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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리더가 조직에 머무는 기간, 즉 재임기간(在任期間)은 ‘리더십이 발현

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조직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

라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최적의 재임기간

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임기간은 리더십의 중요한 발현조건인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재임기간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재임기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바람

직한 재임기간을 탐색하는 연구도 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기관장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

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장

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어떤 기관장은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우고 퇴진하고, 어떤 기관장은 연임을 거듭하여 임기보다 훨씬 오

래 재임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상식적인 호기심에서 출발

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권교체시기와 경영평가결과가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가정했다. 정권교체시기는 기관장 임명일

부터 차기 정부 출범일(차기 대통령 취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경

영평가결과는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기관평가등급과 2008년도부

터 2012년까지의 기관장평가등급을 등급별 환산점수(100, 90, 80, 70, 60,

50)로 전환하여 재임기간 동안 획득한 환산점수의 평균으로 하였다. 이

밖에 기관유형, 출신유형, 출신지역, 임명권자, 보수수준, 성별, 연령을 통

제변수로 두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정권교체시기와 경영평가결과는 각기 엽관제(獵官

制, spoils system)와 실적제(實積制, merit system)를 상징한다. 우리나

라에서 엽관제는 ‘낙하산 인사’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엽

관제가 근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뚜렷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실인사(情實人事)와 보은인사(報恩人事) 정도

로 평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실적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고, 공공기관장의 인사는 실적제를 중심으로 제도

적 발전을 이뤄온 것이 사실이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막중한 역할, 경영평

가결과에 따른 연임 및 해임 조항 등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장 인사가 실

적제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중회귀분석과 생명표 분석, Kaplan Meier 분석, Cox 비례위

험모형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장 인사는 아직도

엽관제가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관장의 능력과 성과보다는 정

권이 언제 바뀌느냐가 해당 기관장의 재임기간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관료집단(혹은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당위성에서 볼 때

엽관제가 지배적인 현상을 비판적 시각에서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연

구결과는 제도와 운영의 불일치라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

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실적제이나, 실제로 정치권력이 원하는 것은

엽관제인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집권정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적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와 운영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어 : 기관장, 재임기간, 임기, 엽관제, 실적제, 경영평가

학 번 : 2018-2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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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공·사 조직을 막론하고 리더의 존재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

며, 관리의 수준과 목표를 결정하고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존재다. 유

능한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더 오래 생존하고 더 빠르게 성장하며, 무기

력한 리더가 있는 조직은 한순간에 쇠락하고 위기를 겪기도 한다.

리더가 조직에 머무는 기간, 즉 재임기간(在任期間)은 ‘리더십이 발현

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조직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재

임기간은 임기(任期)와는 다르다. 임기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간이지만,

재임기간은 실제로 조직에 머무는 기간이다. 재임기간은 임기와 일치하

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대부분 더 짧다) 상식적으로 재임기간이

길수록 리더가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하는데

유리해 조직성과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 리더의 지

나치게 짧은 재임기간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민간기업 CEO의 잦은 교체는 중장기전략

의 실종과 기업가치의 저하를 가져오고, 정부부처 장관의 단명(短命)은

무사안일과 관료들의 사기저하로 정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공공기관 역시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학습효과와 일관된 업무추진

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들이 많다.

하지만 재임기간과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다, 국가 기관에 있어서는 적정한 임기와 재임기간

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법의 영역에서는 전

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기가 타 기관보다 더 긴 경향이 있

다. 반면에 책임성과 반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재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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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임기는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 목적에 따

라 다양한 길이로 적용될 수 있다.(김신영, 2013)

따라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최적의 재임

기간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임기간은 리더십의 중요한 발현조

건인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재임기간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

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재임기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바람직한 재임기간을 탐색하는 연구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재임기간 연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행정학계의 실증적 연

구는 매우 드물며, 해외에서 다수 연구된 장관의 재임기간도 성시영

(2014년)을 제외하면 국내 연구들은 기초 통계수준에서 정리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장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은 전체 자산규모가 811조원(’17년도 말)에

달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다 ‘그림자정부’로 불릴

정도로 정부부처와 더불어 국정수행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에 대한 실증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공공기관장 임원의

재임기간이 어떠한 원리로 결정되지는 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관장 재임기간에 대한 주요한 영향요인을 엽관제와 실

적제로 보았다. 엽관제는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정당과 지도자에게 관료

의 임면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 실적제는 정치적 요인

이 아니라 실적을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인사제도이다(하태권, 2002). 이

론적으로 전자는 정치·행정 일원론(一元論)과 맞닿아 있고, 후자는 정치·

행정 이원론(二元論)과 연결된다. 기관장의 재임기간은 임기라는 공식화

된 기간을 중심으로 엽관제와 실적제의 작용으로 단축되거나 연장되는

것이라 가정했다.

예를 들어, 법령상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임기 내에 정권이 교

체되면 재임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

신과 국정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치적 동반자를 임명함으로써 공공기

관을 통해 펼치는 국정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이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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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관료집단을 통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도 설명된다. 반

면에 기관장으로서 탁월한 실적을 보여준 경우(기관평가 S, A등급)에는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임기를 연장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실적제(merit system)이며, 탈정치화와 자율경영·책임경영을 추

구하는 신공공관리(NPM)의 통제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장(공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준정부기관)에 대

한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실적제에 의한 기관장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요소가 깊숙이 개입하여 이루

어지므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장 인사는 실적제나 엽관제로 잘라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대중적인 인식과 달리 정치적 임명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적제와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치·행정

일원론적 관점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엽관제가 재임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이원론적 관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

고 있는 실적제가 어느 정도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유

익할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장의 재임기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 앞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정책이 어떻게 변모해야 하

고, 이에 따라 바람직한 재임기간과 임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연구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기관) 중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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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가편람상 평가대상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에서

기타공공기관을 배제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을 채택한 이유는 공기

업과 준정부기관이 이사회 운영, 임원의 임기 및 임면 공개, 경영실적 평

가 등 본 연구의 모형에 적합한 조직구조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에서도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은 배제하

였다.

상기 공공기관에서 2007년1)부터 2017년까지(노무현∼문재인 정부) 기

간 내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재임하였던 역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기관장을 주무기관장이 임명하는 기관들은 연구대상에서 제

외했다. 이러한 기관들은 엽관제적 속성이 약하다고 보았다. 상임이사를

배제하고 기관장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일률적으로 평가

하는 기관장과 달리 상임이사의 경우 성과계약의 체결과 이행실적 평가

가 기관별로 이루어져 실적과 재임기간의 관계를 횡단분석하기에 적절하

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임이사는 주무기관장이 임명하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분석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였다.

감사는 업무와 회계의 감사가 주어진 역할이므로, 경영평가결과와 연계

할 수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공공기관장의 재임기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기관장들 중에서 자리에서 물러난 역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재임기간을 수집하였다. 연구시점 현재 재임하고

있는 기관장들은 재임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연구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

므로 배제하였다. 공공기관장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기 위해 행정의 양대 인사원리인 엽관제와 실적제의 관점에서 정권교

체시기와 경영평가결과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기관유형, 출신유형, 출

1) 2007년은 공운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시작된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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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역, 임명권자(대통령), 보수수준, 성별, 연령을 통제변수로 두었다. 상

기 독립변수들이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검정을 위해

SPSS 22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낙하산 인사(

엽관제)라는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향후 통계적 가설검정

의 객관성 시비 및 정규성 가정 등에 대한 반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더불어 생명표 분석, Kaplan-Meier 분석, Cox 비례위험

모형 등 다양한 비모수검정, 생존분석을 병행하여 재임기간의 영향요인

을 보다 엄밀히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각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며, 공공기

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네이버 인물정보, 신문기사, 기획재정부 홈페

이지 등을 2차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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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공공기관 기관장의 역할과 의의

1. 공공기관장의 역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통상 사장(대표이사) 또는 CEO(최고경영자)라고

부른다.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경영자)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전사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공기업 기관장인 CEO는 우리나라 회사법상으로는 사장, 혹은

대표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윤호진, 2010).

