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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은 공기업이 추구하는 양대 성과로서
서로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만 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가 일반적인 인
식과 같이 상쇄적인 관계(trade-off)인지 또는 두 가지가 상호 보완
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인지에 대하여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지표
와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은 2003
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영평가결
과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평가지표를 공공성, 기업성 및 혼
합형의 특성으로 구분하고 각 특성별로 지표수 및 가중치를 비교
하여 한 쪽으로 편중됨이 없이 균형있게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T-test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표별 가중치와 득점을 기준으로 득
점률을 산정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있어서 추가적
으로 공기업 유형(Ⅰ군과 Ⅱ군)별, 상장 여부별, 정부의 공기업 경
영정상화 대상 유형별,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권 집권기별
로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성과 기업성은 서로 상쇄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 각 특성의 세부지표별로
‘책임경영’, ‘조직인력관리’, ‘재무예산관리’ 지표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경영평가지표 체계에 있어서 지표 특성별 균형성을 제고하여
야 한다. 둘째,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평
가지표의 단순화, 통합화와 평가내용에 있어서 지표간 변별력을 강
화하여야 한다. 넷째, 기업성 측정 지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공공성, 기업성, 평가지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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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 등이 출자자가 되는 동시에 그 경영상의 책임을 담
당하는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적인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행정학계의 개념
을 보면 존스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
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소유에 대해서
공공단체의 지분율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10% 이상인 경우를,
그리고 지배는 최고관리층의 임명권을 통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Johns, 1975: 23)
그리고 일본의 다케나카 다츠오는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에 의하여 소유·경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였고(竹中龍雄,
1954: 85; 박영희외, 2011: 5-6 재인용), 영국의 리는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 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는 조직체”라고 정의하였다(Ree, 1984:
1; 박영희외, 2011: 5-6 재인용). 그는 사기업과 공기업의 주요한
차이점은 경영목표가 사기업의 경우 이윤의 극대화인데 비하여 공
기업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도 출신의 라마나담은
“공기업이란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의
하고 있다.(Ramanadham, 1991: 3∼4; 박영희외, 2011: 5-6 재인
용). 유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하였다.(유훈, 2000: 3; 박영희외, 2011:
5-6 재인용) 즉 행정학계의 개념을 요약하면 공기업을 국가 등 공
공기관의 소유와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적인 경영이라는 조직적 측
면을 주된 요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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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행정법학계의 개념을 보면 전통적으로 네 가지 학설
이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다.(김동희, 2012: 301-302) 첫째, 광의
설로서 주체만을 표준으로 하는 견해. 즉,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둘째, 협
의설로서 주체와 목적을 표준으로 하는 견해. 즉, 공기업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
는 비권력적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셋째, 최협의설로서 주
체, 목적 및 수익성을 표준으로 하는 견해. 즉,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 중에서 일정한 영리성 또는 기업성을 가
지는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넷째, 최광의설로서 특허기
업까지 포함하는 견해.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일정
한 공익적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
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를 공익사업의 특허라고 하는데 이러한
특허를 받는 기업을 특허기업이라고 한다. 이들 학설에 대한 비판
은 다음과 같다. 광의설은 행정주체의 사업에 다양한 유형이 속한
다는 점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고, 협의설은 동일한 사회
적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리성 또는 기업성을 내
용으로 하는 사업과 그 경제성이 고려되지 않는 정신적 또는 문화
적 사업은 그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하게 다룬다
는 비판이 있다. 최광의설은 특허기업이 사인으로서 국가 등의 특
허를 받아 경영하는 것으로 고도의 공익성을 갖기는 하지만 경영
주체는 사기업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현재
최협의설이 다수의 견해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행정법학계
의 공기업 개념은 공기업이 일정한 영리성 또는 기업성을 가지는
사업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전통적 행정법
학계의 초점에 대해 공기업의 조직 측면에 초점을 둔 견해도 등장
하고 있다. 즉, 공기업은 “공공주체가 소유하거나 기타 출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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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독립적 생산단위”1)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상의 행정학 및 행정법학적 개념을 김대인은 종합하면서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으로서 일정
한 영리성 또는 기업성을 가지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의
하며 공기업의 기업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공주체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만으로 공공성도 가진다고 보았다.(김대인, 2012:103-118)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공기업에 대한 정의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김대의는 공
기업의 개념요소를 “첫째, 정부의 직간접의 설립과 출연 그리고 지
원액과 지분의 점유비율,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와 같은 조
직적인 요소”와 “둘째, 자체수입액이 전체수입액의 과반을 넘으면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특히 85%를 상회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
업으로 분류함으로서 영리성 또는 기업성이라는 사업적인 요소”로
요약하였다.(김대인, 2012:103-118) 따라서 현행 법률에서도 공기
업은 정부의 사실상 지배인 조직적 요소와 자체 수입액을 정하고
있는 사업적 요소를 포함함에 따라 공공성과 기업성을 공기업의
두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두 요소에 대한 공기업의 성격은 극단적으로 ‘기업성’을
추구하는 사조직과 극단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조직을 ‘행
정기관’으로 보고 그 중간 어디쯤엔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
에 추구하는 것으로 놓을 수 있다(이상철, 2007).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이원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공법연구」 제37권
제1집, 2002,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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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조직과 사조직의 존재형태 및 비교

공공성
ò

행정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ï

+
ò

ð

기업성
ò

→
공기업
→
사기업
→ 정부부처형, 공사형, → 민영화된 공기업
주식회사형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 제3섹터
지방공사
구분
행정기관
공기업
사기업
생존 목표
공익 추구
공익 추구
사익 추구
목표의 수
다수
다수
단일
주변 환경
단일적
독점적
경쟁적
산출물 성격
공공재
공공재·사적재
사적재
※ 자료 : 이상철, 2007,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pp.21-23
※ 안균오&이덕로가 내용 재구성(2008)한 것임
공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이윤 추구와 공공성의 추구라는 두 가
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최근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 등의
공기업 부채와 적자에 대한 언론 보도로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
고 있는데, 공기업이 기업으로서 이윤을 많이 추구하면 공기업
설립 목적을 벗어나 공익성이 침해될 수 있고, 공익성을 추구하
다보면 앞에 언급된 공기업과 같이 기업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에 대하여 유훈은
공공성과 기업성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을 때는 말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고 상호 대립관계에 있을 때에도 공공성이나 기업성 중
다른 쪽의 지나친 희생하에 어느 한 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다.(유훈, 1995: 68). 따라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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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두 가지 특성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상호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성과 기업성의 상관관계 분석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공기업별 설립목적사업의 내용과 일반 기업의 경영분석 지표(수
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를 활용하였고, 지방의료원인 경우 지방
의료원 경영평가지표 중 일부 지표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
한 지표를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
인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84년에 최초로 시행된 후
지금까지 많은 개선과정을 거쳐 발전하였고, 해외에서도 벤치마
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모델인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의 평가지표와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공기업이 공공성지표의 득점에
중점을 둘 경우 기업성지표의 득점이 저하되고, 반대로 기업성지
표에 중점을 둘 경우 공공성지표가 저하되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
인지 또는 공공성지표의 득점과 기업성지표의 득점이 상호 보완
적인 관계로서 공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앞의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공기업에는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정부부처형이나 공사형 또는 주식회사형이 있고, 지방정부가 주관
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지방공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상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
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
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 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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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러한 공기업이 제1절에서 정의한 공기업으로서 국가의
출자와 사실상의 지배를 기초로 하여 자체 수입액을 관리하는 기
업적 성격을 많이 가지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아래 <표 1>의 공공기관 유형 분류 중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하였다.
<표 1> 현행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구분

내 용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공기업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시장형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
준시장형 시장형
광고공사 등)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직원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기금관리형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
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교육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출처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www.alio.go.kr)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조사 기간은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부인 참여정
부 원년부터 이명박정부 마지막 집권시기인 2012년도까지 경영평
가 결과치를 대상으로 총 10년치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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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상의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은 2007년 시행된 현행 「공
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
영평가를 실시하였지만, 동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 또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시행하
였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주관부처가 현재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기획예산처였던 반면, 2004
년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는 해당 주관부처가 주관하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틀을
준용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산하기관에 대하
여 여러 주관부처가 평가를 시행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현재와 같
이 기획재정부가 일괄하여 체계적이고 통일된 평가제도를 운영하
는 것과 비교하면 경영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의 일관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평가한 경영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그러므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연구 대상 기
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주
관한 정부투자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도별 피평가기관 및
공기업 분류 유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공기업 연도별 피평가기관 현황 및 유형

연도
대상 기관
2003년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
(13개) 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
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
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
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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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유형
건설·제
조, 진흥·
서비스

연도
대상 기관
2004년 (전년도와 동일)
(13개)

변경사항

2005년 (기존 공기업은 전년도와 동
(14개) 일)
2006년 (전년도와 동일)
(14개)
2007년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
(24개) 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
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
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
국조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
사

2008년 (전년도와 동일)
(24개)
2009년 (전년도와 동일)
(23개)
2010년 (기존 공기업 중 산재의료원,
(21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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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건설·제조
I, 건설·제
조 II, 진
흥·서비스
한국철도공사 추가
건설·서비
스, 제조,
진흥
(전년도와
동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 공기업(I),
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 공기업(II)
사/ 대한주택보증, 부산
항만공사, 산재의료관리
원, 인천항만공사,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마사
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 추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
기반공사 제외
SOC, 서
비스·진
흥·제조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 (전년도와
주택공사 통합으로 공 동일)
기업 수가 감소
산재의료원은 근로복지 공기업(I),
공단과 통합으로 평가 공기업(II)
제외, 및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준정부기관으
로 유형 변경

연도
대상 기관
변경사항
2011년 (기존 공기업은 전년도와 동 6개 발전회사 추가(한
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
(27개) 일)
전, 한국동서발전, 한국
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
력, 한국중부발전)
2012년 (기존 공기업은 전년도와 동 여수광양항만공사 추가
(28개) 일)

유형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연구 방법은 공기업의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에 대한 연구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각종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 문헌조사로는 경영평가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의
매년도 경영평가편람, 경영실적평가보고서와 경영평가제도 관련
문헌, 공기업 관련 문헌, 각 공기업의 경영실적보고서와 공시자료
등을 고찰하였다.
연구를 위해 먼저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공공성
지표, 기업성지표 및 혼합형지표로 구분하고 공공성지표와 기업성
지표의 평균 지표수 및 가중치를 T-test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각 특성별 가중치와 득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득점률로 모수통계기
법인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시 공기업 유
형, 상장여부 및 정부의 공기업 경영정상화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
가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권 집권기간
의 차이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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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제1항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요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법」에 의거하여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
입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모태로 형성되었다. 이후 2004
년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서도 경영평가를 시행하다가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의 시행으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제
도가 통합 일원화되었다. 이러한 기관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2000년
부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장경영계약제도에 의한 사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제도가 있었고, IMF와 국민적 요구가 있었
던 김대중 정부때에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점검·평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평가’, 이명박 정부에서 일부 대
상 기관에 대한 기관장평가 대신에 ‘자율 경영계획서 평가제도’ 등
통상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별도로 정권별 공공기관 개혁
전략의 특징적 요소를 반영하는 부가적인 평가제도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제도도 기본적으로 기관 경영평가를 중심축으
로 운영되어 왔으며 부가적인 평가제도는 도입, 폐지의 과정을 거
치며 발전해 왔다.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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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구분
1983∼2003년
관련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법령
심의 정부투자기관경영평
의결 가위원회(‘83∼’98),
정부투자기관운영위
원회(‘99∼’03)
총괄 경제기획원(‘83∼’94),
관리 재정경제원(‘95∼’98),
예산청(‘99∼’02),
기획예산처(‘03)
경영 정부투자기관경영평
평가단 가단(26∼41명)

2004∼2006년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정부투자기관운영
위원회

2007년∼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기획예산처(‘04∼’06) 기획예산처(‘07),
기획재정부(’08∼현
재)
정부투자기관경영평 공기업·준정부기관
가단(38∼50명)
경영평가단(130∼
159명)
3개
2개

평가
2∼5개
유형
평가
3∼6개 부문
3개 부문
3개 부문(‘07), 3개
범주 (’08∼현재)
부문
평가 계량지표:5∼9등급 계량·비계량지표:9등
계량·비계량지표 :
급
등급 비계량지표:3∼9등급
(‘07):9등급,
(‘08∼’10):6등급
(‘11~’12):9등급

※ 출처 : 윤태범외, 2010: 16,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그림 편집
경영평가제도의 구성과 절차는 먼저, 기관장이 10월 31일까지 다
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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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
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하고, 각
공기업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는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6월 20일까지 평
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와 대통
령에게 보고한다. 이 때 기획재정부장관은 실적부진 기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약 30여년 동안 유
연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하면서 공공부문
의 성과관리제도로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국제적으로도 모
범적인 제도 운영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국민경
제적인 성과와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관리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왔다. 특히, 공기업 분야에서 국민경제적 관
점에서 요구되는 공익성, 공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확보해야
하는 기업성과 효율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정치·관료적 통제 요구
등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주는 공기업 경영
관리제도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장지인외, 201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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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경영평가지표 변천 과정
공기업 경영평가지표의 평가 부문에 대한 변천 과정은 1985년에
6개 부문이었으나 이듬해 1986년에 3개 부문으로 구성된 후 계속
3개 부문으로 운영되면서 용어만 반복적으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
대상 기간 중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
부문’,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경영평가지
표에 대한 전반적 개선을 위해 말콤 볼드리지 모형을 벤치마킹하
여 변경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었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리더십·책임경영’, ‘경영효율’, ‘주요사업’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있다.
경영평가지표를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하여 변천 과정을
보면 계량지표 가중치가 1984년에 60∼70점으로 높았으나 이후 대
체로 감소하다가 2001년에 30점대로 축소된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대상 기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량지
표 가중치가 40점이었다가 2006년 45점, 2007년 35∼40점, 2008년 45
점, 2009년 50점, 2010년 55점, 2011년과 2012년 60점으로 점차 증가
하는 추세이다.
개별 공기업의 설립목적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인 주요사업부문
의 평가지표를 제외한 공통지표를 본 연구대상 기간 동안 변동 추
이를 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즉, 부분적으로 일부 지표의 통합,
분리만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공기업의 리더십/종합경영이나 경영
효율부문의 내용을 평가하는 일관된 평가지표를 유지하였다고 보
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경영평가지표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영
향은 없을 것으로 보았다.

