성 지표의 측정을 위해서 대한지적공사의 특성상 3인1조로 구성된 측량팀에 대
한 생산성 분석도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을 수 있으나, 연초 정해놓은 정원상의 측량
팀과 실제 연간 운용되는 측량팀의 숫자가 상이하고 또한 이에 대한 과거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생산성 지표로 많이 쓰는 것으로 처리건수 또는 서비스제공 건수 등으로 표시
될 수 있는 1인당 업무처리실적이 있을 수 있다. 지적측량에 관해서는 3인1조로 움
직이는 특성상 1팀당 처리실적으로 처리건수, 또는 처리 필지수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측량종목이 다양하고 건수와 필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서비스제공 건수
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표의 불명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④ 시장점유율 지표
독점에서 시장경쟁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쟁에 따른 성과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지표인 시장점유율 지표를 선정하기로 한다. 시장점유율 지표는 공식적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은 까닭에 국토해양부의 지적측량통계자료와 대한지적공사
의 내부 결산자료, 개방업무 미수주액 자료를 조합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시장점유
율 지표의 측정방법은 전체 지적측량 업무량 내에서의 시장점유율 측정보다는 시장
개방된 지적측량시장(수치,확정측량지구 등)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측정하여 제시하
는 것이 보다 경쟁도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통제변수의 선정과 지표 측정

TG Y_G T

① 조직규모특성 및 부동산경기 통제변수 설정
조직규모특성과 관련하여 조직 규모가 클수록 시장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분석에 있어서 기관별 규모에 따른 잉여자원이
많아짐으로써 조직성과를 증가시키는데 유리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경쟁수준에 적
절히 반응하지 못할 경우 과다한 잉여자원을 보유함으로써 조직성과에 저해요인으
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직별 규모를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조직별
인원수를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대한지적공사의 지역별 인원수는
매년 연초에 지역별 매출목표량을 설정하고 설정된 매출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인
원수(측량팀수)를 산정하여 조직규모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적측량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역별 경제활동과 부동산경기
에 대한 추정을 통해 외생적 요인을 통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총생산과
부동산 거래자료 중 토지거래량을 투입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두 가지 자료
는 국가통계포털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이중 지역의 총생산(소득)관
련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중 ‘국민계정·지역계정· 국가자산(국부)’ 란의 ‘지역계정’ 중
지역소득(2005년 기준 100)지수를 사용하였다. 부동산 경기 관련 자료는 토지거래량
을 들 수 있는데 실제로 변수로써 투입해 본 결과 그 회귀분석 결과가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② 규모별/전담대응조직/입지별/ 조절변수 선정
독립변수인 시장개방비율이 종속변수인 경영성과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적측량시장의 특성상 시장개방비율이 전 시
장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분적, 제한적으로 개방이 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으로는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제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단위 조직의 성과를 종
속변수로 설정하고 동시에 지역단위 조직의 특성을 규모별/전담대응조직 신설 여부
/입지별로 나누어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집단별로 회귀분석이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
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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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조절변수를 투입한 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
입하여 종속변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조절변수의 설정은 첫째, 규모별 조절변수는 지역조직 성과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간값인 매출액 3백억으로 설정하여 분석기간 중에 매출액이 3
백억을 평균적으로 상회하는 조직과 하회하는 조직으로 나누어 조절변수가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고, 둘째 시장개방에 따른 전담대응 조직 여부에 따라서 시장개방
비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담대응 조직 신설 여
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입지별 조절변수는
지역경제환경과 경쟁업체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수도
권은 서울, 인천, 경기본부를 포함시키고, 비수도권은 나머지 지역조직을 포함시켜
입지별 조절변수가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특히 전담대응조직 신설여부를 조절변수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
다. 대한지적공사는 2004년 지적측량시장이 개방된 이후 2005년부터 일부 본부에
시장경쟁에 따른 마케팅업무와 측량업무 직접 집행을 담당하는 개방업무 전담조직
을 신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이는 기관고객의 요구를 즉각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
도록 마케팅과 업무집행을 단일한 조직에서 담당하는, 지역별 업무관할권을 뛰어넘
는 광역본부내의 기술사업단을 설치한 것으로 각 지역본부의 건의에 따른 조치였
다. 업무량과 지역 지적측량시장의 경쟁수준을 감안하여 총 5개 본부(인천, 경기, 대
전·충남, 광주·전남, 경남)에 설치된 기술사업단은 시장개방 초기 기관고객의 요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즉각 대응함으로써 기
관고객 충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지역본부내 우수인력
을 한곳에 집중시킴으로써 개방업무 중 가장 중요한 확정측량업무의 처리능력을 획
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아울러 각 시군구 단위 지역조직에 이를 보급하는 이른바 ‘학
습과 전파’ 관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전담조직
의 설치 여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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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제 1 절 시장개방 전후의 경영성과 변화 분석

1. 시장개방 전후로 한 경영성과 변화의 시계열적 분석
1) 경영성과 지표의 평균값(중간값) 비교
공기업의 민영화 이후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고려
해 볼 수 있다. 하나는 Megginson et all(1994)이 시도한 바처럼 기업의 수익성, 효
율성, 안정성, 고용 등의 지표를 민영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평균값과 중간값의
크기변화가 유의한가를 검정하는 것이다. Dewneter and Malatesta(2001)는 유사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보다 광범위한 기업을 포괄하여 민영화 전후 3년의 시기를 T검
정을 통해 비교하여 민영화의 성과를 분석하였다.(김현숙 2007:36)
마찬가지로 지적측량시장의 독점기업인 대한지적공사에 대해서 시장개방 이후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존 연
구논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업의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 고용 등의 지표에 대
해 시장개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시장개방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시장개방 이후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과 관련된 경영성과는 개선될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고용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성장성과 관련한 지표
는 호전될 수도 있으나 기업의 산출이나 산출의 증가는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그 부호는 알 수 없다.(김현숙 2007:43)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생산성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였
다.(김현숙 2007:43) 설정한 각 지표에 대한 가설은 Megginson et all(1994)와 김현
숙(2007)이 제시한 민영화 전후의 경영성과 변화에 대한 가설을 참고하여 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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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이후의 성과를 비교할 경우 각 경영지표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표 5> 시장개방 전후의 경영성과 변화에 대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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㽳㧦⽎G ╖゚G 㑲㧊㧋
㧦₆㧦⽎G ╖゚G 㑲㧊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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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대한지적공사의 외부감사보고서가 작성된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대한지적공사의 경영성과를 시장
개방 전 후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표 6> 시장개방 전후의 주요 경영지표 평균값(중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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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매출액은 1999년을 기준으로 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출액을 조정하였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설에서 부호를 예측할 수 없었던 매출액과 불변 매
출액(1999년 기준) 모두 시장개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매출액 증
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측량시장 내에서의 성장성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 방향으로 예측되었던 수익성 지표들은 부호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 대비 영업이익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자본
대비 순이익,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수익성이 시장개방 전과 후를 비교해볼 때 정(+)의 방향으로 변화되고는
있으나, 시장잠식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부(-)의 방향으로 예측하였던 부채비율은 가설과 같이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고용감소 또한 예측대로 고용인원의 감소가 나타났다. 생산성 지표인 종업
원 1인당 매출액은 2배 가까이 상승하였으나, 상승의 원인이 시장개방으로 인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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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매출액의 증가와 고용의 감소에서 기
인한 것인지는 시계열자료로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림 2>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시계열적 변화

<그림 3> 부채비율의 시계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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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인당 매출액의 시계열적 변화

2) 시장개방 전후의 경영성과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마지막으로 시계열적 변화와 더불어 시장개방 전후의 성과의 차이에 대해서 시장
개방 전후의 경영성과 지표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세우고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해보았다.
<표 7> 개방 전후 경영성과 지표의 독립표본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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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수익성 관련 지표 중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
익률, 자기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순이익, 총자본 대비 순이익, 자기자
본 대비 순이익 등은 시장개방 전후의 집단간의 차이가 95%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 중 순이익과 성장성 관련 지표인 매출액, 불
변 매출액(1999년 기준), 매출액증가율,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과 생산성 지표인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개방 전과 후의
집단간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함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대
립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즉 성장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는 개방 전후로 비교해보
았을 때 분명히 개방 이후 지표가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수익성 지표는 통계적
으로 볼 때 반드시 호전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조직 경영성과의 시계열적 분석
대한지적공사 회사 전체의 시장개방 전후의 경영성과의 시계열적 분석에 덧붙여서
시장개방 이후의 각 지역조직 경영성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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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분석기간은 시장개방이 된 2004년부터 2011년까지로 하였으며, 시계열적 변화
에 따른 종속변수(매출액, 매출액증가율, 신규업무 매출액, 순이익, 순이익률, 시장점
유율, 1인당매출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율은 격년 단위로
변화하나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신규업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가파른 상
승률을 보이고 있다. 기존 지적측량 업무의 성장성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반면, 지
적측량 업무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업무(각주 공간정보업무)의 성장성은 밝은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8년 이후 상승폭이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일률적
인 10%의 인원감축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지적공사 비용구조는 설비나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지 않으며, 인원수에 비례한 측량사의 인건비가 60～70%를 차
지하는 구조이므로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인원이
10%가 줄어드는 까닭에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순이익률
또한 격년 단위의 증감패턴에서 선진화계획이 본격화된 2008년 이후 순이익율이 계
속 증가하다 선진화계획이 마무리되는 2011년 시점에 와서 순이익율이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95%가 넘었던 시장개방 첫해에
비해 갈수록 점유율이 줄어들어 80%까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인
당 매출액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의해 기준 인원이 꾸준히 감축됨에 따라 1인당
매출액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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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장개방 이후 매출액의 연도별 변화(중간값)