공운법(제32조)에서도 기관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

자인 기관장이 인사·예산·조직 등 기관의 모든 핵심기능을 장악하고 조

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1인자의 위치에 있음을 알려준다. 기관장은 공적

조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적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부조직과 달리

입법부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기관장이 가진 재량권

은 고위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겠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다.

기관장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역할, 책임, 목표의식을 부여해주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이끌면서 사기를 북돋아주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임

원, 부서장, 팀장 등 하위의 리더들이 존재하나, 기관장은 기관의 최고수

장으로서 조직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기관장은 직원들이 퍼

즐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면서 기관장이 그린 큰 그림을 완성해나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기 보다는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

에서 밀어줄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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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리더로서의 자질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강혜진, 2017).

하지만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판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

관은 정부라는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마음대로 사업을 벌이거

나 조직의 규모를 키울 수가 없다. 공공기관은 경직된 조직과 인력, 예산

범위 내에서 경영효율화만으로 성과를 올려야한다. 이러한 한계에 부딪

치는 최고경영자는 역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강헤진, 2017). 민간기

업의 최고경영자는 이익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에 투철한 기업가 정

신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는 제한적 조건 하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꾀하는 보수적 마인드가 강하다. 이러한 책임의 한계에

따라 민간기업 CEO와 공공기관 기관장의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 있다(권

희용, 2007).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적으로 실천하는 접점

에 위치한다. 기관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

철학을 구현할 때 편향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고 관련 분야 핵심 이해관

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적실성 있는 정책을 구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구체화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가치와 정책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박민정, 2016).

신윤표(2006)는 최고경영자의 직능을 ①행정정책의 중점을 결정하는

일, ② 필요한 명령과 지시를 하는 일, ③내부통합을 위하여 조직을 조정

하는 일, ④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관리를 하는 일, ⑤고급간부를 임면

하는 일, ⑥행정운영을 감독하고 조성하며 통제하는 일, ⑦공무의 집행상

황을 임면하는 일, ⑧행정권을 대조하며 외부와의 공인관계를 처리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최고관리층의 기능이라 함은 행정목표, 즉 정책의 결정

과 전반적 집행계획을 입안하고, 인적·물적·제도적·정보적 자원을 동원하

여 조직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고, 제반 행정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기관장은 조직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환경에의 적



- 8 -

응성을 확보하고 조직을 존속·발전시켜야 한다(박민정, 2016).

따라서 공공기관 기관장의 가장 필수적인 자질은 종합적 판단 능력·

정책결정 능력이며 그 다음으로 전문성, 리더십, 비전제시 능력과 기업가

적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박천오, 2003). 공공기관 관리자로서 기관장

은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며,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을 제

고시키기 위해 구성원과 협업을 도모해야 한다.(윤호진, 2010).

2. 공공기관장의 제약요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은 기관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는 점

에서 사기업과 달리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기관 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지시를 할 수

있지만, 법령과 내부규정, 혹은 정부의 지침 등에 의해 재량권 행사에 상

당한 정도의 제약이 따른다. 공공기관장은 임직원의 보수를 마음대로 결

정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사업범위나 조직의 규모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의 통제를 받는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

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여러 가지 정치적·제도적 요인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상임이사 역시 2년이라는 제한된 임기를 가지고 있

으며, 사기업의 임원에 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제약이 따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임원은 행정부처 고위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조

직 내에서 많은 재량권을 가지되, 사기업에 비해서는 법적·제도적·정치적

으로 많은 통제를 받고 있다. 가장 강력한 통제는 재임기간 자체에 대한

통제라 할 것이다. 하지만 재임기간에 대한 통제는 법령상 임기의 준수,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연임과 같이 예측가능하고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정권교체에 따른 ‘기관장 물갈이’, 대통령과 주무부처의 힘겨루기와 같은

정치적이고 복합적인 작용이 개입되어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에 대한 재임기간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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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치-행정간 관계에서 본 공공기관장의 임명 및 임기

1. 정치적 임명에 대한 긍정적 관점

우리나라에서 공기업과 일정규모 이상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은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임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낙천·

낙선 정치인과 퇴직 관료들이 기관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공공기관 임원

의 정치적 임용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적 임용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공공

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임용을 반드시 근절해야만 하는 대통령제의 폐단

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임용은 대통령이 고

위공무원을 임명하는 것과 같이 정치권력의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의 일

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엽관제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는 정치적 임명을 대통령 리더십 행사

의 핵심이자 그것을 이해하는 열쇠(Heclo, 1999)로 보고, 공공기관의 장

을 중요한 정치적 임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인

사권을 통한 국정의 운영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

적 임명을 통한 정치화(politicization)는 대통령화(presidentialization)와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중요하다. 정치적 임명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국

정운영을 할 때 정치적 협상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 또한 정치적 임명

은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며 경력직 공무원들이 좀 더 큰 시각에서

진취적으로 일하도록 편견을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박상희, 2009). 또한 현대 인사행정 흐름에서 정치적 임명의 장

점을 무시한 실적주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대통령의 중대한 공약실현

수단인 인사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재은·최무현·최호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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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행정 관계에 대한 행정학적 고찰

박상희(2009)는 공공기관의 임원에 관한 연구논문 서두에서 ‘공공기관

의 임원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달성하

기 위해 탈정치화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정치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어

느 정도까지 정치화가 가능한가?’라며 공공기관의 인사원칙에 대해 근본

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는 그 누구도 선뜻 즉답

을 할 수가 없다. 이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고찰해온 행정학계의 오랜

난제인 정치·행정 일원론(一元論)과 이원론(二元論)에 대한 질문이기 때

문이다.

행정학은 학문의 탄생배경 자체가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더 정확히는 정치로부터 기능적 행정을 분리시키는 데서부터 출

발했다.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Woodrow Wilson으로부터 시작된 행정관리설(정치·행정 이원론)은 이후

통치기능설(정치·행정 일원론), 행정행태설(정치·행정 이원론), 발전기능

설(정치·행정 일원론), 정책화기능설(정치·행정 일원론), 신공공관리론(정

치·행정 이원론), 뉴거버넌스(정치·행정 일원론)로 진화하면서 정치·행정

일원론과 이원론이 교대로 출현하며 길항관계를 갖는 양상을 보여주었

다.

학문적으로 먼저 태동한 정치·행정 이원론은 엽관주의의 문제점인 행

정의 낭비, 부정부패, 비능률을 제거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해 W. Wilson과 같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탄생했다. 이원론은 행

정을 정치적 성격이나 가치판단이 없는 순수한 관리현상, 기술적 현상으

로 파악한다. 이는 경영학의 과학적 관리론으로부터도 자극을 받았다.

Wilson(1887)은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의 분야는 사무의 분야이며

행정은 정치의 고유영역밖에 존재하고 행정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다’라

고 주장했다. 이원론은 행정학이 정치학으로부터 학문적으로 독립하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개입에서 초래되는 비능률을 제거하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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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혁신을 가져왔다. 또한 직업관료제와 실적주의에 대한 이론적 정

당성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1930년대 경제대공황와 뉴딜정책을 거치면서 행정관료의 권한

이 비대해지자 Appleby(1949)는 행정이란 정책 형성이라고 규정하였고

행정이 결국 가치에 관한 결정도 함께 내린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런 주

장은 정치·행정 일원론(一元論)에 입각하여 지나치게 비대해진 관료 권

력에 대해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오석홍 1999;성

시영 2014).