- 13 -

<표 4> 연구대상 기간의 연도별 공기업 경영평가지표 변동 추이

평가부문
/범주
리더십&
책임경영/
종합경영

경영효율/
경영관리

퇴직연금

평가지표
리더십/경영진 리더십
이사회, 감사 기능
책임경영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지배구조 및 윤리경영
CS경영 / 고객만족도
윤리, 투명경영
비전 및 전략개발
주요사업 추진계획
국민평가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
사업성장성 (일부기관)
업무효율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의 적정성
재무관리/정책, 예산관리
예산운용
금융비용
노력 및 재무구조개선
계량관리업무비
보수및성과관리/인건비관리
총인건비 인상률
노사관리
공공기관선진화 및
경영효율화추진관리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EVA/영업비용
관리
계량인건비
경영정보관리의 합리성
내부평가제도
외부평가 연계성적정성 및
연구개발, 조사연구
출자회사 관리
고객만족개선도
퇴직연금제도 도입
제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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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O O O O O
OOOO O O
OOO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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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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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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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O O O O O O
O O
OOOO O O O O
OOOO O O O O
OOOO O O O O
OOO O
OOO O
OOO
OO
OOOO O O O O
O
O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다. 먼저 계량지표는 기관별 편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표의 성격에 따라 다음 <표 5>의 5가지
방법 등으로 평가하되, 목표부여(편차) 방법 또는 글로벌실적비교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립된 지 3년 미만이거나
평가연도에 자료의 불연속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5> 계량지표 평가방법

평가
방법

평가방법 개요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
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
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저목표와
최고목표는
감안하여 설정기준치에 일정비율을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차
로표는나누어
최고∙최저목
5년간측정하되,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
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
로표는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치,
글로벌
평가결과
등을
활용하여
설정
편람에
목표수치를
달성여부를
평가 제시하고 그

적용대상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이하미
만인
경우
또는
10년
실적치가 있으나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

최상∙최하∙직전년도
실적치를
감안,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
β분포 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확률범위 내에 있는지 평가
회귀분석을
활용,
표준치와
표준편
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
추세치 터 어떤 확률범위 내에 있는지 평
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10
년만한이하로
축적되고
신뢰할
경우

목표
부여
목표
부여
(편차)
글로벌
실적
비교
목표
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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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실적치가
상 축적되고
신뢰할5년만한이
경우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지표,
국제적
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인정되는
국제기준의
성과지표
여 개발된 또는
지표 이를
등의 활용하
경우
평가대상
만인 경우 실적치가 5년 미

평가대상
실적치가
상는 경우
축적되고
신뢰할10년
수 이있

비계량지표의 평가방법은 연도별로 등급 구성 및 등급별 구간에
변동이 있었는데 본 연구대상 기간의 연도별 평가등급 및 등급구
간 변동은 다음 <표 6>과 같다. 비계량평가는 각 지표별 세부평가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대비 개선도를 고
려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9등급 평가시에는 C0등급을 평가기준인
보통으로 정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위로 4등급(A+, A0, B+, B0), 아
래로 4등급(D+, D0, E+, E0)으로 구분하였다. 6등급 평가는 2008년
에 말콤 볼드리지 모형을 벤치마킹하면서 도입하였는데 관리방법,
실행, 학습 관점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6등급(S, A, B, C, D, E)
으로 구분하였다.
<표 6> 연구대상 기간 연도별 비계량지표 평가등급 및 등급구간

연도 평가등급
등급구간(평점)
A0(87.5), B+(75.0), B0(62.5),
2003년 9등급 A+(100.0),
C0(50.0), D+(37.5), D0(25.0), E+(12.5),
∼2007년
E0(0.0)
2008년 6등급 S(95), A(85), B(75), C(65), D(55), E(30)
∼2009년
2010년 6등급 S(100), A(90), B(75), C(60), D(45), E(30)
A0(90.0), B+(80.0), B0(70.0),
2011년 9등급 A+(100.0),
C0(60.0), D+(50.0), D0(40.0), E+(30.0),
∼2012년
E0(20.0)
각 기관별로 동일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대상 기간 전체로 볼 때 이러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연구 목적 즉 공공성과 기업성 지표의 득점률간 상관관계
분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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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공성의 개념 및 측정
공공성은 행정학계의 오래된 중요한 연구주제로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송대희·송명희(1990)는 공공성
의 의미를 규명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접근방법 즉, 공공선택론적 접
근방법과 당위론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현실적으로 공공성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의 문제로서 애로(Arrow) 및 뷰캐넌
(Buchanan) 등의 공공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모형에
의해 분석되었다. 공공성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공
공의사결정을 수임받은 정부가 국민대중, 각종 이해단체 및 사기업
군의 욕구와 주장을 투표 등의 의사결정 메카니즘을 통하여 합리
적으로 그 실체를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므로 공공성의 실체는 정
부, 국민대중, 이해단체 및 사기업군 등의 정치역학적 함수관계에
의하여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당위론적 접근방법은 공공성의 내용을 이론적 당위성을 가지고
선험적으로 고찰해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국가가 사회성원이 보다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당연히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가 공공성
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정치학 및 경제학적 목표를 설명하였다.
정치학에서는 국가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국방, 외교정책
및 국내 이해상충조정의 세 가지로 보고 국내 이해상충조정은 이
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선택을 해야 한
다고 보았다. 경제학에서는 공공성의 증진이란 사회성원이 널리 보
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재화와 용역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거나 소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유미년(2012)은 공공성을 조직공공성 이론(organizational
publicness theory)으로 설명하였다. 즉 공공성을 공공조직과 사조
직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 대해 공공조직과 사조
직은 소유권에 따라 구별하는 핵심적 접근법(core approach)과 조
직의 정치적, 경제적 통제 정도에 따라 구별하는 차원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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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al approach) 및 공적 가치를 생산하는 정도에 따라 구
별하는 규범적 접근법을 설명하고 이러한 각 접근법의 한계를 극
복하는 모델로 Moulton의 통합적 공공성 모델(integrative
publicness model, 2009)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조직이 실제 생산한
산출물에 의해 나타나는 공적 가치의 현실화를 의미하는 현실화된
공공성과 정부 뿐만 아니라 조직의 환경에서 여타 행위자들과의
협력, 규제, 문화 등과 같은 영향을 의미하는 제도화된 공적가치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공공조직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서 초기에는
투입의 측면에서 조직이 정치적 권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로
이해되다가 점점 결과의 측면에서 공공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
나 서비스의 공적 가치의 달성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진행되
지 않아 공공조직의 공공성 논의를 유추 적용해 보면, 공공성을 단
순히 정부에 의한 소유나 정치적 권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공기업의 공공성은 정부에 의한 출자 정도나 정부에 의
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공공성을 결과
측면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공적 가치의 달성 정도로 이해하는 경
우에는 공공성은 공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공적 가
치 달성 정도가 공공성이 될 것으로 보았다.
공공조직 중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해서 Robson(1960)은 ‘국가
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사
회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송대희(1986)는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잘 살게 하는 것을 공공성의 구현으로 정
의하고, 이를 국민생활에 필요한 가치 창출의 증대(자유주의 원
칙)와 국민생활에 필요한 가치의 분배적 형평증대(평등주위 원
칙)의 차원으로 규명하였다(송대희, 1986: 99). 윤성식(1995)은 공
기업의 공공성을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서,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공기업이 필요하다면 공기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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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바로 공기업의 공공성과 관련이 된
다고 하였다(윤성식, 1995; 75). 한편, Flinders & McConnel
(1999)는 공기업과 정부와의 거리에 따라 조직을 분류할 수 있다
고 보고 조직의 공공성을 공공성과 민간성의 두 축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공적 공급(public supply), 정부 설립(government
creation), 권한의 지속성(power of continuation), 이사 임명
(appointment of board), 재원(funding), 책무성, 실제적인 정부통
제력(defacto public power), 공적 목적(public purpose)등이다. 정
부와의 거리는 정부통제정도의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정부
통제수준은 전략적 통제, 내생적 독립성, 산출물의 특성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정부의 통제정도가 높을수록 공공성이 높아지
는 반면 통제정도가 낮아질수록 민간성이 높아진다. 이를 보면
Flinders & McConnel(1999)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정부에 의한
통제를 통해 공적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기묵
(2011)은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논의되던 공기업의 공공성을 공
익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공기업의 공익성 정도의 계량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공기업의 공익성은 세 가지 지표에 의해 측정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공기업의 공익성은 공기업의 설립목
적이나 속성이 공익의 개념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의해 측
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Bodenheimer (1962)와
Lippman(1955)이 정의한 공익 개념에 기반하여 공익을 사회 전
체에서 올바르게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으로 정의하고, 우리 나라
헌법 전문과 공리주의자들의 공익 개념 및 영국 Charity Law의
공익 개념에 기반하여 공익개념의 실례를 제시한 후, 공기업의
설립목적 및 속성이 이러한 공익개념의 실례와 관련되는지 여부
를 공기업 공익성을 정의하는 하나의 지표로 제시하였다. 둘째,
공기업 서비스의 전달 범위가 전국적이라면 그 공기업은 공익성
이 큰 반면, 지역적이라면 공익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
으므로 공기업의 공익성은 공기업 서비스의 공간적 범위로부터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공기업 서비스의 양이 많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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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일반 국민들이 그 혜택을 많이 받는다면 공익성의 정도는
당연히 클 것이므로 공기업의 공익성은 공기업 규모로부터 측정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기묵(2011)의 공기업 공익성 개념은 지나
치게 가치추구지향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기업 설립목적에서 공익
개념의 실례를 찾고자 한 점을 고려할 때, 공기업 공공성에 관한
대부분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공공성을 공적 목적 달
성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직 공공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공기업의 공공
성에 관해 다수의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최근 공공성의 개념은 투입적인 측면보다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조직의 공공성은 공공조
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적 가치의 달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공조직의 공공성 개념을 공기
업에 적용할 때 공적 가치는 공기업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표로서 공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적 가
치를 가지게 되며 이는 곧 공기업의 설립목표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공공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정부의 통제 하에 정부가 공기업이라는 정책
수단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사업의 사업목표 달성 정도’로 정의하
고자 한다.(유미년, 2012:36)
<표 7> 공공성의 정의 및 측정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Dahl &
Lindblom(1953)
Wamsley &
Zald(1973)

정의
공공조직과 사조직을 구분하는 과
정에서 공공성을 정부소유로 이해
공공조직과 사조직을 구분하는 과
정에서 공공성을 통제, 특히 정치경
제적 권위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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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명시적이지 않으나 소
유권으로 측정 가능
공공성을 단순히 묘사
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침

연구자
정의
Bozeman(1987) 조직이 경제적 권위보다 상대적으
로 정치적 권위에 의해 더 영향을
받으면 그 조직은 공공성이 크다고
함
Antonsen & 공공성을 조직이 공적 가치를 고수
Jorgensen(1997) 하고 생산하는 정도로 정의
Bozeman(2007) 공적가치로 조작화된 공공성의 개
념을 특히 규범적 공공성이라 하고,
규범적 공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이전에 자신이 주장했던 투입으
로서의 정치적, 경제적 권위의 다양
한 제도들이 결과로서의 공적 가치
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Moulton(2009) 현실화된 공공성 개념과 제도화된
공적 가치의 개념을 사용하여 통합
적인 공공성 모델 제시. 즉 현실화
된 공공성 개념은 조직이 실제 생
산한 산출물에 의해 나타나는 공적
가치의 현실화를 의미하고, 제도화
된 공적가치는 정부 뿐만 아니라
조직의 환경에서 여타 행위자들의
협력, 규제, 문화 등과 같은 영향을
의미
Robson(1960) 공기업의 공공성을 국가이익이 요
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정치적·사회경제적 목
표를 추구하는 것
Flinder &
공공기관의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
McConnel(1999) 에서 공공성을 정부와의 거리로 이
해
송대희(1986)