<그림 6> 시장개방 이후 매출액증가율의 연도별 변화(중간값)

TG Z_G T

<그림 7> 시장개방 이후 신규업무 매출액의 연도별 변화(중간값)

<그림 8> 시장개방 이후 순이익의 연도별 변화(중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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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장개방 이후 순이익률의 연도별 변화(중간값)

<그림 10> 시장개방 이후 시장점유율의 연도별 변화(중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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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시장개방 이후 1인당매출액의 연도별 변화(중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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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경쟁수준이 지역조직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장개방이 독점적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연구가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기술하기에 앞서 우선 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8> 변수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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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금액단위: 백만원

1. 경쟁수준이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장개방이 독점적 공기업의 성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설에
대해 지역조직의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지적공사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중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에 대한 연구모
형은 98.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형회귀분산분석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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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다. 시장개방 도입에 따른 개방비율의 유의확률은 0.377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영향은 개방비율이 1% 증가할때마다 매출액은 3천2백만원
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개방 비율의 변화에 따라 여타 변수가 변화가
없다고 할 때 개방비율은 매출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규모에 따른 조절변수를 투입한 뒤, 독립변수인 개방비율과 조절변수인 조직규모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경우, 조직규모가 큰 본부일수록 작은 본부에 비해 개방비
율에 따른 매출액의 변화가 양의 방향으로 3억6천만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로 지역조직의 규모변수에 따라 지역본부를 분리해서 살펴보았을
때,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규모가 큰 본부가 규모가 작은 본부보다 개방비
율의 증가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가 더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번에는 시장개방에 따른 전담대응조직의 설치를 조절변수로 투입했을 경우를 살
펴보았다. 먼저 대한지적공사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중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에 대
한 위 연구모형은 98.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형회귀분산분석의 유의확률
이 0.000으로 유의미하다. 시장개방 도입에 따른 개방비율의 유의확률은 0.589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영향은 개방비율이 1% 증가할때마다 매출액
은 2천만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개방 비율의 변화에 따라 여타 변
수가 변화가 없다고 할 때 개방비율은 매출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전담대응조직 설치에 따른 조절변수를 투입한 이후, 순차적으로 독립변수
인 개방비율과 조절변수인 전담조직설치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경우, 전담대응
조직이 설치된 본부일수록 그렇지 않은 본부에 비해 개방비율에 따른 매출액의 변
화가 양의 방향으로 1억9천만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로
전담대응조직의 설치유무에 따라 지역본부를 분리해서 살펴보았을 때,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담대응조직이 설치된 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조직보다 개방비
율의 증가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가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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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성장성 지표 매출액에 대한 모형요약
Ⅿ❬
᧿㕬Q

y

yG❳ై

፳G yG
❳ై

⟇⤘ള᧿

U``Y

U`_Z

U`_Y

Ⳬ❬୩⚯G
㎳⡗╻⭿
Y`]XUX]Y

ㄌఛᜠG G ᰗ㖫ᜠ
yG ❳ైG

mG G ᰗ

ᰗ㖫ᜠ

㖫ᜠ

UWW[

X Y

♷⚯㖬ᢷG G
mG ᰗ㖫ᜠ

YWUX_Z

X

`W

U``X U`_X
U`_W ZXZ]U]^` UWWY
^U]\[
⁻
*조절변수인 조직규모와 전담조직설치를 투입시 각각의 모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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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성장성 지표 매출액에 대한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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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측값 : (상수), 기준 인원수, 지역소득지수, 시장개방비율, 조직규모, 상호작용항
b. 예측값 : (상수), 기준 인원수, 지역소득지수, 시장개방비율, 전담조직설치, 상호작용항
c. 종속변수 : 매출액

<표 11-1> 성장성 지표 매출액에 대한 계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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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변수인 조직규모와 상호작용항(조직규모×시장개방비율)을 투입했을 때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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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성장성 지표 매출액에 대한 계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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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p≤.05
※ 조절변수인 전담조직 설치와 상호작용항(전담조직 설치×시장개방비율)을 투입했을 때 계수

이번에는 매출액증가율을 종속변수로 놓고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해보았다. 그 결과
매출액증가율을 종속변수로 놓고 조절변수로 규모와 전담조직 설치 여부를 투입했
을 때 모형설명력은 각각 2.4%와 2.0%로 거의 0에 가까우며,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조절변수 모두 유의미한 확률을 가지지 못하므로 회귀분석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2)
성장성 지표의 마지막으로 신규업무 매출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를 해
석해볼 수 있다.
먼저 대한지적공사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중 성장성 지표인 신규업무 매출액에 대
한 연구모형은 78.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형회귀분산분석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미하다. 시장개방 도입에 따른 개방비율의 유의확률은 0.137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영향은 개방비율이 1% 증가할때마다 신규업무
매출액은 1천7백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변수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시장개방 비율은 신규업무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조직 규모에 따른 조절변수를 투입한 뒤, 독립변수인 개방비율과 조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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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조직 규모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경우, 규모가 큰 본부일수록 작은 본부에
비해 개방비율에 따른 매출액의 변화가 양의 방향으로 1억8백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로 지역조직의 규모변수에 따라 지역본부를 분리해서 살
펴보았을 때,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규모가 큰 본부가 규모가 작은 본부보
다 개방비율의 증가에 따른 신규업무 매출액의 증가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번에는 시장개방에 따른 전담대응조직의 설치를 조절변수로 투입했을 경우를 살
펴보았다. 먼저 대한지적공사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중 성장성 지표인 신규업무 매
출액에 대한 위 연구모형은 76.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형회귀분산분석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미하다. 시장개방 도입에 따른 개방비율의 유의확률은
0.06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영향은 개방비율이 1% 증가할때
마다 신규업무 매출액은 2천4백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변수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시장개방 비율은 신규업무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담대응조직 설치에 따른 조절변수를 투입한 이후, 순차
적으로 독립변수인 개방비율과 조절변수인 전담대응조직 설치와 상호작용항을 투입
했을 경우, 전담대응조직이 설치된 본부일수록 그렇지 않은 본부에 비해 개방비율
에 따른 매출액의 변화가 양의 방향으로 5천7백만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로 전담대응조직의 설치유무에 따라 지역본부를 분리해서 살펴보았
을 때,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담대응조직이 설치된 조직이 설치되지 않
은 조직보다 개방비율의 증가에 따른 신규업무 매출액의 증가가 더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 12> 성장성 지표 신규업무 매출액에 대한 모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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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성장성 지표 신규업무 매출액에 대한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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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측값 : (상수), 기준 인원수, 지역소득지수, 시장개방비율, 조직규모, 상호작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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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예측값 : (상수), 기준 인원수, 지역소득지수, 시장개방비율, 전담조직설치, 상호작용항
c. 종속변수 : 신규업무 매출액

<표 14-1> 성장성 지표 신규업무 매출액에 대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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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변수인 조직규모와 상호작용항(조직규모×시장개방비율)을 투입했을 때 계수

<표 14-2> 성장성 지표 신규업무 매출액에 대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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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변수인 전담조직 설치와 상호작용항(전담조직 설치×시장개방비율)을 투입했을 때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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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수준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먼저 대한지적공사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중 수익성 지표인 순이익에 대한 연구모
형은 81.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형회귀분산분석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미하다. 시장개방 도입에 따른 개방비율의 유의확률은 0.135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영향은 개방비율이 1% 증가할때마다 순이익은 4천7백만원
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개방 비율의 변화에 따라 여타 변수가 변화가
없다고 할 때 개방비율은 순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규모
에 따른 조절변수를 투입한 뒤, 독립변수인 개방비율과 조절변수인 규모와 상호작
용항을 투입했을 경우, 규모가 큰 본부일수록 작은 본부에 비해 개방비율에 따른
순이익의 변화가 양의 방향으로 1억1천1백만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조절변수로 지역조직의 규모변수에 따라 지역본부를 분리해서 살펴보았을 때,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규모가 큰 본부가 규모가 작은 본부보다 개방비율의
증가에 따른 순이익의 감소가 더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번에는 시장개방에 따른 전담대응조직의 설치를 조절변수로 투입했을 경우를 살
펴보았다. 먼저 대한지적공사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중 수익성 지표인 순이익에 대
한 위 연구모형은 77.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형회귀분산분석의 유의확률
이 0.000으로 유의미하다. 시장개방 도입에 따른 개방비율의 유의확률은 0.244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영향은 개방비율이 1% 증가할때마다 순이익
은 4천2백만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개방 비율의 변화에 따라 여타
변수가 변화가 없다고 할 때 개방비율은 순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담대응조직 설치에 따른 조절변수를 투입한 이후, 순차적으로 독립변
수인 개방비율과 조절변수인 규모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경우, 전담대응조직이
설치된 본부일수록 그렇지 않은 본부에 비해 개방비율에 따른 매출액의 변화가 양
의 방향으로 1억4천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로 전담대응조직
의 설치유무에 따라 지역본부를 분리해서 살펴보았을 때,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상
황에서 전담대응조직이 설치된 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조직보다 개방비율의 증가에
따른 순이익의 감소가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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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수익성 지표 순이익에 대한 모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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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인 조직규모와 전담조직설치를 투입시 각각의 모형요약