이처럼 학문적으로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일원론과 이원론의 팽팽한

긴장 속에 발전하여 왔고, 현실의 대의민주주의와 관료주의 역시 정치권

력과 관료집단이 서로 견제·공존·균형을 이루며 진화해왔다. 박상희

(2009)는 공공기관 임원인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임명권자 1인의 선택

이나 결정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그리고 대통령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장 임명은 대통령(혹은 주무장관)의 정치적 임명

이라는 정치·행정 일원론적 제도에서 출발하였지만, 공공기관 운영의 자

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원론적 보완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도입, 법령상 임기 보장, 경영평가결과의 인사반

영 등은 이러한 이원론적 보완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관장 재임기

간이 결정되는 원리도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기관장 인사의 원칙

1. 엽관제(spoils system)

엽관제는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정당과 지도자에게 관료의 임면에 대

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엽관주의는 특권적인 관료제를 일반대중

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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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공헌도나 충성도를 임용기준으로 삼아 정당의 대중화와 정당정

치의 발달에 공헌한다. 또한 관료제가 특권집단화라는 것을 방지하고 국

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시키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

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하여 선거공약이나 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

준다(하태권, 2012).

미국에서 엽관제(躐官制, spoils system)를 확립한 인물은 앤드루 잭

슨(Andrew Jackson)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에 앞서 엽관제를 최

초로 도입한 이는 1801년에 12년 동안 집권했던 연방파를 무너뜨리고 3

대 대통령에 취임한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었다. 제퍼슨은

취임 당시에 행정기관이 거의 연방파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

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아무도 사임하지 않는다(few die and none

resign)’며 대통령 임명직의 25%를 해임하고 민주공화당원으로 충원하였다.

이후 1828년에 제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앤드루 잭슨은 서부개척민들

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연방정부의 문호를 널리 개방하여 많은 지

지를 얻었다. 잭슨의 공무원 경질정책은 동부 초기 이민자들과 상류층의

전유물이던 공직사회를 하층계급에게 돌려줌으로써 미국 국민들에게 강

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에 상원의원 윌리엄 마시(William L. Marcy)는

“전리품은 승리자에 속한다(To the victor belong the spoils)”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는 엽관제(spoils system)의 어원이 되었다.

잭슨 이후로 미국 정치에서 엽관제는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는데,

1861년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한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은

대통령 임명직 공무원 1,649명 중 1,457명을 경질하여 엽관제의 정점을

찍었다. 링컨이 대통령이 취임하였을 당시는 노예문제와 남북갈등으로

정치적 환경이 불안하였으며, 링컨은 노예제 폐지와 연방제 수호를 위해

정책의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이명재, 1977)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이후 국왕에 대한 의회의 우월성이 확립되었고,

내각제 실시와 더불어 관리 임면권이 국왕에서 의회 다수당으로 넘어갔

다. 의회를 장악한 유력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관직과 연금

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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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엽관제는 초기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정당

제도를 유지하고 정치지도자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었다. 하지만 하층민들이 공직사회에 대거 진출하면서 엽관제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관료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정부패를 저지

르거나 불필요한 자리를 신설하고 예산을 유용하거나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는 직업 관료제와 정치와 행정의 엄격한 분리를 역

설한 정치·행정 이원론(二元論)의 탄생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엽관제는 정치·행정 일원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행정 일원론자들이 볼

때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명을 ‘낙하산 인사’로만 폄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관료들의 재취업수단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

는 일본의 ‘아마쿠다리(天下り)’와 달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정치적 임명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적 임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실적제(merit system)

실적제(merit system)는 당파성이나 혈연, 지연 등과 같은 정치적 요

인이나 귀속적 요인이 아니라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제도를 의

미한다. 하지만 실적의 개념은 애매모호한데 일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

교육수준, 전공분야, 자격증, 근무경력, 입직 전 경력, 훈련경험 등이 개

인의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실적제는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 개인의 실적에 의한 임용, 정치적 해고로부터의 신분 보장, 정

치적 중립을 포함한다(하태권, 2012).

실적제는 엽관제의 부작용인 부패와 비효율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

로 발달하였다. 엽관제는 근대 민주정치 시대의 산물이다. 근대 민주정치

시대의 정당은 소수의 유산계층과 보수적 지주들에 의하여 구성된 동질

적인 조직이었다. 19세기 중엽 선거권이 확대되고 정당의 규모가 커졌음

에도 정당은 소수 간부가 좌지우지하며 공직의 상품화 현상이 초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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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엽관제는 정당 간부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금권정치

(金權政治)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하태권, 2012).

산업화 이후 사회․경제적 규모가 확대되고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의 증대도 동시에 요구하였다. 하

지만 엽관제가 구성한 관료제는 이러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

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능률적이며 전문성이 있는 관료제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하태권, 2012).

1882년 미국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대패하고 1884년의 대통령선거

에서도 승리할 자신이 없자 지난 20여 년 동안 자신들이 임용한 공무원

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략적인 차원에서 1883년에 펜들턴법(Pendleton

Act)을 제정하였다. 당시 상원 공무원 제도 개혁위원회 위원장인 펜들턴

의원의 이름을 딴 동 법령은 공무원 임용의 정치적 중립 확보, 공개채용

제도 확립,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미국 공무원

의 임용 체계가 실적주의 체제로 전면 수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1853년 노스코트-트레벨리언 보고서(Northcote and

Trevelyan Reports)에서 실적제에 의한 공무원 임용을 건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1870년 추밀원령(樞密院令)에서 실적제가 확립되었다. 추

밀원령의 내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계급의 구분, 재무부에 권한

부여 등 영국 실적주의의 기초를 담고 있다. 이로써 귀족들의 전유물이

었던 영국의 관료제는 일반 시민에게 문호가 개방되었다.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명은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정철

학의 동반자를 기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와는

거리가 멀뿐더러 자칫 정실인사(情實人事), 보은인사(報恩人事)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사는 대체로 경영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의 기조로 제도적 발전을 이뤄

왔으며, 이는 실적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의지의 발로이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사에서 엽관제(spoils system)의 흔

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비상임이사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

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 모집 방법의 결정, 후보자 모집,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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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추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정실인사를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임원의 임기는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어 경영평가결과 부

진, 법령위반, 비위행위 등의 사유가 없이는 해임되지 않는다. 또한 경영

평가결과, 직무수행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실적

제의 원칙이 확고히 서있는 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이 요식행위일 뿐이라

는 비판이 존재하고, 임기 중 정권이 바뀌면 자진 사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엽관제가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수성과자가 연임되거나 저성과자가 해임건의 후 사임하는 사례

도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적제(merit system) 역시 엽관제를 견제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상희(2009)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기본적으로 정부부처와 대통령,

그리고 공공기관 간의 ‘밀고 당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임명권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피임명권자인 공공기관과 임명권자인 대통령, 정부부처 삼자간 상

호관계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임원의 직급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

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박상희(2009)가 주장한 기관장 임명의 다원적 역

학관계 속에서 실적제는 때로는 해임과 교체를 위한 명분으로, 때로는

재임기간 연장을 위한 방어의 명분으로 사용되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

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요약컨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는 형식적으로는 실적제

(merit system)를 구축하였으되 운영상으로는 엽관제와 실적제가 공존·

견제·보완하며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엽관제와

실적제가 여타 요인들과 더불어 재임기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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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 정치·행정 일원론 정치·행정 이원론

인사원칙 엽관제(spoils system) 실적제(merit system)