측정
정부로부터 받은 자원
의 비율, 정부와의 대
화 빈도, 조직의 성장
이나 생존에서 정부의
중요성
이론적 연구
정책이나 조직의 산출
물

공공성을 공적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
의 결과나 목적으로
측정

이론적 연구

공공성을 공적 공급,
정부 설립, 권한의 지
속성, 이사 임명, 재원
조달, 책임성, 실제적
인 공권력, 공적 목적
으로 측정
사회구성원이 널리 보다 더 잘 살 이론적 연구
게 함을 공공성의 구현으로 보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가치의 증대와
분배적 평등 증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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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윤성식(1995)
박기묵(2011)
조일출 &
나인철(2005)

정의
공기업의 공공성을 이익만을 추구
하지 않고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의 경영목표
를 달성하는 것
공공성을 사회 전체에서 올바르게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으로 정의

측정
설립목표가 공기업의
공공성과 관련

공기업의 공익성을 설
립목표의 공익성 반영
정도, 서비스의 전달
범위, 서비스의 양
공기업의 공공성을 고유목적사업에 공기업의 주요사업부
대한 수행 정도로 정의
문에 대한 경영평가결
과 점수로 측정

※ 출처 : 유미년, 2012: 38-39

제3절 기업성의 개념 및 측정
공기업의 기업성은 수익성으로도 표현되며 공기업의 성과로서
효과성과 능률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본다.2) 공기업의 기업성에 대
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Mazzolini, 1979: 25∼26). 공기업의 기업성이란 공기업이 기
업으로서의 재화나 용역 생산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
공기업이 기본적으로 경영활동에 있어서 가치적 활동의 종합적 합
리화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실체적
활동의 합리화는 생산성 향상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유훈 외,
2011: 47-50; 박영희외, 2011: 130 재인용). 송대희·송명희는 기업성
을 위험에 과감히 도전하여 신사업을 개척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2) 일반적으로 순수한 기업성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특성을 말하며, 이러한 기업성 측정에는 이익과 관련된 수익성,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과
관련된 생산성, 매출의 증가와 관련된 성장성, 재무 운용 및 구조와 관련된 안정성과 활
동성 등을 포괄한다. 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는 개별 기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편람에
서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하므로 수익성 용어에 국한하여 공공성과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의미인 기업성 용어를 활용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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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enterpreneur ship)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송대희·송명
희, 1990:89; 박영희외, 2011: 5-6 재인용).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
들은 공기업도 기업인 이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용식, 1990; Mazzolini, 1979; Robinson, 1960).
공기업이 이러한 기업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
한 바, 몬센과 월터스는 유능한 관리자의 확보, 자율성의 보장 및
책임성의 확보를 들었다.(Monsen and Walters, 1983:71; 박영희외,
2011: 5-6 재인용) 우리나라의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1와 제3조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기업성은 공공성과 결합하여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사기업에 있어서의 기업성과 같은
일면을 가지고 있지만 공적 성격과의 융합에 의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공기업만의 특징이 생긴다. 결국 공기업 경영원칙에서 강조
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이 사기업과 같이 서비스의 대가인 요금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며, 독립채산을 기초로 하는 자주적인 경영 주
체이므로 공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항상 손익수지 또는 재정 상
태를 명확히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 그러므
로 공기업의 기업성은 공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상
필요한 개념이며 수익성을 유지하는 일이 공기업의 존립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정세영, 20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업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경우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
마조리니(1979)는 공기업의 존립목표로서 이윤목표와 도구목표
를 드는데 전자는 기업성을, 후자는 공공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가 공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가 없을 때에는
다른 모든 기업의 경우와 같이 최대한의 경제적 실적을 올리려고
한다는 것인데 이를 공기업의 이윤목표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공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기업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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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도
구목표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공성과 기업성은 일반적으로 상충관계로 인식되어 오
고 있다. 즉, 공공성을 중시하면 기업성이 악화되고, 기업성을 중시
하면 공기업의 설립목적인 공공성 추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추상적으
로 양자가 변증법적인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
으로 어떤 경우에는 양자가 대립관계에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 공기업이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과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먼저 공기업의 재정수요 충족 목적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이 양립할 수 있으며 기업성이 높을수록 공공성에 대한 기
여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매사업의 수익성이 제
고되어 전매금액이 많아질수록 재정수요 충족목적에 대한 공헌도
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제성장 촉진목적의 경우에
도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투자재원에 있어서의 자체자금의 비중이
높아져 자본형성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경제성
장 촉진목적에도 공기업이 기업성 악화를 무릅쓰고 개척기능을 수
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이 기업성 제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민주택건설과 같은 공공수요 충족목적의 경
우 공공성의 증진이 기업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
기능 수행을 위하여 공기업이 신무기의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공공성과 기업성이 양립하기 어려울 것이다.(유
훈 외, 2011:63-64)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에 대하여 송대희와 송명희
(1990)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였
는데 공공성만 증대하는 경우와 기업성만 증대하는 경우 그리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이 동시에
증대되는 경우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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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에 대하여 30여년간 시행되어 온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평
가 결과를 기준으로 양자의 상호관계를 실증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지방공기업
인 지방공사의료원 또는 국립대병원과 같은 병원조직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업성 용어 대신에 수익성이란 용어로 연구하였다. 즉 신
열(2005)은 33개 지방공사 의료원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으
로 구분하고 공공성을 지방공사 의료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
즉 지역사회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였는가의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실적으로 측
정하였고 의료활동의 기반구축 측면으로 인력구성과 생산성 및 기
반조성 비용 지출로 측정하였다. 수익성은 재정자립도, 즉 의업수
지와 환자진료 실적으로 하였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으로서 비용지
출구조와 비용의 증감율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공공성과 수익
성간의 상관관계보다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각 측면에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지방공사 의료원이 공익성과 수
익성을 조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윤방섭, & 남은우
(2007)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상호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실적평가보고서 상에 나타난 평가지
표들을 공공성과 관련된 지표 및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로 구분한
다음 이들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은 서로 상쇄적(trade-off)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999년 이전에는 음(-)의 관계에 있었지만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1999년부터는 수익성이 높을수록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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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2004년으로 갈수록 더
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규호(2008)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현상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없이 공공성은 의료봉사 활동 실적, 저소득층 진료 실적,
진료비 지원 및 감면 실적으로 측정하였고, 수익성은 재무성과와
진료실적으로 구분하여 재무성과는 사업수익 목표 달성율, 의업수
지 비율, 의료장비 생산성, 인건비 비중, 의료미수금 평잔율로, 진
료실적은 병원이용률, 재원기간 단축율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이동원 외(2007)의 연구결과와 같이 서로 상쇄적(trade-off) 가치라
여겨졌던 공공성과 수익성이 서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공공성과 특수법인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수익성을 동시에 추
구할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여영현 & 최태선(2007)
도 마찬가지로 지방공사 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분석하였으
나 단순히 이들을 평가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
산지원액 및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시장의 경쟁에 노출된 정도 즉
동일 지역의 종합병원의 수가 공공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예산지원은 지방공사 의료원의 공공
성 및 수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경쟁환경의 정
도는 공공성과 수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영(2012)은 34개 지방의료원 전체와 지역특성 및 규모에 따라
분류한 각 그룹별로 공공성 지표 상호간, 수익성 지표 상호간의 상
관관계 분석과 공공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를 포함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공공성 지표로서 입원급여환자 진료율, 외래급여환
자 진료율, 응급환자 입원율, 변사체 처리율을 이용하고 수익성 지
표로는 의업수지 비율, 재료비 비율, 인건비 비율, 관리비 비율, 병
상이용률, 병상당 직원비율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2006년 이
후 전국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
고,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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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간에는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통계적 유의성은 부족하지만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김명수 & 지태홍
(2005)은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정부통제(통제의 필요성, 통제
의 유형, 통제의 요건), 경쟁환경(국제경쟁환경의 변화, 시장구조
변화, 사회적 책임 요구 증가, 지식·정보화 사회진전, 전력수요의
변화, 신기술 개발) 및 소유구조(정부 23.97%, 산업은행 29.99%, 외
국인 30.10%의 지분에 대한 인식)의 요인이 한국전력공사의 공공
성(전기요금 수준, 전기 서비스의 질) 및 수익성(자율성 보장, 책임
경영제 실현, 독립채산제, 유능한 경영자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설
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정부통제 및 현재의
소유구조는 공공성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나 수익성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환경은 이와 반대로 공공성에
는 음(-)의 영향을, 수익성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조일출 & 나인철(2005)은 13개 정부투자기관과 9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BSC 기본 모형인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의 네 가지 관점에 공공성 관점으로서 경영평가지표
중 주요사업부문 평가결과를 추가하여 공기업의 각 성과 관점을
측정하는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 동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
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습 및 성장 관점, 내부 프로세
스 관점, 고객 관점은 공공성 관점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무 관점은 공공성 관점에 양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유미년(2012)은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22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수
익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적 요인과 기관의 관리적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공공성
은 각 공기업의 경영평가항목 중 주요사업 성과 항목 점수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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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명백히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국내선
여객수, 국내선 운항횟수 등)은 제외하였고, 수익성은 기본적으로
총자산순이익률(ROA)로 측정하되, 매출액순이익률(ROS)과 자기
자본이익률(ROE)도 함께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는 공공성과 수익
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공성과 수익성은 서로 유의미한 관계
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협력적 관계에 있다고까지는 볼 수 없어도 적어도 서로 상쇄적
(trade-off) 관계에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공공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집권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 지지도와 같은 정치적 환경과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역량, 관리 안정성 등 기관의 관리적 특성 요인을 설명하
였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민간시장으로의 진입 여
부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장에 가한 충격과 같은 경제적 환경요
인과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역량, 물적자원 관리역량과 같은 기관
의 관리적 특성 요인으로 설명하였다.(유미년, 2012)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이러
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초기 연구대상이(신열, 2005;
윤방섭 & 남은우, 2007; 정규호, 2008; 여영현 & 최태선, 2007: 정세
영, 2012) 지방공사 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준정
부기관을 제외한 공기업(I 및 II)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
구와 차이가 있으며, 공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와 비교하
면 한국전력공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김명수 & 지태홍,
2005),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기업(I 및 II)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기업(I 및 II)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분
석 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을 경영평가지표 중 주요사업만을 대상으
로 하지 않으며(조일출 & 나인철, 2005; 유미년, 2012) 수익성을 총
자산순이익률(ROA), 매출액순이익률(ROS)과 자기자본이익률
(ROE)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유미년, 2012), 기획재정부에서 주
관하여 평가한 경영평가지표 전체와 그 평가 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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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8>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구대상
변수 및 분석방법
신열(2005) 지방공사 공공성(의료보호 사업, 의료활동
의료원 기반구축), 수익성(재정자립도, 사
업운영의 효율성), 상관관계
이동원, 지방공사 공공성(응급환자 입원율, 행려무료
윤방섭
의료원 환자 진료율, 법정 전염병환자 진
& 남은우
료율, 변사체 처리율), 수익성(의업
(2007)
수지비율, 재료비율, 인건비율, 관
리비율, 병상 이용률, 병상당 직원
수), 상관관계
정규호
국립대 공공성(의료봉사 활동 실적, 저소
(2008)
병원 득층 진료 실적, 진료비 지원 및
감면 실적), 수익성(재무성과, 진료
실적), 상관관계
여영현 지방공사 공공성(입원보호환자비율, 외래의
& 최태선 의료원 료보호환자비율, 사회기여도), 수익
(2007)
성(의업수지비율, 환자증가율, 병상
이용률), 설명변수(예산지원액, 경
쟁정도), 집단간 분산분석
정세영
(2012)

지방공사
의료원

김명수 한국전력
& 지태홍 공사
(2005)

한계점
공공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부재
공공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부재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
한 명확한 개념과 인
과관계 분석 부재

집단간 차이분석은 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다른 요인이 통제
되지 않으므로 설명변
수에 대한 검증력이
저하
공공성(입원급여환자 진료율, 외래 공공성과 수익성에
급여환자 진료율, 응급환자 입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율, 변사체 처리율), 수익성(의업수 대한 분석 부재
지 비율, 재료비 비율, 인건비 비
율, 관리비 비율, 병상이용률, 병상
당 직원비율), 상관관계
공공성, 수익성, 설명변수(정부통 연구대상이 한전에 국
제, 경쟁환경, 소유구조), 회귀분석 한,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이므로 사회적 소
망성 편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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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대상
변수 및 분석방법
조일출
공기업 공공성(공기업 주요사업부문 평가
& 나인철
결과치), 설명변수(학습 및 성장관
(2005)
점, 내부프로세스관점, 고객관점,
재무관점), LISREL분석
유미년
공기업 공공성(정치적 환경 요인, 기관의
(2012)
관리적 특성 요인), 수익성(경제적
환경 요인, 기관의 관리적 특성 요
인), 통제요인(국민경제성장, 민간
시장 진입, 글로벌 금융위기, 공공
기관 관리방향, 대통령의 리더십
자원),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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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종속변수가 공공성에
국한되고 조직 내부의
관리적 측면만 고려
수익성 요인 중 정부
의 가격결정기능에 의
한 영향 분석 부재,
정권간 비교에서 이명
박정부의 전체 임기가
미반영

