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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대표 에너지공기업의 하나인 한국석유공사는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목적으

로 설립된 후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따라 자율과 통제를 반복하여

받아왔다. 본 논문은 설립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재무

예산, 조직인사, 사업 등 각 영역별 자율성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사의 재무예산영역 자율성은 전체적으로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자금

조달의 경우 초기엔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 등 강력한 통제가 경영공시사

항 등 사후적 통제로 변화하여 자율성이 증가하는 듯 보였다. 가령 민간

자금조달을 시도하거나 해외채권발행을 시작하는 등의 변화도 생겼으나 이

후 법규상 신고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산자부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율성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출자 또한 주무부의 사

전심사가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이후 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하는 의

무가 부여되는 등 오히려 통제가 강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 자

체적으로 회계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 대신 이

사회 의결로 변화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이 또한 정부투자기관회계기

준 내지 공기업 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 기재부장

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식의 통제는 강화되었다.

예산편성지침 역시 단지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만

폐지되었을 뿐 기획재정부 영향하의 공운위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세부규

정은 강화되고 준수의무 역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편성된 예산

을 집행(이월, 예비비 사용시)하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

는 절차만 폐지되었을 뿐 그 집행실적을 사후보고하는 방식을 지속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조기집행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사후실적을 점검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화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조직인사영역의 자율성은 재무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컸고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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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부여되었지만, 조직의 확대나 증원 및 채용분야에 대한 통제

는 오히려 강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공기업관리정책을 변화해가며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기관장의 경력이 민간이나 내부승진자 출신으로 변화

하였어도 공기업 자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정부

주도의 조직인사영역에 대한 각종 지침은 지속적으로 시달되었고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주도의 조직운영, 정원과 인사관리 지침 및 혁신에 대한 지침

들이 세분화되었다. 또한 이사회 개최전 안건을 사전 통보하게끔 의무화하

여 조직개편이나 증원,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통제는 강화될 수 밖에 없

었다. 주무부장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하는 등 증원 및 조직확대 영역에 있어서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된

것을 이사회의사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채용의 경우 비록 외환위기시나 올림픽 직후 정부의 지시등을 따라야하긴

했어도 초기 설립시부터 공사의 담당으로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인턴제 준수여부를 실적으로 노동부 및 기재부에 제

출해야하거나 기획재정부에 세부적인 채용사항(시기, 인원 등)을 보고해야

하는 등 자율성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진다. 보직 및 전보 등은 비록 사전에

직급별 인원 등을 협의해야하는 등의 제한은 여전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사

자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분야에 해당한다.

사업영역의 경우 설립 이후 주로 주무부처(동자부 등)의 통제와 간섭만

받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설립초기에는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만을 요했던 사업계획이 악화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 것 등이 그 예이

다. 이처럼 사업은 주무부처, 경영은 공운위로 이원화한 공운법상의 감독체

계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감독의 중복으로 인해 공기업의 혼란

은 커져갔다.

사후실적을 평가하는 경영평가는 도입된 이후 기재부, 주무부, 국회 등의

통제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실적평가 및 운영주체가 기재부로 일원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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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경영목표를 수립할 때 이에 대해 기재부장관이 정책방향을 고려

하여 이를 변경가능하도록 변화하였다.

이처럼 주무부처의 감독하에 부여된 자율성을 지녔던 공사는 초기에 정부

(주로 주무부처) 지시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던 공단성격을 띄다가 자체적으

로 경영자립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일상경비를 보조받지 않는 등의 자립

경영을 이룩하였으나 그 후 펼쳐진 대형화 정책으로 악화된 재무상태를 기

록하게 된다. 최근에는 셰일가스 등 비전통자원의 사업방향 수립시에도 기

획재정부 및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야 하는 등 절차적 복잡성과 줄어든 사

업상의 의사결정 권한으로 인해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등 혼란에

빠진 상태이다.

앞으로 공사는 내부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며 정부로부터 일정 범주의 재량

과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자체의 의사결정능력과 역할

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공기업, 정부, 자율성, 통제, 한국석유공사, 변화

학번 : 2012-2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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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정부는 국가 경제의 양적·질적 변화와 시대적 환경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

관의 기능과 역할을 변모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관리정책을 펼쳐왔다. 공공

기관들이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다 보니 초창기에는 사

업 계획 및 예산 등을 정부부처와 유사하게 수립·편성하게 되는 등, 자율

보다는 통제 방식 위주로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사후평가체제를 도입하였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초기에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던 공공기관들이 점차 경제개발

이 고도화됨에 따라 수적 증가는 물론 종류의 다양성을 갖추게 됨에 따라

자율 경영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홍림, 2006)

그러나, 실제로 공기업의 입장에선 자율경영이 확대되었는가? 태생적으로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공 역할의 분담차원에서 출현

하였기에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조직의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활동의 자유와 재정상의 독립을 확보하는

자율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 즉 기본적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공

기업이 상대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거나 정부로부터 종속 및 통제되는 관계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부문은 타 부문에 비해 석유파동 당시 정부

주도의 위기관리를 배경으로 광범위하고 강력한 행정규제가 행하였던 탓에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가 토착화될 수 밖에 없었다.(김호철, 2010)

‘정부의 집권적 요소가 가장 강한 분야, 행정규제가 심한 분야, 상대적으

로 다수의 준공공조직이 존재하는 분야’ (이달곤, 1991)라고 에너지부문은

특징지어진다.

대표 에너지공기업의 하나인 한국석유공사는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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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석유

공사

 기획재정부

산업

통상자원부

석유

공사

로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정부 조직과 관

계를 유지하여 왔다.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

부(동력자원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이어지는)와 각종 사업

을 지원하는 거시경제정책의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경제기획원-기획예산

처 등)와 공생적 관계를 형성해야만 했다.

[그림-1]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

 * 국회, 감사원, 조달청, 언론 등은 제외

이처럼 정부는 공공기관을 관리하면서 자율과 통제를 반복해왔는데, 이론

상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선 자율성이 실제로 증가하였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영석유회사이자 에너지분야 대표적인 시장형

공기업의 지위를 지닌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재무예산, 조직인사,

사업 등 각 영역별 자율성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와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설립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자율성의 변화는 어떠

하고 그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자율성 변화의 정도 및 이에 대한

요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자율성 자체에 대

한 연구도 드물고, 특정 공기업을 선정하여 영역별 역사적 변천에 따른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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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변화를 제시한 연구는 시도된 적이 없다는 데서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배경과 대상

한국은 1973년 1차 석유파동으로 위기를 겪은 후 국가차원의 정책을 강구

하였다. 그리하여 국제석유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석

유개발공사의 설립을 계획하였다. 당시 자본금 1천억원, 2분의 1이상을 정

부가 주식으로 출자한다는 석유개발공사 법안이 경제각의를 통과하였으나,

자본금 조달을 위한 추경예산 협의에 실패한다.

경제기획원은 ‘석유위기의 재발가능성이 희박하고 비축사업의 경제적 타

당성이 의심된다’는 논리로 자본금의 출자를 반대하였다. 국내경기는 1차

석유파동의 여파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였고, 비축시설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의 목적사업에 ‘석유판매수송업무’

를 포함할 경우 기존 민간정유사와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도 있었다.

국내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총괄하고 자원외교를 담당할 독립부처 필요

성이 대두됨에 따라 1977년 동력자원부가 발족된다. 독립부처인 동력자원

부는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종합에너지 수급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설립 후 동력자원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종합에너지 수급계획

및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그동안 간과되어 온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동력자원부가 출범한 후인 1978년부터 국제 석유시장에서

는 제2의 석유파동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석유파동은 1차보다

더 큰 폭의 유가상승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 등 경제 위기가

지속되었다. 동력자원부는 일정 물량의 원유를 비축하는 에너지 정책인 석

유비축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수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개년 계획

으로 1천억 규모의 자원개발기금을 조성하여 해외자원탐사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실행기구로 1978년 8월 경제장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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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법정자본금 500억원, 전액 정부출자로 1979년

에 설립하도록 의결한다.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기초한 정관은 1979년 2월

동력자원부의 승인을 얻었으며 법정 자본금 500억원 중 1차로 2억 5천만원

이 정부에서 출자된 후 1979년 3월 공사가 설립된다. (한국석유공사 25년

사)

공사가 설립된 당시 한국은 민간자본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기술 및 경

험이 부족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진출하기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석유파동 등의 외부 위기에 대응하고 민간이 진출하지 못하는 석유 비축,

개발 등 사업을 수행하여 경제발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

로 공사는 설립되었다. 초창기 공사는 ‘석유자원 개발’ ‘석유비축’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

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공사는 석유수급의 안정이라는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

었고 이는 당시 동력자원부장관의 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석유는 73년 제1차 파동 이후 이미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필요로 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하면서 “석유는

상품이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며 이윤 추구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

다.

공기업은 정부의 정책수단 내지 정부의 하위기관 성격을 띤 조직이기에

통제가 더 강조된다.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금전 및 인적 자원 제공 등 지원을 받는 동시에 경영목표 및 사업

내용이 정부부처의 정책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정되며 예산 및 경영관리

에서도 일방적인 통제를 받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그렇다면 한국석유공사의 각 영역에서 자율성이 변화하였는지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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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것인가? 본 연구는 한국석유공사 설립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

율성의 변화는 어떠하고 그러한 자율성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한국석유공사의 자율성이 분석대상이기 때문에

자율성이란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 개념 자체는 추상적이라, 측정하기도 어렵고 정의내리기도 어렵

다. Verhoest(2004)는 자율성을 ‘ 자율적인 조직에 위임된 의사결정 역량의

수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관여의 정도’를 일컫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본다. 그는 자율성을 1) 정책적 자율성(기관이 목표 및 우선순위의 설정,

고객 및 대상자의 선택, 일하는 방식의 결정,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과 2)인사 자율성(채용, 훈련, 승진 및 해고, 직원 봉급의

수여 등을 할 수 있는 정도) 3) 재무자율성(재원의 창출과 분배에 있어서

의 정도) 4) 합법적 자율성(다른 기관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도, 재화의

획득과 제공,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정도)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직 내

부에서는 조직운영과 관련된 자원, 인력의 관리적 측면 및 사업의 결정, 추

진과 관련된 정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

이고, 조직간 관계에서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범위

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자율성을 정의하자면 공사가 관

계 기관(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시장형 공기업

이자 국영 석유회사의 조직 특성에 맞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량권이라고 볼 수 있다. 조

직간 관계에서 자율성의 정도는 외부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통제 여부를 통

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으로는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의 성격, 법령의 개정, 감독권의

범위, 내용, 감독권의 주체, 사업의 종류 내지 성격, 정부 규제를 들 수 있

겠다. 이런 요인들이 한국석유공사의 자율성을 구성하는 재무예산, 조직인

사, 사업부문에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조직은 법규범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고 활동의 범위 및 한계가 설정되

기에 법규범이나 제도에서 요구하거나 금지하면 이를 따라야하는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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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오석홍, 2009) 공사 역시 직접적으로는 설립법 및 정부투자기관

내지 공공기관 관련 법령 또는 그게 근거한 정책, 행정 통제에 이르는 요

인에 의해 공사의 조직 운영사항이 결정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석유공사가 설립된 1979년부터 2013년까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자

료가 일부 미비한 것은 수집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석유

공사의 변천사항을 범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공사가 설립된 1979년부터 정부투자기관 관리정책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1984년 전까지를 시기1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 후로 자

율성이 크게 확대되어 목적사업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1997년까지를 시

기2로 구분하였다. 또한 외환위기를 겪은 후 사업환경상 침체기를 겪지만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성장을 지속한 2002년까지를 시기3으로 분류

하였다. 또한 2003년 이후부터 사업영역에서 최대 성과를 보이며 르네상

스기를 누린 2006년까지를 시기4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부터 공사 대형화가 마무리되어 평가를 받게 되는 2013년까지는 시기5로

구분하였다.

설립법이나 관련 법률에 기초한 공기업 관리제도로 공사의 자율성이 결

정되기에 이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로 한국석유공사의 재무예산, 조직인사,

사업부문별 자율성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사례 연구방법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거

나 상세한 기술을 통해 사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

며 종종 직관적이거나 주관적인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김병섭, 2008)

이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중점을 두며 특정 사례를

다방면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여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장

점이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방법은 우선 문헌조사의 경우 첫째, 국내⦁외
학술지 연구보고서 및 서적을 통해 공기업의 통제와 자율성에 대한 내용

을 파악했고 둘째, 한국석유공사의 내부 자료들을 통해 한국석유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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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변화 추이를 진단하고자 했다. 즉 한국석유공사 설립시부터 현재

까지 공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 및 정책, 그리고 한국석유공

사 25년사, 매년 발간된 경영평가보고서, 경영공시자료, 이사회 의사록, 용

역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특히 자율성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그 시기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체제, 인사, 재정 및 업무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법령을 우선적으로 분석하

였고 그 외에 앞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주로 법률이나 시행령,

내부 지침에 규정된 제도적 사항들과 이러한 제도들이 현실에서 운영된

실태를 살펴보아 한국석유공사의 자율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필

요한 경우 분석 대상이 되는 한국석유공사의 직원(퇴직자 포함)과 인터뷰

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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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기초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기초

공기업의 최대 장점은 정부조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정치적, 행

정적, 재정적 제약이나 관료주의적 제약과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이다. 그로인해 공기업이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그 결과보다 높은 효

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공기업 설립의 이론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최병선, 1993)

반면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그 투자자본 대부분이 국가에 의해 출자된 것

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공적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주무부처 및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공기업은 정부의 사회적·경제적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기에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며 공기업이 파산위험

에 처했을 때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기에 통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공기업 통제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Hanson(1959)은 공기업에 관련

된 법,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 재정적 통제, 능률 통제, 의회에 의한 통제로

구분하고 있다. 윤성식(2005)은 공기업 통제를 통제 수단과 주체에 따라 구

분하고 있다. 통제수단에 의하면 예산과 재정에 대한 통제, 인사통제, 업무

통제, 감사를 통한 통제로 나눌 수 있다. 주체에 따라서는 주무장관, 경영

평가부처, 감사원, 의회, 기타 국민과 여론 및 민주주의 통제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제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통제에 해당한다. 한

편 정부의 공기업 통제는 비공식적 측면이 존재한다. 비공식 정치관계는

경영진과 공식적 정치인 양자 모두에게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저해할 수

있는 지대추구의 동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부 또는 정치인이 기회주

의적인 개입을 할 여지를 갖게 되고 정부의 공기업 통제는 원래의 목적에

서 벗어나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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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든다.

비공식적 정부-공기업 관계에서는 선출직 정치인의 재선, 공기업 경영진

의 임기유지 등 각 행위자들이 가진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공기업 통제를 계약과 같은 공식적 수단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병행되기도 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정 이후부터 최근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도 개혁의 취지는 공기업에 자율성을 부

여하여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

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부문에 정부의 개입가

능성을 열어놓은 제도적 미흡함과 더불어 정부의 비공식적이고 정치적인

개입 때문에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 이러한 원인은 제

도개선이 또 다른 정부의 비공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이다.(김준기, 1999).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조직으로 광범위한 정

책영역에서 활용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기관 자체의 내부적 특성과 변화

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공기업 관련 연구는 공기

업의 조직개편 및 관리제도 변화, 공기업 업무 효율성과 성과관리, 관련 평

가체제 및 제도도입 효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공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곽채기(2013)는 1984

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을 전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적 자율성이

크게 제고된 바 있으나, 그 후에는 축소지향적, 통제지향적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경영현장에서 실질적

으로 확대, 개선되는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공공기관

제도의 자율과 통제 원리의 본질을 살펴보고 자율성 보장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공운법’ 시행 이후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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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공

기업에 대한 감독체계 이원화가 공운법 제정이후에 본격화되었고 특히 정

부의 업무감독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포괄적 감독규정을 열거식, 제한적 규

정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운법 제50조의 지침규정에 의해 기획재

정부가 폭넓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박정수(2013)는 공기업은 지금보다 자율성이 훨씬 더 강조되어야한다고

하며 시장의 여건은 국내에 국한해보면 독점으로 인해 규제의 정당성이 확

보될 수 있지만 국제적인 경쟁환경을 감안해야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재정지원과 시장의 수익성만 강조할 뿐 다른 제약은 거의 없는 상

태에서 국제적인 자원시장 등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에 대

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현재의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를 맞춤형, 자율형 그리고 형식과

실질의 일치형으로 개선하자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율성이 강조되

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지침 및 인력, 조직의 통제부분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며 시장형 공기업 전체를 대해선 경영자율권

확대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였다.