개념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당과 지

도자에게 관료의 임면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

정치적 요인이나 귀속적 요인

이 아니라 실적을 임용기준으

로 삼는 인사제도

역사적

사례

1801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임명직 25% 해임

1828년 앤드루 잭슨

연방정부 문호 개방

1861년 에이브러햄 링컨

1,649명 중 1,457명 경질

영국 명예혁명 이후

의회 다수당이 관료 임명

1883년 美 펜들턴법 제정

① 공무원 임용의 정치적 중립

② 공개채용제도

③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1870년 英 추밀원령

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② 계급의 구분

③ 재무부에 임용권한 부여

현실사례

정치적 임명

임기 중 자진사퇴

암묵적 사퇴압력

임원추천위원회

경영실적평가

법령상 임기제

장점
민주성과 책임성 확보

국정철학의 구현이 용이

능률성과 전문성

탈정치화와 청렴도 제고

단점
자원의 낭비, 비전문성

권력다툼과 잦은 교체

시민과 기관의 괴리(비민주적)

정치권력의 기관 통제 어려움

재임기간

영향요인
정권교체시기 경영평가결과

[표1] 공공기관장 재임기간 연구의 이론적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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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한국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1. 임원추천위원회

한국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임원추천위원

회 제도로, 이는 1999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사장추천위원회가 모태가 되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

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해 적합한 인재를 뽑는다는 취

지에서 도입되었고, 2004년 제정된 정부산하관리기본법에서도 기관장추

천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준용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되면

서 양 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로 통합․확장되었고, 현재 공공기관

의 임원 중 기관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

공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이 임

기만료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

다.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고, 위원은 비상임이

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때 선임하는 위원들은 위

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며,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

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때 당해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

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이사

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

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이렇게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방법을 결정하고,

임원후보자를 심사하여 3배수내지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그리고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통보한 계약안을

바탕으로 기관장과 경영목표․성과급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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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기

관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

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처럼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절차에서 후보자 모집

방법의 결정, 후보자 모집, 후보자 심사 및 추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공공기관 임원의 선임절차

공공기관 임원의 선임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근간으로 하되, 기관유

형과 선임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관유형은 공기업(일

반), 공기업(일정규모 이하), 준정부기관(일반), 준정부기관(일정규모 이

상)의 네 가지로 나누고, 선임대상은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의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공기업(일반)

공기업의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한다.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

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기관장이 임명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

외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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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업(일정규모 이하)

일정규모 이하(총수입액이 1천억 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 공기업의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일정규모 이하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

다.

일정규모 이하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기획재정부장

관이 임명한다.

일정규모 이하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이 아

닌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

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 준정부기관(일반)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

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이 되는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

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

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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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준정부기관(일정규모 이상, 업무특수성)

일정규모 이상(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

인 위탁집행형 기관 또는 기금 포함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

원이 500명 이상인 기금관리형 기관)이거나 업무특수성(독립기념관, 근로

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국제협력단)을 가진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

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업무특수성을 가진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

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

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업무특수성을 가진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기

관장이 임명하되,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는 대통

령이 임명한다.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업무특수성을 가진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

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

의 규정에 따른다.

3.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과 해임조건

공기업와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

무를 수행한다. 공공기관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임원의

연임여부는 경영실적 평가결과(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와

직무수행실적(상임이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비상임이사,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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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임명권자가 결정한다. 이때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이

필요 없으며, 계약 체결 시에도 임원추천위원회와 협의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않지만, 경영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

는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주무기관의 장․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위원

회 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표2]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운영위원회→주무기관장→대통령(공기업)

임추위→운영위→주무기관장(공기업 일정규모 이하)

임추위→주무기관장(준정부기관)

임추위→주무기관장→대통령(준정부 일정규모이상)

감사

임원추천위원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공기업)

임추위→운영위→기획재정부장관(공기업 일정규모이하)

임추위→운영위→기획재정부장관(준정부기관)

임추위→운영위→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준정부 일정규모이상)

상임이사
기관장 임명(공통)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임명(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장관(공기업)

주무기관장 임명(준정부기관)

임추위→주무기관장(준정부 일정규모이상)

임기 기관장 3년, 이사․감사 2년(1년 단위 연임)

연임조건 경영실적평가결과․성과계약이행실적․직무수행실적 고려

해임조건 경영평가결과 부진, 법령위반, 직무수행 불성실,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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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공공기관 임기제도 및 재임기간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와 재임기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주로 재임기간이 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발견하지 못했다. 김신영

(2013)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제도를 살펴보고 재임기간과 성과와의 관

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분석을 위해 우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재직했던 기관장 및 상임이사들의 재임기간이 어떤 추이로 변해왔는지

살펴보았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약20년간 우리나라 공공기관 임원들

의 재임기간은 큰 변동 없이 소폭 등락을 반복했으나 이명박 정부 초기

부터 길이가 짧아졌는데, 이는 공운법상 임기 제도의 영향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재임기간과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기

관특성별로 범주를 나누어 독립변수를 설정한 결과 재임기간은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방향성은 일정하지 않았다. 회귀식에서

제곱항의 계수는 음(-)의 값을, 일차항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졌는데,

이는 재임기간이 일정시점을 넘어서면 기관의 성과향상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신영은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매너

리즘과 레임덕, 교체 임박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공기업 기관장의 교체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허준(2015)

은 기관장이 교체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부경영평가등급 및

총자산수익률(ROA)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관장이 임기만

료 전에 교체된 경우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

관장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법정임기를 충실히 지키는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

라 기관장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실적이 우

수한 경우에는 연임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최범진(2011)은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재임기간이 고객만족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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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투자기관 사장과 상임이사의 재임

기간이 길수록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아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재임기간이 길수록 업무이해도가 높고 외부적인 네트

워크가 좋아져서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현정훈(2010)은

정부투자기관 기관장의 임기와 경영평가 점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김동열, 한상범(2010)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재임했던 200

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재임기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

하여 제도적 분석과 기술통계적 분석,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한 생

존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출신지와 금융통화

위원회 위원의 출신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등 대통령 인사의 정실주

의 특성이 일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이 초래한 제도변화와 출신지역, 경력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2. 정치적 임명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명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이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정치적 임명에 대해 일본의 ‘아마쿠다

리(天下り)’와 같은 좋지 못한 관행으로 여기고 있으나, 박상희(2009)는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가 어떤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93년부터 2007년까지 85개 공공기관의

임원(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을 대상으로 인사에 관여하는 행위자들

과 이들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기관장 임명의 경우에는 대통령

(청와대)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하면서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만, 그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이었다. 상임감사의 인사는 대통령 임기말로 갈수록 관료출신이

많이 임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이사는 대통령의 관심이 상대적으

로 적어 공공기관, 주무부처와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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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와 공공기관 담당자, 관련 학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박홍엽(2009)은 기관장과 감사의 선임 시에는 정치적 네트워크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선임 시에는 업무 관련 전문성이 중시되고 있다

고 밝혔다. 향후 기관장 선임 시에 중시되어야 할 인사기준으로는 정치

적 네트워크보다 비전·혁신 역량을, 상임이사 선임시에 중시되어야 할

기준으로는 업무관련 전문성을 꼽았다. 임원의 공모절차에 대해서는 주

무부처와 공공기관 담당자의 의견이 엇갈렸다. 주무부처 담당자는 공모

절차가 낙하산 시비를 줄여준다는 응답이 약간 더 많았으나, 공공기관

담당자는 줄여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관장의 임명

주체에 대해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대통령을 선호하였으나,

학계 전문가들은 이사회를 더 선호했다. 연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

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학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인사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으나,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회의적으로

보았다.