제3장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설계
제1항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I 및 II)의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평가지표를 공
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로 구분하고, 구분된 지표의 가중치를 고
려한 득점률을 산정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코자 한다. 즉 지방
공사 의료원 등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상관관계만을 분석
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에 따라 공기업의 공
공성과 기업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공공성과 기업
성이 서로 상쇄적인(trade-off) 관계로 인식되는 점이 검증 결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타나는지 또는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실
제로 상쇄적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코자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으
로 공공성, 기업성의 특성별 지표수, 가중치를 분석하여 경영평가
지표가 특성별로 균형있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특성별 득점률의 상관관계 분석시에는 공기업 유형(Ⅰ, Ⅱ군), 상
장 여부 및 공기업 경영정상화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
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권 집권기간별로 구분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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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분석틀

공기업 경영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공공성

기업성

혼합형

공기업 유형별(Ⅰ,Ⅱ군)
(규모, 자체수입비율)
Ÿ 상장 여부별
(주주)

경영정상화 유형별
(부채, 방만경영)
Ÿ 정권 집권기별
(정치성향)

Ÿ

Ÿ

특성별 지표체계의 균형성 분석(지표수, 가중치)

특성간 득점률의 상관관계 분석

특성별 하위 지표간 득점률의 상관관계 분석

제2항 지표의 공공성 및 기업성 구분
본 연구의 범위는 제1장 2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며,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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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결과가 있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2008년 이전에는 공기업 경영평가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영평가결과가 있는 공기업
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 기간 중 공기업 분류 유형
의 변경으로 신규 편입 또는 해제된 경우나 기관간 통합 또는 분
리된 경우에는 공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또는 전신인 기획예산
처)의 경영평가 결과가 있는 해당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대상인 경영평가지표는 연구 대상기간에 지표 체계의 변경
또는 지표의 신설, 통합, 분리된 경우 평가가 실시된 모든 지표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은 공공성과 기업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므로 하나의 지표에 대해 하나의 특성(공공성, 혼합형, 기업성)을
구분하여 지정해 주는 방법이 연구 목적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표의 특성을 구분함에 있어 공공성과 기업성 이
외에 혼합형을 둔 이유는 실제 지표 내용을 보면 공공성이나 기
업성으로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지표가
공공성이나 기업성 지표로 분류될 경우 두 특성의 의미가 흐려져
통계분석의 정확도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특성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도록 하기 위해 혼합형을 별
도로 구분하였다. 대신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목
적에 따라 공공성과 기업성을 대상으로 하고 혼합형에 대해서는
분석을 생략하였다.
각 지표에 대한 공공성과 기업성 측정 구분은 제2장 제2절 및
제3절에서 살펴본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개념에 따라 정의하
여 아래 <표 9>과 같이 구분 기준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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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공공성과 기업성 구분 기준

구분

구분 기준
∙정부의 통제 하에 정부가 공기업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사업의 사업목표 달성과 관련된 지표
∙공기업의 정관상 설립목적사업과 관련된 지표 또는 특별
공공성 법으로 설립된 경우 특별법상 설립목적사업과 관련된 지
표
∙조직의 활동 결과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표
기업성의 기준을 비슷하게 모두 가지고 있는
혼합형 ∙공공성과
지표로서 어느 한 쪽으로의 구분이 곤란한 지표
∙재화나 서비스 공급활동을 통해 조직의 재무성과(생산
성·수익성·안정성·성장성 등)를 향상시키는데 관련된 지
표
기업성 ∙조직의 유지 및 효율화를 위한 일련의 운영 활동(인사관
리,조직관리,노사관리,예산관리 등)
∙조직의 활동 결과가 해당 조직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지표

제2절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아 평가결과가 있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모든 경영평가지표들에
대해 공공성, 기업성 및 혼합형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지표의 특성별로 경영평가지표의 수, 가중치를 연도별로 분석하
여 경영평가제도의 평가지표가 공공성과 기업성 중 한 쪽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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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조화롭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성을 가지고 체계적으
로 설계가 되었는가를 알아보았다. 분석시에는 공기업의 규모와
자체 수입 비율로 구분되는 공기업 유형(Ⅰ,Ⅱ군), 상장 여부, 정
부의 공기업 정상화 유형(방만경영기관, 부채관리기관, 비대상기
관) 및 노무현 참여정부(2003∼2007)와 이명박정부(2008∼2012)의
두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전체 공기업의 경영평가지표체계에서 공공성지표의
수와 기업성지표의 수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 전체 공기업의 경영평가지표체계에서 공공성지표 가
중치와 기업성지표 가중치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1. 공기업 Ⅰ군은 기업 규모가 크고 자체 수입 비
율이 높으므로 기업성지표의 가중치가 공공성
지표 가중치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2-2. 이명박정부는 시장경제 구현과 공기업 선진화
정책 시행으로 노무현정부보다 기업성지표 가
중치가 공공성지표 가중치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2-3. 상장 공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
로 기업성지표 가중치가 공공성지표 가중치보
다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표 특성별로 가중치를 고려한 총 득점률을 산정
하여 연도별로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각 특성별 하부 평가지표의
득점률을 기준으로 평가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공공성지
표의 득점률과 기업성지표의 득점률이 서로 상쇄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상호보완적인 관계인지 분석해 보았다. 평가지표간 상관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전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통계적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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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도별로 동일한 평가지표가 계속 존재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는 매년 평가지표의 명칭과 체계가 약간씩 변경되거나 평가지표
가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에서 10년간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표에 대
해 약간의 강제적인 변화를 가할 필요가 있었다. 즉 연속적인 평
가결과가 있도록 평가지표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표를 단순화 및
통합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각 지표의 가중치와 득점을 합산하여
통합된 평가지표별 득점률을 바탕으로 통합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전체 공기업의 경영평가 득점률에서 공공성지표 득
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가설 4-1. 세부지표의 득점률을 기준으로 공공성지표와 기업
성지표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가설 4-2. 세부지표의 득점률을 기준으로 동일한 특성내의
지표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상관관계 분석은 SPSS로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고 평가
지표 중 2007년 지표인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지침의 준수 여부에
따라 감점을 실시한 “보고서작성지침 준수여부”는 공기업 경영활
동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무관하며 실제 감점이 발생한 경우가
적으므로 결측치로 처리하였고, 2012년의 국민평가지표도 평가결
과가 없어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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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경영평가지표의 특성 구분 및 특성간 균형성 분석
제1항 지표의 특성 및 기관 유형 구분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특성 즉, 공공성, 기업성, 혼합형 지표로
의 구분은 제3장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각
특성별 주요 평가지표를 예시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경영평가지표의 특성 구분

구분

공공성
지표

혼합형
지표

주요 경영평가지표
- 리더십&책임경영/종합경영
∙ 책임경영, 경영진리더십, 고객만족도, CS경영, 사회공
헌, 비전 및 전략개발, 주요사업 추진계획, 정부권장정
책이행 등
- 경영효율, 경영관리
∙ 경영정보관리의 효율성, 출자회사관리, 고객만족개선도
등
- 주요사업
∙ 주요사업지표 중 기업성지표로 분류되는 지표 이외의
모든 지표 (예시 ; 전력수급사업, 주택건설사업, 지방상
수도사업 등)
- 리더십&책임경영/종합경영
∙ 이사회/감사 기능, 윤리 및 투명경영, 경영혁신 추진
- 경영효율, 경영관리
∙ 선진화 및 효율화 추진
- 기타부문
∙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적정성, 주5일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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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성
지표

주요 경영평가지표
- 경영효율, 경영관리
∙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 보수 및 성과관리, 업무효
율, 재무 및 예산관리, 조직 및 인사관리, 노동/자본 생
산성, 영업비용 및 재무구조개선노력, 총인건비인상률,
내부평가제도 등
- 주요사업
∙ 주요사업지표 중 평가내용이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등 재무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 (예시 ; 토
지개발 원가관리, 철도운송 원가관리, 공항사업 성장성,
항만 생산성, 은행권 손율 관리, 송전원가관리, 배전원
가관리 등)

경영평가지표의 특성별 지표수, 가중치, 득점률 및 이의 상관관
계 등을 분석함에 있어 공기업의 유형별로 나타나는 특징도 추가
로 살펴보았는데 공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공기업 유형 분류

유형
Ⅰ군
공기업
규모 및
자체수입
비율3)
(공운법)

Ⅱ군

공기업
대한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
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
국토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산재의료관리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인
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
국남부발전(주), 한국농촌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
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
국산재의료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컨테이너부두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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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기업
상장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장여부
공기업 Ⅰ 및 Ⅱ군 중 상장사를 제외한 모든 기
비상장사 위의
관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
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
부채중점 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
관리기관 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
경영
사,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상화
유형4) 방만경영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인천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
관리기관 국제공항공사,
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비대상 위의 공기업 Ⅰ 및 Ⅱ군 중 부채중점관리기관 및 방만
기관 경영관리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
※ 조직 통폐합, 기관 명칭 변경 등의 경우 과거 경영평가 시점의 조
직과 명칭을 따름에 따라 동일 공기업이 중복될 수 있음.

제2항 특성별 평가지표의 수 및 가중치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공기업의 존재 목적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평가지표의 체계가 공공성과 기업성
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공공성지표과 기업성지표의 득점률을 기
3) 기획재정부가 해당 평가연도에 평가할 당시의 기관 명칭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평가 이
후 기관의 통폐합, 명칭 변경, 준정부기관으로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중복되거나 특정연
도 이후 평가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4) 정부가 경영정상화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는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도 포함하고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기업 중 경영정상화기관으로 지정된 기
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기관의 과거 경영평가결과까지 포함하여 분석코자 조직
통폐합, 명칭 변경시 과거 경영평가 시점의 기관 명칭을 해당 유형에 포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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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한 상관관계 분석 이전에 연구대상기간 동안의 평가지표
수와 가중치를 각 특성별로 집계하여 평가지표 체계가 조화롭고
균형있게 설계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가. 특성별 평가지표 수
먼저, 경영평가가 실시된 해당년도의 피평가기관의 수와 평가
가 이루어진 전체 평가지표의 수를 기준으로 공기업의 각 특성별
평균 지표수를 산정해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았다.
<표 12> 전체기관의 특성별 평균 지표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관수

13

13

14

14

24

24

23

21

27

28

총지표수

29.4

31.8

32.1

26.2

26.2

29.7

28.3

27.5

20.2

20.2

-공공성(a)

14.6

15.4

15.6

10.6

12.3

14.4

14.3

14.5

11.5

11.3

-기업성(b)

12.8

11.4

13.5

11.6

11.9

13.3

12.0

12.0

8.7

8.9

- 혼합형

2

5

3

4

2

2

2

1

-

-

(a-b)

1.8

4.0

2.1

-1.0

0.4

1.1

2.3

2.5

2.8

2.4

- 40 -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업의 평균 지표수는 약 27개
정도이나 최근 2011년부터 20개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의 지표 관리 측면에서는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인 T-test로 공공성지
표와 기업성지표의 평균 지표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전기간을 대상으로 각 특성별 평균 지표수의 차이를
T-test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전체기관의 특성별 평균 지표수 T-test

구분

N

공공성 201
기업성 201

기술통계량
T-test
95%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차이의
신뢰구간
13.22 2.415
: 1.412
8.158 .000 하한
상한 : 2.309
11.36 2.150

<표 13>에서와 같이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의 지표수는 유
의수준 0.05에서 t값이 8.158, 유의확률이 0.000으로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즉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의
지표수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표수로 볼 때
정부는 공기업을 통제 및 관리하고 공기업에 요구하는 사항이 기
업성보다는 공공성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소유하고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며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공공성이
더욱 요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가설 1. 전체 공기업의 경영평가지표체계에서 공공성지표의
수와 기업성지표의 수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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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별 지표수를 두 정권 집권기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4>와 같다. 즉 2003년～2007년까지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
부와 2008년～2012년까지의 이명박대통령의 집권기 동안의 공기
업 경영평가지표수를 공공성과 기업성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개방주의, 시장중심주의를 표방한 이명박정부의 기업성지표수가
참여정부때보다 다소 낮음을 보면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방향이 일반적인 민간 경제정책 방향과는 달랐음을 알 수 있
고 이러한 공기업에 대한 기업성 지표수의 저하와 공공성 중심의
정책방향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기업 부실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본다.
<표 14> 정권 기간별 평균 지표수 T-test

구분

N

노무현 공공성 78
정부 기업성 78
이명박 공공성 123
정부 기업성 123

기술통계량
T-test
95%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차이의
신뢰구간
13.49 2.809
: 0.542
3.403 .001 하한
상한 : 2.048
12.19 1.845
13.06 2.124
: 1.680
8.105 .000 하한
상한 : 2.759
10.84 2.170