김준기(2011)는 공기업을 관리하는 기반이 되는 관련법령과 그에 근거한

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비공식적 개입을 포함하여 이를 살펴보았다

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공운법 시행 후의 ‘경영지침’은 조직 운영

및 정원,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 예산과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의 재

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공기업의 운영관리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

로를 마련했다고 보았다.

윤태범(2013)은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공운위 구성 운영, 임원인사 및

이사회제도, 감사체계 등 지배구조 전반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을 검토하

였다. 특히 공운법 시행 후 기획재정부 소속 공운위 설립과 함께 그동안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기획재정부에 소유권이 집중되었고, OECD 권고

에 부응하여 소유권기능에 해당하는 경영감독은 공운위가 담당하고 사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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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은 주무부처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었다고 정리하였다. 공운법은

‘자율경영 확립’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나 사실상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최소

화하며 제약하는 법이라고 본 것이다.

석조은(2012)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통제를 가늠하기 위해 기관관계자

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설문조사가 가지는 개인간 편

차 및 인식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지 못한 연구방법상의 한계를

지니지만, 기관 자체에서 인식하는 자율성이 어떠한 차이와 특성을 가지는

지 판별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 역시 단일 사례가 아닌 여러 공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한 것이여서 기관 자체의 자율성

변화추이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자율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배구조 관점에서 전반적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공운법 체계하의 획일적 관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특정 기관을 사례로 관리체계의 변

화에 따라 기관의 각 영역별 자율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제시한 연구는

없었기에 본 연구를 통해 석유공사의 자율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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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석유공사의 자율성 변화 분석

제 1 절 재무예산 영역

설립초기인 시기 1 기간(1979∼1983년)에 공사는 100% 정부투자기관으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63)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의 규

제와 통제를 받았다.

자금조달방식에 대한 통제로는 사채발행, 자금차입(차관), 상환계획에 대

한 규제를 들 수 있다. 공사법(24조,25조)에서는 사채의 발행 및 차입금 역

시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동력자원부 장관은

승인을 할 경우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주무부장

관-재무부-경제기획원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해 자율성을 침해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공사법 시행령(제10조)은 사채발행을 위한 승인을 받을

시에 공사는 그 신청서에 ‘발행목적, 시기, 총액, 권종별 액면금액, 이율, 원

금상환 방법 및 기한,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 등’을 구체하게 기재하여 제

출해야한다고 명시하여 구체적인 방법도 정해놓았다. 사업계획의 승인(시

행령 제11조)을 얻어야 할 경우에도 ‘사업비용과 자금계획서’를 기재하고

석유사업기금을 요청할 경우엔 ‘용도’ 및 ‘사용형태(출자, 융자, 보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할 것을 명시하였다.

자본금 출자자가 정부로 제한되었기에 공사는 정부외 자본금 출자자를 찾

을 수 없었다. 한국석유개발공사법(4조)에서는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하되

정부가 출자하고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에서도 출자가 가능하다

고 규정하였다. 또한 시행령(제2조)에서는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고 구체화하였다.

정부출자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제4조)에 의거 재무

부에 설치된 정부출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에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선 공사로서는 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뿐 아니라 재무부, 경제기획원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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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79 1980 1981 1982 1983

자산 9 213 229 489 750

부채 0.6 8 13 20 252

자본 8.4 204 216 469 498

매출액 6 10 20 62 122

영업이익 - -12 -7.4 -9.6 16

당기순이익 -1 -7 8 7 27

의를 필요로 하였다.

당초 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는 808억원 가량의 출자금을 요구했으나 경제

부처의 협의를 얻지 못해 결국 공사의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금은 10

억원으로 삭감되었다.

‘비축시설, 원유도입 등 총 1조1천5백억 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동력자원

부는 절반 정도를 재정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나 경제기획원은 지원규

모 축소를 주장’

-1979년 7월12일 매일경제-

[표-1] 시기1 공사의 규모 

(단위 : 억원)

초기 9억원 수준이었던 총자산은 정부 주도의 비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구입한 비축유, 비축기지 건설비 등으로 1983년에는 750억원으로 증가한다.

부채는 0.6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주로 단기차관자금, 석유

사업기금 보조금 집행잔액 감소를 원인으로 한다. 법정자본금은 500억원으

로 석유사업기금과 정부에서 출자했으며 납입자본금은 1983년말 기준으로

재경부가 15회에 거쳐 223억원을 지원했다.

1982년부터는 공공기관도 5%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지방세 역시

세액의 50%만 경감받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공사가 누린 세금면제 혜택은

축소한다. 법인세를 납부하기 시작하면서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일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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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그 후 비축유류교환저장에 따른 매각차익이 증가하면서 성장을 지

속할 수 있었다.

공사법 시행령(제12조)에서는 ‘회계 및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체 규

정을 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사전에 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야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예산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서는 기관이 회계

규정을 정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추가로 재무부장관의 승인까지

필요하다고 정해놓았다. 공사는 석유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자

체회계기준이 필요했고 결국 사전에 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의 승인과 재무

부장관 승인을 얻어 자체규정인 ‘석유개발사업회계기준(1983)’을 제정한다.

석유의 안정적 수급을 달성하기 위해 비축공사나 원유 도입 등 공사의 목

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에 비해서 자금조달 측면에서 공사가

보유한 재무영역의 자율성을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지원의 규모

는 약소한 반면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엄격하고 강력

했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사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다. 경제기획원

이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득한 후 시달된 예산

편성지침(예산회계법 제9조)에 따라 공사는 예산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

를 동력자원부장관에 제출(동법 제10조)했고 동력자원부장관은 이를 심사

한 후 경제기획원장의 조정을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런 절차와는 별도로 예산실에서는 차년도 예산편성작업을 진행하

였다. 동력자원부에서 심사와 조정을 거친 예산안이 경제기획원에서 다시

수정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요구한 예산은 이중으로 감액될 수 밖에 없었

다.

또한 석유관련 사업의 경우 유가와 환율이라는 경영외적인 변수가 컸는

데,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인 삭감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그리하

여 공사는 일방적 조정을 통해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예산편성지침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경제안정이나 국민생활,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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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등 정부정책을 방향으로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1977년에서 1981년

에 펼쳐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과 일치하게 신규 사업을

억제할 것과 소비성 경비의 경우 10% 절감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 그 예이

다. 1981년의 예산편성지침의 경우 고용효과가 크고 국민생활에 안정을 주

지 않는 신규투자는 불허한다는 내용과 영업과 관련 없는 토지취득을 억제

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하였다. 한편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를 축소하고 민

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보장하는 개발전략을 전환한 정부정책에 따라

1982년 3월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국무회의 결의를 통과한다. 같은 해 5월

경영평가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본격적인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한 관

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예산편성지침의 내용도 단지

예산낭비요인을 철저하게 제거할 것과 인건비 증가부분에서만 정부가 개입

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그리하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은 별도의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되었다. 동력자원부와 관계부처

는 에너지안보강화 목표를 공유하고 대체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정책의

우선순위와 자원배분을 둘러싼 갈등양상을 보였다.(김호철, 2010) 설립 직후 공

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엄격한 통제에 부딪어 비축 및 해외자원개발 등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기획원과 조정 과정에서 당초 동자부가 요구한 1,846억원 이 10분의

1에도 미달하는 161억원으로 삭감, 해외자원개발비도 265억원 요구액이 27

억원으로 깍였다’

-1979년 9월13일 경향신문-

시기1에 공사 예산 규모는 운영보조금 규모에 불과했다. 석유사업 기금은

설립직후부터 1981년까지 출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1982년 이후 정부 출자

로 인해 확대되었다. 초기에 정부가 안보를 위한 비축에 중점을 두고 제1

차 석유비축계획(1980)등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지시하였기에 기금

의 용도는 비축으로 제한되었다. 그리하여 비축사업을 목적으로 출자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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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79 1980 1981 1982 1983

자제조달 11 158 59(25) 189(89) 271(152)

기금 
예산(출자) 0 0 0 3,431 2,576

-비  축 0 0 0 3,431 2,576

-개  발 0 0 0 0 0

합계 11 158 59 3,620 2,847

축기지, 비축유 등의 비축자산은 공사 자체의 소유가 아닌 기금소유로 분

류되었다.

[표-2] 시기1 공사의 예산

(단위 : 억원)

1979년 8월부터 공사는 석유사업기금을 관리운용하여 공사 자체 예산과

별도 기금예산으로 관리하였다. 공사는 기금예산으로부터 경상경비지원용

도로 보조금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기금으로부터는 융자를 받아 이후 석

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석유사업기금의 존재는 에너지정책주관부서인 동력자원부가 정책적 자율

성을 가지고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이었다. 비록 예산당국

인 경제기획원이 기금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

지만, 그 영향력은 해당 사업을 정부예산에 의존하였을 때보단 약화된 형

태의 것이었다. (김호철, 2010)

그러나 이러한 석유사업기금마저도 부처간 입장 차이로 조성이 여의치는

않았다. 동력자원부는 기존 인상 요인 외에도 유동적인 국제원유가와 석유

사업 안정 기금 조성을 위해 인상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제기획원은 이를

배제, 억제하였다.

‘기획원은 물가인상 우려로 억제하자는 입장이고 동력자원부는 원유공급



- 17 -

량 확보에 비중을 두고 대폭 인상을 주장’

-1980.1.22 동아일보-

공사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편성받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예산결정통지를 받고나서 이를 기반으로 공

사는 정부 시책을 반영한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관리법 제11조)해

야 했고 이를 3명의 장관(동력자원부, 경제기획원, 재무부)에 제출함은 물

론 이에 더해 전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명세서도 작성하여 첨부해야 했다.

예비비도(예산회계법 제14조)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

여 동력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요했고, 이를 경제기획원, 재무부장관에게 제

출하게 하는 등 집행과정 역시 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경직된 통제를

받았다. 아울러 집행상 불가피하다 인정될 경우 추정손익계산서 각 항 금

액간의 유용(예산회계법 제15조)은 허용하지만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했다. 이렇듯 예산 편성 후에도 적용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정부투자기관의 입장에서 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어렵게 하였다.(유훈, 2005)

이렇듯 시기 1(1979∼1983) 공사의 재무영역 자율성을 살펴보면 설립 당

시부터 자금 지원을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거쳐서 정부의 강하고 엄격한 통제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설

립 초기 기관의 생존과 관련하여 재정적 지원은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공

사는 신설정부투자기관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 규모의 성장을

이루기는 힘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초기

막대한 투자비 및 기존 민간업체와의 갈등을 우려한 정부부처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재무예산 등의 지원이 미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

웠다.

한편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 통제 위주의 공공

기관운영방식이 자율성 확대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1984년에 「정부

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책임경영 구축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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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변경

주무부장관 

승인사항

지사, 출장소 이전 및 설치 업무

계획 작성 및 변경, 외자도입, 차

입 및 사채발행, 재산취득 및 처

분, 보수 직제규정 등 내규 제정 

및 변경 등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결

주무부장관 

보고사항

주무부장관 승인을 얻은 사항 

실행, 영업일 및 시간 변경, 주

요 직원 인사상 변동 

최소화 

주무부장관 

업무감독  
일반적 감독, 명령권 규정

경영목표 달성 범위 

내 승인, 인사, 보고 

등 감독사항 
주무부장관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보고서 제출 요구, 명령권 자율경영 범위 내

를 뒷받침할 전반적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이 달성해

야할 주요 목표만을 제시하고 집행과정에 대해선 통제를 축소하여 자율성

을 부여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경영활동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제

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한국공기업학회, 2003)

1984년 기본법을 제정, 시행한 후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혼란을 해소하

기 위해 같은 해 10월 내년도 경영목표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함과 함께

주무부장관의 감독규정이 들어있는 설립법 등을 폐지하기로 하고 정비작업

을 시작한다. 기본법에 배치되는 관계법령이 남아있는 한 사실상 경영개선

을 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환에 따라 한국

석유개발공사법은 1986년 비로소 1차 개정을 하게 된다. 당시 각 기관에

시달된 정비계획은 기존의 주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

결로 바꾸는 내용과 주무부장관 보고사항은 최소화하고 업무감독은 경영목

표 달성 범위내로 할 것을 포함하였다.

[표-3] 정부투자기관 관련 법령 정비계획(84.10) 

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차입금 및 사채발행, 상환 등이 이사회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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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86 1987 1989 1992 1993 1995 1996 1997

자 산 1,012 1,273 1,393 1,953 2,168 30,283 32,751 34,185

부 채 514 577 854 1,441 1,648 15,673 17,330 20,831

자 본 498 696 539 512 520 14,609 15,420 13,352

매 출 103 121 249 341 365 1,602 2,384 3,841

당기순
이익 0 0 0 0 4.1 5.81 41 149

구  분 비축사업 개발사업 합  계 당기순이익

1995년 150,267 - 150,267  580

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할 경우

사전에 주무부처장관과 협의를 하는 관행은 계속되었다. 공사의 규모는 지

속적으로 성장을 하였고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투자비 역시 증가했다.

이전에 주무부의 심사, 재무부와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가 필요했던 출자

역시 그 시기와 방법을 재무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표-4] 시기2 공사의 규모 

(단위:억원)

한편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재정개혁 방침에 따라 정부는 석유사업

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통폐합하였

다. 그리하여 석유사업기금 소유의 비축자산은 동 기금의 근거법인 석유사업

법에 의거 공사에 출자되었고 이 규모는 1조 2,637억원에 달하였다. 동 기금

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을 지원하던 융자사업은 융자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이관되었으며 공사는 석유가스사업자금의 융자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출자

전환 자산은 기존 석유사업기금으로 투자된 금액과 융자된 금액을 합한 금

액으로 비축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5] 정부 출자 규모 변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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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5,957 -  95,957 4,121

1997년 174,421 - 174,421 14,997

합계 420,645 -  420,645 19,698

석유비축자산 출자를 계기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

라 자체수익이 증가하면서 내부에 적립하는 잉여금이 증가된다. 그 전에는 주

수익원이 정부의 경상비 보조금이 중심을 이루었고 1995년 이후부터 정부의

보조금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대신 석유비축사업 수익과 개발수익, 융자 수익

등 자체 수익이 점점 중심을 이루게 된 것이다. 1995년 비축자산 출자를 계

기로 부채 비율 역시 200% 이상 높게 유지하다 안정화를 찾게 된다.

“95년 비축자산 출자로 자본금이 증액되면서 공사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 그 전에는 정부

위탁사업밖에 할 수가 없었으니까.”

-퇴직 임원-

출자를 계기로 총자산 및 매출액 증가 등 외형뿐 아니라 당기순이익 증가

및 사업 영역 확대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자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그러나

출자로 인해 공사의 사업 영역이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

은 사실이나 공사가 임의로 처분 가능한 수익자산이라기 보단 정부의 목적사

업인 긴급대여 용도가 주였다. 정부는 비축자산을 활용하여 공사가 영리사

업에 과도하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석유비축자산 대여 등의 사업은 주무부

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공사가 수행하는 석유비축시설

의 건설, 운영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시행령을 1994년 개정하게 된다.

석유비축자산이 공사에 출자되고 이에 따라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운영 등

중요사항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므로 승인대상의 범위를 비축

할 원유 및 석유제품 구입계획,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 및 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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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석유비축시설의 신설이나 증설계획,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공사는 그 후 에특회계를 재원으로 민간사에 석유개발사업자금 및 일

반석유사업 자금을 융자로 제공하는 업무를 개시했고 이로 인해 부채비율은 다

시 증가한다.