<표 16> 수익성 지표 순이익에 대한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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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측값 : (상수), 기준 인원수, 지역소득지수, 시장개방비율, 조직규모, 상호작용항
b. 예측값 : (상수), 기준 인원수, 지역소득지수, 시장개방비율, 전담조직설치, 상호작용항
c. 종속변수 : 순이익

<표 17-1> 수익성 지표 순이익에 대한 계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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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변수인 조직규모와 상호작용항(조직규모×시장개방비율)을 투입했을 때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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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 수익성 지표 순이익에 대한 계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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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변수인 전담조직 설치와 상호작용항(전담조직 설치×시장개방비율)을 투입했을 때 계수

수익성 지표의 또 다른 지표로 순이익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대한지적공사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중 수익성 지표인 순이익률에 대한 위 연
구모형은 39.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형회귀분산분석의 유의확률이 0.000으
로 유의미하다. 시장개방 도입에 따른 개방비율의 유의확률은 0.39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영향은 개방비율이 1% 증가할때마다 순이익률은
0.08%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변수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시장
개방 비율은 순이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
다. 그리고 규모에 따른 조절변수를 투입한 뒤, 독립변수인 개방비율과 조절변수인
규모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경우, 규모가 큰 본부일수록 작은 본부에 비해 개방
비율에 따른 순이익률의 변화가 음의 방향으로 0.45%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조절변수로 지역조직의 규모변수에 따라 지역본부를 분리해서 살펴보았을 때,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규모가 큰 본부가 규모가 작은 본부보다 개방비율의
증가에 따른 순이익률의 감소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 개방비율과 조직규
모간의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은 0.074로 90%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이번에는 시장개방에 따른 전담대응조직의 설치를 조절변수로 투입했을 경우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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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먼저 대한지적공사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중 수익성 지표인 순이익률에
대한 위 연구모형은 36.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형회귀분산분석의 유의확
률이 0.000으로 유의미하다. 시장개방 도입에 따른 개방비율의 유의확률은 0.36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영향은 개방비율이 1% 증가할때마다 순이
익률은 0.10%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변수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시장개방 비율은 순이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담
대응조직 설치에 따른 조절변수를 투입한 이후, 순차적으로 독립변수인 개방비율과
조절변수인 전담대응조직 설치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경우, 전담대응조직이 설
치된 본부일수록 그렇지 않은 본부에 비해 개방비율에 따른 순이익률변화가 음의
방향으로 0.03%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로 전담대응조직의 설치
유무에 따라 지역본부를 분리해서 살펴보았을 때,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담대응조직이 설치된 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조직보다 개방비율의 증가에 따른 순
이익률의 감소가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방비율과 전담조직 설치간의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은 90%수준에서 유의미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
지지 못한다.

<표 18> 수익성 지표 순이익률에 대한 모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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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인 조직규모와 전담조직설치를 투입시 각각의 모형요약

<표 19> 수익성 지표 순이익률에 대한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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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측값 : (상수), 기준 인원수, 지역소득지수, 시장개방비율, 조직규모, 상호작용항
b. 예측값 : (상수), 기준 인원수, 지역소득지수, 시장개방비율, 전담조직설치, 상호작용항
c. 종속변수 : 순이익률

<표 20-1> 수익성 지표 순이익률에 대한 계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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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p≤.05
※ 조절변수인 조직규모와 상호작용항(조직규모×시장개방비율)을 투입했을 때 계수

<표 20-2> 수익성 지표 순이익률에 대한 계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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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변수인 전담조직 설치와 상호작용항(전담조직 설치×시장개방비율)을 투입했을 때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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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수준이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먼저 대한지적공사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중 시장점유율에 대한 연구모형은 13.5%
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형회귀분산분석의 유의확률이 0.021로 유의미하다.
시장개방 도입에 따른 개방비율의 유의확률은 0.18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
며, 실제적인 영향은 개방비율이 1% 증가할때마다 시장점유율은 0.265%씩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개방 비율의 변화에 따라 여타 변수가 변화가 없다고
할 때 개방비율은 시장점유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규모에
따른 조절변수를 투입한 뒤, 독립변수인 개방비율과 조절변수인 규모와 상호작용항
을 투입했을 경우, 규모가 큰 본부일수록 작은 본부에 비해 개방비율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음의 방향으로 0.035%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
로 지역조직의 규모변수에 따라 지역본부를 분리해서 살펴보았을 때,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규모가 큰 본부가 규모가 작은 본부보다 개방비율의 증가에 따
른 시장점유율의 감소가 더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개방비율과 조직규모간
의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은 90%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의미
를 가지지 못한다.
이번에는 시장개방에 따른 전담대응조직의 설치를 조절변수로 투입했을 경우를 살
펴보았다. 먼저 대한지적공사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중 시장점유율에 대한 위 연구
모형은 15.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형회귀분산분석의 유의확률이 0.011으로
유의미하다. 시장개방 도입에 따른 개방비율의 유의확률은 0.461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영향은 개방비율이 1% 증가할때마다 시장점유율은 0.155
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개방 비율의 변화에 따라 여타 변수가 변화가
없다고 할 때 개방비율은 시장점유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담대응조직 설치에 따른 조절변수를 투입한 이후, 순차적으로 독립변수인 개방비
율과 조절변수인 규모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경우, 전담대응조직이 설치된 본부
일수록 그렇지 않은 본부에 비해 개방비율에 따른 매출액의 변화가 음의 방향으로
0.494%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로 전담대응조직의 설치유무에 따
라 지역본부를 분리해서 살펴보았을 때,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담대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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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설치된 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조직보다 개방비율의 증가에 따른 시장점유율의
감소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방비율과 전담조직 설치간의 상호작용
항의 유의확률은 90%수준에서 유의미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
한다.

<표 21> 시장점유율에 대한 모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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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인 조직규모와 전담조직설치를 투입시 각각의 모형요약

<표 22> 시장점유율에 대한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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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측값 : (상수), 기준 인원수, 지역소득지수, 시장개방비율, 조직규모, 상호작용항
b. 예측값 : (상수), 기준 인원수, 지역소득지수, 시장개방비율, 전담조직설치, 상호작용항
c. 종속변수 : 시장점유율

<표 23-1> 시장점유율에 대한 계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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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p≤.05
※ 조절변수인 조직규모와 상호작용항(조직규모×시장개방비율)을 투입했을 때 계수

<표 23-2> 시장점유율에 대한 계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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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변수인 전담조직 설치와 상호작용항(전담조직 설치×시장개방비율)을 투입했을 때 계수

4. 경쟁수준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먼저 대한지적공사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중 1인당매출액에 대한 연구모형은 61.7%
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형회귀분산분석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미하다.
시장개방 도입에 따른 개방비율의 유의확률은 0.38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
며, 실제적인 영향은 개방비율이 1% 증가할때마다 1인당매출액은 97,000원씩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개방 비율의 변화에 따라 여타 변수가 변화가 없다고
할 때 개방비율은 1인당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규모에
따른 조절변수를 투입한 뒤, 독립변수인 개방비율과 조절변수인 규모와 상호작용항
을 투입했을 경우, 규모가 큰 본부일수록 작은 본부에 비해 개방비율에 따른 1인당
매출액의 변화가 음의 방향으로 249,000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
수로 지역조직의 규모변수에 따라 지역본부를 분리해서 살펴보았을 때, 시장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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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상황에서 규모가 큰 본부가 규모가 작은 본부보다 개방비율의 증가에 따
른 1인당매출액의 증가가 더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개방비율과 조직규모간
의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은 90%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의미
를 가지지 못한다.
이번에는 시장개방에 따른 전담대응조직의 설치를 조절변수로 투입했을 경우를 살
펴보았다. 먼저 대한지적공사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중 1인당매출액에 대한 위 연구
모형은 63.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형회귀분산분석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미하다. 시장개방 도입에 따른 개방비율의 유의확률은 0.461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영향은 개방비율이 1% 증가할때마다 1인당매출액은
136,000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개방 비율의 변화에 따라 여타 변수
가 변화가 없다고 할 때 개방비율은 1인당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담대응조직 설치에 따른 조절변수를 투입한 이후, 순차적으로 독립변
수인 개방비율과 조절변수인 규모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경우, 전담대응조직이
설치된 본부일수록 그렇지 않은 본부에 비해 개방비율에 따른 매출액의 변화가 음
의 방향으로 217,000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로 전담대응조직의
설치유무에 따라 지역본부를 분리해서 살펴보았을 때,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상황에
서 전담대응조직이 설치된 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조직보다 개방비율의 증가에 따른
일인당매출액의 감소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방비율과 전담조직 설
치간의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은 90%수준에서 유의미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의
미를 가지지 못한다.
<표 24> 생산성지표 1인당매출액에 대한 모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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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생산성지표 1인당매출액에 대한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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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측값 : (상수), 기준 인원수, 지역소득지수, 시장개방비율, 조직규모, 상호작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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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예측값 : (상수), 기준 인원수, 지역소득지수, 시장개방비율, 전담조직설치, 상호작용항
c. 종속변수 : 1인당매출액