임기와 관련한 경영평가의 인센티브제도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영훈·이수영(2016)은 공운법의 취지에 맞게 경영실적평가

와 연계하여 기관장의 해임제도가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2008

년부터 2014년도까지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조치를 분석한 결과 27

명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가 있었으나 실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된 경우는 없었다. 이중 4명의 기관장이 자진 사임하였으나 2명은

임기만료에 가까워 사임의 의미가 없었다며 경영평가 성적에 대한 기관

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재임기간에 대한 영향요인

재임기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선행연구는 드물게 존재하며 주로 장관

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시영(2014)은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장관 953명을

대상으로 재임기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장관이 임명될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재임기간의 위험률이 높아졌다. 또한 장관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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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 중 해당 부처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재임기간의 위험률이

낮아진 반면에, 장관의 정치적 특성 중 국회의원 당선 횟수가 많을수록

장관 재임기간의 위험률이 높아졌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경

험을 가진 경우도 위험률이 상승했다.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중에는 대

통령의 초·재임여부, 대통령 임기 중 장관 임명시기, 여당의 국회 의석비

율 등이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부처별 특성, 시기별

특성과 장관 임명 절차상의 특성 역시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쳤

다. 이처럼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 요인이 다양하다는 분석 결과는 그

만큼 장관의 재임기간과 부처 운영이 불안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해외에는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이 적

지 않게 존재한다. Cohen(1986)은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요인으로

장관 본인의 특성과 대통령 관련 특성을 선정하고 선형회귀분석을 시도

하였다.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출신유형과 연령 등을 고려하였고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으로는 출신지역, 소속 정당, 대선캠프 참여, 초임

및 재임 여부 등을 변수로 선정했다. 분석 결과 장관의 개인적 특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은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다.

Berlinski & Dewan & Dowding(2007)은 영국의 장차관을 대상으로

Cox의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hazards model)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

과 교육과 성별 같은 장차관의 개인적인 특성들이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

쳤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장차관, 옥스브리지(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엘리트 장차관들이 재임기간이 길었다. 이는 Cohen의 연구결과

와 반대인데, 이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라는 정치제도상의 차이 때문

으로 보인다. D. Lewis(2001)는 낮은 연봉과 의회와 대통령의 갈등이

재임기간을 줄이는 원인이며, 대통령은 피임명자들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경험을 통해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였다.

국내에도 장관의 재임기간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하나, 대부분 기초통

계량 비교에 그치며 성시영(2014)과 같은 실증적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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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천오(1995)는 이승만 정부부터 김영상 정부까지 장관 임면의 관행

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시원·민병익(2002)은 장관의 연령, 출신지, 출신

학교, 경력 등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재임기간을 분석하였다. 김호균

(2004)은 전두환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장관 381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조사하여 군(軍) 출신과 민간 출신, 부처별 비교를 하였다. 함성

득·문명재·이삼열·정광호(2007)는 정부 수립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장관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재임기간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통령

임기 초반의 장관이 후반의 장관보다 재임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Hahm,

Jung & Lee(2013)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 장관을 대상으로 직업 경

력, 교육 배경, 출신지역 등을 정부별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민주화가

되면서 대통령의 장관 임면이 정치적인 요인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져

재임기간이 짧아졌다고 하였다. (이상 성시영, 2014)

4. 임기제도 기타분야

임기제도 일반에 관하여는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교육학 분야에서 김윤환(1997)은 교장 임기 제도를 소개하고 시행과정에

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평교사는 교장 임기제에

찬성, 교장은 임기제 폐지를 주장하여 양자 간에 갈등이 존재했다. 정치

학 분야에서 심익섭(2005)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국민의 의식수준

과 전통에 따라 달라지고 연임 제한도 국민의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고 하였다. 또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직업적 안정성을 해치고

전국구 출마의 유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주미영(1996)은 정치

인들의 출신지역, 연령, 학력 등을 재임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

혔으며 민병익(2003)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 차관의 임용 특성과 재임기

간을 실증적인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최관·박종일(2008)은 감사인의 임기

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에서 어떤 경우에는 감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

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감사인의 임기가 길어질수록

감사대상자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이상 김신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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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는 대체로 짧은 임기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가 많으나, 다른 분야에서는 재임기간과 성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연구결과와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김용민(2004)은 시스템

통합(SI) 업체들의 CEO를 대상으로 재임기간(tenure), 기업성과, 경영자

교체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내기업 CEO의 재임기간은

서구기업 CEO에 비해 매우 짧았고, 소유경영자가 CEO로 있는 기업이

전문경영자가 CEO로 있는 기업보다 기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재임기간과 기업성과의 관계는 inverted U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표본과 소유경영자 표본에서 확인되었다. Maria Garcia-vega &

Jose A. Herce(2001)는 지역 정치인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지출이 늘어나

고 자본의 생산성이 떨어져 GDP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오랜 임기를 가진 정치인은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이익

집단과 유착하여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유재욱(2010)은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길어지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이사회가 이를 견제하지 못

한다고 하였다. Hambrick & Fukutomi(1991)는 재임기간의 초창기에는

성과가 증가하지만, 일정 기간 후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inverted U형태

라고 주장하였고 때문에 지나치게 짧은 임기나 너무 긴 임기 모두 좋지

않다고 하였다. (이상 김신영, 2013)

5. 경영평가제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는 경영평가결과를 재임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제적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경영평가가 기관의 실적을 충실하게 반영하

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도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경영평가제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비실적요인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는 지

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이 자원의 풍부함을 무기로 더 높은 등급을 받

을 것이라는 생각은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 널리 퍼진 믿음이다. 최한

수와 홍우형(2018)은 계약이론의 관점에서 이를 연구하여 자산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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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수록 평가를 더 잘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큰 기업이 더 좋은 점수

를 받는 주장은 하윤희(2008)에 의해서도 지지된 바 있지만, 오윤미

(2011)는 기관의 규모가 경영평가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경영평가결과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다수의 선행연구가 탐구한 주제이다. 유승원(2014)은 공기업 임원의 정

치적 연결이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반면에 서미경

(2017)은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네트워크가 기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병태(2017)는 정권의 집권시점이 후반부로 갈수록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결과는 좋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정권이 다음 선거

에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인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우호적인 제

스처를 보인다는 것이다.

6. 비판적 검토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제도나 재임기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

었다. 김신영(2013)은 공공기관 임원의 재임기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

지에 대해 추세적인 분석과 성과에 미치는 재임기간의 영향에 대한 데이

터 분석을 시도했다. 김신영의 연구는 공공기관 임원의 재임기간과 성과

간의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할 만하나, 재임

기간 자체의 원인에 대해서는 기초통계분석 수준에 그쳐 재임기간의 결

정기제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김신영은 대통령이 임명한 시기와 재임

기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임기말로 갈수록 재임기간이 짧아진다고 하였으

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정권교체 여부가 기관장 임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에는 미

흡한 점이 있다.

허준(2015)은 공기업 기관장의 교체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재임기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요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허준의 연구목적은 고객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는

데 국한되어 재임기간 연구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었다. 또한 단순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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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교체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아 교체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

다.

박상희(2009)는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가 어떤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재임기간 연구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데 도움

을 주었다. 박상희의 연구는 정치적 임명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 방법

론상의 한계를 갖는다. 종속변수인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를 대표경력이

라는 대리변수(proxy)로 설명하고자 했는데, 대표경력이 여러 항목에 걸

쳐 있거나 시기별로 경력이 변화할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된

다. 또한 내부승진이나 관료출신보다 군인, 관료, 정치인, 민간전문가의

임명에 대통령의 의중이 더 크게 반영되었을 것이라 보았는데, 때로는

정책의 관심이 크고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경우 대통령이 전문성

을 가진 관료를 임명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점에서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

다.