시기2(1984∼1997)에는 종전에 공사의 조직, 정원, 회계 및 급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따라서 공사는 자체 회계 및 급여 등에 관한 규정 제·개

정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같은

해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자본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 사채발행 및 사업계

획서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대리인 해임시의 등기, 이익준비금의 자

본금 전입,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신설하였다. (한국석유공사 25년사)

1984년 제정된 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편성절차도 변화하였다. 종래 정부

기관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사, 조정을 받던 절차가 없어지고 기관 자체

의 편성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부처와 사전에 협의만 거

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간소화되었다. 제도의 변화로 공사의

예산 편성 절차상 자율권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자체적

으로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이를 경제기획원 장관, 주무부장관,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했으며 결산결과도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할 경우 거쳐야하는 협의 과정은 그대로였다.

오히려 예산 작성시 반영해야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던 기존의 예산편성

지침을 강행규정으로 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침의 통제효력을 강화

하였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지침을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기본법

제21조)하였다.

한편 별도의 경영목표설정지침(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공사는 정부가 실

현하고자 하는 기본적 정책방향을 반영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

화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했다. 그렇기에 경영목표는 예산편

성공통지침과 함께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시기2(1984∼1997) 초기엔 자율권 확대의 취지를 감안, 국가정책에 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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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의 예산 편성을 권장하다가 점차 신규수당 신설 금지나 복리후생비

제한 등의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1996년 예산편성 지침 내용에는 총인건비와 경상경비의 경우 사전

협의를 한 후 확정하는 것이 포함되었고 이 후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인력감축 등 인건비 절감, 경상사업비 절감 등이 강조되었다.

재무영역의 경우 법적인 제도의 뒷받침으로 절차적인 면에서 간소화되었

고 비축자산 출자로 공사 자체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 예산

이 여전히 주인지라 이를 운용함에 있어 여전히 동력자원부 및 경제기획원

과 사전협의를 해야 했으며 예산편성지침이 인건비 및 보수 인상방법을 규

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통제하였다. 기본법에서 자율책임경영을 강조하면

서도 경제기획원이 예산편성지침을 일방적으로 시달하거나 설립법 개정작

업에 대한 방침을 지시하는 등 관행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면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한국공기업학회, 2003)

또한 과거 석유사업기금이 에특회계(1995)로 변경되어 그동안 기금을 관리하

여 온 주무부처(동력자원부)의 권한은 약화되고 에특회계 편성권한을 가진 경

제기획원의 파워가 강해진 것도 시기2(1984∼1997)의 특징이다.

1998년 한국은 외환보유고 감소로 외환지급불능 사태를 초래하여 국가신

용도를 하향 조정한다. 그리고 원화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마

이너스를 기록하고 대외 개방한 IMF 체제에서 김대중(국민의) 정부는 이

를 탈피하기 위한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시기3(1998∼2002)은 이렇듯 IMF를 기점으로 공공부문 경영혁신을 지속

시킨 시기로 제도적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체제를 강화

하기 위해 기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정작

업이 이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는 1998년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칭을 실제 수행 사

업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로 변경하고 추가 출자에

대비하여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공사법 개정을 실시한다. 공사는 석유

개발 외에도 비축, 정보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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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존(98) 변  경(99) 

제1조

(목적)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석유자

원개발, 석유비축, 석유유통구조 개선

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

로써 석유수급 안정 도모, 국민경제발

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

한국석유공사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한다 5조원으로 한다

제10조

(사업)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 비축, 

수송 및 판매, 석유사업기금 관리, 

기타 정부 위탁사업 

-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입, 비축 

수송 대여 및 판매, 석유비축시설 

건설관리 운영 및 대여는 상공자원

부장관 승인 요 

석유자원

공사는 국외에서 각 

사업을 수행할 수 있

다.

산업자원부 장관 승

인

제13조

(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차

관 포함)하거나 일시차입 가능, 일

시차입금 당해연도 상환 미상환시 

이사회 의결 거쳐 다음연도 상환

공사는 사업에 필요

한 자금을 차입(차관 

포함)할 수 있다. 

변경했다. 그리고 법정자본금을 3조에서 5조로 증액하는데 이는 정부가 석

유비축계획에 따라 매년 3천억 이상 출자할 경우 기존의 법정자본금 3조를

초과하기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공사가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만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었으나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사업, 비축시설 건설 등 모든 사업

을 국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10조 2항을 신설한다.

[표-6] 한국석유공사법 개정(99)

기존에는 공사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기간,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이사

회 의결을 거쳤으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일시차입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공사법을 개정(제13조)하였다. 한편 1999년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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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축사업 개발사업  합  계 당기순이익

1998년 247,696 - 247,696 21,856

1999년 130,447 - 130,447 23,098

2000년 152,241 15,000 167,241 47,802

2001년 302,973 15,000 317,973 39,623

2002년 218,661 12,400 231,061 54,895

합계 1,052,018 42,400 1,094,418 -

에특회계법 부칙 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석유비축기지의 건설, 유지

보수 및 비축유 구입을 목적으로 종전 규정에 의해 공사에 보조를 하여 공

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공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에특회계에서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인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에 대해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가 석유수급 및 유가안정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 에특회계에서 공사에 보조하여 취득한 자산을

에특회계에서 출자한 것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개정의 취지였다.

이로 인해 공사는 ‘95년부터 ’98년까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출자 받

게 되어 자산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대외신인도 향상과 향후 비축사업비도

출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는 석유개발사업에도 출자가 시작되어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더욱 높아졌다. 아울러 공사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받던 비축자산 6,060억원을 현물출자로 전환하게 된다. 그리하여 1999년 공

사의 자본금은 석유비축 보조금 자산의 출자 및 석유비축사업 출자로 인해

전년도 13,571억원에서 21,09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표-7] 출자 내역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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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자산 35,372 44,688 50,630 53,931 59,952

부채 21,800 23,595 27,450 27,063 30,448

자본 13,571 21,093 23,295 26,868 29,505

매출액 2,907 3,320 4,595 4,108 4,575

영업이익 206 222 683 356 456

당기순이익 218 231 480 396 549

[표-8] 시기3 공사의 규모

 (단위:억원)  

보조금의 경우 공사의 매출(수익) 발생에 영향을 주지만 출자금은 정부가

공사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다.

출자는 자본을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제공하여 공공성이 높고 대규모 자금

이 필요한 사업을 달성할 경우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비축보조금을 출자로

전환할 경우에도 사전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야했고 기획

예산처의 승인이 필요하여 정부의 통제는 지속되었다. (한국석유공사,

2004)

1999년에 제정된 재정경제부 고시인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13조)에 의하

면 투자기관 사장이 정부투자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규정의 적용을 배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

인을 요한다고 규정하여 자체규정의 제개정을 통제하였다.

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는 기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예산편

성지침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 제21조에서 ‘재정경제원장관

은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회계연도의 각 투자기관 예산편성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는 조항을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은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기관의 사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처럼 형식은 임의규정이였으나, 통제하는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공사는 관행적으로 지침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관이 지침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는 강행규정으로 지침의 준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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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시기3(1998∼2002)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등 국가경제 위기를

감안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조조정이나 임금 동결을 방향으로 제시했

고, 인력과 조직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슬림화를 요구했다.

2002년 공공부문 슬림화를 위한 구조조정 마무리, 경영효율성 향상으로

방향을 설정하였고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권고하였다. 섭외성

경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와 낭비요인 제거를

요구하였고 정원동결원칙에 따라 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안정적 도입에서 자주개발로 확대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예산을 크게 증가시켰다. 또

한 석유공사의 유전개발부문을 메이저수준으로 육성하여 자주개발원유 확

보율 10%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다. 그리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서의 지원안을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혁신방안’을 보고하면서 이를 위한 10조원 규모

의 재원 확보를 위해 에특회계를 2010년까지 2조원 가량 확충하고 유전개

발 펀드와 주요 연기금 등 민간재원 유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5년에

731억원이었던 출자를 2006년에는 1645억원으로 늘려 2년 만에 4배 규모로

늘려 공사를 메이저급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다.(한국석유공사, 2007)

시기4(2003∼2006)에 공사는 민간재원의 유입을 추진하고 해외채권 발행

을 시작하는 등 차입조달원을 다양화하기 시작한다. 공사는 자체 자금 조

달의 확대를 통해서도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공사는 2010년

까지 총투자비 7조 원을 석유개발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7조 원 중 30%

는 정부출자, 에너지특별회계융자, 에너지 펀드 등 정부지원을 받고 나머지

70%인 5조원을 자체 조달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공사는 출자의 확대와 더불어 차입금 증가를 통해 사업 수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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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축사업 개발사업 합계 당기순이익

2003년 242,460 47,182 289,642 90,522

2004년 170,162 47,754 217,916 271,678

2005년 149,341 73,120 222,461 279,479

2006년 311,489 164,500 475,989 185,208

합계 873,452 332,556 1,206,008 826,887

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 조달에서 나아가 자체

의 신용도와 경쟁력에 기반한 국내외 금융시장 자금 조달로 원천을 확대하

고자 하고 국고의존도를 감소시켜 자율경영을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시기4는 정부의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정책에 의거하여 출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기간이기도 하다.

[표-9] 시기4 공사의 출자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편성지침 주요 내용은 초기에는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과 역량강화,

성과경영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향은

자율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자산매각 등을 통한 경영효율성 향

상, 성과지향적 운영시스템 정착, 예산성과금제도 내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 후 지침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사례에 대한 지적을 감안하여 기

준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2006년에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총인건비 증가액을 전년대비 2%로 규제하고 업무추진비의 클린카드 사용

을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포상비, 복리비 등의 인건비 보전 편법을 지침에

서 금지하였으며 여러 과목에 산재된 접대성 경비를 업무추진비에 일괄편

성하여 집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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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 2004 2005 2006

자   산 65,499 71,335 75,721 84,288

부   채 32,257 33,496 33,074 35,397

자   본 33,241 37,839 42,647 48,892

매 출 액 3,349 7,968 9,568 9,181

영 업 이 익 477 2,341 4,060 3,259

당기순이익 905 2,717 2,795 1,852

[표-10] 시기4 공사의 규모

 (단위:억원) 

시기4에 공사의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로 석유개발관련 광

구 투자액 증가와 비축유와 가스전 건설로 인한 유형자산도 영향을 끼쳤

다. 무형자산 역시 공사가 참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비로 인해 증가하였다. 부채는 비축자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면

서 안정적 비율을 유지하였고 자본은 법 개정으로 인한 법정 자본금 확대

와 정부의 유상증자 및 가스전 개발 수익향상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사의 순이익은 2005년 2,795억원까지 증가한다. 그리하여 그동안 정부

보조에 의존하던 공사 운영비를 2003년부터 비축기지 관리비만 지원받고

일반 경상경비 보조금은 자체 수익으로 충당 가능한 흑자예산 편성으로 경

영자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한국석유공사 경영실적보고서)

2007년 지식경제부는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07〜2019)를 통해 공

사를 자원개발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대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19조원 규모였다 그 중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단기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출자를 하

여 2010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는 유가완충준비금 6,955억원을 출자

금으로 추가로 지원받아 1조 3천억원으로 규모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총 출자 금액은 4.4조원에 불과, 이는 에특 연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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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축사업 개발사업 합  계 당기순이익
2007년 365,671 354,700 720,371 206,695
2008년 265,202 964,700 1,229,902 200,192
2009년 225,202 509,400 734,602 422,291
2010년 225,202    1,255,577 1,480,779 211,395
2011년 125,000 710,000 835,000 106,103
2012년  81,396 690,323 771,719  46,519
2013년 73,600 220,000 293,600 △7,157

산인 4.7조원에 미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석유개발투자에 필요한 자본규

모에 비해 소규모 수준이었다.

[표-11] 시기5 출자 내역 

(단위:백만원)

공사는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자금(4조원)외에 차입금을 통해 충당하

고자 한다. 2009년부터는 사채 발행을 증가시킨다. 공사 사업 특징상 해외

사채 발행 비중이 더 큰 바, 원화는 총 차입금의 3%정도, 외화차입금은

97%를 차지하고 있다.

[표-12] 공사의 사채 발행 현황 

원화 USD 기  타

2009년 100,000,000,000 1,490,000,000 -

2010년 - 1,700,000,000

2011년 90,000,000,000 1,905,000,000 HKD,SGD,EUR,JPY

2012년 110,000,000,000 1,250,000,000 EUR,CHF

2013년 - 1,314,440,000 HKD, EUR, CHF

합   계 300,000,000,000 7,659,440,000

이는 공사 E&P사업이 수익, 비용, 투자비가 가스전을 제외하고 전부 달

러로 발생하기에 기인한다.

해외 사채 발행은 외국환거래법의 자본거래 신고조항에 따라서 ‘자본거래

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의 제한을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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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동일하게 받는다. 그러나 신고 형식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 수시

로 기획재정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여 실질적으론 민간

기업보다 더 강화된 통제를 받는다.

“공사가 추진하는 사채발행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담당자와 수시로 접촉해

서 사전보고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사회 승인 후에 증권발행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351차 이사회 회의록-

또한 법에서 신고할 것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부채증가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감사원이나 국정감사의 지적을 바탕으로

사채발행시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검토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공운법 제정으로 지침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경영지침 전반

을 포함하는 강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경영 전반에 대한 공기업의 자율성

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지침의 분야도 공기업 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사항

‘조직 운영과 정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과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예산 이외 사항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강요했다. 이러한 변화는 당초 제도적으로 공기업에 대해 자

율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를 퇴색시켰다. 실제로 예산 편성 및 의결과정도

정부의 지침 또는 사전 협의 방식의 지시에 엄격하게 구속되었다.

이사회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지만 그 전에 지침이나 지시가 있다는 것을

이사회 구성원 및 조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어 자체의 의결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시도했지만 실제 운영할

때 실질적 간섭이 자율성을 제한했고 이런 간섭은 지침의 강화를 통해 더

심해진 것이다.

매년 정부는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 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

의 예산 및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공사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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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는 이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자체의 고유 재량은 인정하지 않

고 운영되고 있다.

예산지침은 인건비, 경비, 사업비, 예비비 등의 편성과 집행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

며 공기업은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변경사실을 기획재정부 장관, 주무기관의 장에게 예산확정 후 2개월 이내

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는 경영평가시 점검되어 평가

에 반영되며 평가 결과 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이 발생한 경우 인사상 또

는 예산상의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편성의 기본방향, 주요 항목별 편성 내용이 담겨있는데,

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봉제, 내부 성

과 평가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며 책임경영체제

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운용의 질서와 원칙을 확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 인건비, 경비,

사업비,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자금 및 기타예산, 예비비, 기타사항을 분류

지시사항을 마련하면서 ‘총인건비의 증액 기준 내지 한도’ ‘기본 상여금 및

인센티브 상여금의 계상기준 ’ ‘경상경비 증액한도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한도기준’ ‘예비비 편성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실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시 대통령이 공공기관도 투자예산의

조속한 확정, 조기집행 및 기관별 조치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를 내려

그에 따라 SOC분야, 에너지분야의 공기업들이 투자확대방안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2009년 기준 이러한 정부권장정책은 총 7건으로 청년인턴제,

공공부문 투자확대 및 예산조기집행,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장애인 및

고령자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이에 해당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권장정책

주관부처(국가보훈처, 환경부, 중소기업청, 노동부 등)의 협조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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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확인 점검하였다.

공기업은 기업성을 전제로 사업에 필요한 지출 대부분을 자체 자금을

통해 조달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영역의 통제에서 벗어나

정부기관에 비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관계법상으로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어 재무상태 악화시 국가가 공기업의 부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체 수입으로 공기업이 운영되지만 정책사업

추진 등 공공적 목적을 보유하기에 이를 추진할 경우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모호하기에 정부의 통제는

공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당초 공기업의 기업성을 살리기 위한 자율성은 침해되고 제한된다.

(김지영, 2011)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를 감안,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

화를 통해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2010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경영자율권 응모 희망기관으로 하여금 자율경영계획서를

제출받아 대상기관을 선정, 선정 기관에서는 기관 실정에 적합한 인력·조

직·예산 부문의 경영자율권을 스스로 신청하게끔 하였다. 그리하여 외부전

문가와 기획재정부로 구성된 TF에서 경영자율권 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

하였다.