<표 26-1> 생산성지표 1인당매출액에 대한 계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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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2> 생산성지표 1인당매출액에 대한 계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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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결과의 종합

1. 시계열적 분석의 종합
독점적 기업인 대한지적공사의 시장개방 전후의 경영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생산성과 고용 등 경영성과 전반에 걸쳐서 시장경쟁
이 시작되기 전보다 시장경쟁이 시작된 후에 지표의 실적치가 상승함을 알 수 있었
다. 단절적 시계열분석을 통해 시장개방 전후를 대비한 경영성과 분석한 결과, 매출
액(불변매출액 포함), 순이익, 영업이익, 총자본 대비 순이익,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매출액 대비 순이익, 부채비율, 1인당매출액, 고용인원 등의 지표에서 실적이 호전
되었으며, 실적이 저하된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자기자
본 대비 영업이익률을 들 수 있다. 시장개방 전후 경영성과가 차이가 없다는 가설
을 세우고 독립검정 T-검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매출액(불편매출액), 매출
액증가율, 순이익, 부채비율, 1인당매출액 지표에서 95% 유의수준에서 경영성과 차
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고, 90% 유의수준에서는 총자본대비 순이익과 매출액 대비
순이익 지표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어, 시장개방 전후 경영성과 차이가 없
을 것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분명한 경영성과 차이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설검증결과는 지역조직 성과의 시계열적 그래프
분석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을 통해 시장잠식이 이루어질 경우 매출액과 순이익 등이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시장개방 이후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현상을 해석함
에 있어서는 경기호전요인, 경쟁기업의 시장점유도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기
업내부의 역량과 대응정도 등 내부적 요인과 같이 성과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
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Michael Poter는 그의 저서 경쟁전략(Competitive Strategy)에서 산
업구조의 분석이 경쟁전략 수립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제시하면서 경쟁전략의 다섯
가지 요소로써 신규진입자의 위협(threat of entry), 기존 기업들간의 경쟁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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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ty of rivalry among existing competitors), 대체제의 위협(pressure from
substitute products), 구매자의 교섭력(barganining power of buyers)과 공급자의
교섭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적 시장환경에서 경쟁적 시장환경으로 이행기에 있는 지적측량 시장에
대해서 5 Forces Model을 적용하여 지적측량시장에 대한 현황과 미래 변화가능성
을 간단히 예측해봄으로써 앞서 실시한 시장개방을 전후로 한 경영성과 변화에 대
한 시계열적 분석 결과와 결부시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지적측량시장에 있어서 신규진입의 위협(threat of entry) 정도는 진입장벽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입장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
들이 있다. 첫째 규모의 경제, 둘째 제품 차별화, 셋째 소요자본, 넷째 전환비용, 다
섯째 유통경로에 대한 접근성, 여섯째 규모와 상관없는 비용상의 문제, 일곱 번째,
정부정책이 그것이며 이상의 진입장벽과 기존 기업의 대응정도에 따라 신규진입자
에 대한 위협정도가 결정된다.
지적측량시장은 대규모 시설투자를 요구하지 않으며 생산량의 증대에 따라 제품
(서비스)단가가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지는 않는다. 다만 경쟁시장인 수치지적측량시
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장비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규모
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진입장벽으로 존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제품차별화 면에서 볼 때에는 우선 지적측량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
중 하나인 기속측량3)으로 인해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품질이 결정된다는 측
면에서 제품차별화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시장개방 이
전에는 대한지적공사에 의한 단일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제품차별화
라는 말이 더욱 의미가 없었다. 다만 시장 개방으로 인해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
의 대응에 따라서 점차 제품(서비스)차별화가 징조가 나타났는데 이는 제품(서비스)
자체의 질적인 문제가 아닌 부가적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전환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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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적측량기술자 7명 이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
지하는 현실을 볼 때 소요자본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유통경로에 대한 접근성에서는 별다른 차별성이 없으며, 원가우위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이 진입하는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고용형태가 정규 지적측량기술자의 고용보
다는 기능인력의 한시적 활용을 통해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
어 서비스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면에서 볼 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은 현재 지적측량시장의 개방범위를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
추어져 있으나, 추가적인 시장개방범위에 대한 검토 또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정
부정책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개방 이후 기존 최대사업자인 대
한지적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신규진입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규진입에 대한 위협도는 진입장벽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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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공기관인 기존 업체의 대응도를 종합해볼 때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시계열적 변화에 있어서 시장개방 이후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시장의 부분개방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급격
한 저하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적측량시장의 성장성은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
는 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인 기존 기업들간의 경쟁(intensity of rivalry among existing
competitors)은 가격 경쟁, 광고 경쟁, 제품보증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신규 진입기
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격렬하거나 아니면 정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경쟁
강도는 경쟁기업의 수, 산업의 성장성, 고정비용 혹은 재고비용, 제품차별화, 생산시
설의 확충, 전략적 이해관계, 철수장벽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적측량시장에는 과점적 시장지배자인 대한지적공사가 존재하며 그 외 소규모 업
체가 100여개 이상 난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등록업체가 매년 증가하면서
경쟁기업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의 성장성이 낮고 제품차별화가 어
려우며, 철수장벽이 낮다는 점은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강도가 일정 부분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소규모 업체의 난립과 사실상의 휴업과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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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출하는 시장현실과 함께 가격통제하의 시장경쟁 속에서 소규모 업체의 제품차
별화 실패 등으로 인해 대한지적공사의 시장지배력이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업체의 상당수는 퇴직한 지적공사 직원 또는 지적 분야 공무원으
로 연령대가 60대 이상의 고 연령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된 측면이 있
다. 즉, 일부 업체는 대한지적공사의 시장지배력에 도전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대한지적공사의 시장지배력을 인정하고 중소업체 간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측면 중 한가지로서 지적측량에 있어서 제품(서비스)의 가장 핵
심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적, 행정적 절차의 차질없는 진행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의 준공을 책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후 관리
라는 측면에서 사업 시행 후 짧게는 1년, 길게는 10-20년 이후에 지적측량서비스의
오류로 인해 이미 시행된 사업에 소유권이나 토지경계 등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적측량서비스 제공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하지 않고 존
속하여 사업시행 이후 문제해결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택기준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시행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기술자를 다수 보유
하고 있고, 사업의 준공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으며, 사후관리를 안정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인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암묵적인 선호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시장개방 이후 점유율 1위업체인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기존 서비스체계에
대한 개선과 수요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서비스체계를 갖춤으로써 우호적인 평판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들에 비
해 유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대한지적공사는 기존의 독점적 지위에 익숙한 고객응대방식으로 인해 고객
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공공적인 측량성과를 단독으로 결정하는데 익숙한 지적측량사들이 고객의 불만을
파악하지 못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시장경쟁 환경에서는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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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개방된 80%의 도해지적측량 시장에 대한 전담처리자의 지위가 수익성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개방된 약 20%의 지적측량 시장은 시
장 내에서 수익성이 높은 부분으로 상품군으로 말하면 상대해야 할 고객의 숫자는
작고, 1건당 제품가격이 비싼 소품종 고가품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개방되지 않은
80%의 도해지적측량 시장은 수익성이 낮은 부분으로 상품군으로 말하면 상대해야
할 고객의 숫자는 많고, 1건당 제품가격이 싼 다품종 저가품이라 할 수 있다. 더구
나 때로는 도서 산간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비(교통
비, 도선비,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보편적 서비스(우편,
통신 등)이자 교차보조의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 영세측량업
체의 입장에서는 오지, 낙도 등의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측량은 기피하게 될 것
이고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대한지적공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약점으로 다
가올 수 있다.
따라서 시계열적 변화에 있어서 시장개방 이후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순이익
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기존 과점적 지위를 유지한 채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대체제의 위력(pressure from substitute products)과 관련하여서
는 전통적인 지적측량서비스는 국가의 토지행정제도와 사유재산권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써 법률적이고도 행정적인 절차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대
체제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IT기술의 발달로 위치정보산업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어 잠재적인 대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위치정보
산업 내지는 공간정보산업의 발달이 지적측량서비스의 수요감소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유사업종인 일반 측지측량과의 자격 통합 문제가 시