공기업 유형별(Ⅰ군, Ⅱ군)로 특성별 지표수를 보면 <표 15>와
같다. 즉 공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한 특성별 지표수와 같이 공기
업 Ⅰ군과 Ⅱ군으로 나누어 볼 때에도 특성별 지표수에 있어서 차이
가 있으며 모두 공공성지표의 지표수가 조금씩 많았다. 공기업 Ⅰ군
의 유형별 T-test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5.039, 유의
확률이 .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함으로서 공
공성지표수와 기업성지표수가 차이가 있었다. 공기업 Ⅱ군은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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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0.05에서 t값이 6.490, 유의확률이 .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여 지표수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공기업 Ⅰ군과 Ⅱ군의 특성별 지표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5> 공기업 Ⅰ/Ⅱ군의 평균 지표수 T-test

구분

N

공공성
기업성
공공성
Ⅱ군
기업성

88
88
113
113

Ⅰ군

기술통계량
T-test
95%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차이의
신뢰구간
13.47 2.411
: 1.023
5.039 .000 하한
상한 : 2.341
11.78 1.997
13.04 2.413
: 1.393
6.490 .000 하한
상한 : 2.607
11.04 2.216

상장여부에 따른 특성별 차이를 보면 <표 16>과 같다. 먼저
상장사의 경우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1.185, 유의확률 0.243으
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볼 때 공공성지표수와 기업성지
표수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비상장사의 경우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8.236, 유의확률 0.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함에 따라 공공성지표수와 기업성지표수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상장사의 경우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 특징으로 지
표수에 차이가 없었고 비상장사의 경우 국가의 지배적인 영향력
을 고려하면 공공성지표수가 많은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상장
사의 경우 공기업 수가 3개사에 불과하여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
아 통계적으로 신뢰도는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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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공기업 상장여부에 따른 평균 지표수 T-test

구분
상장
사
비상
장사

공공성
기업성
공공성
기업성

기술통계량
T-test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차이의 95%
(양쪽) 신뢰구간
22 12.73 2.229 1.185 .243 하한 : -.575
상한 : 2.211
22 11.91 2.348
179 13.28 2.436 8.236 .000 하한 : 1.514
상한 : 2.464
179 11.30 2.122

나. 특성별 평가지표 가중치
다음은 경영평가가 실시된 해당년도의 피평가기관의 수와 평가
가 이루어진 전체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기준으로 공기업의 각 특
성별 평균 가중치를 산정해보면 다음의 <표 17>과 같았다.
<표 17> 전체 공기업의 특성별 평균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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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관수

13

13

14

14

24

24

23

21

27

28

총지표수

100

120

100

110

100

100

100

100

100

100

-공공성(a)

49

55.4 45.8 43.6 44.9 46.9 51.7 54.9 61.1 60.5

-기업성(b)

44

39.6 40.2 42.4 41.1 47.1 42.3 43.1 39.0 39.5

- 혼합형

7

25

14

24

14

6

6

(a-b)

5

15.8

5.6

1.2

3.8

-0.2

9.4

2

-

-

11.8 22.1 21.0

<표 17>에서 공기업의 특성별 평균 가중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6년에 43.6점으로 가장 낮은 이후 계속적으로 가중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2년간이 60점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의 가중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인 T-test로 분석하였다. 연
구대상 전기간을 대상으로 각 특성별 평균 가중치를 T-test하면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 전체기관의 특성별 평균 가중치 T-test

구분

N

공공성 202
기업성 201

기술통계량
T-test
95%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차이의
신뢰구간
52.22 8.140
하한 : 9.016
14.418 .000 상한
: 11.863
41.78 6.280

<표 18>에서와 같이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의 가중치는 유
의수준 0.05에서 t값이 14.418, 유의확률이 0.000으로서 귀무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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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즉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
표의 가중치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
업을 소유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통제 및 관리함에
따라 공기업에 요구하는 역할이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에 더욱 비
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가설 2. 전체 공기업의 경영평가지표체계에서 공공성지표 가
중치와 기업성지표 가중치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공기업 규모와 자체수입 비율로 구분되는 공기업 Ⅰ군과 Ⅱ군
의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의 가중치를 T-test하면 <표 19>과
같다.
<표 19> 공기업 Ⅰ/Ⅱ군의 특성별 평균 가중치 T-test

구분

N

공공성
기업성
공공성
Ⅱ군
기업성

89
88
113
113

Ⅰ군

기술통계량
T-test
95%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차이의
신뢰구간
51.62 8.066
하한 : 6.925
8.515 .000 상한
: 11.107
42.60 5.860
52.69 8.203
하한 : 9.607
11.704 .000 상한
: 13.499
41.14 6.544

공기업 Ⅰ군의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 가중치를 T-test하면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8.515, 유의확률 .000으로 귀무가설을 기
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공기업 Ⅱ군도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11.704, 유의확률 .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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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즉 공기업 Ⅰ,Ⅱ군 모두 공공성지표와 기
업성지표의 가중치에서 차이가 있으며 공공성지표 가중치 평균이
기업성지표 가중치 평균보다 높음을 볼 때 정부는 공기업이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이 되더라도 정
부의 소유와 영향력으로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을 더욱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가설 2-1. 공기업 Ⅰ군은 기업 규모가 크고 자체 수입 비
율이 높으므로 기업성지표의 가중치가 공공성
지표 가중치보다 높을 것이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
가중치를 T-test하면 다음 <표 20>와 같다.
<표 20>정권 기간별 특성별 평균 가중치 T-test

구분

N

노무현 공공성 79
정부 기업성 79
이명박 공공성 123
정부 기업성 123

기술통계량
T-test
95%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차이의
신뢰구간
47.30 6.470
: 4.027
6.237 .000 하한
상한 : 7.760
41.41 5.305
55.38 7.530
: 11.555
14.569 .000 하한
상한 : 15.168
42.02 6.838

즉 노무현정부의 경우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6.237, 유의확
률 0.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함에 따라 공
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의 가중치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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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정부의 경우에도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14.569, 유의확률
.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함에 따라 특성별
지표 가중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공성지표의
가중치 평균을 보면 노무현정부는 47.3점이었으나 이명박정부는
55.38로서 약 8점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친기업적 시장주
의를 표방한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보다 공기업에 대해 공공성을
더욱 주문한 것을 보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일반 민간 경제정책
과는 방향을 달리했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고, 공기업에 대해
높은 공공성을 요구하는 정책방향은 상대적으로 공기업의 기업성
을 경시하게 됨에 따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기업 부실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가설 2-2. 이명박정부는 시장경제 구현과 공기업 선진화 정책
시행으로 노무현정부보다 기업성지표 가중치가 공공
성지표 가중치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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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상장여부에 따른 특성별 가중치 차이를 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상장여부에 따른 지표 특성별 평균 가중치 T-test

구분

N

상장 공공성 22
사 기업성 22
비상 공공성 180
장사 기업성 179

기술통계량
T-test
95%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차이의
신뢰구간
51.32 8.144
하한 : 4.093
3.994 .000 상한
: 12.452
43.05 5.296
52.33 8.156
하한 : 9.185
13.850 .000 상한
: 12.225
41.63 6.386

상장사의 경우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3.994, 유의확률 .000으
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또한 비상장사
의 경우에도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13.850, 유의확률 .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우 상장 여부와 관련없이 모두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의 가
중치가 차이가 있으며 가중치 평균을 보면 공공성지표가 기업성
지표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장 공기업의 경우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공기업정책이 상충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가설 2-3. 상장 공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
로 기업성지표 가중치가 공공성지표 가중치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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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기업 경영정상화 기관의 유형에 따른 특성별 가중치 차
이를 분석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경영정상화 유형에 따른 지표 특성별 평균 가중치
T-test

구분

N

부채 공공성 103
관리 기업성 102
방만 공공성 50
경영 기업성 50
비대 공공성 49
상 기업성 49

기술통계량
T-test
95%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차이의
신뢰구간
52.54 8.013
하한 : 9.205
11.372 .000 상한
: 13.069
41.40 5.852
51.28 9.611
하한 : 4.571
4.570 .000 상한
: 11.589
43.20 7.997
52.51 6.746
하한 : 9.018
9.551 .000 상한
: 13.757
41.12 4.914

부채관리기관의 특성별 가중치를 비교하면 유의수준 0.05에서 t
값이 11.372, 유의확률 .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즉 부채관리기관의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의 가중
치는 차이가 있으며 공공성지표의 가중치 평균이 52.54, 기업성지
표의 가중치 평균이 41.40으로 공공성지표의 가중치가 높았다. 부
채관리기관의 분석 결과는 방만경영관리기관이나 비대상기관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공기업의 특성별 가중치는 공기
업 경영정상화 대상기관 유형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공공성지표
가중치가 기업성지표 가중치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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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표 특성별 득점률의 상관관계 분석
제1항 공기업 전체 평균 득점률 및 상관관계 분석
가. 공기업 전체 평균 득점률 분석
평가지표의 득점은 그 지표의 가중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한 공기업의 지표 특성별 평가결과를 집계할 경우 지표별 득점을
단순 합산하여 평균할 경우 지표별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아 정확
한 평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지표 특성별 평가결과
산정은 개별 지표의 가중치와 득점을 특성별로 합산하여 합산된
총가중치와 총득점의 비율 즉, 득점률을 기준으로 하였다.
2003년∼2012년의 연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기
업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개별 지표들을 공공성, 기업성, 혼
합형으로 특성을 구분하고 각 특성별로 지표들의 가중치에 대한
득점의 비율인 득점률을 집계한 결과는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연도별 특성별 득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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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공공성 79.4 79.5 78.9 80.7 75.3 77.2 82.6 84.8 87.4 85.7
(a)
기업성
71.3 73.5 77.1 78.6 72.1 73.2 78.8 82.1 76.9 76.9
(b)
혼합형 78.0 69.0 70.2 68.8 69.1 67.3 70.4 76.4
(a-b)

8.1

6.0

1.8

2.1

3.1

4.0

3.7

2.7

-

-

10.5

8.8

<표 23>에서와 같이 특성별 득점률을 보면 공공성지표의 득점
률이 기업성지표의 득점률보다 낮게는 1.8% 포인트에서 높게는
10.5% 포인트 높았다. 이는 공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있어서 공공
성지표의 달성에 최대 역점을 둔 반면, 기업성 지표의 달성에 있
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1절
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경영평가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지표
수와 가중치에 있어서도 기업성보다 공공성에 더욱 중점을 두었
던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인다. 이러한 공공성지표 중심, 기업성
지표의 상대적 경시 현상은 최근 문제시되는 공기업의 부실 및
재무건정성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각 공기업의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의
전기간 평균치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여 각 공기업의 위치를
아래 <그림 3>과 같이 표시하여 분산도를 분석하였다.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의 전체 평균치를 X축
과 Y축에 보조선으로 그려 4분위 매트릭스를 만들어 각 공기업
의 위치를 파악하고 공기업의 특성별 득점률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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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특성별 전기간 평균 득점률 매트릭스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재의료원

<그림 3>에서 우상향 위치는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이 모두 평균 이상인 그룹으로서 평균인 중앙에 많은 공기
업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앙 위치에서 우상향으로 갈수
록 공기업이 추구해야할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서 공기업의 존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모두 달성하는 방향이며, 공공성과 기
업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
는 경우일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기업은 한국공항공사, 인천
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공기
업들은 과거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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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관으로서 다른 공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공항공사의 2011년 경영실적을 보면 KTX와의 경
쟁에 직면하여 공항별 발전전략을 수립, 이행하여 공항 이용객
수가 최초로 5천만명을 돌파하였고, 항행 안전장비의 해외수출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노력을 경주한 부분은 공공성을 제고한 측
면이고, 모범이 되는 노사관계 구축 및 원칙에 근거한 노사화합
을 실현하여 노동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의 부분은 기업성을
제고한 측면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2007년 경영실적을 보면
하계전력피크 억제와 전력 최대수요 패턴분석을 통한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하였고, 아제르바이잔
민자발전사업권을 획득하고, 배전기술 및 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등 해외사업 추진 성과는 공공성을 제고한 측면이고,
고유가 대응 Contingency Plan 1단계 시행으로 예산을 4,374억원
절감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긴축경영 전략으로 경상경비 12%,
사업성비용 10% 수준을 절감한 부분은 기업성을 제고한 측면이
다.
<그림 3>에서 좌하향 위치는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이 모두 평균 이하인 그룹으로서 가운데 경계 부분에 일부
공기업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기업은
한국산재의료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해당되는
데 이들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부실한 재무구조와 경영실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예를 들면 대한석탄공사의 2007년
경영실적을 보면 전체 차입금 중 6월 이내 만기 차입금이 66%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유동비율이 27%로 부채상환에 어
려움이 예상되었으며,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위반
하는 등은 기업성이 악화된 경우이다.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작업
환경 개선 노력은 있었으나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낙반, 붕
락, 운반 등의 재해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미흡하여 재해
율이 증가하는 것은 공공성이 악화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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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이 모두 악화되는 경우로서 결
국 공기업의 존립목적이 없어지면 민영화, 청산, 타 조직으로의
흡수 통합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림 3>에서 좌상향이나 우하향 위치는 공공성지표 득점률이
높은 반면 기업성지표 득점률이 낮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서 일반
적으로 인식하는 상쇄적인 관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에 해당하는 공기업 평가결과는 많지 않으며 특히, 우하향의 위
치 즉 공공성지표 득점률은 높으나 기업성지표 득점률이 낮은 경
우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죄상향 위치
에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2009년 경영실적을 예로 들면 글로벌 경
기침체로 인해 항만 물동량이 감소하여 매출액 감소로 인한 노동
/자본 생산성 하락 등은 기업성이 저하된 경우이고 위기경영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전략과제와 세부전
략과제의 체계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기관 고유의 핵심적이고
차별화된 전략목표와 과제가 미흡한 부분은 공공성이 저하된 경
우에 해당된다.
이상의 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의한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
의 득점률 분포 유형을 볼 때, 많은 공기업들이 우상향 위치에
있는데 이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가 상호 협력적 관계를 나타
내며, 상쇄적인 관계는 약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나. 공기업 전체 평균 득점률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대상기간 동안에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공기업 경영평가결
과를 기준으로 각 지표를 특성별로 구분하고 구분된 특성끼리 상
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각 특성이 변수가 되어야 하는데 세 가
지 특성별로 득점률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가 지표단위가 아닌 해당 공기업 단위로 집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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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 공기업의 특성별 종합 득점률을 산정하여 상관분석
을 해야 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4>과 같다.
<표 24> 특성별 득점률의 피어슨 상관계수5)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공공성