성시영(2014)은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장관 953명을 대상으로 재임기간

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성시영의 연구는 재임기간을 종속변수로 하

여 연구대상이 장관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본 연구와 매우 유사한 분석

틀을 가진다. 성시영이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본 변수들과 장관의

정치적인 특성으로 본 변수들,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들은 기관장 재임기

간 연구에도 충분히 참고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장관과 공

공기관장의 차이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라는 차이만큼이나 현격한 괴

리를 가지고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성시영은 대통령

의 임기 중 장관의 임명시기를 독립변수의 하나로 보았는데, 이는 김시

영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권교체의 영향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김동열, 한상범(2010)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재임했던 200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재임기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

다. 연구 결과 대통령의 정실인사가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여 정치적 요인이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 연구로 밝혔

으나, 박상희와 마찬가지로 대표경력을 분류하는데 주관성이 개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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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목 내용

김신영

(2013)

공공기관 기관장 특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관

한 연구

- 재임기간이 일정기간 이후는 성

과가 감소함

허준

(2015)

공기업 기관장의 교체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기관장이 교체된 경우 경영평가

등급과 재무성과에 악영향

박상희

(2009)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연구

- 정치적 임명에서 대통령의 영향

은 상대적임(주무부처와 공공기

관도 일정부분 영향)

성시영

(2014)

장관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48-2013: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 장관에 재임기간에는 개인적 특

성, 대통령 특성, 시기별 특성,

부처별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

김동열,

한상범

(2010)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에 관한

연구

- 대통령 인사의 정실주의적 특성

이 영향을 미침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한정하여 외적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미흡

하였다.

대체적으로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재임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적 관계만을 밝히는데 그쳐

근본 원인의 탐색이나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전개에는

미흡한 면을 드러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임기간 변수의 체계적 탐색을

통해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이 내포한 정치-행정 간의 관계에 대

한 학문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표3] 임기 및 재임기간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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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은 ‘공공기관장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재임기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피임명자의 개

인적 특성과 임명권자와 관련된 특성들이 재임기간에 영향을 준다고 보

았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보았다.

하나는 정권교체시기로, 정권교체는 대통령 선거에 의해 집권 정당이

패배하고 당선된 정당의 후보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교체시

기는 기관장의 임명시기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시점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을 통해 다수의 기관장이

교체되는 현상에서 유추하였고, 임명시기에 따라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달라지는 선행연구에서 착안하였다(김신영, 2013). 본 연구에서 정권교체

시기는 기관장 임명일부터 차기 정부 출범일(차기 대통령 취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이 짧을수록(교체시기가 빠를수록) 기관장 재

임기간에는 불리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권교체에 따른 기관장

교체는 곧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집단이 관직을 차지하는 엽관제(spoils

system)를 상징한다.

정권교체시기와 함께 주목한 독립변수는 경영평가결과로, 2007년도부

터 2017년도까지의 기관평가등급과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기관장

평가등급을 등급별 환산점수(100, 90, 80, 70, 60, 50)로 전환하여 재임기

간 동안 획득한 환산점수의 평균에 따라 재임기간이 달라지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등급별 환산점수는 선행연구(김신영, 2013)를 참고하였다. 공

운법 제28조는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두 변수 간의 유의미한 관계

는 정실인사를 지양하고 실적제(merit system)에 의한 합리적 인사를 하

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실제 공공기관 인사에서 실현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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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늠해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경영평가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영평가결과는 엽관제의 영

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상기와 같이 본 연구는 양대 인사행정원리인 엽관제와 실적제가 공공

기관장 재임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정

권교체시기와 경영평가결과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통제변수로 기관유형,

출신유형, 출신지역, 임명권자, 보수수준, 성별, 연령을 두었다. 연구모형

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의 분석틀

독립변수

⇒

종속변수

정권교체시기2)

(엽관제 요인)

경영평가결과3)

(실적제 요인)

기관장의 재임기간

↑

통제변수

기관유형

출신유형

출신지역

임명권자

보수수준

성별

연령

2) 기관장 임명일부터 차기 정부 출범일(차기 대통령 취임일)까지의 기간(개월)

3) 기관평가등급·기관장평가등급에 따른 환산점수(50∼100점)의 재임기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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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가설

공공기관장의 재임기간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선행연구들은 정치적 요인들이 피임명자의 임명·교체·임기단축 혹은

연장의 현상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엽관제에 의한 인사

로, 대통령이 기관장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현상이다. 어떤 인사가 엽관

제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치인의 임명을 엽

관제로 보기도 하고, 정실주의를 엽관제로 보기도 한다.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었을 때 이것이 엽관제에 의한 인사인지, 아니면

실적제에 의한 인사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정치인 출신이라

도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일수 있고, 내부승진이라도 권력 네트워

크가 작용한 정실인사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엽관제가 명확히

드러내는 때는 주로 정권 초기이다.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 임원에 대

한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이 시작되면서 피임명자의 전문성 부족을 질타

하는 낙하산 논란이 일기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 때 한 장관은 ‘전 정권

의 인사들은 모두 자진해서 사표를 쓰라’고 일갈하여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도 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들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처럼 기관장 입장에서 임기 중에 정권이

바뀌면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 엽관제가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의 기초통계에서도 어느 정도 암

시된 바가 있다. 대통령 임기 말년에 임명될수록 정부부처 장관과 금융

통화위원, 공공기관장들의 재임기간은 짧아졌다 (성시영, 2014 ; 김동열

한상범, 2010 ; 김신영 2013). 하지만 기관장 임명시점을 독립변수로 할

경우 이것이 권력누수에 따른 현상인지, 아니면 정권교체로 인한 현상인

지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경우 임기 도

중 정권이 교체되어 설명이 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권

교체시기를 독립변수로 두었다. 기관장이 임명일 이후 정권교체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재임기간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

련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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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기관장 임명일부터 차기 정부 출범일까지 그 기간이 길수

록 재임기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

한편 기관장 인사에는 엽관제 요인뿐 아니라 실적제(merit system)

요인이 작용한다. 공운법은 임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임

기제도, 경영실적평가와 성과계약 이행실적에 따른 연임 및 해임을 적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사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실적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공공기관정책을 수립하고 주도하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관련 학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대중과 언론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엽관제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와 신자유주의적 철학과 공공관리론(NPM)의

경쟁강화·자율책임경영의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온 기획재정부의 의도

를 감안할 때 실적제는 규범적 가치마저 획득한다. 우수한 실적으로 연

임이 된 경우는 드물지만,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처럼 두 번

이나 연임된 사례도 있고, 저성과자(미흡, E등급)의 해임건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온 점을 감안하면 실적제를 견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분

명해 보인다. 물론 경영실적평가 자체가 실적제의 취지에 부합할 만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기관의

규모와 같은 비실적요인이 경영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

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경영평가라는 실적제의 형식이

재임기간이라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에 한정된다. 경영

평가라는 형식적인 제도가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경영평가

결과의 이론적 함의를 논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경영평가결과가 양호할수록 기관장의 재임기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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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화

1. 종속변수(재임기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

로 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경영

실적 평가가 부진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임명권자에게 기관장의 해임

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법으

로 정해져있고, 연임의 조건도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재임기간은 개인별

로 많은 편차가 존재한다. 길지 않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해임보다는

스스로 용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 선정

이 지체되어 재임기간이 임기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연임이

결정되어 더 오래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

공·사 조직을 막론하고 고위관리자의 임기와 재임기간은 조직의 성과

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민간 기업에서는 CEO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조직