장통합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며, 시장개방
이후 그 논의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어 향후 지적측량시장 개편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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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분석해볼 것은 구매자의 교섭력(barganining power of buyers)인데, 구
매자의 교섭력은 구매자의 집중도, 구매자의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매품의 차
별화, 전환비용, 구매자의 후방통합, 구매자의 정보력 등이 결정한다.
지적측량시장, 즉 개방된 수치지적측량시장에서 구매자는 개개인의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시·군·구 지자체, 공공기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조성에 관련된 기업, 재개
발조합 등의 기관 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매자의 집중도는 높고, 제품 비중은
낮으며, 전환비용이 낮은 편이다. 시장개방 이전에는 구매품의 표준화가 낮고 후방
통합 가능성은 없으며, 구매자의 정보력이 낮아서 구매자의 교섭력이 별다른 영향
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 이후에는 구매품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후방통합 가능성도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며, 구매자의 정보력도 증대되어 구매자의 교섭력이 갈수록 증
대되고 있으며, 특히 가격차별화와 제품차별화가 제도적,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적측
량의 현실에서는 대형 기관고객인 구매자의 교섭능력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적 제도적으로 가격차별화가 어려운 현실에서 몇몇 지방언론에
서 보도된 지적측량 비리보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매자의 음성적인 가격차별
화 요구가 리베이트와 같은 음성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대한지적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지적측량업자에게 있어서 구매자의 교섭
력 강화는 구매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급자의 태도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경영성과 면에서 순이익 또는 순이익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하는 공급자의 교섭능력은 공급자의 수와 집중도, 대체품의 존재,
구매자의 입장에서 본 공급자의 중요도, 공급자의 제품이 차지하는 구매자의 사업
에서의 중요도, 제품차별화, 공급자의 전방통합 등에 좌우된다.
시장개방 이전에는 지적측량시장의 공급자는 대한지적공사라는 단일공급자로서 집
약도가 매우 높아서 공급자의 교섭력이 매우 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구조였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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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시장개방 이후 지적측량시장의 공급자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집중도 또한 대한지적공사와 최근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소수 업체를 제
외하면 대다수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로 공급자의 교섭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대체재는 현재 지적측량 성과의 법률적 행정적 효력으로 인해 시장내에서는 찾기
어렵다. 공급자의 제품이 구매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지는 중요도는 택지개발사업
이나 SOC사업에 있어서 사업준공에 필수적인 법률적, 행정적인 절차로서 지적측량
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측량결과를 제공하는데 그치
지 않고 구매자와 허가관청과의 사이에서 사업의 원활한 준공을 위한 진행자 역할
을 해낼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점이 바로
시장개방 이후 대한지적공사가 과점적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
로 분석되고 있으며, 시장개방 전후에도 매출액을 일정한 강도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개방 이전에는 대한지적공사라는 단일사업자에 의해서 대체가 불가능
한 점이 공급자의 교섭능력을 강화시켰다고 한다면, 시장개방 이후에는 공급자의
교체가 점차 용이해지는 측면으로 볼 때 점차 공급자의 교섭능력을 약화시키는 역
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급자 제품의 차별화는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품(서비스)의 특성상 제품(서비스)의 질 자체
의 차별화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사업시행의 안정적인 준공을 위한 종합
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기존 시장지배력을 지닌 대한지적공
사의 안정성이 일정부분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상의 다섯가지 요인을 종합해볼 때 시장개방 이전 진입장벽이 확실히 존재하고
공급자의 교섭능력이 위력을 발휘하는 공급자 위주의 지적측량 시장에서 진입장벽
이 무너지고 구매자의 교섭능력을 위주로 점차 지적측량시장이 재편성되고 있는 과
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경쟁정도가 소규모업체의 난립
과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인 대한지적공사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브랜드 효
과로 인해 대한지적공사의 과점적 시장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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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적측량시장 자체가 더 이상 성장성을 지니지 못한 채 정체된 상태로 유
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내부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액과 순이익은 증가하지만, 매출
액 증가율과 순이익률은 하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시장개방은 독점적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서, 경영성과가 단기적으로는 악화되
지 않고 호전되는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계열적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순이익률과 매출액증가율이 점차 감소하는 등 성장성의 한계를 점차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시장 전체의 환경적 요인과 독점기업의 개방에 따른 대응노
력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발현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 회귀분석 결과의 종합
앞서 실시한 경영성과의 시계열적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경영성과
의 호전이 전반적인 경기향상의 영향인지 아니면 경쟁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의 전
반적인 향상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인
한 정책변동이 독점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각 지역조직의 경영성과를 독립변수인 시장개방비율과 함께 통제변수인 인원과 지
역총소득을 투입하고 부분적 시장개방에 따른 제한적 영향력을 좀더 명확히 분석하
기 위해 조절변수로써 규모와 전담조직 설치여부를 설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1) 분석결과의 종합
종속변수별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기 위하여 조절변수를 중심으
로 종속변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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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조절변수 투입모형에 따른 종속변수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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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독립변수인 시장개방비율은 조절변수 중 어떠한 것을 투입하더라도 종속변수
에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전체 지적측량 시장의 약 20%만 개방
되어있다는 사실로 인해 시장개방비율이 지적측량 시장 전체에 부분적인 영향을 가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대한지적공사의 경영성과 전반에 걸쳐 유
의미하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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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의 시장에서의 경쟁력 요소 중 입지 내지는 위치(수도권/비수도권), 규모
의 효율성(규모), 시장 대응성(마케팅 전담조직 설치)이라는 조절변수를 투입함에
따라 종속변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경영성과 중 일부 지표에 대해서 조절변수의
유의미한 영향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규모의 효율성을 볼 수 있는 조직규모에 따른 조절변수의 투입에 따라,
즉 독립변수인 시장개방비율과 조절변수인 규모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함에 따라 성
장성 지표인 매출액과 매출액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신규업무 매출액의 두 가지 종
속변수는 규모가 큰 지역조직이 규모가 작은 조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성 지표인 종속변수 매출액은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는 독립변수인
시장개방비율이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규모가 큰 조직에서는 오히려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업무 매출액에 있어서는 회귀 기울기가 규모가
큰 조직에서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조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
었을 때, 격화된 시장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여유를 지닌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
쟁에 처한 독점기업이 분산된 지역조직을 가능한 통합하여 관리인력을 줄이고 여유
인력과 설비를 경쟁지향적 조직에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조직적 선택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시장에서의 대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담조직의 설치 여부에 따른 조
절변수의 투입에 따라, 즉 독립변수인 시장개방비율과 조절변수인 전담조직 설치
여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함에 따라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과 매출액 하락을 보전하
기 위한 신규업무 매출액의 두가지 종속변수와 수익성 지표인 종속변수 순이익은
전담조직이 설치된 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조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성 지표인 종속변수 매출액과 수익성 지표인 종속변수 순이익은 전담
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조직에서는 독립변수인 시장개방비율이 부(-)의 영향을 미치
지만 전담조직이 설치된 조직에서는 오히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신규업무 매출액에 있어서는 회귀 기울기가 전담조직이 설치된 조직에서 더 가
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조직이 마케팅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설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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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가만히 앉아서 업무를 따내던 독점기업 시절과 달리 시장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마케팅 인력을 적극 투입하고 고객을 찾아다니며 마케팅을 강화함에 따라 이
러한 노력이 실적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쟁에 처한
독점기업이 기존 조직의 변화를 꾀하고 전담대응조직을 신설하여 시장경쟁에 대비
하는 일반적 전략이 초기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시장점유율과 생산성(효율성)을 나
타내주는 1인당 매출액에 있어서는 조절변수로 투입된 조직규모와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어 조절효과가 종속변수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세 번째 조절변수로 투입된 수도권/비수도권 여부의 경우 모든 변수에 있어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본부의 지역적 입지는 시장개
방비율이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5)
2) 시장개방에 따른 조직적 대응과 그 성과
시장개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화 되어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외에
도 조직 전반에 걸쳐 조직의 행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수치상의 경영성과 변화 이외에도 조직구조의 변경과 조직구성원의 의식변화와 같
은 조직의 행태변화 또한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조직의 경영성과 변화에 대한 해석을 좀더 풍부히
하기 위해 조직의 행태변화에 주목하여 조직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조직구
성원의 대한 인터뷰6)를 실시하여 시장 개방 이후 일어난 독점기업의 조직적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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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시장이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구매자 위주의 시장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고 볼 때, 시장개방이 독점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조직적 변화는 대응조직의 신설과 고객관점의 변화이다. 주 사업분야가 위치한 독
점적 시장지배자의 지위에서 과점적 지배자 또는 다수 경쟁자의 지위로 변화되었을
때 조직이 가장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지점은 마케팅 능력의 강화이다. 독점적 공기
업의 경우 별도의 마케팅 전략 없이 관리업무에만 치중해도 매출이 자동적으로 뒤