.815794

.0628982

기업성

.762017

.0927709

상관계수

유의확률

N

.417**

.000

201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공기업 개별 기관의 연도별 특성별 득점률을 기준으로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은 유
5) 상관관계 계수의 해석은 Rea & Parker, 2005에 따르면 0.0~0.1 거의 관계 없음,
0.1~0.2 약한 양의 상관관계, 0.2~0.4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 0.4~0.6 비교적 강한 양
의 상관관계, 0.6~08 강한 양의 상관관계, 0.8~1.0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로 본다
(Rea, L.M.,& Parker, R.A.(2005) Designing & Conducting Survey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 (3rd Edition). San Francisco, CA:Jossey-Bass

- 56 -

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 .417로서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
이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실증됨에 따라
공기업 경영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공성과 기업성은 일
반적으로 인식되는 서로 상쇄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이 증명되었다.6)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가설 3. 전체 공기업의 경영평가 득점률에서 공공성지표 득
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제2항 공기업 Ⅰ군 및 Ⅱ군의 평균 득점률 추이
및 상관관계 분석
제1장 나.항에서 공기업 전체 평균 득점률을 기준으로 특성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았는데 공기업 유형별 즉, Ⅰ군과 Ⅱ
군으로 나누어 볼 때에도 동일한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공기업 Ⅰ군과 Ⅱ군을 구분하여 특성별 득점률을 보면 다음 <표
25> 과 같다.
6) 다수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는 한 변수의 한 단위 증가가 다른
변수의 한 단위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를 상쇄적 관계로 간주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양(+)의 관계는 한 변수의 한 단위 증가가 다른 변수의 한 단위 증가에 시너지 효
과를 일으키므로 이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간주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신열, 2005;여
영현 & 최태선, 2007; 이동원 et al., 2007; 유미년, 2012, Wenger, O’Toole, &
Meier,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도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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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공기업 Ⅰ/Ⅱ군의 특성별 득점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공공성(a) 79.9 80.1 80.1 79.8 76.6 78.9 86.3 87.7 87.7 85.7
Ⅰ 기업성(b) 75.6 77.1 76.6 81.8 74.9 76.6 84.8 82.6 79.2 78.3
군 혼합형
(a-b)

79.2 67.8 74.0 67.5 76.1 73.2 79.0 78.0
4.3

3.0

3.5

-2.0

1.8

2.3

1.5

5.1

-

-

8.6

7.4

공공성(a) 79.1 79.0 77.7 81.6 74.1 75.7 79.7 82.1 87.2 85.7
Ⅱ 기업성(b) 67.7 70.4 77.6 75.3 69.8 70.3 74.3 81.7 75.6 76.2
군 혼합형
(a-b)

77.0 69.9 66.3 70.1 63.2 62.3 63.8 75.0
11.4

8.7

0.2

6.3

4.3

5.4

5.4

0.4

-

-

11.6

9.5

공기업 Ⅰ군의 공공성지표 평균 득점률은 82.5점으로 공기업
Ⅱ군 평균 80.8점보다 1.7점 높으며, 기업성지표 평균 득점률은
78.8점으로 공기업 Ⅱ군 평균 74.1점보다 4.7점 높다. <표 25>에
서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의 차이를 보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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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Ⅰ군은 평균 3.6점 정도 공공성지표 득점률이 높은 반면 공기
업 Ⅱ군은 평균 6.3점 정도로 공기업 Ⅰ군에 비해 두 배 정도 크
다. 이는 공기업 Ⅰ군이 기업 규모 및 자체 수입비중이 높은 특
성상 공기업 Ⅱ군에 비해 기업성의 비중이 높고 지표관리가 요구
됨에 따라 기업성지표의 득점률이 공기업 Ⅱ군에 비해 높게 나타
났을 것이다.
공기업 Ⅰ,Ⅱ군에 대해 각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다음
<표 26>와 같다. 공기업 Ⅰ군의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
표 득점률은 유의수준 0.00에서 상관계수 .430의 비교적 강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공기업 Ⅱ군은 유의수준 0.00에서 상관계
수 .381의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의 상관관계를 공기
업 Ⅰ군과 Ⅱ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Ⅰ, Ⅱ군 모두 공공성기업성간의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기업 규모가 크
고 자체 수입 비율이 높은 공기업 Ⅰ군이 Ⅱ군에 비해 더 높은
기업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업성지표 득점률이 높아서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표 26> 공기업 Ⅰ군 및 Ⅱ군의 특성별 득점률의 피어슨
상관계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공공성

.825397

.058910

기업성

.788390

.081080

공공성

.808315

.065115

기업성

.741480

.096384

Ⅰ군

Ⅱ군

상관계수

유의확률

N

.430**

.000

88

.381**

.000

113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 59 -

제3항 공기업 상장사 및 비상장사 평균 득점률
추이 및 상관관계 분석
다음은 공기업 유형 중 상장여부에 따라 특성별 득점률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도별 특성별 득점률과 상관관계는 아래
<표 27> 및 <표 28>와 같다.
<표 27> 공기업 상장여부에 따른 특성별 득점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공공성(a)
상 기업성(b)
장
혼합형
사
(a-b)

78.5

79.8

84.5

80.3

78.5

80.2

87.9

88.1

88.9

85.3

71.0

83.2

77.2

80.6

71.3

79.7

81.6

79.2

75.0

79.8

82.1

76.5

94.6

73.4

81.6

66.7

80.0

75.0

-

-

7.5

-3.4

7.3

-0.3

7.1

0.5

6.2

8.9

13.9

5.5

공공성(a)

79.5

79.5

78.5

80.7

74.8

76.7

81.8

84.2

87.2

85.7

상 기업성(b)

71.3

72.7

77.1

78.4

72.2

72.2

78.4

82.6

77.2

76.6

장

혼합형

77.7

68.3

68.3

68.5

67.3

67.4

69.0

76.7

-

-

사

(a-b)

8.2

6.8

1.4

2.3

2.6

4.5

3.4

1.6

10.0

9.2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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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공기업 상장여부별 특성별 득점률의 피어슨 상관계수
구분
상장
사
비상
장사

평균

표준편차

공공성

.840636

.061496

기업성

.778118

.056043

공공성

.812740

.062556

기업성

.760039

.096247

상관계수

유의확률

N

.208

.353

22

.431**

.000

179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공기업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공성지표 득점률이 기업
성지표 득점률보다 약 5점 정도 높았다. 상장여부에 따른 특성별
득점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장사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비상장사는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 .431
로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상장사의 경우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장사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의 3개사에 불과하여 자료가
불충분함에 따라 정확한 상관관계를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제4항 공기업 경영정상화 유형별 평균 득점률
추이 및 상관관계 분석
공기업의 유형 중 최근 공기업 경영정상화 기관의 유형에 따른
특성별 득점률 및 상관관계를 보면 <표 29>와 <표 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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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공기업 경영정상화 유형에 따른 특성별 득점률 추이

(단위 : %)

구분

‘03

공공성 80.2
(a)
방만 기업성
59.4
(b)
경영
(A) 혼합형 75.0
(a-b)

20.8

공공성 79.6
(a)
부채 기업성
72.3
(b)
관리
(B) 혼합형 78.3
(a-b)

7.4

공공성
78.5
(a)
비대 기업성
76.7
(b)
상
(C) 혼합형 79.2
(a-b)

1.8

‘04

‘05

‘06

‘07

‘08

‘09

‘10

‘11

81.3 78.4 82.2 75.6 76.9 80.9 83.6 86.4 85.1
69.2 77.3 82.9 66.9 73.2 74.3 84.2 81.8 81.2
74.5 70.5 72.2 73.0 68.6 68.6 72.9
12.1

1.1

-0.6

8.7

3.7

6.6

-0.7

-

-

4.6

3.9

79.2 79.5 79.7 75.8 79.0 85.9 87.9 87.7 85.5
73.5 76.1 79.3 75.7 76.0 83.0 80.3 73.4 73.9
68.1 70.0 66.8 72.7 71.5 76.1 80.0
5.7

3.5

0.5

0.0

3.0

2.9

7.5

-

-

14.3 11.6

79.3 77.4 82.6 74.2 74.7 80.0 81.0 88.1 86.9
76.3 79.9 73.6 72.2 69.1 78.1 82.4 80.7 79.4
67.5 70.2 72.7 60.2 60.0 65.0 75.0
3.0

-2.6

9.0

2.0

5.7

1.9

-1.4

-

-

7.4

7.5

<표 30> 경영정상화 유형별 지표 특성별 득점률의 피어슨
상관계수
구분

‘12

평균

표준편차

방만
경영

공공성

.812656

.046588

기업성

.761834

.101387

부채
관리

공공성

.824741

.065615

기업성

.760869

.089388

비대
상

공공성

.800369

.069180

기업성

.764596

.092433

상관계수

유의확률

N

.453**

.001

50

.378**

.000

102

.523**

.000

49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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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영정상화 대상 공기업에서 공공성지표 득점률이 기업성
지표 득점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득점률은 비대상<방만경영<부
채관리의 순서로 높았다. 기업성지표 득점률은 모든 유형이 비슷
한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
률의 차이는 비대상<방만경영<부채관리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
다.
최근 공기업 부실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부
채관리기관의 기업성지표 득점률이 비대상기관의 득점률과의 차
이가 평균 0.3점 정도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현행 경영평
가제도가 공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
으며 공기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7)
경영정상화 대상 기관 유형별로 특성별 득점률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30>에서와 같이 모든 유형에서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방만경영기관은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이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 .453의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채관리기관은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
.378로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비대상기관은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 .523로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모든 유형의 공기업이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크기에 있어서 비대상기관 > 방만경영기관 > 부채관리기관의 순
으로 상관관계가 약해짐을 알 수 있다.