그러나 이런 자율권 부여에 대해 기재부장관은 자율경영계획이행실적을 1

년 단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보수 등에 연계하도록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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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우  수 보  통 부  진

지속 여부 지속 회수

기관장
인사 연임 건의 - 자진사퇴

성과급 성과급 차등 지급 미지급

임직원 성과급 1등급 범위
내 가산 - 1등급 범위 내

차감

[표-13] 자율경영계획 평가

 

경영자율권 대상기관으로 선정시 인력과 조직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여

기존의 정부 협의과정에서 생긴 어려움을 탈피하고 목표 초과달성시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목표 협의 과정에서 기

존 목표 대비 20~30% 초과 목표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목표수준 설정할

가능성과 미달시 확보되었던 자율권도 반납해야 하고 정원 축소, 성과급

미지급, 기관장 해임조치 등 제재를 받아야하는 단점도 있었다. 그리하여

검토 결과 공사는 응모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목표 설

정 및 평가에 관대했으나 그 후 과도한 목표 설정을 정부가 요구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고 제도에서 부여하는 자율권의 인정범위가 넓지 않아 협의

과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서였다.1)

시행 초기 계량평가가 100%로 실적보고서 작성 등의 행정 부담이 없었으

나 그 후 비계량평가가 15%로 오히려 기관장 평가(10%)보다 높고 당시

공사는 대형화 추진으로 사업과 인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및

인력 확보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대형화 달성

을 위해 정부의 출자 및 정책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었기에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응모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한국석유공사, 2011).

1) 정부는 2010년부터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을 실시, 대상기관은 자율공모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T심사를 거쳐 선정, 최초 4개기관이 선정되어 기획재정부

와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4~6개 기관이 참여(인천국제공항공사, 가

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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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1
‘79-’83

시기2
‘84-’97

시기3
‘98-’02

시기4
‘03-’06

시기5
‘07-’13

자금
조달

사 채 발 행 , 
차입, 상환 
: 동자부 
장관 사전
승인 및 재
무 부 장 관 
협의 요 

장기차입금 
및 사채발
행, 상환 
등 이사회 
의결

일 시 차 입 
이사회의결
삭제, 경영
공 시 사 항 
추가(사채원
부) 

민 간 재 원 
유입 추진
( 유 전 개 발
펀드), 해외
채권 발행 
차입조달원 
다양화)

해외사채발
행 규모 급
중,  신고 
조항 불구 
기재부 사
전 협의 

출자

동자부 심
사, 재무부, 
경제기획원 
사전 협의

시기, 방법 
재무부권한
* 출자전환
된 비축자
산 대여시
엔 주무부
장관 사전
승인

에 특 회 계 
출자대상기
관 공사 명
시로 비축
보 조 금 을 
출자로 전
환(산자부, 
기예처 승
인 요) 

자원개발전
문기업육성
정책에 의
거 출자금
액 확대, 
산자부, 기
예처 협의 
필요

이익준비금 
자본금 전
입시 기재
부장관 사
전 협 의 무 , 
주무부장관 
보고

회계 
규정 

동자부, 
재무부장관  
사전 승인 
후 자체 

규정 제정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개정 
가능, 

사전승인요
구 폐지

정부투자기
관회계기준 
적용배제시 

주무부, 
재경부장관 

승인 요 

정부투자기
관회계기준 
적용배제 
시 주무부, 

재경부 
장관 승인 

요 

공기업회계
기준 

적용의 
배제(주무
부장관, 

기재부장관 
승인 요) 

예산 
편성지

침

경제기획원 
작성, 국무
회의 심의, 
대통령 승
인 얻어 시
달 

경제기획원 
지침 작성 
및 통보 의
무, 지침에 
따른 예산
편성 의무
(강행규정) 

기예처 지
침 작성 및 
통보 임의
규정, 지침
준수의무(강
행규정)

인건비 보
전 편 법 을 
지 침 에 서 
명시적 금
지(2006) 

예산안작성
세 부 지 침 
시달, 공운
위 심의 의
결거쳐 지
침 통보 의
무, 준수 의
무

예산
편성절

차

동자부 사
전 심사, 
경제기획원 
조정, 국무
회의 사전 
심의

주무부 사
전협의 후 
이사회 의
결, 경제기
획원/ 감사
원/주무부
사 후 보 고 
의무 (심사 
및 조정 절
차 폐지) 

사 장 편 성 
이사회 의
결, 변경시 
기예처/감
사원/주무
부 사후보
고

기예처, 주
무부 비공
식적 사전
협의, 이사
회 의 결 로 
편성 후 기
예처, 주부
무, 감사원
장 사후보
고 의무 

지침 위반
시 경평결
과 반영, 
예산상 조
치/예산변
경시 기재
부, 주무부 
보고 의무

예산 
집행

예비비 사
용, 이월 
등 동자부
장관 사전

예비비 사
용, 이월 
등 이사회 
의결로 가

집 행 실 적 
보고, 이월
시 기예처,
주무부, 감

세 수 부 족 
우려 에특
회계 지출 
중 공사사

예산조기집
행권장, 기
재부 실적 
사후 점검

[표-14] 시기별 재무예산 영역 변동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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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요, 
승인시 경
제 기 획 원
장, 재무부, 
심계원장에 
통지

능하게 규
정 

사원장 보
고 ( 실 제 로 
사전 승인)

업분야 조
기집행 요
청(산자부)

이월시 보고 
동일

기타
석유사업기
금 동자부 
관리 

에 특 회 계 
편입에 따
라 경제기
획원 관리 

기획예산처 
독립사업단 
설치 권장
(민영화대상
우려, 불참)

기획예산처
주도 에특
회계 활용 
공사 육성
방안 보고 

경영자율권
사업 응모 
보류 

제 2 절 조직인사영역

설립초기 조직인사 영역은 감사를 임면할 경우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상으로는 주무부장관의 통제만을 요구하였다.

당시 공사법은 부사장 및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여 업무집행권과 심

의의결권을 내부에 일임하는 대신 사무소 및 지사 설치 등을 동력자원부

사전 승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조직인사에 관해서는 동력자원부 장

관의 인가 내지 허가, 승인, 보고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경제기획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 규정을 통해 조직인사영역에 영향력

을 행사하였고, 임원 임명시에도 이러한 통제는 비공식적으로 강하게 작용

하였다.

공사의 사장은 동력자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해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하며 감사는 동력자

원부 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면하는 것으로 공사법에서 규정하였

다. 임명권한을 통해 정부는 공기업의 의사결정 주체인 기관장인 사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

시기1(1970∼1983) 공사의 사장은 관료출신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면되었

다. 1979년 2월27일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의 임명으로 김O조

전 외무부장관이 한국석유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하고 아울러 공사

사장의 제청 및 동력자원부 장관의 임명으로 이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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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재임기간 경력 임면방식

김O조 1979.3~1980.10 관료 장관 제청, 대통령 임면

이O조 1980.11~1986.1 관료 장관 제청, 대통령 임면

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감사가 임명된다.

[표-15] 시기1 공사의 사장 

초대 김 사장은 외무부 장관 출신으로 ‘거물’이라고 불리며 산유국과의 관

계 개선에 앞장섰다. 그러나 그 역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국회, 관계부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 입장에서는 ‘거물’사

장이 들어와 산하기관인 공사를 다스리기 어려워 껄끄러워했으며 국회의

제약도 받게 된다.

“외무부장관 지낸 김O조 사장에 대한 야당 의원의 ‘거물 길들이기 작전’

으로 ‘김사장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내지 않고 회의에 출석도 않는 것

은 국회 권위를 모독’이라며 호통”

- 동아일보(79.3.30)-

규정상으론 이사회가 공사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사회의 권한 자체가 제약이 많아서 실제론 재량이 거의 부여되지 않았

다. 규정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을 나열하고 있어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주요 정책사항이 아닌 세부사항에 그쳤다.

기관의 조직인사의 자율성은 유무형의 성과창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에 설립 직후인 공사의 입장에서는 조직 확대 및 증원의 자율성이 중요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 가령 1981년 상공부 주도하에 상위직이 비대한 기구

에 대한 정비 지침이 정부투자기관에 시달되자 공사는 이를 그대로 수용,

공사의 성장전략을 감안하면 설립 이후 영역 확장과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하는 시기임에도 규모를 축소한다. 그에 따라 일명 ‘투자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합리화 정책’ 실시에 부응, 공사는 임원1명, 부장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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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관  련    내   용

직제규정

(79~83)

‘79년 제3조(직제의 개폐) 공사 기구 설치 및 개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동력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단 4

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 범위 내 변경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사장이 결정, 동력자원부 장관 보고 

‘80년 제3조(직제의 개폐) 공사기구의 설치 및 개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동력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2급 이하직원에 대한 부서별 

정원의 변경과 부서간 분장업무 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하고 동력자원부장관 보고 

‘82년 제3조(직제의 개폐) 공사 기구의 설치 및 개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동력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직급별 정원범위 내 부서별 정원의 변경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사장이 정하고 동력자원부 장관 보고

차장 1명 과장 3명을 감축한다.

당시 공사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동력자원

부장관의 승인(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을 얻어야 했다. 공사가 정한 자체 직

제규정에서 기구 설치 및 개폐에 대해 동력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규정하고

4급 이하 직원의 정원 범위 내 변경은 동력자원부 장관의 보고사항으로 정

하였다. 그러나 이런 내부 규정은 명목상 존재할 뿐 실제로는 별도로 직제

개편 세부 내역을 미리 동력자원부와 협의하였다. 이렇게 명문규정과는 별

도로 공사는 조직인사 영역에서 비공식적으로 주무부처의 통제를 지속적으

로 받았다. 1980년에는 자체적으로 사규를 개정하여 2급 이하 직원에 대해

선 승인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변경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어도 실

질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었다. 이 후로 직제규정 의 개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조항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표-16] 직제규정 

경제기획원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총인건비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시달하였기에 경제기획원과의 사전협의도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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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 재임기간 경 력 임면방식 비 고
이O조 1980.11~1986.1 관료 장관 제청 대통령 임면 -
최O택 1986.1~1990.8 군인 장관 제청 대통령 임면 *
유O종 1990.8~1993.3 관료 장관 제청 대통령 임면 동자부
장O정 1993.4~1998.4 관료 장관 제청 대통령 임면 동자부

기업 관리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든 직원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

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의결기관으로 이사회 설치를 강제하고 이사

회는 의결과 집행기능을 분리시켜 그전에 집행이사가 전부 이사회에서 집

행적 사항만을 의결하던 것을 개선하고자 한다. 주무부처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기관의 자율적 경영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였다.

정부는 공기업 최고경영층 임면에 대한 정치적 개입에 대한 비판을 감안

하여 새로운 기본법 아래에서는 이를 크게 축소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기

관장만 임면하고 부사장 이하 집행간부 임면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이 되도

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최고경영자인 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면하였고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하

도록 하고 있어 사장, 부사장 및 이사들을 포함하는 최고경영관리진의 구

성이 외부임명권자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다.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할 부사장 및 집행이사들이 주무부장관에 의해 임면되기에 사장의

경영관리가 제한적이었다.

[표-17] 시기2 공사의 사장 

1990년 3월 최O택 사장이 국회에서 당시 동자부 사무관에게 따귀를 맞은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동력자원부와 공사의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로 이후 공사는 동력자원부 출신의 관료를 사장으로 맞이하면서 관계 개선

을 시도한다. 자체의 경영자율권이 미약한 공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무부

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

하여 시기2 공사 사장은 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 관료출신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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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동자부는 유개공이 못마땅했다. 산하기관이면서 말도 잘 안 듣고

동자부를 무시한 채 일을 벌이는 그 자체가 미웠다..”

-매일경제 92년8월28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각 투자기관들은 현행 임

원이 집행간부로 옮길 경우 임기를 잔여기간만으로 할 것인지, 차장 제도

를 존폐할 것인지 등에 대한 혼란을 겪다가 정부에 추가적인 지침 작성을

시달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경제기획원은 각 기관의 이사장 회의를

소집하여 이사회 운용지침을 시달하는 등 기본적인 것은 사장 재량에 맡기

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결국 공사의 정관, 사규 등은 기본적

으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볼 수 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정관, 이사회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관

련 규정 등 정부에서 개별기관에 맡겨놓으면 개별 공기업마다 자체 이사회

에서 다 한다는 기관도 있을 수 있기에 과거 경제기획원시절부터 미리 지

침을 주셨습니다.”

-제353차 이사회 회의록-

1984년 8월에는 ‘정부투자기관 경영조직 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이사의 수

(10인 이내 적정수), 차장제 폐지, 직급별 계급 정년제 도입, 집행간부 정수

나 명칭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였다. 이 지침에 의거 공사는

상임이사를 폐지하는 대신 집행간부제도를 신설하여 소관부문의 경영성과

에 대해 집행간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사업부제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을 실시하여 4개의 기능별 본부(개발, 비축, 건설, 관리)를 구성한다.

한편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된 후 올림픽위원회 직원 3명을 동력자원부가

공사에 강제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지방대생 채용할당제를 시행하

여 50%이상을 지방대생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공사는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정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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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 내 비능률을 일소하는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직제규

정에 명문화되어 사실상 정부의 통제대상이었던 ‘과’ 단위 이하의 조직개편

을 직제규정시행세칙에 위임한다. 또한 인력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목

표를 두고 기구 통폐합 및 부서 기능조정을 실시하여 본부장인 1급 1명이

감축되었고 1사업단 및 1과가 폐지되었다. 이는 조직 내실화를 다져 능률

적인 조직체계로 변화하기 위함이었다. 1994년 8월에는 정부 개혁정책과

연계하여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석유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석유시

추(주)를 시추선사업본부로 흡수, 통합하였고 국내 대륙붕 탐사 중단에 따

라 조직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 1995년 6월 조직단위인 ‘부와 과’를 각각

‘처와 부’로 격상하였는데 이는 정부투자기관의 일반적인 조직체계와 일치

시켜 대외 업무 추진시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였다. 1996

년에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영자립계획에 부응, 기획기능을 강화하는 조

직개편을 실시하고 정부의 석유산업 자유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한다. 아울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이사장제도가 폐

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1997년에는 직제규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공사의 조직인사 영역 자율성은 주로 증원 즉 인건비로 제한되었다. 이

시기에는 경제기획원외 노동부에서도 임금교섭에 개입하였는데, 매년 ‘임금

조정지도지침’을 만들어 <임금체계 합리적 개선, 임금격차 완화>등을 유도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도 임금, 상여금에 대한 지침 규제

내용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노동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가령 1986년 노동부의 임금인상 지도지침은 자율권 확대 분위기에 편승하

여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해 임금인상을 정하며 대촐초임을 100% 기준으로

하여 고졸 임금을 단계적 조정, 학력간 격차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부의 임금지도 지침은 획일적 인상률을 제시하던 방식

을 개선하여 예산편성지침에서 자율적 노사협의 방식을 권장하고 사회전반

적인 자율화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1989년에 폐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당시 공무원에게 적용된 인상률인 13.6%보다 낮

은 수준인 9.4%로 인상을 하는 등 철저하게 지침을 준수하였다. 또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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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정부의 임금정책에 협조하여 3급 이상 및 신입의 인상분 지급을 동

결하고 다음 해에는 추가 증원 소요를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사업단을 폐

지하는 등 정부의 경영개혁추진방안에 부응하여 인력 증가를 최대한 억제

하고자 하였다.

1995년부터는 임금조기타결보너스(최고30%)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기본급

외에 기관장이 임금을 재량으로 총액의 1∼2%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경영개선조건부 차등인상제가 도입되었다.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공사는 95

년에는 인상률 최대치 범위 내인 기본급 3%, 경영개선 성과급 2%를 합한

5%를 96년에는 기본인상률 5%에 확대된 경영개선조건부 인상률인 3%를

더한 8%를 인상한다.