따라오는 데 반해 경쟁적 공기업은 경쟁시장에서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매출이 점차 줄어드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독점기업일 때와 달리
고객에 대한 관점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관점의 변화가 조직상의
변화에 반영된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인터뷰 대상자 모두 시장개방 이후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로 업무수주를 위한 활동을 들고 있으며, 시장개방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경쟁원리를 조직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2003년과 2004년을 기준으로 대한지적공사 본사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1980년대부
터 2003년까지는 지적측량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또는 업무)본부 내에 측량업무를
지원하는 업무과와 기술향상과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기술지도과의 두 개의 지원조
직을 설치하고 있었고, 그 외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과가 있었는데 이 체계는
거의 변화가 없이 10여년 이상 지속되어 왔었다. 2004년 시장개방을 기점으로 지적
측량사업 담당부서 체계에 변화가 생겼는데 우선 지적측량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던 업무과를 사업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 고객업무와 마케팅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고객지원팀이 신설되었다. 또한 사업계획(또는 사업개발)을 담당하는 사업
계획팀을 신설하여 새로운 사업분야를 발굴하거나 기존 지적측량사업과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분야를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지적측량 시장개방 이전에 대한지적공사는 각 시군구(기초자치단체)단위의
지역조직별로 관할 담당구역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업무관할범위에 따라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지역본부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본부 내의 각 지사에서 지적측
량업무를 처리했다. 별다른 마케팅 노력 없이도 지적측량을 전담하고 있는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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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로 인해 업무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대한지적공사에게 있어서 지
적측량을 빈번히 실시하는 SOC 공기업(예: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과 건설 관련 기
업, 부동산개발업자 등을 중요한 고객으로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때때로 생겨났다.
따라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사들은 때때로 특수한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니
즈(needs)를 대체로 단일한 업무프로세스와 지역적 관할권이라는 명분하에 잘 들어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2004년 시장 개방 이후 대한지적공사에서 일선 조직의 변화를 꾀한 것은
시장개방 대상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전담조직의 신설이었다. 전국 총 12개 본부
중 개방 비율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업무량이 다른 본부에 비해 많다고 판단되는
총 5개 본부(인천, 경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에 개방업무 전담처리 조직
인 기술사업단을 신설하여 마케팅 인력과 전담 측량팀을 배치했다. 지역본부내에
신설된 기술사업단의 역할은 ① 개방업무 관련 마케팅 ② 지사 관할 업무 중 일정
금액 이상의 개방업무 전담 처리(지적측량업무 직접 수행) ③ 개방업무 고객에 대
한 서비스 강화 및 새로운 업무처리기법 전파 등이었다. 이를 위해 지역본부 내 각
지사에서 분산하여 근무하는 우수인력을 본부로 집결시켜 마케팅 역량과 업무수행
역량을 집중시키고, 개방업무의 고객(주로 기관고객)의 서비스 요구를 적극적으로
업무처리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관고객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업무처리 수행방식
과 고객의 맞춤식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고, 이는 동시
에 고객만족도의 점차적인 향상과 연결될 수 있었다.
또한 기술사업단은 측량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평판측량(아날로그 측량)에서
토탈측량시스템(디지털측량)으로의 기술적 변화의 보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향상된 기술과 고객서비스 기법을 지역조직의 최일선 단위인 지사에
보급하는 교육과 전파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약 5년간의 기술사업단의 운영 후에
기술사업단은 발전적으로 조직을 해체하고, 12개 본부내 영업을 담당하는 사업처
내에 마케팅인력과 전담측량팀을 배치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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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실시한 단계적 회귀분석에 있어서 조직규모에 따른 차이와 전담조직설치 여
부를 조절변수로 투입한 결과 매출액과 신규업무 매출액 등 성장성 지표와 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에서 독립변수인 시장개방이 종속변수인 매출액 등에 부(-)의 영향
을 미치지만 시장개방비율과 조절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규모가 큰
지역조직과 전담조직 설치가 이루어진 지역조직에 있어서 정(+)의 영향으로 기울기
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시장개방에 따른 조직적 대응과 경
영성과간의 연계성은 경영성과라는 통계상의 수치와 더불어 조직적인 변화 즉 조직
의 행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한편 시장개방을 맞이한 기업이 기존 시장의 지배력을 잃지 않고자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기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한계를 느꼈을 때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용
한 전략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성장성이 저하되고 있는 지적측량 시
장이 개방까지 됨에 따라 독점기업인 대한지적공사는 정체된 시장내에서 점유율의
하락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초창기 3년 이내에 시장점유
율의 하락을 전체 시장 20%의 시장에 대해 점유율 80%부터 각각 단계별로 하락추
세를 예상하여, 지적측량시장 전체의 4% 내지 10%까지 잠식될 것으로 예측하고 문
제의 심각성을 인식한채 하락한 점유율 만큼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를 찾게
되었다. 특히 공사 전체에서 백분율 수치로 체감하는 시장점유율의 하락보다 1개
지사 단위의 업무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개방업무가 경쟁사로 수주되었을 때 일
선 기관의 관리자가 느끼는 압박감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
실이었다. 더구나 초창기 3년 이내에는 업무량을 경쟁사에 빼앗긴 관리자에 대한
문책과 책임추궁이 강하게 이어졌고, 이는 일선 조직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
다.
따라서 초기에는 하락된 실적을 만회하려는 차원에서 다소 소극적이고 쉽게 찾을
수 있던, 즉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었던 업무에 눈을 돌려 기존 지적측량시장
의 주변에서 파생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소규모 업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하지
만 점차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지적측량기술과 축적된 정
보기술을 토대로 기관고객이 원하던 새로운 분야와 지적측량 연관 사업을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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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는데, 침수흔적도 사업, 문화재측량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
다. 토지의 기본 정보가 되는 지적측량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재난과 재해예방을 위
한 시스템 개발, 보존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3D측량 등을 시도하게 되었고, 조직
체계와 사업계획에도 기술개발과 연관사업간의 융합을 시도하는 노력이 투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9년을 전후로 하여 정보기술과 위치정보의 결합을 통해 공
간정보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토지정보의 베이스맵을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뛰
어들기 시작했다.
현재 이러한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의 시도는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10%를
새로운 업무실적으로 설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지원 아래
공간정보사업에서의 기본 데이터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에 뛰어들
고 있다. 이는 시장경쟁이 독점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업무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하
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층인터뷰에 응한 직원들은 시장개방 이후 대한지적공사가 겪은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새로운 업무분야로의 진출, 즉 공간정보사업으로의 진출을
들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공간정보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은 사업분야의
관점에서 볼 때 지적측량 시장과 독립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수익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수익성과 매출규모 면에서 볼 때 명실상부한 새로
운 사업모델로서 캐시카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불
안요소로 남아있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본사의 근무자와 일선의 근무자가 신규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사에서는 신규사업을 새로운 시장개
척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좋은 기회와 경험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종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이는 기존 지적측량
시장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조직의 새로운 임무를 찾아나서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의 구성원 사이의 인식에 있어서 괴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직의 비전과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구성원 사이의 의
사소통과 합의가 좀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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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새로운 시장진출로서 공간정보시장과 함께 해외사업 진출을 들 수 있다.
대한지적공사의 해외사업은 기존 지적측량사업의 매출 하락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
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업분야를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라오스에 진
출한 국내기업과 손을 잡고 2006년 6월 현지 도로현황측량 사업(발주금액 3억원)에
뛰어든 것을 시작으로 2007년 5월 베트남 박닝성 산업공단조성 및 골프장 측량사업
(발주금액 6.4억원)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시작하였다.
이 두 곳의 해외진출을 계기로 대한지적공사는 본격적인 해외 사업기회를 찾기 시
작했고, 곧이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여 국제협력을 강화시키는 한
국국제협력단의 국제무상원조사업(ODA)의 파트너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
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평가되는 토지등록제도를 도입하는 원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007년 7월 모로코의 토지등록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발주금액
9.2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아제르바이잔 지적제도 현대화사업(발주금액 14억
원)과 2010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 토지등록 및 지적현대화사업(발주금액 15.2억원)
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존 해외진출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투르크
메니스탄 정부에서 직접 발주한 추가사업(발주금액 약 50억원)을 수주하였고, 자메
이카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주변국인 아이티의 토지소유권 보장제도 구축 지원사
업(한국수출입은행 발주 1.6억원)을 수주하기도 하였으며, 지적관련 국제입찰에도 참
여를 시작하는 등 국내기업과 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력은 물론 기술력과 사업
실적을 인정받아 단독으로 지적측량 분야에 있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게 되었다.
이처럼 대한지적공사의 해외시장 개척은 국내 시장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 격
화가 유발시킨 매출 하락을 보전할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어 새
로운 사업분야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다만 해외사업의
특성상 상당기간 동안 수익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표 28> 대한지적공사의 해외사업 진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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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06-’07