의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유리하다는 견해가 상식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잦은 교체로 많은 기업들이 단기적 목

표에 연연하고 있다. 기업경영성과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6년간 30대 그룹 계열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2,504명의 임기를

조사한 결과 2.5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노컷뉴스 2016년) 이에 재

계에서는 단기성과에 의해 언제든 CEO가 교체될 수 있는 전문경영인

체제보다는 장기적으로 일관된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오너경영 체제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처럼 재임기간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재임기간이 어떠한 기제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그동안 장관의 임기에 대해 다수의 행정학적 접

근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기초통계량 조사에 그쳤으며 국내에서 장관

재임기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성시영(2014)이 유일하다. 공공기관 임

원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재임기간을 종속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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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증적 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운법이 제정된 2007년부터 2017년 사이(노무현∼문

재인 정부)에 임명되어 물러난 역대 공공기관장들의 재임기간을 종속변

수로 두었다. 상임이사는 임명권자가 기관장이고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가 기관별로 이루어지므로,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하고 횡단비교가 적절

하지 않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관장의 재임기간은 법령상 임기

가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이다. 법령상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나 실제 기관장들의 재임기간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1994년

부터 2012년까지 기관장의 평균임기는 27.86개월에 불과하다(김신영,

2013). 정부부처 장관의 재임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은데 정부수립 후

2013년까지 역임한 장관 953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13.84개월이다(성시영,

2014). 재임기간은 월(月)단위로 산출하였다.

2. 독립변수

가. 정권교체시기

기관장의 임기 내에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 기관장이 임기를 온전히

마칠 확률은 임기 내에 정권교체가 없는 경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

다. 공운법은 해임사유4)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

하고 있으나, 과거 사례를 보면 정권 교체 후 잔여임기가 있는데도 자진

하여 사임(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신영(2013)은 대통령의 임기

와 공공기관 임원의 재임기간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통령 임기 전반부(1∼3년)에 임명된 임원의 재임기간보다 후반부

(4∼5년)에 임명된 임원들의 재임기간이 더 짧았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

이 있겠지만, 정권교체에 따른 엽관제 인사로 후반부에 임명된 임원들이

잔여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대부분

은 자진사퇴의 형식을 띠지만, 이것이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것은 공공연

4) 법령위반, 직무수행 불성실, 경영실적평가결과 부진,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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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밀이다. 원래 임명권자가 물러나면 정치적 피임명자들이 동반 사임

하는 것이 엽관제의 전통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권교체시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정권교체

는 대통령 선거에 의해 집권 정당이 패배하고 당선된 정당의 후보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정권교체시기는 기관장 임명일부터 차기

정부 출범일(차기 대통령 취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측정단위는 개월

수로 한다. 해당 기간이 길수록 재임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나. 경영평가결과

1984년부터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 경영평가제도는 2008년

공운법 제정과 함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로 재탄생하여 지난 십

년간 공공기관에 탈정치화와 성과관리라는 뚜렷한 경향성을 가져왔다.

경영평가제도의 도입이 본래의 목적인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

가 경영평가제도를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관리정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장준호, 2018).

공운법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못 박고 있지만, 기관장

의 성과에 따라 연임과 해임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대리인문제

(agency problem)를 극복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

다. 그리고 이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 경영평가

제도이다.

공운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과 해임이 경영실적평가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상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공식적인 변수는 엽관제가 아니라 실적제라고 하겠다. 해임의 경우

법령위반, 비위행위 등 윤리적 요인도 포함되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가정해 고려하지 않았다.

경영평가결과는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기관평가등급과 2008년

부터 2012년까지의 기관장평가등급을 등급별 환산점수(100, 90, 8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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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로 전환하고, 기관장평가를 받은 해에는 기관장평가결과를 경영평

가결과로 보았고, 받지 않은 해에는 기관평가결과를 경영평가결과로 보

았다. 즉 본 연구에서 경영평가결과는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를 모두 포

함하고 있다. 이는 기관장평가결과가 기관장 인사의 근거로 활용되었지

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만 시행되었고, 이후에는 기관평가로 대체·통

합되었기 때문이다. 등급별 환산점수는 선행연구(김신영, 2013)를 참고하

였고, [표4]와 같이 적용하였다. 공운법 제28조는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

로 하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

였다. 따라서 임기 3년차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

으나, 임기 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2년차나 1년차의 평가점수가

결정적일 수도 있다. 이에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연도별로 동일

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표 4] 등급별 환산점수

기관

평가

기관 등급
환산점수

2007년 2008∼2017년

- S 100

우수 A 90

양호 B 80

보통 C 70

부진 D 60

- E 50

기관장

평가

기관장 등급
환산점수

2008년 2009∼2010년 2011∼2012년 자율경영

아주우수 탁월 S 우수 100

우수(1) 우수 A - 90

우수(2) 양호 B 보통 80

보통(1) 보통 C - 70

보통(2) 미흡 D 미흡 60

미흡 아주미흡 E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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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가. 기관유형

공공기관의 분류기준은 평가의 공정성과 편의를 위해서 설정한 것이

나,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자체가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재임기관의 유형에 따라 더미값을 부여하였다. 기관

별 유형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편람 분류기준에 따른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세부유형의 분류기준은 공운법과 기획재정부 경

영평가편람의 기준이 약간 다르다. 공운법 제5조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

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

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준시장형 공기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의 관리를 위탁받는 준정부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기금관리

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

고 있다.

반면에 기획재정부 경영평가편람은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

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

요업무로 하는 대규모기관을 공기업Ⅰ,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을 공기업Ⅱ, 직원정

원이 50인 이상이고「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

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

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을 강소형

준정부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2017년도 경영평가편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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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기 관 명

공기업

(30개)

공기업Ⅰ

(10/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

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

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기업Ⅱ

(14/20개)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여

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

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

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

(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

기관

(89개)

기금관리형

(11/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

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

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25/34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로교통공

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우체국물류지

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

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

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

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

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

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

[표 5] 기관유형5)

5)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은 진한 색 밑줄 표기 ⇒ 총61개, 2017년 편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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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1/42개)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

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

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금융

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

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

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

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

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

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

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

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

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지식

재산전략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

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

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출신유형

성시영(2014)은 장관이 정치경험이 있을 경우 재임기간이 짧아진다고

밝혔다. 박상희(2009)는 관료, 군인, 정치인, 민간문가, 내부승진, 기타와

같은 출신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군인, 정치인, 민간전문가의 비율

이 높았고, 장관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관료출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는 출신유형이 정치적 임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

들의 출신유형 세분화는 대표경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므로, 본

연구는 기관장의 출신유형을 외부인사와 내부승진으로만 분류하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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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재임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다. 출신지역

이시원·민병익(2002)은 우리나라 역대정부 장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을 기초통계수준에서 정리하였다. 동 연구 결과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과

동향인 장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서울·경기지역

출신이 37.4%로 가장 많았으나, 박정희 정부에서는 영남지역이 33.8%로

높게 나타났고, 전두환·노태우·김영상 정부에서도 영남출신 장관이 가장

많았다. 반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호남지역 출신 비중이 영남지역 출신과

대등해졌다. 성시영(2014)도 전두환 정부 이후 대통령과 동향 출신의 장

관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정치권이

지역을 기반으로 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되

면 출신지역의 인사들에게 정치적 보상차원의 인사가 뒤따른다고 하였

다. 하지만 실증적 분석에서는 출신지역은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

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출신지역을 통제변수로 두었다.

라. 임명권자

성시영(2014)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통령을 통제변수로 두었다. 본 연구에서도 임명권자인 대

통령을 통제하였다.