1997년 지침에서는 인건비와 경상비 총액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경상경비

절감액을 인건비 인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시기 공사의 조직인사 영역 자율성은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론 공사 자체의 조직 변경도 힘들 정도로 미약하였다.

법과 제도가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과감하게 적용하기 힘들었고 조직 개편

방향조차 정부가 시달해주는 지침에 의존한 것이다.

시기3(1998∼2002)은 IMF후 공공부문 경영혁신을 지속시킨 시기로 1999

년에는 주무부장관의 관여 여지를 줄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장추천제

를 도입하고 정부이사제를 폐지하는 한편, 상임이사와 민간 비상임이사 병

존체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사장경영계약제도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임원의 임면에 있어서도 비상임이사의 경우 사장 추천, 위원회 의결을 거

쳐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특히 당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

제부의 재정관련 부처가 강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처럼 주무부처의 통제가 아닌 재정 관련 부처의 강한 통제가 시기3(1998∼

2002)부터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사회는 투자기관의 경영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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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 재임기간 경  력 임면방식 비 고

나O선 98.5~2001.5 정치인 장관제청, 대통령 임명 내정

이O용 2001.5~2002.7 군인
장관제청, 대통령 임명

(사장추천위원회)
공모

이O수 2002.8~ 군인 상동 공모

운영계획의 심의, 확정, 인사보수직제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였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하여 이전 시기의 10명에 비해 증가했다. 이전에 당연직 정부이사 2인, 비

당연직 외부영입이사 7인으로 구성되던 것을 상임이사는 사장 포함 7인,

비상임이사는 8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정부 이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정부이사제도는 폐지되었으

며, 대신 사장 임명과 이사 임면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

등 제도적 절차가 추가되어 99년 이전까지의 공기업 이사 위주의 자율적

운영에서 보다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김준기, 2009) 사장

임명에 있어 사장추천위원회가 새로이 도입된 것도 이 시기의 특징 중 하

나이다. 사장이외의 상임이사에게도 연대배상책임이 부담되어 이전보다 책

임에 관한 부분이 강화되었다. 이사회의 경우 비상임이사만이 참석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장 선임 및 해임건의, 사장과 경영계약 및 경영성과평가 등

사장에 대한 견제와 관련하여 운영되었다.

시기3(1998∼2002) 공사의 사장은 정치인에서 군인출신으로 변화하였다.

공기업 관리제도 변경으로 공모를 실시한 이후에도 군인출신의 사장이 임

명된 것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이 많았는데, 이는 자격요건상으

로 ‘기업경영 및 석유산업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규정해놓

고 실제론 석유산업 경험이 전무한 자를 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

[표-18] 시기3의 공사 사장

IMF 외환위기 후 각 공기업은 매년 시달되는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토대

로 기관별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는 소관 공기업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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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종합하여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설치된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했다. 추진 실적 역시 공기업별로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하

고 주무부처는 이를 종합하여 동일한 절차에 의거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인력증원, 조직확대, 자회사 신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주무부처와 협의하고 주무부처는 이를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분기별로 보

고하였다. 인건비, 복리후생경비, 업무추진비 지급 수준 및 기준을 변경할

경우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보고를 할 의무가 있었다. 공사는 IMF사태에

따른 비용예산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처우개선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3%

절감하고 신규채용 억제로 인건비 10%를 추가로 절감하고자 하였다. 그리

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와 신규

임용을 억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공채를 중단한다. 채용을 중단한 것

외에 당시 주 핵심사업이었던 비축기지 인력 효율화를 실시하여 1단계로 2

회(98년, 99년)에 걸쳐 전체 비축지사에 대한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을 단

행한다. 2001년부터는 2단계로 비축기지 규모가 작고 사업활성화가 어려운

제품기지를 관리형 기지화하여 조직 축소 및 인력을 감축하여 운영한다.

시기3(1998∼2002)에 공사에 대한 조직 인사 영역 통제는 이처럼 구조조

정시기를 맞이하여 인건비나 증원을 억제하는 방향이 지속되었다.

정부는 매년 지침을 시달하여 이를 통해 인건비를 통제하여 공사의 조직

확대나 증원을 억제시켰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재량권은 거의 인정하지

않아 자율성을 제약했다. 가령 조직 개편시 공사의 본부 신설에 대해서도 정부

(기획예산처)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된다.

“ 본부를 신설한다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이 본부 신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307차 이사회 의사록-

결국 전반적인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이 자율성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

하였다 하여도, 재무 및 조직인사영역에서 공사가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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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석유산업을 중시 하던 동력자원부의 폐지(93) 이후, 상대적으로 주무부처

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재무, 조직인사 영역에 대한 재정경제원-기획예산처의 통

제는 갈수록 강화되었다.

2001년 이후에는 ‘독립사업단’ 설치가 고려되기도 하였는데, 공기업 업무

중 준독립적 성격을 가진 업무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직

을 독립사업단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인사, 예산, 독립된 재무제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독립사업단은 반드시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

니며 공기업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공사의 경

우 사업 성격상 독립사업단 유형에 관련성이 높은 가스개발사업단이나 시

추선사업처를 후보로 생각하였으나 향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하였다.

시기4(2003∼2006)에 사장은 종전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비상임이사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사장추천

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하여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

록 하고 있다. 비상임이사와 민간위원들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영하는 것은 사장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

었다.

개정된 기본법에서는 내부지배구조의 하나로써 사장경영계약제도와 인센

티브 상여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선정할 때에

미리 경영목표, 성과급 등의 내용이 필요한 계약안을 작성하고 정부투자기

관은 사장이 임명된 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매년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을 평가

하여 다음 연도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다.(김준기, 2009)

정부가 시달한 경영혁신지침에 따르면 인력은 동결되고 증원과 조직 확대

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정보

화나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통해 원칙적으로 확대요인을 자체 흡수토록 했

다. 공사는 이 지침을 토대로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 보고하

고 각 부처는 개별기관에서 수립한 경영혁신계획을 종합해 정부혁신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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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 재임기간 경 력 임면방식 비 고

이O수 2002.8~2005.11 군인 장관제청, 대통령 임명(사장추천위원회) 공모
황O열 2005.11~2008.8 민간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임원추천위원회) 재공모

원회에 보고해야 했다. 기획예산처는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

단을 구성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기4에 기업인인 민간 출신이 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대통령의 측

근 인물이라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기관장의 대표경력이 관료, 군인에서 민간으로 되었다고 자율성이 증진

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 오히려 공사 입장에서는 처음 민간인 출신 기관장

이 임명되었을 때 특정 민간업체 CEO출신이 공사 사장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또 당시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배경 때문에도 반

발이 있었거든.”

-현직자-

[표-19] 시기4의 공사 사장

정부는 2003년 이후로 정책을 선회하여 채용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변화

한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업무량이 늘어난 공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증원이 장려되었다. 정부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04.3)을 제

정하고 대통령 소속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공기업

을 고용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29세 이하 신입

사원으로 매년 채용하도록 하였다.

기획예산처는 2004년부터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시달해 지역인재

추천 채용이나 장애인 적극 채용을 지시하였다. 또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사업 진출이나 조직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인력수요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증원을 허용하는 방침을 수립한다.(김준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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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처럼 채용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2003년에 공기업

최초로 장애인 가점을 도입하고 그 비율을 점차 확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2004년에는 학력제한을 폐지하였고, 직급체제를 단일화하였으며 2005년에

는 나이제한도 폐지, 이공계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다. 2006년부터는 채용

예정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별도로 선발하는 채용할당제를 시행

한다.

정부의 공기업 관리정책은 이 ‘공운법’ 제정 이후로 크게 변화한다. 상업

성이 큰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감독과 경영감독으로 이원화하여

주무부처가 종전과 같이 사업감독을 수행하되, 경영감독은 이해관계에서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인 공운위(실질적으론 당시의 기획예산처)가 담당하도

록 하자는 것이었다.(곽채기, 2013) 업무감독권한 중 기획재정부와 주무부

처가 행사하는 업무감독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

획재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무부처는 보충적,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공운법의 제정 취지는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혁을 통해 공기업에 자

율성을 부여하여 성과를 높이고 비효율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러한 취지에 어긋나게 정부의 개입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놓았고 그로

인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명목상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었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오히려 세부적으론 정부의 ‘비공

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개입’(김준기, 2009)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

용되게 된다.

시기5(2007∼2013)에는 임원선임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견제임원인 비상임이사와 감사에게도 직무수행실적 평

가를 실시하여 연임, 해임과 연계토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견제시

스템을 정상화하였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개별 임

원활동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공사는 공운법이 제정된 2007년에는 공기업 중 준시장형공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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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가 규모가 차츰 성장하여 2009년 자산 규모 2조원이상에 자체 수입

액 85%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다.

이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석유공사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했으나 2010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출신의 비상임이사가 기획재

정부 장관의 임명과 지식경제부 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절차를 거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

장을 겸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 외부의 영향력이

준시장형 공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도록 한 것이다.

선임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갖도록 함으로써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초 시장형 공기업을 분류하는 취지와는 상반된 것인데 당초 취지는 이들

기관에게는 민간대기업과 같은 자율성을 보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

으로 육성하고 향후 민영화 검토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대상으로 다뤄

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성명재, 2009)

이사회의 경우 그 구성을 비상임 이사 비중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였

다. 이사의 정수를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

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사회 책임성 강화에 맞추어 이들에게 기관경영

감시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즉 이사회에 기관장 해임건의

권을 부여하였고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과 자료요구권을 신설하여 견제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임원 인사권은 주무부처 중심이던 종전에서 분화되었다. 상임이사 임명권

은 기관장에게로, 비상임이사 임면과 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되

었다. 또한 기관규모에 따라서도 소규모 기관은 임명권자가 주무부장관이

지만 대규모기관인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기업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기관장 후보자와 경영계약 내용

과 조건을 협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기관장의 경우 그 추천권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정한 것은 개입의 여지

를 열어 두어 자율성을 여전히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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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 재임기간 경 력 임명방식 비  고

황O열 2005.11~2008.8 민간 임원추천위원
회, 공공기관운
영위원회 심의,
장관제청 대통
령임명

재공모

강O원 2008.8~2012.6 민간 재공모

서O규 2012.6~현재 내부 10명 지원, 
첫 공사출신 사장

“저희는 먼저 진행되고 있는 다른 기관 거를 벤치마킹을 했고 또 이 규정

제정(안)을 정부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처의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사운영지침이기에 그대로 저희는 인용을

했습니다”

- 323차 이사회 의사록-

[표-20] 시기5 공사 사장 

시기5에 공사의 기관장은 기업인, 내부 인사 출신 등으로 다양했지만 기

업인 출신의 경우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었기에 (종교, 학교 등) 비공식적인

개입은 여전히 배제되지 못했다.

“기관장의 대표경력이 관료, 군인에서 민간으로 되었다고 자율성이 증진

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 후보자 공고 내기 전에 청와대가 연임결정을 내리

면 임추위가 해체되거든. 이런 경우 공사 내부적으로 연임을 반대해도 대

통령의 의지로 연임이 결정되는 거잖아.”

-퇴직 임원-

한편 2007년 기획예산처는 경영지침을 수정하여 공기업은 이사회 개최 7

일전까지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에 이사회 안건을 통보하도록 한다. 이는

과도한 임금인상이나 복리후생을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른 휴가 확대, 조위금 및 수

당의 신설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지를 확대하는

안건은 이사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공사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으로 조직의 확대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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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반드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

이나 상위직 증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직급을 신설하거나 유사직급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따라서 공사의 조직이나 인력의 변

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솔직히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실제는 가서 협의를

하고 있지. 3항에 조직변동(확대, 축소, 재편)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부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최근에 한 조직 개편의 경우는 조직 확대

라기보다는 재편이었음에도 규모가 커서 사전 협의를 거쳤어.”

-현직자-

조직인사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조직 확대나 인력의 증원의 경우뿐

아니라 임원 임명시 적정성 여부나 조직 단위의 명칭 등 사소한 영역까지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사회 회의록에서 알 수 있듯이 처 단위의

명칭 문제까지도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의 스크린을 받고 있는 것이다. 조

직인사영역의 경우도 이사회 구성원이 정부와 사전 협의사실을 다 인지하

고 있기에 제도적으로 부여한 자체적 조직개편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은 형

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

“이사 : 직제개편하면 지경부 뭐 이런데서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의장 : 상의는 이미 했습니다. 지경부, 기재부 상의는 일단 끝냈습니다.

사장 : 이런 거는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스크린이 된 것입니다.”

-제375차 이사회 회의록-

또한 공사가 상대해야 하는 정부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뿐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승인까지 필요하여 결국 이중의 보고 및 승인을 거쳐야 해서

절차적 지연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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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정부하고 협의하는데 이게 사실은 협의하는 과정이 며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6개월, 필요에 따라 한 10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

게 기재부의 뜻을 어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팀은 권한은 우리한테 줬지만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조율은 필요합니다.”

-제378차 이사회 회의록-

특히 2007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 현원차에 따른 잉여예산을 인

건비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

실적평가시 인건비 예산 편성시 인상률을 위반한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하게끔 하였다. 이처럼 예산편성지침 중 인건비에 대한 제한은 지침 위반

시 초과금액만큼 삭감을 하거나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는 방향으로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건비 외 별도로 기획재정부에서 각

기관별로 경영효율화 추진을 기관 목표로 반영하도록 하여 공사는 비축건

설 인력과 관리지원 인력을 전환 배치한다.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등 정책을 변화한다. 그리하여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 대졸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대졸초임

인하를 위한 공공기관 부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촐초임 삭감에 대한

권고가 각 기관에 통보된다. 이에 따라 공사 역시 대졸초임인하 추진계획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기획재정부에서 획일적인 권고를 통보하였고, 이

사실을 인지한 이사회 구성원은 이를 반영한 공사의 대촐초임 인하건

의결에 찬성한다.

“정부에서 방침을 획일적으로 정해서 부여했기에 우리로서는 그냥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경영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과 정부 방침을 따를

경우 어느 정도 조화를 이뤄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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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차 이사회 회의록-

이처럼 공기업의 이사회는 관계부처의 정책 내지 의지가 반영되는 통로

역할에 불과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에 운영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여

자체의 의견과 상반되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서 공운법상 302개의 공공기관에 청년인턴제를 실시할 것을

시달한다. 그리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하여 이행을 사실상 강제한다. 정원의 3%이상을 채용해야 했으며 4%

이상이 되어야 만점을 받도록 설계한 것이다.

기관별 채용인원 역시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명목상으로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채용실적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의거 매년 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채용영역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조직인사 영역에 대한 주무부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기획재정

부에 비해 미미하고 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기에 공사 입

장에서는 간섭만 늘어난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주무부처는 기존의 통제를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어 공사는 가령 상임이사의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두 곳의 통제를 여전히 받아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장 : 정부에서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어 아직도 해결안해주고 컨펌안

해 놓은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달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 나와서 기

재부하고 얘기하고 지경부하고 얘기하는데 두 달이 넘었습니다. 자꾸 대답

을 안 해주니까 말이에요.”

-제345차이사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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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기1
‘79-’83

시기2
‘84-’97

시기3
‘98-’02

시기4
‘03-’06

시기5
‘07-’13

임원

동력자원부
장관 제청, 
임 면 ( 감 사
는 재무부

당연직 정
부이사 2인
비상임이사

사장추천제 
도입, 정부
이사 폐지
(상임+비상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임원추천위
원회 도입, 
기재부장관
이 비상임

특히 공사는 정부의 경영효율화 방침과 별도로 대통령 지시로 대형화 정

책이 실행되어 조직 인사영역에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형화가 지상과제인데 22명만 채용해가지고 대형화가 되겠습니까? 대통

령께서는 대형화를 하라고 하는데 그럼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원은커녕

돈 주지 말아라, 사람 뽑지 말아라 해놓고 플랜카드만 선진화, 대형화 하

는거 같아요”

-제345차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의 대형화지시에 의해 2008년 2월에는 대통령훈령으로 ‘공기업 등

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다. 훈령 제4조(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 규정에 의해 주무부장관에게 해외고급 기술인력 채용의 경우

별도의 보수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해외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함에 따라 긴급히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원외 인력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협

의를 의무화하고 있어 해외사업 영역에 대한 인력 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

장 역시 명목상으로만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사는 이 규정에 의거하

여 2009년과 2010년에 해외 전문인력 2명(인사고문, 기술연구원장)을 특별

채용한다. 해외사업 영역에 국한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고, 이 역시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계를 지닌다.