7) 전주현, “공기업 경영성과와 경영평가결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12 에서 저자는 공
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가 경영평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공기업의 본질적 활동의
결과인 기업성과 수익성이 경영평가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경영평가항목의
경영효율성 지표가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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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제1항 지표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전체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통
계적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동일한 평가지표가
계속 존재했어야 하는데 앞의 제2장 제1절 제2항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매년 평가지표의 명칭과 체계가 약간씩
변경되거나 평가지표가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10년간의 실제 평가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경우 분석 내용이 불필요하게 많아지며 정확한 자료 분석이 곤란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표에
대해 약간의 강제적인 변화를 가할 필요가 있었다. 즉 가급적 평
가결과가 연속적인 지표로 이루어지도록 평가지표의 내용을 기
준으로 지표를 단순화 및 통합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각 지표의
평가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일 경우 이들 지표들
을 단순화 및 통합화하여 <표 31>과 같이 통합지표를 만들고 각
각의 지표의 가중치와 득점을 합산하여 통합지표의 가중치와 득
점을 기준으로 득점률을 산정, 10년간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공공
성, 기업성, 혼합형 특성별 통합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31> 특성별 통합지표 및 하부지표 내역
구분

통합지표

하부 지표 내역

1. 책임경영

책임경영, 경영진/층 리더십, 리더십,
비전 및 전략개발, 주요사업 추진계획

2. 고객만족도

CS경영, 고객만족도, 고객만족향상도,
고객만족개선도,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
국민평가, 경영정보관리의 효율성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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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공헌 및 정부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이행
권장정책이행
4. 출자회사관리

출자회사관리

5. 주요사업 중
공공성지표

주요사업지표 중 기업성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

1. 계량관리업무비

계량관리업무비

2. 노동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노동자본생산성, 업무효율,
자본생산성

3. 노사관리

노사관계합리성, 노사관리

계량인건비, 내부평가제도, 보수관리,
보수관리의 합리화, 보수구조의 합리화, 보수
및 성과관리, 보수 수준 및 구조, 보수수준의
4. 보수 및 성과관리
적정성, 성과관리체계, 인건비관리의 합리화,
인건비 인상률 관리, 인사 및 보수관리,
기업성
총인건비인상률
영업비용 및 재무구조개선노력, 예산관리,
5. 재무 및 예산관리 예산성과, 예산운용, 재무건전성제고,
재무예산관리, 재무예산성과, 재무정책
인력운영의 적정성, 인사관리, 인사관리의
합리화,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조직관리의
6. 조직 및 인력관리
합리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
7. 주요사업 중
기업성지표

평가내용이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등 재무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용어를 포함하는 지표
주요사업지표 중

1. 경영혁신, 선진화
경영혁신추진, 선진화 및 효율화 추진
및 효율화
윤리경영 및 이사회운영, 윤리경영 실천,
윤리 투명경영, 이사회/감사 기능,
2. 이사회/감사 기능
혼합형
이사회/감사기능의 활성화, 이사회운영
과 윤리/투명경영
활성화, 이사회운영 활성화 및
경영투명성제고, 지배구조 및 윤리경영
3. 기타지표

주5일제 도입 관련 지표,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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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앞의 제2절에서는 평가지표를 공공성, 기업성 및 혼합형으로
특성을 구분하고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 득점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본 항에서는 각 특성의 세부지표간에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앞의 1항에 따라 평가지표를 단순
화 및 통합화하여 통합지표의 득점률을 기준으로 세부지표간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전체 공기업 기준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전체 공기업을 기준으로 세부지표별 득점률을 산정하여 상관
관계를 분석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전체 공기업 기준 세부지표별 득점률의 피어슨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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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a. 하나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할 수 없음
<표 32>에서와 같이 전체 공기업의 세부지표별 득점률을 기준
으로 지표간 상관관계를 보면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간 뿐만
아니라 공공성지표간 및 기업성지표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들이 많은 반면,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공
공성과 기업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쇄적인 관계의 지
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유의미하지 않은 유의확률에서 ‘주요
사업중 기업성지표’는 모든 공공성 지표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공기업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수익성,
생산성 등 재무적 성과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공기업의 비
전, 전략 또는 설립목적사업 수행이나 고객만족도 등 여러 공공
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지표간의 상관관계에서 ‘출자회사관리’와 ‘재무예산관리’가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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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0.01에서 상관계수 .602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는 출자회사 관리를 통해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로 모회사의 재
무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을 것
이다. 다음으로는 ‘책임경영’과 ‘조직인력관리’가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 .595로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책임경영’
과 ‘재무예산관리’가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 .488로 비교적 강
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공공성지표에서는 ‘책임경영’지표의
평가내용이 공기업의 주요사업, 조직/인사, 성과관리 등의 장기경영
전략이나 비젼, 세부실행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에
따라 평가내용이 다소 제한되어 있는 다른 지표들과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또한 ‘주요사업중 공공성지표’도 공기업의
설립목적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
도적 기반 마련과 효율적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
러 지표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을 것이다. 반면에 공공성
지표의 ‘출자회사 관리’와 기업성지표의 ‘계량관리업무비’, ‘노동자본
생산성’ 및 ‘주요사업중 기업성지표’는 지표의 성과가 공기업 전사
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며 업무 범위가 제한된 내용임에 따
라 다른 지표들과의 상관관계가 약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대부분의 지표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나 그 중에
서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간에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표들이 많았음을 볼 때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실증분석 하였다. 그리고 ‘책임경영’, ‘조직인력관리’, ‘재무예산관
리‘의 지표간에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볼 때 공기업 경영에
서의 핵심적인 중점분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1은 기각되었다.
가설 4-1. 세부지표의 득점률을 기준으로 공공성지표와 기업
성지표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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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표별로 보면 공공성지표에서는 ‘책임경영’, ‘사회공헌/정
부권장정책’, ‘주요사업 중 공공성지표’간에 유의수준 0.01에서 양
의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그 중 ‘책임경영’지표와 ‘주요사업 중 공
공성’지표가 유의수준 0.01에서 가장 높은 상관계수 .430으로 비
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지표 중에서 ‘책임경영’과 ‘주
요사업 중 공공성지표’가 다른 지표들과 가장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업성지표에서는 ‘노사관리’, ‘보수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
리’, ‘조직인력관리’ 등이 유의수준 0.01에서 서로 보통 이상의 양
의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그 중 ‘재무예산관리’와 ‘조직인력관리’가
유의수준 0.01에서 가장 높은 상관계수 .498로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다음으로는 ‘노사관리’와 ‘보수 및 성과관리’
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 .440으로 비교적 강한 양의 상
관관계를 가졌다. 지표 중에서 ‘노사관리’와 ‘재무예산관리’가 다
른 지표들과 가장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가설 4-2. 세부지표의 득점률을 기준으로 동일한 특성내의
지표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나. 공기업 Ⅰ군 및 Ⅱ군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공기업을 Ⅰ군과 Ⅱ군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지표별 득점률을
산정하여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 <표 33>과 같다.
즉 공기업 Ⅱ군이 공기업 Ⅰ군에 비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는 지표가 많게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 Ⅰ군이 기업 규모가 크고
자체수입비중이 높으므로 설립목적사업 수행인 공공성과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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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자체 수입 관리인 기업성이 다소 자율적이고 상호 연관성이
낮은데 반해 공기업 Ⅱ군은 규모가 작고 자체수입 비중이 낮으므
로 설립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정부 예산등에 대한 의존성이 크
므로 공공성과 기업성의 상관관계가 많이 나타났을 것이다. 특이
한 사항은 공기업 Ⅱ군에서 ‘주요사업 중 기업성’지표의 득점률과
‘고객만족도’ 지표의 득점률이 유의수준 0.05에서 상관계수가
-.244로 보통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자체 수입 비
중이 낮은 여건에서 주요사업의 기업성을 강화할 경우 고객만족
도가 떨어지게 되어 공공성이 낮아지는 사례이다.
<표 33> 공기업 Ⅰ/Ⅱ군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a. 하나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할 수 없음
※ 공기업 Ⅰ, Ⅱ군 세부지표별 상관계수 :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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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Ⅰ군과 Ⅱ군을 구분하여 보더라도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에 있어서 많은 지표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
을 실증할 수 있었다.
지표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장 많이 가지는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기업Ⅰ군의 경우 공공성지표에서는 ‘책임경
영’과 ‘주요사업 중 공공성지표’가 가장 많았고 기업성지표에서는
‘노사관리’, ‘재무예산관리’, 및 ‘조직인력관리’가 가장 많았다. 공기
업 Ⅱ군의 경우에도 공기업 Ⅰ군과 동일하였으나 공공성지표에서
‘고객만족도’, ‘사회공헌/정부권장정책’이 공기업 Ⅰ군과 달리 많았
다. 이는 공기업 Ⅱ군의 사업특성상 고객범위가 공기업 Ⅰ군에 비해
제한됨에 따라 고객만족도의 영향이 크고 자체 수입 부족에 따른 정
부 예산 의존성에 의해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공기업을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구분하여 공공성지표와 기업성
지표의 득점률을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 <표
34>와 같다.
상장사의 세부지표별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가 비상
장사에 비해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장사가 3개사에 불과하여
데이터가 불충분함에 따라 통계자료로서 유효성이 낮을 수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의 경우 주주 이익이 최우선임에 따라
‘고객만족도’, ‘사회공헌/정부권장정책’ 등 공익과 관련된 공공성지
표의 상관관계가 약한 반면 ‘책임경영’, ‘주요사업중 공공성지표’
등은 ‘노사관리’, ‘조직인력관리’지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비상장사의 경우는 앞의 가.목에서 살펴본 전체 공기업
의 특징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상장사와 비상자를 구분하여 보더라도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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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지표 득점률에 있어 많은 지표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실
증할 수 있었다.
지표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장 많이 가지는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장사의 경우 공공성지표에서는 ‘책임경영’이
가장 많았고 기업성지표에서는 ‘노사관리’가 가장 많았다. 비상장
사의 경우에도 공공성지표에서 ‘책임경영’ 및 ‘주요사업 중 공공
성지표’가 가장 많았고, 기업성지표에서는 ‘노사관리’와 ‘재무예산
관리’가 가장 많았다.
<표 34> 상장사/비상장사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a. 하나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할 수 없음
※ 상장사 및 비상장사 세부지표별 상관계수 :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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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기업 경영정상화 대상기관 유형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정부가 2013년 12월 31일 공기업 중 경영정상화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유형에 방만경영관리기관은 총 20개 기관이지만 본 연구
대상인 공기업 중에는 9개사가 해당된다. 방만경영관리기관은 퇴
직금, 교육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방만경영 8개 유
형에 대한 개선 계획과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받게 되는데 방만
경영기관으로 지정된 배경은 과도한 복리후생비 등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행되고 있었으므로 과거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비대상기관과 비교하는 방법은 방만경영기관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18개
기관이 지정되었는데 부채 발생 이유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을
정부가 결정함에 따라 지속적인 적자의 누적이 원인일 수도 있
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족 등에 기인할 수도 있는데 이러
한 점도 과거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고
비대상기관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경영정상화대상 유형별로 세부지표별 득점률을 산정하여 상관
관계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 <표 35>와 같다. 방만경영기관의 특
성별 세부지표의 유의미한 상관관계의 수가 부채관리기관이나 비
대상기관보다 10개 이상 작게 나타났다. 공공성지표 중에서 다른
지표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많은 지표가 부채관리기관이나 비대상
기관에서는 ‘책임경영’과 ‘고객만족도’ 및 ‘주요사업 중 공공성지
표’이나 방만경영기관에서는 ‘책임경영’과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
가 많지 않은 점이 특이한데 이는 방만경영기관의 경우 리더십이
나 비전 및 전략 수립 등의 책임경영 관련 항목의 추진이 미약했
다고 짐작된다.
부채관리기관의 상관관계를 보면 비대상기관보다 한 개의 지표
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더 나타냈다. 특이한 사항은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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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기업성지표’의 득점률은 ‘사회공헌/정부권장정책’ 및 ‘주요사업
중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득점률과는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
-.431로 비교적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부채관리기
관의 특성상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정부
정책에 순응하거나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되나 설립목적사업 수행
을 통한 기업성 즉 수익성이 나빠지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또
한 공공성지표 중에서 다른 지표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많은 지표
가 비대상기관에서는 ‘책임경영’과 ‘고객만족도’ 및 ‘주요사업 중
공공성지표’이나 부채관리기관에는 ‘고객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
는 지표가 없는 점이 특이한데 이는 부채관리기관이 주로 독점적
인 SOC사업 분야이거나 특화된 전문분야와 관련된 공기업임에
따라 고객만족도의 중요성이 다른 지표에 비해 낮았을 것으로 판
단된다.
비대상기관은 앞의 방만경영기관이나 부채관리기관의 특이사항
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정부의 경영
정상화 대상 기관 유형별로 공기업을 구분하여 특성별 세부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
점률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표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실증할
수 있었다.
지표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장 많이 가지는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만경영기관의 경우 공공성지표에서는 ‘고객
만족도’가 가장 많았고 기업성지표에서는 ‘노사관리’, ‘보수 및 성
과관리’ 및 ‘조직인력관리’가 동일한 수준으로 많았다. 부채관리기
관의 경우 공공성지표에서 ‘책임경영’ 및 ‘주요사업 중 공공성지
표’가 가장 많았고, 기업성지표에서는 ‘보수 및 성과관리’와 ‘재무
예산관리’가 가장 많았다. 비대상기관의 경우 공공성지표에서 ‘책
임경영’ 및 ‘주요사업 중 공공성지표’와 ‘고객만족도’가 가장 많았
고, 기업성지표에서는 ‘노사관리’와 ‘재무예산관리’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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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공기업 경영정상화 대상기관 유형별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 상관계수는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유의
a.
하나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할
없음 : 부록 참조
※ 경영정상화 대상기관 유형별 세부지표별수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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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두 정권(政權) 집권기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연구대상기간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로서 전임 두 대통령의 집권
기와 동일함에 따라 집권 정당 및 정치적 이념 등의 차이로 인해 공기
업 경영평가제도상의 평가결과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
석하였다. 즉 두 정권의 집권시기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2003년
∼2007년)때와 이명박정부(2008년∼2012년)때 실시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기초로 공공성 및 기업성의 세부지표별 득점률을 산정하여 세
부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결과는 아래 <표 36>와 같다.
<표 36> 두 정권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a. 하나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할 수 없음
※ 참여정부 및 이명박정부시기의 통합지표별 상관계수 :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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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시기에 공기업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법률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및 2007년 시행된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따라서 참여정부시기에 실
시된 공기업 경영평가는 대부분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이었다.
그러나 제1장 제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이 해당 주
무부처가 평가하는 정부산하기관은 제외하고 기획재정부가 평가한 것
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일관성을 확보코자 하였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공기업에 있어서 참여정부기간의 공기업
숫자(2003∼2006년 13∼14개사, 2007년 24개사)가 이명박정부시기(2008
∼2012년 21∼28개사)보다 작음에 따라 통계 분석에서 정확도가 조금
낮을 수가 있다.
참여정부의 세부지표간 상관관계를 보면 유의수준 0.05 이상에서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표의 숫자가 8개인데 비해 이명박정부에
는 15개로서 일부 지표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정부에서는 공공성지표에서 ‘책임경영’ 지표가, 기업성지표에서
는 ‘재무예산관리’ 지표가 다른 지표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많이 나
타나는 반면, 다른 지표들은 그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서
는 공공성지표에서 ‘책임경영’ 지표와 ‘주요사업 중 공공성’ 지표가, 기
업성지표에서는 ‘재무예산관리’ 지표와 ‘노사관리’, ‘보수 및 성과관리’,
‘조직인력관리’ 지표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 지표들과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노무현정부에서 기업성지표
인 ‘노동자본생산성’지표와 ‘주요사업중 기업성지표’가 ‘책임경영’, ‘고객
만족도’ 등 대부분의 공공성지표와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이는 공기업의 설립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과도한 공
공성을 요구할 경우 생산성이나 설립목적사업의 재무성과가 저하될 수
있는 경우일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부시기의 경영평가지표 설계 및 평가에 있어서 각 특
성별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거나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지표로서 측정코
자 하는 핵심성공요인이나 핵심성과 등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평가지표
와 다소 중복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지표 설정 및 평가시 개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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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유한 평가 속성 또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공공성 및 기업성의 특
성을 고려하여 다른 평가지표와 변별력이 있도록 설계하고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집권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더라도 공공성지
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에 있어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양의 상
관관계를 가짐을 실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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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
으로서 일정한 영리성 또는 기업성을 가지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여 공기업의 기업성과 동시에 공공주체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으
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았다.(김대인, 2012:103-118)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도 정부의 사실상 지배력에 의한
공공성과 자체수입액의 비율로 기업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
의 두 가지 특성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가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상
쇄적인 관계(trade-off) 즉 어느 한쪽에 높아질 경우 다른 한쪽이 낮아지
는 관계인지 또는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1984년부터 실시되었
고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해 보았다.
연구대상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에 기획재정부(전신 기
획예산처)가 실시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평가
지표를 공공성, 기업성 또는 혼합형의 특성으로 구분하고, 특성별 지표
가중치와 득점을 합산하여 득점률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지표의 특성 구분에 있어서 공공성지표
에는 책임경영 및 리더십, 종합경영부문과 주요사업 중 공공성 관련 지
표가 주된 지표였고, 기업성지표에는 경영효율 및 경영관리부문과 주요
사업 중 기업성 관련 지표가 주된 지표였다. 혼합형지표에는 공공성지표
와 기업성지표로 구분하기가 애매한 성격의 지표들 즉, 경영혁신, 선진
화 및 효율화와 이사회 및 감사 기능, 윤리 및 투명경영 등과 퇴직연금제
도 도입 및 주5일제도 도입 등이었다. 혼합형을 둠으로써 공공성과 기업
성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도록 할 목적이었고 상관관계 분석 등에 있어
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혼합형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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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특성별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전에 공기업의 평가지표체계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균형있게 평가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특성별로 지표수 및 가중치를 T-test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에 있어서 공기업 유형(Ⅰ군과 Ⅱ군)별, 상장 여부별, 정부의 공기업 경
영정상화 대상 유형별, 정권 집권기별로 추가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
다.
먼저 전체 공기업을 기준으로 특성별 지표수를 보면 양자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공공성지표가 기업성지표에 비해 평균 1.8개 정도 많았다. 특
히 정권 집권기를 비교하면 개방주의, 시장중심주의를 표방한 이명박정
부의 기업성지표수가 참여정부때보다 다소 낮음을 보면 민간 경제정책
방향과 달리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전체 공기업을 기준으로 특성별 가중치를 보면 전반적으
로 공공성지표의 가중치가 기업성지표의 가중치보다 평균 약 10점이 높
은데 2006년에 43.6점으로 가장 낮은 이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는 참여정부시기보다 시장주의를 표방한 이명박정부시기에 공기업에 대
해서 더욱 공공성을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표 특성에 따른 지표수 및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이명
박정부 시기에 공공성지표 가중치가 더욱 증가한 것은 공기업이 상대적
으로 기업성을 경시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공기업 부실화의 제도적 원
인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본다.
지표특성별 득점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는데 먼저, 지표 특성별
득점률 추이을 보면 공공성지표의 득점률이 기업성지표의 득점률보다
1.8∼10.5% 포인트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있어
서 공공성에 최대한 역점을 둔 반면, 기업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공기업의 전기간 특성
별 평균 득점률을 기준으로 4분위 분산도를 그려 각 구역별 해당 공기업
과 특징 및 사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상향 및 좌하향에 많은 공기
업이 위치하였고, 상쇄적인 관계로 인식되는 좌상향 및 우하향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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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만이 위치하였고 이상적인 공기업의 목표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제고하여 우상향 방향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표 특성별 득점률을 기준
으로 피어슨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공공성지표 득점률과 기업성지표
득점률은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 .417로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음을 보여주므로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상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공성과 기업성은 서로 상쇄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
고 협력적인 관계임을 실증 분석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공기업 Ⅰ군
의 경우 기업 규모와 자체 수입 비중이 큼에 따라 공공성과 기업성의 상
관관계가 Ⅱ군에 비해 높았다. 상장사에 대한 분석에서는 상장사가 3개
사에 불과함에 따라 자료의 불충분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영정상화 기관 유형별로 상관관계를 보면 모든 유형에서 공공
성과 기업성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크기에 있어서 비대상기관>방만
경영기관>부채관리기관의 순으로 상관계수가 낮아졌다.
다음으로 각 특성의 하부 지표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연도별로 지표의 통합, 변경, 신설 등에 의해
정확한 분석이 어렵고 자료의 양이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문제가 있으므
로 강제적인 변화를 가할 필요가 있었다. 즉 평가 내용에 따라 지표를 단
순화 및 통합화하여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중치와 득점
을 합산하여 득점률을 산정하여 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추가
적인 분석을 위해 공기업 유형(Ⅰ군과 Ⅱ군)별, 상장 여부별, 정부의 공
기업 경영정상화 대상 유형별, 정권 집권기별로 세부지표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성별로 다수의 세부지표간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였으며, 공공성지표와 기업성지표간에 높은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지는 지표들이 많았음을 볼 때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상의 공공성지
표와 기업성지표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
을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책임경영’, ‘조직인력관리’, ‘재무예산관리’의
지표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때 공기업 경영에서의 핵심
적인 중점분야라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평가지표를 대상으로 공공성 평가와 기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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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수의 세
부지표들의 평가내용이 서로 연관성이 있고, ‘책임경영’ 등 일부 지표의
경우 공기업의 전체적인 성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른 지표와 평가내
용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공기업 설립목
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요사업 중 공공성지표’의 득점률이 높
을 경우 수익 증대에 따른 ‘재무예산관리’ 등의 기업성 지표 득점률도 높
아지고 이는 탁월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경영전략 수립으로 이어져 ‘책임
경영’ 지표 득점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제시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지표 체계에 있어서 지표 특성별 균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개편하면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성과 수익성에,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하도록 지표 체계를 차별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공기업의 특성 즉 공공성과 기업성을 인정하고 기업성에 주안점을
두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특성별 지표수와 가중치를
분석해 보았을 때, 여전히 공공성에 더욱 무게중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공기업의 부채와 부실화
의 문제를 고려할 때 평가지표 체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공기업의 두 가지 특성 즉 공공성과 기업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서로 상쇄적
인 관계로 인식되는 것에 대하여 경영평가제도상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분석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두 특성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따라서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기업
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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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모색과 공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평가지표의 단순화, 통합화와 평가내용에 있어서 지표간 변별력
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성별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행 지표를 단순화, 통합
화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많은 지표들이 유의미하게 서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권 집권기로 구분하여 볼 때
참여정부보다 이명박정부 시기에 지표들간의 상관관계가 더욱 많았다.
이는 경영평가지표 설계나 평가에 있어서 각 평가지표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핵심성공요인이나 핵심성과 등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평가지표와
다소 중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표 설정시 개별 지표의 고유한
평가 속성 또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단순화 및 통합화하여 다른 평가지
표와 평가내용에 있어 명확한 변별력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기업성 측정 지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 및 기업성의 특성별 통합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공
성 측정지표는 제2장 제2절에서 정의한 공공성의 개념을 볼 때 현행의
‘책임경영’, ‘고객만족도’ 및 ‘주요사업 중 공공성지표’ 등으로 측정이 가
능하고 측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성 측정지표
는 제2장 제3절에서 정의한 기업성의 개념을 볼 때 현행의 ‘조직인력관
리’, ‘보수 및 성과관리’, ‘노사관리’ 등의 경영관리/경영효율부문으로는
기업성 성과를 측정하기 보다는 성과를 산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성
격이 크고, 정부가 공기업의 조직, 예산, 보수 등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
나 지배력의 행사를 위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기업
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측정하는 지표보다는 공기업에 자율적
인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재무예산관리’외에 ‘주요사업 중 기업성지표’나
생산성, 수익성, 안전성 등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업성지표를 확대
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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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공기업의 특성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부 경영평가제도에 의한 경영평가결과를 활용하였다. 경영
평가는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윈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
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다수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동안
에 평가를 완료해야하는 과정에서 평가시 일반적 오류 즉, 후광 효과
(Halo Effect), 관대화 경향, 중심화 경향, 가혹화 경향, 최신 효과 등이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평가 결과
는 현재로서는 경영평가제도외에는 없다고 본다.
또한 각 특성별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영평가 결과로
나타난 여러 지표들을 강제적으로 단순화 및 통합화하였는데, 이러한 과
정에서 지표의 통합이 평가내용에 맞게 충실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질문이나 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단순화하거나 통합화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방향과 달리 실제 평가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도 가
능하다고 본다. 이는 연구자가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문제로 본
다.
또한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 및 기업성, 혼합형의 특성간 및 각 특
성의 세부지표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상관관계는 두 변
수간의 관련성만 나타낼 뿐이므로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 및 다른 변수의
영향 등은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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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공기업 Ⅰ군 및 Ⅱ군 통합지표별 상관계수 (제3절 제2항 2. 관련)
가. 공기업 Ⅰ군 통합지표별 상관계수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a. 하나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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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업 Ⅱ군 통합지표별 상관계수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a. 하나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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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사 및 비상장사 통합지표별 상관계수 (제3절 제2항 3. 관련)
가. 상장사 통합지표별 상관계수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a. 하나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할 수 없음
- 90 -