기간

금액
(억원)

발주처

1년 4월

3.0

국내민간
업체발주

◦캄보디아 지적측량사 연수(15명)

2주

0.2

KOICA

◦아제르바이잔 지적전문가 파견(2명)

3월

0.5

KOICA

1년 3월

6.4

국내민간
업체발주

1주일

-

말련비용

1년

9.2

KOICA

1년 6월

14.0

KOICA

사

업

명

◦라오스 도로현황측량

‘07

사업
완료

◦베트남 산업단지 조성측량
‘07-’08

◦말레이시아 지적측량사 연수(32명)
◦모로코 토지등록 및 시범사업

‘09-’10
소계

◦아제르바이잔 지적제도 개선사업
7건

33.3

◦자메이카 토지행정관리사업

자메이카
정부발주

2년

‘10-’12

사업
진행

사업
예정
합계

◦투르크멘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현대화사업

1년 6월

15.2

KOICA

‘11-’12

◦아이티 토지소유권 보장제도 구축지원사업

6월

1.6

수출입은행

‘11-’13

◦우즈베키스탄 공간정보훈련센터 지원사업

2년

3.1

KOICA

‘12-’13

◦투르크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토지등록사업

1년

50.0

투르크멘
정부발주

소계

5건

‘12-’14
소계

69.9

◦자메이카 지적도 제작 및 토지등록사업

2년

24.0

1건

24.0

13 건

127.2

KOICA

3) 시장개방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앞서 인터뷰에 응한 직원들은 시장개방에 따른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고객관점의
변화를 들고 있다. 고객의 요구 자체에 무심하던 개방 이후와는 달리 시장개방 이
후에는 고객의 요구 자체를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 동
의하고 있다. 특히 이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서비스 처리
기간의 단축과 고객방문 횟수의 감축 노력 등을 그 사례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민원처리, 친절봉사 라는 용어 등이 대한
지적공사의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에 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지적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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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조직으로서의 고객관점보다는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서 공무원
의 시각에서 민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을 전후로 해서 공공부문에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와 민
간기법의 도입이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도 고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대한지적공사도 이러한 영향을 점차 받게 되었다. 고객이라는
용어가 대한지적공사의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경영
목표의 하나로 고객만족 친절서비스라는 슬로건이 나타난 것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고객만족, 고객서비스 등의 용어가 경영목표에
투영되기는 하지만, 전사적인 사업계획과 프로그램으로 고객만족을 실천하는 프로
그램은 부재하였다. 즉 슬로건적인, 선언적인 고객만족의 의지표명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던 것이 2004년 지적측량 시장개방을 기점으로 큰 폭의 변화를 겪게 되었
다.
대한지적공사는 시장개방 원년인 2004년 3대 경영목표 중 하나로 고객만족경영을
선포하게 되고, 사업계획에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등장하여 전사적인 직원 서비스
교육과 고객만족도 조사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대 고객관점에 대한 대대적
인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시장개방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에서는 고객서비
스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고, 본사의 고객만족프로그램의 실천과 일선 기관에서
고객과 접하는 측량팀장들에 대한 친절교육, 기관고객의 요구(니즈)파악과 맞춤형
지적측량 성과 납품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되었고, 점차 고객의 요구에 대한
대응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관해서 이소연은 “지적측량시장 개방이 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시장 개방 이후 대한지적공사의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
을 실시하여 수요자(고객)의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공급자(대한지적공사
직원)의 만족도의 소폭 하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은
2006년 시점에서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직원 240명과 경기도지역 공무원 및 지
적측량 발주기관의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장개방이 서비스 품
질을 구성하는 5가지 유형요소 및 고객만족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이러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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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정도에 따라 서비스 재이용 의사와 타인 추천 여부를 조사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개방이 수요자(고객)의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공
급자(대한지적공사 직원) 만족도의 소폭 하락을 가져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2004년부터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한지적공사 또한 시장개방 시점인 2004년부터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게 되었
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고객만족도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9> 대한지적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ல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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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05

‘06

‘07

‘08

‘09

‘10

‘11

‘12

72.0

75.3

79.4

81.6

84.9

88.9

92.3

97.2

93.1

+3.3

+4.1

+2.2

+3.3

+4.0

+3.4

+4.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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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보면 개방 첫해인 2004년에는 72.0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기록하였고,
2005년에는 75.3점으로 77개 정부산하기관의 전체 평균 77.1점 대비 1.8점 낮은 수
준으로 금융수익 기관 유형 내 중하위권에 포함되며, 금융수익 기관 유형 전체 대
비 2.3점 낮은 수준이다(이소연,2006)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출발한 대한지적공사의 고객만족도는 시장 개방 이후 고객
만족경영에 중점을 둔 대한지적공사의 노력과 시장경쟁이라는 현실에 부닥친 일선
측량팀장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매년 꾸준한 상승폭을 보여주었고, 상승률이 공공
기관 평균 상승률을 매년 상회하는 등 고객만족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왔다.
2011년에는 97.2점이라는 매우 뛰어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여주는 등 시장개
방이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변화를 유발하여 전반적인 고객만족도의 향상으로 이어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고객관점과 같이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본 대한지적공사의 조직문화가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대한지적공사 내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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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의 조직문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어 왔는데, 일제시대 토지
조사사업을 계기로 창설된 조선지적협회, 그리고 해방 이후 등장한 대한지적협회,
그리고 비영리재단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 재직해왔던 측량사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
성을 들 수 있다. 주로 3인1조의 측량팀이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까닭에 현
장중심의 문화, 보수적이고 가족적인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기술자 중심의 강한
결속력과 일사불란함, 선배기술자에 대한 순종과 존중 등이 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법인으로 전환된 대한지적공사에서의 성과보상 체계는 개인의 업적을
중시하고 보상에 신경쓰기 보다는 조직 전체의 성과와 균등한 보상체계를 중시하였
는데, 이는 업무수주를 위해 별다른 경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스템 때문에 별도
의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지 않아도 조직운영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적측량 시장개방은 이러한 기업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점차 변화시키고
되었다. 시장점유율의 점검과 하락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은 일선 관리자에게 무사안
일과 통상적인 관리업무에 만족할 수 없도록 강제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더
불어 시장에서의 타 측량업자와의 경쟁이 내부 조직간의 경쟁, 관리자 간의 경쟁,
측량팀장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개방과 맞물려 이루어진 지적측량에 있어서 기술혁신은 기존 측량결과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시장경쟁과 기술혁신으로 인해 ‘선배측량사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다’는 지적측량사의 성과결정의 전통은 점차 무너지게 되었다. 또한 승진
과 보상에 있어서의 연공서열의 존중 또한 점차 사라지게 되고, 발탁인사와 승진시
험 도입 등이 직원간 경쟁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상체계만 놓고 본다면 공공조직의 특성상 민간기업처럼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적인 금전보상체계를 도입할 수 없는 까닭에 승진인사와 인사
배치 면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현
재에는 시장경쟁 하에 적합한 성과와 보상이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는 성과보상체
계를 갖추려는 시도와 기존 조직문화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중간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성과보상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경쟁 하에서의 조
직과 조직 구성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보수적이고 집단적인 기업문화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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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서히 바꾸어나가는 과정이 병행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난 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일선 근무자의
경우 시장개방 이후에 공공조직의 구성원으로 가졌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드러
내기도 했다. 공공업무에 종사하던 신분에서 수익성과 고객관점을 강조하는 기업조
직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부정적인 변화로 인식하는 측면도 있다.
기업문화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있는데 경쟁의 증가는 일선 직원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가족적인 그리고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는 점차 변화되어 조직우선주의적 문화가 개인주의적 문화로 점차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종사자이자 기술자 선후배 조직으로서 가져왔던
협업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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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독점적 공기업인 대한지적공사에 의해서 지배되던 지적측량시장이 개방
되었을 때 시장개방이 독점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
고 연구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민영화 전후의 공기업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경쟁시장 내 또는 인접산업 분야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성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반면, 독점기업에서 시장경쟁으로 뛰어들게 된 공기업의 경영성과 변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우선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개방 전후의 독점기업인 대한지적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김현숙의 논문을 참고하여 성과지표를 정리하여 개방 전후의 성과변화를 측정하였
다. 우선 대한지적공사의 경영성과 지표의 변화를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시장개방 이후인 2011년까지 살펴보면 가설에서 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과 불변매출액은 시장개방 이후 모두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증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성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의 방향으로 예측되었던 수익성 지표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지만, 시장잠식으로 영업이익
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비율은 시장개방 이후 현저히 개
선되었으며, 고용감소도 예측과 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지표인 종업
원 1인당 매출액은 약 2배 가까이 상승하였으나, 상승의 원인에는 시장개방으로 인
한 효율성의 개선이라는 요소와 고용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이라는 요소가 섞여있는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또한 경영성과 지표에 대해 시장개방 전후의 성과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세우고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장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 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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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대해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통해 영가설을
기각하고 시장개방 전후의 성과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수익성 지표 중 순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인 영업이익, 매출액 대
비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순이익, 총자본 대비 순이
익,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등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조직 수준에서 측정가능한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지역조직별로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였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과 신규업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
고 있으나 매출액 증가율은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
성 지표는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률은 개방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
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평균적으로 개방된 시
장 내에서 80%까지 하락하였으며, 일인당 매출액은 인원감축 등으로 인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999년-2011년까지의 대한지적공사 경영성과의 시계열적 변화는 시장개방
이라는 요인과 더불어 경기변동, 기술개발 등의 다른 조건이 기업에 주는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지적측량시장의 개방은 시장 전체에 대한 개
방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치지적측량시장의 개방에 한정되어
있으며, 80%의 지적측량시장은 아직도 대한지적공사가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
황이므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경쟁으로
인한 효율성의 변화를 좀더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각 지역조직별로 차이가 나
는 경쟁수준에 유의한 정도가 각 지역조직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았
다.
이를 위해 시장개방 이후인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각 지역조직별로 측정가능한
경영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패널자료를 이용한 다변량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회귀분
석을 시도하였다. 이때 독립변수인 경쟁수준과 더불어 규모, 입지, 전담대응조직 신
설여부 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함으로써 집단간
의 유의미한 차이 분석을 통해 경쟁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제한적인 영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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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려 시도하였다.
먼저 규모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인 시장개방비율과의 상호작용항의 투입하여 규모
에 따른 시장개방비율의 집단간 변화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성장성 지표
인 매출액과 매출액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신규업무 매출액의 두가지 종속변수가
규모가 큰 지역조직이 규모가 작은 조직에 비해서 시장개방비율의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있다. 이는 시장경쟁에 처한 독점기업이 분산된 지역조직을 가능
한 통합하여 관리인력을 줄이고 여유인력과 설비를 경쟁지향적 조직에 투입하는 규
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조직적 선택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로 시장에서의 대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따른 조절
변수와 독립변수인 시장개방비율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전담대응조직 설치에
따른 시장개방비율의 집단간 변화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과 신규업무 매출액의 두가지 종속변수와 수익성 지표인 순이익 종속변수가
전담대응조직 설치가 된 조직이 설치가 되지 않은 조직에 비해서 시장개방비율의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경쟁과 무관했던 독점기
업이 시장개방 이후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려는 노력이 경쟁환경에 처한 독
점기업의 성과를 개선시킨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러한 시장대응노력이 경쟁환경에
처한 독점기업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시장경쟁이 독점적 공기업의 조직행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산업으로
서 지적측량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현재 지적측량시장은 공급
자 위주의 시장에서 구매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현재까
지는 기존 사업자인 대한지적공사의 과점적 시장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경쟁의 격화는 조직행태에도 영향을 주는데 조직원의 의식에 있
어서 경쟁인식, 고객관점의 변화,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 등에 대한 각성효과를 가져
왔다. 동시에 대한지적공사는 대응조직을 신설하고 지적측량서비스의 특징인 사업
시행의 안정적인 준공과 사후관리의 안정성이라는 기존 브랜드효과를 무기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중소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질서의 혼
란과 지적재조사라는 국가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이러한 과점적 시장지배력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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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시장경쟁은 공공조직의 변화를 촉진시키지만, 동시에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의
유지는 조직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완화되는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공공
조직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환경에 점차 적응하지만, 민간분야와 같이 경쟁과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완전한 성과보상체계로 이행이 지체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조직원의 정체성의 혼란과 기업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정체되고 있는 시
장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공기업의 진화속도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지적측량 시장개방이 독점적 기업인 대한지적공사의 성과에 주는 영향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특정 산업에 있어서 시장구조가 심각한 변화를 겪거나, 법률과 정부정책에 의해서
보호받던 공공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이 시장 내부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사라
지고 장기적으로 완전시장경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생겼을 때 제한적인 시장경쟁
은 변화된 환경속의 공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첫째, 시장개방은 독점적 공기업의 경영성과, 즉 조직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제한적 시장개방을 통해 해당 공기업은 전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
파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독점적 공기업으로서 지녀왔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공기업은 정부, 국회 등의 정책결정
자,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 노동조합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 둘러 쌓여 있으며 공
기업의 급격한 변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경쟁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이 개
선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한적 시장개방은 독점적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쟁환경에 처한 공기업에 있어서 시장지배자로서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고
민을 던져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한적 시장개방의 원인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인 공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 급속한 시장경쟁으로의 이행이 주는 초기 시장질서의
혼란과 무질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공기업이 수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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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안정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완전
경쟁시장으로 이행되기 전의 중간단계로서 제한적 시장개방은 충분히 정책적 의의
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시장개방은 독점적 공기업에 있어서 시장 내부가 아닌 시장외부로 시선을 돌
리는 효과를 던져주어 새로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찾아 나서게 된다고 볼 수 있
다. 장기적으로 시장개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할 때, 공기업이 지닌
공공적 역할에 대한 재검토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대개의 경우
완전경쟁시장 하에서의 공기업의 역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영화의 형태
등을 취하면서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라는 정책적 수단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해당 공기업이 시장 외부 또
는 다른 시장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나서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는 점에서 민영화 이외에도 또다른 정책적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시장개방이 공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역할
에 대한 탐색을 유도하는 반면에 조직원 내부에서는 조직내 지위와 담당분야에 따
라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효율성의 개선을 위해 조직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과 병행하여 조직원들의
의식과 기업문화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키우고 공기업 종사자로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집단적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적측량시장에서 대한지적공사는 토지제도와 사유재산권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
한 공공성을 지녀왔다. 이 과정에서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독점적 기업의 행태를
필연적으로 지닐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장 개방은 지적측량시장과 대한지적공
사에 상당한 충격파를 가져다 주었고, 대한지적공사는 정체된 지적측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자적 지위에 대한 역할을 고민하고, 동시에 경쟁시장에 적응하여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지적측량시장 내의 경쟁기업이 지닌 한계와 시장개방에 적응하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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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적측량시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줄이고 공
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비교적 무리없이 수행해왔다. 또한 시장경
쟁은 대한지적공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완전시장경쟁 이
후에 대비한 공기업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탐색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한지적공사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적측량 서비스의 안정
적 공급과 시장구조 개편에 관한 정책적 접점이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
라서 지적측량시장과 대한지적공사의 미래상이 결정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가 지닌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경영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을 시도하는데 따라서 조직 특성에
맞는 생산성(효율성) 분석이 미흡하였다. 종속변수로 1인당 매출액을 설정하여 생산
성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총 처리건수나 일인당 처리건수의 분석도 생산성 분석에
유용한 지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측량
종목과 필지수, 지역적 여건에 따른 상이한 업무난이도 등 처리건수를 획일화하여
생산성 분석자료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이로 인
해 시장 개방 이후 생산성 향상에 관한 분석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
둘째, 이명박정권 시기에 이루어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이 경영성과에 지대한 영
향을 끼쳤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시기에 이루어진 공
공기관 선진화계획은 전대 정권에서 이루어진 개혁작업이 정권 초기 1-2년간 집중
되다가 후반기에 이르러 완화되는 측면과 달리 집권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모든 공