[표-21] 조직인사 영역 시기별 변동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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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협의) 임) 이사 임면, 
공운위

경력 관료(비동자부) 군인, 관료 정치인, 군인 군인, 민간 민간, 내부

지침

상위직비대
기구 정비
지침(81)시
달, 감축 
실시

이사회운용
지침, 경영
조 직 개 편 
지침 시달, 
임금인상지
도 지 침 ( 노
동부 시달)

이사회구성 
및 운용지
침, 경영혁
신지침, 공
기업 민영
화 및 경영
혁신계획

기획예산처
경영혁신추
진지침, 국
가안전보장
회 의 지 침
( 위 기 관 리
조직 신설) 

조 직 운 영 , 
정원과 인
사관리사항
지침, 이사
회 개 최 전 
안건 사전 
통보 의무

조직
운영

기 구 설 치 
및 개폐(사
무소, 지사 
설치) 동자
부장관 승
인 요

직제규정에 
명문화되어 
통제대상이
던 과(2~5
급)단위 이
하 조직개
편을 시행
세칙에 위
임

IMF위기극복
동참 조직슬
림화
증원, 조직확
대, 자회사 
신설 불가피
시 주무부처 
협의, 혁신추
진위 보고 

인 력 규 모 
재 산 정 을 
통한 감축
(03-05)
적정인력규
모 도출 노
력 지속,총
인건비인상
률 위반시 
감액조치(06)

조직확대, 증
원 주무부,기
재부장관사전
협의의무, 상
위직 증원목
적 직급신설 
금지, 조직변
동시 기재부 
통보의무

채용

자체 내규
로 직원자
녀 5%가산
점 부여
(80)

올림픽위 직
원 동자부 강
제채용지시
(88), 지방대 
채용할당제 
50%이상(89), 
퇴직자녀 특채 금
지(94)

98-02) 공
채 중단, 
인 건 비 
10% 절감

채용확대정
책에 부응, 
장애인 가
점(03) 학
력제한폐지
(04), 연령
제한 폐지
(05) 실시

청년인턴제 
등 준수여
부 기재부/
노동부 실
적제출, 경
평반영, 채
용시기 사
전 공개

보직
기타

4급이하 직
원변경 동
자부장관보
고(79), 2급
이하 직원
(80), 과장
급이상 비
중 경영개
선사항 관
리(81)보고 
직급 구분 
삭제(82)

지침에 의
거 차장제 
폐지, 집행
간부제 신
설
기본법의거 
이 사 장 제 
폐 지 ( 9 7 ) , 
주 요 직 원 
인사상 변
동 보고 최
소화 지침

비 축 기 지 
인력 배치 
조정(98,01) 
조 직 축 소 , 
인 력 조 정 /
독립사업단
지정시 별
도 인사, 
자 율 부 여 
권장(불참)

직급체제단
일화, 경영
혁신전담조
직설치(05)
비핵심업무 
외 부 위 탁 
확대, 비축
부문 슬림
화 , 석 유 개
발조직 확
대

3급이상 직
원 업무수행
능력 부족시 
팀원으로 발
령, 성과관리 
강화(07) 보
직관리 원칙 
경력개발제 
도입(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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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업영역

동력자원부 설립 이전에 에너지정책 주관부처는 상공부였고 당시 현안업

무는 석유사업이 아니라 수출촉진, 중화학 육성으로 분산되었다. 비축이나

석유개발의 경우 막대한 투자비를 요하는 사업이었기에 정부의 한정된 재

정 형편으로는 지원에 한계를 보유할 밖에 없었다. 게다가 공사가 설립되

기 전인 1975년에 추진되었던 석유비축사업은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의 반

대로 표류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정책 전담부서로 1978년 동력자

원부가 설치되고 정책실행기관으로 공사가 설립되면서 비축사업은 추진동

력을 확보한다.

1979년 2월 대통령 주재 특별대책회의에서 석유비축방침이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관계부처들이 비축사업의 당위성을 공유하였다. 비축사업은 이

러한 당위성과 함께 과업환경이 국내에 한정되어서 실행상의 불확실성이

적었기 때문에 정연하게 전개되었다.(김호철, 2010)

동력자원부는 석유사업기금의 징수를 통해 비축재원을 조달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사를 수행 주체로 석유비축계획을 확정하였다. 정

부 주도로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사업상 자율성은 제약되었다.

시기1의 특징은 공사는 정부지시 사업을 위주로 추진한 공단 성격을 지닌

것을 들 수 있겠다.

공사 입장에서는 국내 석유산업이 충분히 육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축시

설도 불과 수일분에 지나지 않아 비축정책의 입안 및 시설 확보, 비축유

구입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야 했다. 동력자원부

장관은 사전에 공사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

독권,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한 보고요구권과 검사권(공사법 제31조)을 가

지고 사업영역의 모든 부분에 대해 통제하였다.

시기1(1979∼1983)에 공사의 사업을 규제하는 법으로는 석유사업법, 해외

자원개발사업촉진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들 수 있다. 석유비축사업, 해

외석유개발사업, 국내대륙붕개발사업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주로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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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력자원부의 통제하에 놓였었다.

그러나 1978년 해외자원개발촉진법 제정과정에서 동력자원부는 해외자원

개발기금의 설치를 주장한 반면, 경제기획원은 이를 반대하여 결국 기획원

의 의견이 관철되기도 하였다.(김호철, 2010) 오일쇼크로 인해 1977년 제정

된 석유사업기금법으로는 해외유전개발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

시기 석유사업 기금은 초기엔 비축, 안정 용도로 그 이후엔 석유개발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만을 지원하였다.

석유개발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뿐 아니라 자금의 회수기간

이 길어 영세한 자본 규모로는 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게다가

사업성공률은 저조하고 위험부담율이 높아 쉽게 민간 기업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81년 4월 제14차 경제장관협의회를

열어 유전개발에 소요되는 총예산 중 80%를 정부가 성공불조건으로 지원

한다는 방침은 정했으나 법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후 1983년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확대

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원의 안정 확보를 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해외자원개발기금의 용도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

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추가하는

개정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석유개발사업융자고시가 제정되어 성공불융

자가 도입되면서 공사는 비로소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부여받는

다.

석유파동 등 국가적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공사로서는

정부 위탁사업이 주인 사업 구조를 뛸 수 밖에 없었으며 상류부문인 석유

개발사업은 자본, 기술, 경험 등의 부족으로 대부분 지분 참여 방식의 사

업을 추진하였다. 당초 공사 법 제19조 사업에는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

사, 개발, 비축 및 판매’등이 포함되었으나 정부는 주로 석유파동 이후 안

정적 도입을 위한 정책 지원에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의 역할은 비축

부문과 원유도입대행으로 한정되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 원유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정유사(유공/경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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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사  업 

비축

사업

비축시설 구축 및 구입에 집중(정적 비축 위주)

제1비축기지 인수(서울시,79), 제2비축기지 인수(서울시,82) 제3

비축기지 건설(80) : 원유 74만 배럴 입고(81), 송유관 공사(82) 

‘82 쌍용정유(S-oil)에 대한 긴급대여 이후 연평균 900만배럴 대

여 원유도입대행) 석유파동 당시 원유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정

유사(유공, 경인에너지)를 위해 원유 도입대행, ~83년 대행수수

료 726만 달러 수취

석유

개발

사업

성공불융자(82)를 활용하여 대륙붕 탐사에 집중 

한일공동광구 물리탐사(79) 5광구와 7광구(80) 

고유가와 석유탐사개발 붐을 타고 시추선시장호황, 민간 5개와 

공동으로 한국석유시추(주) 설립(82) 시추선 건조 

너지)를 위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사는 원유도입대행을 진행하였으며

1984년까지 약 1억 배럴의 원유를 국내정유사에 공급하고 대행수수료 726

만달러를 수취하였다. 그리하여 공사의 주 수익원은 원유도입대행 수수료,

정부의 경상비 보고, 마리브 광구 등 일부 광구에서의 석유개발 수익이

전부였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조달은 1984년까지는 원유

도입대행수수료로 일반관리비 등 간접 경비로 조달하였고 석유사업기금

중 비축기금으로 비축사업비를, 개발기금으로부터 개발사업비를 조달하는

등 의존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제한된 수준의

자율성을 보유한 채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수료, 보조금 등으로

유지하는 ‘공단’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또한 공사는 비축이나 개발 사

업 외에 국제 석유류 시황 정보를 수집 및 배포하여 정부의 정책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시기1(1979∼1983) 공사의 사업영역에서는 공사 자체의 수익성을 추진하

기보다는 석유안보나 원유도입 대행, 정보제공을 통한 정부 정책 수립 지

원 등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한된 자율성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다.

[표-22] 시기1 공사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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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2(1984∼1997) 기본법 제정단계에서 주무부장관의 포괄적 업무감독권

축소문제는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초안에서는 주무부처의

업무감독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경우로 국한하고 설립법에서 포괄적으

로 규정한 업무감독권을 배제키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 정책반영을 위한

주무부의 일반적인 업무 감독권을 일시에 폐지할 수 없다는 주무부처의 주

장을 결국 반영하여 기본법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

해 자율적 경영이 보장된다는 원칙(제3조)만 선언적으로 규정하였다.(한국

공기업학회, 2003)

기본법시행 후 각 기관에 시달된 정비계획은 기존의 주무부장관의 승인사

항을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결로 바꾸는 내용과 주무부장관 보고사항은 최

소화하고 업무감독은 경영목표 달성 범위내로 할 것을 포함하였다.

정부는 매년 경영목표설정 지침을 시달하여 경영목표가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부합되고 중장기계획에 연계될 것, 정부 정책방향에 부응하여

역점을 둘 사업 위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제약을 가했다. 공사는

경영목표를 재경원에서 시달한 지침에 따라 평가용으로 별도로 설정하여

주무부처의 심사조정과 재경원의 최종조정을 거쳤다.

이러한 경영목표에 대한 조정제도는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해 법개정을 통

해 1998년부터 폐지된다. 투자기관은 자율적으로 다음 연도 경영목표설정

을 하여 제출하였고 정부가 시달하는 경영목표지침 역시 1998년부터는 폐

지된다. 1984년에 도입된 경영평가제도에서는 경영실적은 경제기획원과 주

무부에 보고하고 매년 평가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경영평

가 결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있게 하여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

였다.

공사는 비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석유개발사업 또한 활성화되어

투자비 역시 증가했다. 1985년 원유도입 대행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수수료

수익은 없어지고 1992년까지 부족한 간접경비를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받

아 당기순이익은 0에 불과했지만 1993년부터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정산방

법을 재정립하여 순이익이 점차로 증가했다. 공사는 보조금을 목적비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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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성과가 드러내게끔 공사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출연금, 즉 정부에서 지원한 것과 자체 조달한 것의 비율을 계산해서 정산

할 때 자체 조달한 비율만큼 공사에게 남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여 처

음으로 공사에 순이익이 생기게 되었지”

-퇴직 임원-

1991년 석유사업법은 석유소비의 증가와 소비구조 고급화 추세에 대처하

기 위해 석유비축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개정을 실시한다. 그리하여 석유비축사업 및 국내외 석유개발사업을 동력

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석유수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그동안 동력

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던 석유사업기금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하였다.

1994년 8월에는 정부 개혁정책과 연계하여 자회사인 한국석유시추(주)를

시추선사업본부로 흡수, 통합하여 이로 인해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한편

1995년에는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당시 에너지 및자원관련

기금5개를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

하면서 석유사업기금은 폐지된다. 1997년에는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였는데 통상산업부장관이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석유비축의무자는

비축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석유비축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시킬 수 있도

록 하였다.

1995년 공사에 출자된 비축자산은 정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의 한계를 지녔지만 이를 활용하여 트레이딩 등 수익사업을 시작하고 영리

기업의 성격을 띄게 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영역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었다.

이후 공사는 본업인 상류부문의 성장과 함께 석유비축 중심이던 사업 영

역에서 자주개발 원유 확보를 위한 국내외 석유개발로 능동적으로 전환하

게 된다. 상류부문에서 199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 전후로 공사는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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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비축

사업

‘80년부터 진행된 석유비축계획(현재 3차)에 따라 저장시설 건설

과 비축물량 확대 1995년 비축자산 출자로 트레이딩(비축유), 국제공

동비축(비축시설) 등 수익사업 투입

석유

개발

사업

(국내)  ‘80년대 중반까지 외국회사(단독/공동)가 참여,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사주도

(국외) 예멘 마리브광구에 지분 참여 ’87년 생산 이후 ‘94년까지 

공사의 E&P부문의 주 수익원으로서 역할 '89년에 한국컨소시엄

(공사, 삼성물산, 극동정유, 럭키금성상사)이 미국의 피닉스사가 

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위주의 신규탐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E&P 주도형 사업 구조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다.(한국석유공사 25년사)

시기2(1984∼1997)는 석유개발, 비축사업에서의 매출액이 정부보조금보다

커진 시기로 공사의 목적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

받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1996년 공사는 경영자립 3개년 계획을 자

체적으로 수립한다. 1997년부터 시작되는 경영자립 3개년의 목표는 비축유

를 보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수수료형태로 받고 개발사업

부문에서도 수익을 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 기획본부장 : 공사의 경영자립의 의미는 에특회계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공사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이다”

-제225차 이사회 회의록-

사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정책적 성격

이 강한 비축이나 에특회계 관리 등은 보조금 형식이 아닌 정책 대행 목적

비 형식의 예산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발부문은 개

발에 필요한 투자 및 비용을 자체 수익으로 균형을 이루고 비축시설 건설

이나 비축유구입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대로 시행하나 관리비의

경우 수수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23] 시기2 공사의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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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있던 이집트 칼다광구에 지분 참여 ‘89년에 공사가 광

권 취득 후 JOA(공사, 라스모사(’90년), ENI(‘96년)) 구성 후 ’97년

에 육상광구에서 가채매장량 10억 배럴의 엘리펀트 유전 발견

시기3(1998∼2002)에 예산청과 통합하여 출범된 기획예산처는 공공개혁을

전담하여 예산을 통한 실질적 추진력을 보유한다. 공사는 정부의 경영혁신

계획방침에 따라 민간 해외유전개발지원 전문화와 시추선 및 석유비축사업

운영인력 민간 위탁을 국가정책상 추진해야 할 목표로 설정한다. 공사는

또한 수익성 추구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자립경영 3개년계획에 따라 장기

적으로 성장목표를 정부투자기관 또는 국내기업의 평균성장률에 상응하도

록 자체적으로 잡는 방향으로 전직원이 토론하면서 수익성 추구에 대해 논

의를 하기도 하였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경영목표도 결국엔 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이 되

어 기관의 경영목표를 사장 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공사는 8월말까지 사

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정해지고 이를 기초로 12월에 자체예산을 편

성하게 되어 결국 경영목표는 정부가 준 예산에 따라 설정할 수밖에 없었

다.

한편 공사는 1998년 석유개발 외에도 비축, 정보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함

을 표현하기 위해 사명을 변경했다. 실제 수행 사업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법

정자본금을 3조에서 5조로 증액하는데 이는 정부가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매년 3천억 이상 출자할 경우 기존의 법정자본금 3조를 초과하기에 이를

감안한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공사가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만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었으나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사업, 비축시설 건설 등 모든 사업

을 국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10조 2항을 신설한다.

비축사업의 경우 그간 창고에 보관만 하고 활용하기 어려웠던 비축유를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비록 제한된 범위 내지만 운용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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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하여 1998년부터 정적 비축개념에서 동적 비축으로 개념을 변경

하여 비축유를 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데 성공한다.