나. 비상장사 통합지표별 상관계수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a. 하나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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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정상화 기관 유형의 통합지표별 상관계수 (제3절 제2항 4. 관련)
가. 방만경영기관 통합지표별 상관계수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a. 하나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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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채관리기관 통합지표별 상관계수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a. 하나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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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대상기관 통합지표별 상관계수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a. 하나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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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권 집권기별 통합지표별 상관계수 (제3절 제2항 5. 관련)
가. 참여정부기간의 통합지표별 상관계수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a. 하나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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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명박정부기간의 통합지표별 상관계수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a. 하나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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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Publicity and
Entrepreneurship evaluation based on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
Lee, Young Ho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ity and entrepreneurship of public enterprises having been
particular characters which pursue conflicting value each other at the
same time as a pubic enterprise’s seeking value .
This study is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publicity and
entrepreneurship whether it is trade-off like a general recognition or
complementary and cooperative, based on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and their results from government.
The subject of study is the results of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evaluation performed b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or ten
years from 2003 to 2012, and categorize every indicators of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evaluation to three characters such as
publicity, entrepreneurship and mixed type, then analyse T-test with
average indicator numbers and weights of each characters to verify
its balance between publicity and entrepreneurship whether they have
been designed and operated without unbalance.
Then analys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core ratio based
on weight and score of each indicators. To additional analysis, divided
and compared data to public enterprise type such as type Ⅰ and Ⅱ,
listed company and not in stock market, normalizing types of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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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management by current government and previous two
president periods such as president Roh, Moo Hyun and president
Lee, Myung Bak.
Analysis results are that the relation of publicity and
entrepreneurship is not trade-off but complementary and cooperative
with each other, and there are strong positive correlations among
detailed indicators like ‘Responsibility Management’, ‘Organizati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Finance·Budget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balance of each characters of indicators shall be enhanced
in public enterprises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 structure.
Second, it is needed to find new method which can make
publicity and entrepreneurship of public enterprises act
complementary with each other and product synergy effect.
Third, simplify and integrate the evaluation indicators and
strengthen the discrimination in evaluation contents.
Fourth, it is needed to reinforce entrepreneurship indicators in
public enterprises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Key-words : public enterprise, the results of management evaluation,
publicity, entrepreneurship, evaluation indicator,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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