공부문에 있어서 획일적인 인력감축을 요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건비
위주의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적측량서비스에 있어서 인원감축은 경영성과 지
표의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독점기업의 시장개방에 버금가는 영
향력을 발휘하는 문제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초점은 시
장개방 전후의 경영성과 변화와 그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공공부문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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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획에 따른 공공부문의 경영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분석해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의 분석은 단일기업 내지
는 그룹별 공공기관의 성과의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다뤄져야 할 문제로 생각
한다.
셋째, 시장개방이 조직행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다뤄졌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편적으로 다뤄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구성원에 대한 인터뷰와 조직체계의 변화 관찰, 자체 보고서
분석,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신중한 정리되고 해석
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초점이 시장개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량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 또한 계량적 분석
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만 기술되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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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cadastral market opening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monopolistic public enterprise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KCSC), using empirical data. Many existing studies compared the
pre-

and

post-privatization

performances of

public enterprises,

or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enterprises in competitive markets or adjacent industries,
while this study examined the business performance changes of a monopolistic
public enterpise in a competitive market, using empirical data.
Towards that end, the pre- and post-market opening business performance of
the monopolistic KCSC was measured. The growth indices, namely, sales and
unchangeable sales, all increased after the market opening, but the sales increase
rate decreased, thus slowing growth. Profitability indices were not direc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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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t; net profit and operating income increased, while, due to market
erosion, operating profitability gradually fell. Debt ratio drastically improved after
the market opening, and the employment reduction declined as forecasted.
Productivity index, namely, sales per employee, rose about twice, suggesting that
the market opening brings efficiency improvement and employment reduction,
thus reducing costs.
Furthermore, it was hypothesized that there would be no difference in pre- and
post-market opening business performance index. With this hypothesis, the
independence test, t- test, was performed, revealing that growth, stability, and
productivity indices, and net profit (among profitability indi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95% confidence level. Also, the alternative hypothesis was
adopted that there is clearly a

pre- and post-market opening performance

difference. However, it was found that except net profit among profitability
indices, operating income, the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sales, the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capital, the ratio of net profit to sales, the ratio of net profit
to gross capital, and the ratio of net profit to capital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95% confidence level.
This suggests that KCSC's chronological performance changes before and after
marketing opening were influenced by the market opening as well as by other
conditions such as economic chang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Since the
cadastral market opening is limited to 20% in terms of numbers, the effect of
market opening would be limited. Thus, to clearly estimate efficiency changes
caused by market competition, the effect of significant regional competitiveness
levels on regional organization performance was analyzed.
Towards

that

end,

from

2004

to

2011

after

market

opening,

organizations' performance index was established, a multivariate

regional
regression

model was set up using panel data, and thus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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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wise, alongside the independent variable competitiveness level, size, location,
and exclusive response organization were established as moderating variables.
Thus,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hese two types of variables was used to
analyz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rganizations, in a bid to analyze the
limited effect of competitiveness level on performance.
First,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he size moderating variabl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market opening ratio

was used to examine whether there

would be a market opening ratio change between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size, revealing that the two dependent variables, namely, sales (growth index),
new business sales (to cover falling sales), had bigger effects on market
opening ratio in larger-sized organizations than in smaller-sized organizations.
This suggests that it is the right choice for the monopolistic organization to
integrate its regional organizations and reduce manpower in the face of market
competition,

thus

injecting

extra

manpower

and

facilities

into

competition-oriented organizations, and consequently achieving an economy of
scale.
Second,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he moderating variable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n excusive organization and the market opening ratio was used
to examine the organization's market response. Thus, in the two dependent
variables growth indices, namely sales and new business sales, and the
profitability index net profit, the market opening ratio had bigger effects in the
organization with an excusive response team than in the organization without it.
This suggests that for a monopolistic company, efforts to respond to the market
are essential to improve its performance.
In addition, market competition can be quantified in terms of performance, and
can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overall organization types. Currently, the
cadastral market is being reorganized from a supplier-oriented market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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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er-oriented market, and the existing player KCSC's oligopolistic market
control is being maintained. Market competition inspires competition awareness,
customer viewpoint changes, and organizational members' awareness changes,
and the oligopolistic market control is slowing changes. This may have serious
effects on a corporation's efforts to explore new directions, thus leading to an
inadequate

performance-based

remuneration

system

and

an

organizational

members' identify confusion.
Keywords : public enterpise, market openng, business performance,
regression analysis, moderating variable, metr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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