또한 1999년부터는 산유국과 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하여 296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선물가격차를 활용한 비축유의 트레이딩으로

1,032억 원의 수익을 실현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 개념 변화는 공기업에 책

임경영제를 확대한다는 움직임에 맞춰서 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 영역 자

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 의장 : 금년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비축유 트레이딩사업부문에서 340억

원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승

인을 받아 6백만 배럴 정도를 활용했습니다.”

-제260차 이사회 회의록-

그러나 이러한 비축자산 활용수익은 비축유 구입을 위해서만 사용가능하

고 타 사업에 전용 불가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는 비축을 통한 석

유안보라는 공공성을 위해 사업 영역에서 제한된 수준의 자율성을 공사에

부여하였다.

개발사업영역에서 공사는 외환위기 상황을 맞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

유하였던 이집트 칼다광구의 지분을 매각하기도 하였다.

1998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개정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장기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여 보다 계획적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

지원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여 국조보조대상 해외자

원개발사업에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지원사업을 추가하였다. 또

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2001년에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

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당해 사업자들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권고하게끔 개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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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사  업 

비축

사업

비축자산 활용 수익사업 시작 (동적비축) ‘99년부터 비축유

(15%)를 활용한 무위험차익거래 ’99년부터는 산유국과 석유기업

(ChinaOil,Shell 등)의 석유를 저장하는 국제공동비축사업 실시하

여 수익 확보   

※ 비축자산 활용수익은 비축유 구입을 위해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사업에 전용 불가라는 점에서 한계
석유

개발

사업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광구에서 분지탐사로 방향 전환(서해분

지, 울릉분지, 제주분지) ‘98년 이후 6-1광구 집중 탐사

이집트 칼다광구 지분 매각(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석유파동이 진정된 후 지속적으로 약세였던 유가는 2001년의 9.11 사태를

기점으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습함

에 따라 상승하기 시작,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중국이나 인

도,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의 국영석유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한국석유공사

를 지원, 육성하여 석유개발을 주도하고자 한다.(김호철, 2010)

외환위기를 겪은 후 구조조정기를 거쳤지만 공사는 꾸준히 사업을 지속하

여 1998년에는 동해가스전 탐사에 성공하여 우리나라도 95번째 산유국이

되었다. 그동안 메이저 석유기업들은 실패하였지만 우리 손으로 우리 영

토에서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이처럼 시기3은 IMF위기에도 불구 비축 및 개발 등 목적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여 성과창출을 준비한 시기로 사업영역에 있어서는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에 시달된

일괄적인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계획에는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힘들

어서 민간위탁 확대 등을 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했어야 했다.

2001년 경영평가 대책 내부보고 문서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 주도의 석유개발추

진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나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계획은 변경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24] 시기3 공사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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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4(2003∼2006)에도 공사는 차질없는 비축시설 및 비축유 확보를 지속

한다. 그리하여 정부의 3차 비축계획(1995∼2009)을 실행하였으며 석유시황

활용을 통한 국제공동비축사업으로 수익을 확대한다. 2004년 85억원, 2005

년 138억원에서 2006년은 26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트레이딩, 시설 및

비축유 대여, 입출하 수익을 합한 비축사업의 2006년 수익은 총 439억원에

달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개발 지원의지 표방이 지속되었고 자원개발정책 패

러다임은 기존의 안정적 도입에서 적극적 자주개발로 변화하였다. 기획예

산처의 주관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석유공사를 자원개발전

문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대통령 인수위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자원개발 예산은 증가하였고 동해가스전 개발 등 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저조광권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해저광물자원법 개정이 2003년에

이뤄진다.

2005년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하여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국

민경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이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에 대해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비상시 개발 해외자원의 반입명령제도를 도입하기도 한다. 또한 자원

확보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민간의 유동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펀드를 만들기 위한 개정이 2006년에

이뤄졌다.

석유개발사업영역에서 공사는 베트남 11-2광구에서 최초로 운영권 광구

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탐사, 개발, 생산 전 과정을 공사 주도로 성공하여

이후 베트남 15-1광구에서도 탐사, 개발, 생산 전 과정에 참여하여 성공을

한다. 아울러 국내 대륙붕 6-1광구를 집중 탐사하여 2004년에는 동해-1 가

스전 상업화에 성공을 하게 된다. 공사는 시기4기간에 다수의 해외광구

탐사개발에 참여하여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 광구들은 현재까지도 공사의

캐쉬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유전개발로 부채비율은 1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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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사  업 

비축

사업

비축사업은 수급안정 등 정책수행을 위한 정적비축 단계에서 

동적비축 및 국제공동비축개념을 도입해 비축자산을 활용, 수익

창출(영리활동) 단계에 들어섬 공사 최초 트레이딩으로 벌은 수

익으로 정부 지원 없이 비축유 구입  동북아 석유물류 허브 구

축을 위한 오일탱키지 사업 추진 

석유

개발

사업

6-1광구 집중 탐사하여 ’04년에 동해-1가스전 성공

(해외)  베트남 11-2광구(최초의 운영권 광구)에서의 탐사/개발/

생산(‘06) 전 과정을 공사 주도로 성공, 이후 베트남 15-1광구도 

탐사/개발/생산(’03)에 성공

 - 현재까지 공사의 캐쉬카우 역할을 하는 다수의 해외광구 탐

사개발 참여

하를 유지하였고 정부로부터 일상경비를 보조받지 않아도 되는 자립경영체

제를 일부 확립하였다.

이렇듯 시기4(2003∼2006)에 공사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개발사업의 성공으로 설립 목적을 최대한 달성했고 이로 인해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성 모두를 충족하였다. 공사는 석유비축 및 개발 등 사업 영

역에서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역량을 확대해나

갔고 최대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석유공사 본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성과

를 내고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육성정책을 펼치자 자체의 자율성을 확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25] 시기4 공사의 사업

2008년 12월 공사법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 감

독 범위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을 한다. 그리하여 제16조(감독)에서는 공사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및 생산 2. 비축유의 구입, 운용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 가공 및 생산 5.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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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경제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다고 명시하였다. 법을 개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감독할 수 있는 경우

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정부의 개입, 간섭 범위를 제도적으로 축소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선언적 의미에 그쳐 공사는 기존에 받아

오던 관행대로 주무부처의 감독, 승인을 받아오고 있다.

시기5(2007∼2013)에 정부가 행한 선진화방안에서 공사는 비축이나 지원

부문 경영효율화를 위해 자원개발기능 중심 육성인 기능조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된다. 그 후 지식경제부 차관 주관으로 선진화 실적 추진 점검회의가

열렸고 기관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이사회 의결로 완료할 것을

지시한다. 이러한 주무부처의 지침에 따라 공사는 출자회사 매각에 대한

계획을 이사회 의결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출자회사 매각 관련해서는 지식

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방침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는 회의록을 통해 확인가

능하다.

“KOL은 동해 플랫폼 가스 생산하는 배를 두 척 사서 보급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물자를 보급해주는 회사인데 저희 공사에 꼭 필요한 회사고

기획재정부가 매각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는 이것을 매각대상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매각을 금년 내에 처리하라고

합니다.”

“대한송유관 공사의 송유관 사업은 공익적 성격과 석유공급 안정을 위해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식경제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획재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의 지분과 공사 지분을 금년 중에 처분하도록 요청

하고 있습니다.”

-제354차 이사회 회의록-

이처럼 정부의 관련 부처(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의 방향이 충돌되는 정책

을 시행할 경우 공사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을 따라야 할지도 확신이 안 들

며 관련 부처에서 공사에게 자료 제출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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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목적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불필요하
거나 부당한 경영간섭을 방지함 

범위 지식경제부 공무원, 산하 공기업

원칙
정부의 경영지도 및 감독 범위는 관련법령과 경영계약에 명시
된 사항으로 엄격히 제한 지경부 장관은 경영계약체결시 공기
업에 대한 요청사항 포괄적 규정, 책임경영체제 실효성 제고 

조치 
경영자율성 보장하는 대신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 현황을 1년 
단위 평가, ‘미흡’시 해임조치 

예외

공기업 관련부서에 경영개입 불가피시 반드시 장관결재 거쳐 
시행 경영개입 불가피한 경우 : 기관장 품위 손상,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한 경우 등 불개입시 공기업 존립목적 손실
되는 경우 제한 

을 각각 요구하는 등 업무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공기업은 결국 힘이

센 부처의 입장에 따라가면서 주무부처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에 있어 업무감독권한은 관계를 형성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그리하여 소유권 행사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 중에서 업무감독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 어떻게 배

분되느냐에 따라 공공기관을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결정된다.

(곽채기, 2013) 결과적으로 공사의 입장에서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결재라인으로 두게 되는 시어머니의 간섭만 늘어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08년 지식경제부는 공기업의 경영자율성 확보

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인사, 예산 등 경영전반에 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보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기도 한

다. 지침의 내용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 지도 감독 범위를 관련 법

률과 경영계약에 명시된 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지침

을 소속공무원의 공기업 관련 업무 수행시 반드시 준수해야할 내부 방침으

로 공표하여 제도적으로 산하 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

였다.

[표-26]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보장 지침(‘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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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상경영체제 확립 협조 요청 공문 

방만 경영 
보수, 복리후생 상 방만경영요인의 제거 및 불필요한 

조직, 예산 인력 감축으로 기관별 경영효율성 10%이상 제고

실물경제

활성화
새로운 사업 적극 발굴, 경제 선순환  역할 

당부사항
공적기능과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파급효과 지

대하기에 소명감과 책임의식 가지고 경제위기 적극적 대응 

그러나 이런 제도적 개입 범위 축소는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그

후 지식경제부는 2008년 11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체제 확립 협

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달한다.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

을 지침으로 선언한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경영간섭을 방지하겠다고한지

불과 한 달만에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조직, 예산 인력을 감

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달한 것이다.

 [표-27] 비상경영체제확립 요청 공문

2008년 2월 지식경제부의 업무를 인수위에 보고하자 대통령은 자원 확보

를 위해 석유공사를 대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공사 발전방안 수립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대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 내용은 2012년까지 30만 배럴을 하루 생

산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60위권 내 석유회사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 후

지식경제부는 대형화 Task Force팀을 구성한다.

“의 장 : 지경부에서 지금 저희가 받은 과제입니다. 대형화를 저희가 과제

로 받아가지고 사실은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338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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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사  업 

비축

사업

동북아오일허브, 생산원유 마케팅 추진, 정제업(캐나다), 정책적 

석유유통사업인 알뜰주유소 사업 진출

130백만배럴 비축유 확보, 비축자산 대여, 산유국과 메이저사등 

13개사와 국제공동비축시행 2009년 이후 생산원유 마케팅 실시 

석유

개발

사업

정부 대형화정책에 따라 Ankor(08)를 시작으로 Harvest(09), 

Sumbe(09), Dana(10)등을 인수, 이글포드(셰일) 등 비전통자산 

개발에 참여 23개국 224개 사업 진행(2013년) 석유개발사업을 

통해 1,314백만배럴의 매장량 확보 국내외 광구 약 24만b/d 생

산(2013년) 

* 자산인수와 신규광구 매입에 따라 부채 급증, 생산자산 인수에 

따라 자산, 매출액 등 외형적 성장

[표-28] 시기5 공사의 주요사업 

시기5(2007∼2013)는 이러한 대형화 방안 추진에 따라 공사의 재무영역, 조

직인사 및 사업 영역의 자율성이 크게 혼란을 겪게 된다. 대형화 정책은

2008년 초 석유확보를 위한 투자환경 악화에 대통령이 ‘공사 규모를 5배로

키워’ 대응하란 취지였다. 이에 공사는 전담 T/F를 설치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나, 주로 대형화가 필요한 논리 및 기초자료 제공이라는

제한된 역할만 수행해야 했다.

“실질적으로 공사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5배 대형화 기준을 ‘생산량’으로

하는 것뿐이었고, 정부는 대형화에 대한 의견 수렴은 거치지 않은 채 일방

적으로 일정, 방법, 출자규모 등 핵심 사항을 결정하였지. 정권내 대통령

지시를 달성해야한다는 목표만 급급하여 나머지 검증과정은 거치지 않았어”

-현직자-

정책의 실행수단인 공기업으로 역량과 강약점, 리스크에 대해 잘 알고 있

는 공사는 정부 주도 정책 수립과정에 제한된 역할만을 담당했고 오히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율성 확보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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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기1
‘79-’83

시기2
‘84-’97

시기3
‘98-’02

시기4
‘03-’06

시기5
‘07-’13

사
업
감

사업계획 주
무부장관 사
전승인 요

사 업 계 획 
주무부장관 
사 전 승 인 

국 외 사 업 
수 행 근 거 
신설, 민간

기예처 경
영혁신추진
지침 매년 

업무 지도 
감독 범위 
포괄 규정

“석유개발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5년이라는

단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M&A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지. 그리고 여

기에 대해 정부는 역량제도나 플랜없이 대형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밋빛

계획만을 강행한 거고. 당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험요소를 정부와 공

사가 심도있게 검토한 후 실행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야”

-현직자-

외형적 성장을 위해 대형화를 추구한다는 방향은 규모의 성장을 위해 올

바른 것이었으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 주도

와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내실있는 검토는 미흡했다. 공기업의 경우 전문

성과 지식 역량면에서 해당분야에 있어 정부기관을 능가했지만, 추종적 행

태는 계속되었다. 오랜 관료제 거버넌스기에 길러진 역사적 유제기도 하였

지만, 이미 형성된 기득권을 보호하고 적응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에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공기업 특유의 경향도 작동하였다.(김호철, 2010)

또한 공사는 석유유통구조 개선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바, 2008년 4월부

터 전국 주유소 실시간 판매가격을 수집, 제공하는 오피넷 사업과 2011년

원가절감을 통해 국민에게 값싼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알뜰 주유소 사

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시설개선자금, 외상거래자금, 기존 주유소 매입자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알뜰주유소 확대를 지원하였고 공사는 삼성토탈과

휘발유 공급계약 체결, 현물구매량 비율 확대 등을 통해 공급가 추가 인하

방안을 강구하였다.

[표-29] 시기별 사업영역 변동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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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동자부장관 
업무 포괄감
독(주요사업
명령권, 업무
보고요구권)

폐지, 이사
회 의결 대
체, 주무부
장관 업무
감독범위 한
정(경영목표달
성범위내) 

해외유전개
발지원 전
문화, 민간
위 탁 확 대 
등 경영혁
신계획 수
행

시달, 자원
정책패러다
임 전환(안
정적 도입
에서 자주
개발)

→ 구 체 적 
명 시 ( 0 8 ) , 
공 운 위 가 
일 괄 관 리 
사업감독은 
주무부경영
감독은 공
운위(이원화) 

경
영
평
가

-

경영평가결과보
고(대통령), 경
영실적 보고(경
제기획원, 주무
부), 경평결과 
해임건의(사장) 

경영평가 결
과보고(대통
령, 국회), 경
영실적보고
(경제기획원, 
주무부, 국회) 
해임건의(사
장, 상임이사) 

동일

평가단 구
성 및 운영
주체 기재
부로일원화, 
경 영 목 표  
기재부장관
이 변경가
능

비
축
사
업

제 1 차 석유
비축계획수
립(80), 석
유사업기금 
징수로 재
원조성

비축유구입
비 증가, 비
축자산출자
(95)로 자산
증가 및 사
업영역 확
대 

동 적 비 축 , 
국제공동비
축 시작(99)
보조금취득 
비축자산을 
현물출자로 
전환(99)

트레이딩, 비
축유대여 등 
수익사업 확
대, 동북아오
일허브 탱키
지사업 추진 

동북아오일
허브, 해외
생 산 원 유 
마케팅 확
대, 국제공
동비축 지
속

개
발
사
업 

해외자원개
발 사 업 법
(83), 석유
개발사업융
자 고 시 ( 성
공 불 융 자 )
로 개발지
원 

개발사업투
자비 증가, 
초기엔 지
분참여 중
심, 석유사
업기금 융
자대상 선
정(95) 

외환위기 구
조조정 일환 
이집트 칼다 
광구 지분 매
각(98) 석유개
발사업도 출
자 가능(00)

기예처주관 
에특회계 석
유공사 육성
지원안 대통
령 인수위 
보고, 자원개
발예산 증가 

대통령 지시 
대형화정책
(기재부, 지경
부 협의) 의
거 M&A시행,

지
시
사
업

정 부 지 시 
정 유 사 를 
위해 원유
도 입 대 행 , 
석유시황정
보제공으로 
정책수립 지
원

원유도입사업 
종료(85), 한
국석유시추 
통합(94)으로 
사업영역 확
장, 매년 경영
목표 설정지
침 시달 

해외자원개
발기본계획 
등 정책수
립 지원, 경
영목표설정
지 침 시 달 
폐지(98)

비상시 해
외자원개발
의 반입명
령제 도입
(05), 해저
조광권제도
정비(03) 

석유유통구
조개선정책
수 행 지 원 , 
오피넷(08), 
알뜰주유소
(11), 공공
부문 투자
확대 등 정
부권장정책 
실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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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점검

특
징

동 자 부 가 
석유사업기
금 관리, 사
업추진동력
보유
정부지시사
업위주 추
진 공단 성
격

비 축 - 개 발
중심의 공
사 사업 정
체성 확보 
시작,경영자
립 3 개 년계
획 수립(96) 

외 환 위 기 
불구 비축-
개발사업의 
지 속 으 로 
성 과 창 출 
준비 

베트남유전
개 발 로 
03-06년 부
채 비 율 
100%이하 
유지, 석유
개발르네상
스기, 일상
경비 보조
없는 자립
경영체제 

예산편성지침 
상 투자사업
비편성방향
(에너지확보 
등 정책부응)
을 기재부가 
제시하는 등 
업무 영역 중
복 발생, 혼
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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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

정부는 오일쇼크를 겪은 후 안정적 석유확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정책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였다. 그 당시 부족한 민

간자본과 경험, 석유안보 전략 등을 고려하여 그간 민간이 진출하지 못하

거나 진출할 의지가 없던 분야인 석유비축사업과 개발사업을 공사로 하여

금 담당하게 한 것이다.

공사의 재무예산영역 자율성은 전체적으로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자금

조달의 경우 초기엔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 등 강력한 통제가 경영공시사

항 등 사후적 통제로 변화하여 자율성이 증가하는 듯 보였다. 가령 민간

자금조달을 시도하거나 해외채권발행을 시작하는 등의 변화도 생겼으나 이

후 법규상 신고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산자부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율성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출자 또한 주무부의 사

전심사가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이후 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하는 의

무가 부여되는 등 오히려 통제가 강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 자

체적으로 회계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 대신 이

사회 의결로 변화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이 또한 정부투자기관회계기

준 내지 공기업 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 기재부장

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식의 통제는 강화되었다.

예산편성지침 역시 단지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만

폐지되었을 뿐 기획재정부 영향하의 공운위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세부규

정은 강화되고 준수의무 역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편성된 예산

을 집행(이월, 예비비 사용시)하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

는 절차만 폐지되었을 뿐 그 집행실적을 사후보고하는 방식을 지속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조기집행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사후실적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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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화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조직인사영역의 자율성은 재무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컸고 강화하려

는 방향으로 부여되었지만, 조직의 확대나 증원 및 채용분야에 대한 통제

는 오히려 강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공기업관리정책을 변화해가며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기관장의 경력이 민간이나 내부승진자 출신으로 변화

하였어도 공기업 자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정부

주도의 조직인사영역에 대한 각종 지침은 지속적으로 시달되었고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주도의 조직운영, 정원과 인사관리 지침 및 혁신에 대한 지침

들이 세분화되었다. 또한 이사회 개최전 안건을 사전 통보하게끔 의무화하

여 조직개편이나 증원,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통제는 강화될 수 밖에 없

었다. 주무부장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하는 등 증원 및 조직확대 영역에 있어서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된

것을 이사회의사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채용의 경우 비록 외환위기시나 올림픽 직후 정부의 지시등을 따라야하긴

했어도 초기 설립시부터 공사의 담당으로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인턴제 준수여부를 실적으로 노동부 및 기재부에 제

출해야하거나 기획재정부에 세부적인 채용사항(시기, 인원 등)을 보고해야

하는 등 자율성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진다. 보직 및 전보 등은 비록 사전에

직급별 인원 등을 협의해야하는 등의 제한은 여전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사

자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분야에 해당한다.

사업영역의 경우 설립 이후 주로 주무부처(동자부 등)의 통제와 간섭만

받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설립초기에는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만을 요했던 사업계획이 악화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 것 등이 그 예이

다. 이처럼 사업은 주무부처, 경영은 공운위로 이원화한 공운법상의 감독체

계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감독의 중복으로 인해 공기업의 혼란

은 커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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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1

(‘79~’83)
시기2

(‘84~’97)
시기3

(‘98~’02)
시기4

(‘03~’06)
시기5

(‘07~’13)

특징 

동력자원부
의 강한 통
제 ( 일 방 적 
의존), 관계
부처와 동
력 자 원 부 
자원배분시 
갈등

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 
폐지로 상
공자원부와 
재정경제원
과 상호 독
립 관계 유
지 

구조조정으
로 인한 한
계에도 불
구 성장 지
속 
재무, 사업
영역 자율
성 증가, 조
직인사 통제 
강화

기획예산처
의 공공혁
신 전담, 기
예처(에특지
원안)와 산
업자원부(자
원개발기업 
육성방안)의 
협조

기획재정부
의 업무감
독 권한 강
화, 지식경
제부의 지
원적 역할, 
정책적 충
돌 발생

재무
예산

자본금 출
자 등 정부
의 재정적 
지원 의존
도 높음 미
약한 자율

이월 전용 
통제 폐지 
비 축 자 산 
출자(95) 계
기 자체 수
익 증가, 에

추가출자로 
자본금 증
가, 예산편
성지침 임
의규정 변
경, 에특회

자 립 경 영 
추구,안정적 
부 채 비 율 
유지, 자체 
자 금 조 달 
확대로 국

지침 강행
규정화, 위
반시 인사
상 예산상 
조치, 외부
차입 증가

사후실적을 평가하는 경영평가는 도입된 이후 기재부, 주무부, 국회 등의

통제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실적평가 및 운영주체가 기재부로 일원화되고

공기업이 경영목표를 수립할 때 이에 대해 기재부장관이 정책방향을 고려

하여 이를 변경가능하도록 변화하였다.

이처럼 주무부처의 감독하에 부여된 자율성을 지녔던 공사는 초기에 정부

(주로 주무부처) 지시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던 공단성격을 띄다가 자체적으

로 경영자립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일상경비를 보조받지 않는 등의 자립

경영을 이룩하였으나 그 후 펼쳐진 대형화 정책으로 악화된 재무상태를 기

록하게 된다. 최근에는 셰일가스 등 비전통자원의 사업방향 수립시에도 기

획재정부 및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야 하는 등 절차적 복잡성과 줄어든 사

업상의 의사결정 권한으로 인해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등 혼란에

빠진 상태이다.

대형화로 인해 공사는 성급한 단기성장을 추구하였고 정부가 부여한 정책

적 목표에 비해 부족한 지원으로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오

히려 더 심한 통제와 간섭을 받는 상황인 것이다.

[표-30] 시기 구분에 따른 자율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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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기
금을 동자
부가 관리

특회계 편
성권 가진 
경제기획원 
상대적 파
워 강화

계 보조자
산 출자 전
환

고 의 존 도 
감소

로 급격한 
부 채 비 율 
상승, 재무
건전성 요구 
증대

조직
인사

동력자원부
의 강한 통
제, 상공부 
상위직 규
제, 경제기
획원 신규
증원 억제 
지침 시달

개 입 축 소 , 
동자부출신 
사장 임명
으로 관계
개선, 사장 
자율권 확
대, 조직개편 
지침 시달

정부이사제도 
폐지, 사장추
천위원회 도
입 IMF극복
을 위한 채용 
중단, 인건비 
억제, 기획예
산처 장관이 
임원 임면 등 
통제 강화

2003년 이
후 공기업
을 고용정
책 수단으
로 활용, 기
획예산처가 
지 역 인 재 , 
장애인 채
용 지시

조직확대와 
인 력 증 원 
필요시 기
재부와 사
전 협의의
무,대졸초임
삭감(09)청
년 인 턴 제 
실시,  증원 
목적 직급
신설 원칙
적 금지

사업

정부 지시 
정적 비축 
및 원유도
입 대행 위
주 공단성격

비 축 자 산 
출자(95) 이
후 사업영
역 자율성 
확장 정부
보조금보다 
매출액 비
중이 커짐 

자립경영 3
개년 계획  
동 적 비 축
(98~)시작
으로 이익 
창출, 개발
사업 추진

 자 원 외 교 
등 국가적 
지원 확대
로 석유개
발 전성기 
최대 자율
성 향유

주무부 장
관 공사 업
무 감독 포
괄적 규정
을 구체적 
명시 사업
영역 확대
(알뜰주유소)

전문성과 지식 역량면에서 정부기관을 능가하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임에도

정부추종적 행태는 오랜 관료제 거버넌스기에 길어진 역사적 유제로 계속

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에는 이미 형성된 기득권을 보호하고 적응하려는

전략과 현상유지 선호 경향도 작동하고 있다.(김호철, 2010) 정부에서는 리

드타임이 장기로 들어가는 E&P 사업의 특징을 무시하고 국제경쟁력을 확

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기간을 단기로 설정하여 부실화가능성만 키웠

다. 악화된 재무건전성으로 공사는 위기를 맞이했고 그로 인해 사업 추진

의 자율성은 위축되었다. 이처럼 추종적 행태를 반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의 성장가능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결정능력이 필요한 시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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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 공사

임무  국가 에너지 정책수립, 지원  석유자원 확보 전략 시행

정책사업
- 재정지원, 투자 가이드라인

- 정책 리스크 부담

- 정부의 투자가이드라인에 따른 

투명한 의사결정권

- 사업 및 재무 리스크 부담

일반사업 - 총괄적 정책방향 제시
- 자율적 투자의사결정

- 사업 및 재무 리스크 부담

제2절 시사점 및 한계

최근, 국제석유시장의 변화 가운데 국영석유기업의 영향력 증대는 주목할

만하다. 국영석유기업은 1960년대에 주요 산유국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석

유를 개발하고 석유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을 행사하며 이를 통

해 메이저기업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석유산업은 공공부문

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유일한 분야이며 중국의 경우 국영석유사를 앞세워

석유확보를 주도하고 있다.2)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확고한 국제경

쟁력을 갖지 전까진 국영석유회사가 석유개발사업을 주도하였다. 석유산업

에서 국영석유사(공기업)가 주도하는 국제 석유시장의 변화를 감안하여 볼

때, 석유공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강화 대신, 역량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

력을 확보할 때까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명확

한 정책 목표 및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와 시행주체

인 공사가 분명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맡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책사업의

경우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하기에 사전 투자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공사는 사업영역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자체 리

스크를 수용하는 식의 분담이 이뤄져야 자율경영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표-31] 정부 및 공사의 분담 체계

2) 중국 국영석유사의 경우 2005∼2010년간 1000억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 및 해외석유자산

에 대한 자체투자의사결정을 통해 단기간에 메이저급 대형석유사로 성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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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자율경영을 확보하고 독립하기 위해 기술역량 제고에 힘쓰고 최근

이슈가 되는 과다 부채 등을 해소하여 재무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자율권 확보의 선결요건이 되는 재정적 독립은 필수기에 이를 달성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공사는 당초의 설립목적을 감

안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지속하여 공기업으로 역할을 다하고 공익성

과 수익성의 조화를 꾀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자율성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고 이를 판단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에 석유공사의 각 영역별 자율성 변화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선 관련 직원들의 심도

있는 인터뷰 및 분석을 통한 다각도의 분석이 추가로 요구되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의 정책 변화에 따른

자율성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보완되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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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establishment for the purpose of stable oil supply,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one of representative public enterprises, has

received autonomy and control depending on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autonomy for each area such as financial budget,

organization human resources, business etc. of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has changed in each period from establishment to the

present.

The autonomy of Corporation in the financial budget area can be

generally regarded as weak. In the case of financing, autonomy seemed

to increase because strong control such as prior approval of the

competent minister in the early days was changed to post control such

as business disclosure matters etc. For example, some changes took

place like attempting private funding or starting foreign bond issuance

but despite the report clause of the law afterwards, autonomy was not

substantially increased as shown in the example that prio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etc.

It was found that investment was also strongly controlled as show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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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uty of prio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except that preliminary review of the competent Ministry has been

abolished. Autonomy was granted by changing prior approval of the

competent minister to resolution by board of directors if the institution

tries to establish its own accounting rules but this was strongly

controlled in a way that requires the competent Minister,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if trying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accounting standards or public enterprise

accounting standards. Only the procedure of going through the

deliberation of Cabinet meeting, approval of the President was abolished

and budgeting guidelines were also chang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detailed provisions and also strengthening obligations

after going through the deliberation, resolution of Steering Committee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influe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f executing the allocated budget (when using carried forward,

reserve fund), only the procedure that requires approval of the

competent minister was abolished and the way of reporting the

execution result later was continued. Recently, in particular, it was

found to be strengthened in a way that the government recommends

early execution in policy and check the post-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autonomy of the organization personnel area was

relatively greater than that of the financial area and grant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it but control of expansion or reinforcement

and recruitment sector of the organization.

Changing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policies, the government

continued attempts to exclude appointments by orders from above.

However, although the career of head of an organization was changed

to private or internal promoter, autonomous decision-mak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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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enterprise itself was not possible. Government-led various

guidelines for the organization personnel area continued to be instructed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led guidelines on organizational

management, fixed number of people, personnel management and

innovation have been subdivided in recent years. Also, by making the

prior notice of agenda before holding the board of directors compulsory,

control of reorganization or reinforcements, welfare of the employees

was forced to be strengthened. As shown in the compulsory prio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as well as the

competent minister, autonomy has been further expanded in the

reinforcement and organization expansion area and it could be found

through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case of recruitment, Corporation had to follow the government’s

instruction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or shortly after the Olympics but

autonomy was guaranteed to some extent because Corporation has been

responsible for it from the beginning of establishment. Recently,

however, autonomy is seen to be reduced as shown in the examples of

submitting whether to comply with Youth Internship to the Ministry of

Labor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r reporting detailed

recruitment matters (Time, number of people etc.) to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etc. Although there are still limitations of prior

consultation on number of people by position such as appointment and

transference, it corresponds to the field where the autonomous

decision-making of Corporation itself is possible. In the case of

business, it was found that Corporation has been controlled and

intruded mainly by the competent Ministry (Ministry of Energy &

Resources) since the establishment but the influe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became greater in recent years. The exampl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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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 business plan only requiring the prior approval of the competent

minister in the early days of establishment is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or the reason of worsened financial stability

of a public enterprise etc. As shown above, the supervision system of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Bodies that dualized business to the

competent Ministry and management to Steering Committee of Public

Institutions was not observed well so confusion of public enterprises

got bigger due to the duplication of supervision.

Since the introduction, management evaluation to evaluate

post-performance has been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competent Ministry, National Assembly etc. but was

recently changed so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operating

subject can be unified to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of Strategy and Finance can change the management goal established

by a public enterprise by considering the policy direction.

As shown above, Corporation, which had autonomy gran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mpetent Ministry, showed the nature of

Corporation mainly pursuing business directed by the

government(mainly the competent Ministry) in the early days and then

tried management independence on its own. So it achieved self-reliance

management without being subsidized for daily expenses but recorded

the worsened financial condition due to large-scale policy afterwards.

Recently, it is in a confused state like not specifying a clear direction

due to procedural complexity and reduced business decision-making

authority as shown in the example that even establishment of business

direction of unconventional resources such as shale gas, etc. should be

consulted wit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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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uture, Corporation should make efforts to strengthen internal

capacity and functions and secure discretion and autonomy in certain

categories from the government and strengthen its own

decision-making ability and role.

Key word : Public enterprise, government, autonomy, control, KNO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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