마. 보수수준

임원의 보수가 재임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

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임원의 입장에서 기관의 보수수준은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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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제변수로 두었다. 보수수준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최근 3개년(’15년∼’17년) 기관장 연

봉(기본급) 평균액으로 하였다.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수수준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기본급을 대상으로 하였고,

재임기간의 물가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기간을 통일하였다. 따라

서 이는 개인이 실제로 받은 보수금액이 아니라, 기관의 상대적 보수수

준을 의미한다.

바. 성별과 연령

기관장의 성별과 연령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6] 변수의 개요

변 수 측정방법 단위 속성

종속 재임기간 근무한 기간 개월수 연속형

독립

정권교체시기

기관장 임명일부터

차기 정부 출범일까

지 이르는 기간

개월수 연속형

경영평가결과
평가등급 환산점수

재임기간 평균
50점∼100점 연속형

통제

기관유형 평가편람 분류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5그룹)
범주형

출신유형 경력 외부임명·내부승진 범주형

출신지역 출생지(성장지)
수도권·영남 등

(7그룹)
범주형

임명권자 대통령
노무현∼박근혜

(3그룹)
범주형

보수수준
기관장연봉(기본급)

최근 3개년 평균
원 연속형

성별 성별 男/女 범주형

연령 연령 歲 연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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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연구자료는 6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재임

기간, 경영평가결과, 출신유형, 출신지역, 임명권자, 성별과 연령을 수집

하였다.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

개시스템(http://www.alio.go.k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인터넷사이트 인

물정보,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공공기관장의 재임기간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권교체시기와

경영평가결과를 독립변수, 기관유형, 출신유형, 출신지역, 임명권자, 보수

수준,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은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며,

각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선형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종속변수 Y가 k개의 독립변수를 가지는 다중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은

기본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 

다중회귀모형의 중요한 가정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

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독립변수들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면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다중공선성의 진단은 분산팽창

계수(VIF)나 공차한계(tolerance)를 이용하는데, 분산팽창계수는 공차한

계의 역수에 해당한다. 통산 분산팽창계수가 10을 넘어가거나 공차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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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다중회귀모형과 더불어 생명표 분석, Kaplan-Meier 분석,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과 같은 다양한 생존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는 장

관의 재임기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성시영(2014)이 정규성 가정의 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Cox 비례위험 모형을 통해 생존분석을 시도한 데

서 착안하였다.

생존분석은 신약개발의 효과, 수술 및 화학요법의 비교 등 의료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점차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최정원, 2009). 본 연구에서도 생존분석을 다중회귀모형과 더불어

재임기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생존분석은 수명(생존기간=재임기간)과 사건(사망=퇴임)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누적생존확률(Cumulative Survival), 혹은 사망위험(hazard)을

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생명표 분석, Kaplan-Meier 분석,

Cox 비례위험 모형 분석 등이 존재한다. 생명표 분석은 생존기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관찰된 사건(사망)으로부터 구간사망

확률과 구간생존확률을 구해 누적생존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Kaplan-Meier 모형은 시간 변수를 구간으로 나누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생존율을 계산하여 누적생존확률을 구한

다. Cox 비례위험 모형은 단변량 분석방법인 생명표 분석과

Kaplan-Meier 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변량 분석기법으로 생존

시간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고 연속형 변수나 2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처

리할 수 있어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생존분석에서 두 집단 간의 생존분포 동일성 검정은 주로 Log Rank

통계량과 Gehan's generalized Wilcoxon 통계량을 사용한다. Log Rank

검정법은 비례위험(proportional hazards)의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 검정

력이 좋은 반면, 일반화된 Wilcoxon 검정법은 생존율의 초반 차이를 찾

아내는데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미남, 이재원, 1998). 본 연구에

서는 생명표 분석에서 Wilcoxon 검정법을, KM분석에서 Log Rank 검정

법과 Wilcoxon 검정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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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1. 재임기간(종속변수)

공운법이 제정된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재임했던 역대 공공기관

장 재임기간의 평균은 31.1개월로 법적 임기인 36개월에 4.9개월 짧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임되는 경우보다 임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연임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후임 기관장

이 임명되기까지 재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재임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1절에서는 통계량의 범주별로 간략하게 재임기간

을 비교해보았으나, 이에 대해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는

제2절과 제3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2. 독립변수

가. 정권교체시기

정권교체시기는 기관장 임명일부터 차기정부 출범일(차기 대통령 취

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대상기간 동안 정권교체시기의 평균값은

30.1개월로 기관장 임기인 36개월보다 5.9개월 짧았다. 이는 정권교체시

기가 재임기간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정권교체

시기가 가장 늦었던 기관장은 정봉채 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이명

박 정권 초기에 임명되어 58개월 후에 정권이 바뀌었다. 정 전 이사장은

36개월 임기를 모두 채웠다. 가장 정권교체시기가 짧았던 기관장은 박대

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고 다음 달에 정권이 바뀌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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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15개월간 재임하여 임기의 절반을 못 채웠다.

나. 경영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는 기관평가등급과 기관장평가등급을 등급별 환산점수

(100, 90, 80, 70, 60, 50)로 전환하여 재임기간 평균점수를 구하였다. 전

체 기관장의 평균점수는 75.7점, 중위값은 76.7점으로 이는 B와 C등급

사이에 해당한다. 평균점수 이상 기관장 130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31.3개

월, 평균점수 75.7점 미만 기관장 115명의 재임기간은 30.9개월로 높은

점수의 기관장이 재임기간이 약간 더 길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

관장은 100점을 받은 박성표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으로 34개월간 재

직하였다. 하지만 박 사장은 재임기간 중 1개년도(2007년) 평가결과만

반영되어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기관장 7명이 가장 낮은 점수인

50점을 받았으며,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17개월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들의 평균 정권교체시기도 14.7개월로 짧아서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기술통계량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3. 통제변수

가. 기관유형

공기업1군에 속하는 기관장이 40명(16.3%), 공기업2군이 53명(21.6%),

기금관리형 48명(19.6%), 위탁집행형 100명(40.8%), 강소형 4명(1.6%)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기관유형별 재임기간을 보면 공기업 1군이 31.8

개월, 공기업2군 31.0개월, 기금관리형 31.0개월, 위탁집행형 30.6개월, 강

소형 38.3개월로 표본수가 작은 강소형을 제외하고는 유형별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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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신유형

출신유형은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 집계하였으며 외부가 229명(93.5%),

내부가 16명(6.5%)으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외부인사가 압도적으로 많

았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

지도 있지만, 전문성 확보와 내부직원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라 할 수 있다. 출신유형별 재임기간은 외부가 30.9, 내부 32.6으로 내부

승진자가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시영(2014)은 정치경험이 많은

장관일수록 재임기간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는 장관으로서의 역할보다

는 자신의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아 선거가 다가오면 사임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다. 출신지역

기관장들의 출신지역은 영남이 113명(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경기 51명(20.8%), 충청 37명(15.1%), 호남 29명(11.8%), 강원 10명

(4.1%), 제주 3명(1.2%), 해외 2명(0.8%) 순이었다. 출신지역별 재임기간

은 해외(44개월), 제주(37.3개월), 서울경기(32.9개월), 충청(31.5개월), 영

남(30.8개월), 호남(29.2개월), 강원도(24.3개월) 순이었다.

라. 임명권자

임명권자는 노무현 52명(21.2%), 이명박 109명(44.5%), 박근혜 84명

(34.3%)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2003년부터이나, 분석대상기

간이 2007년부터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들은 분석대상기간 이후에

임명되거나 재임중이어서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명권자별 재임

기간은 노무현 29.9개월, 이명박 32.3개월, 박근혜 29.1개월로 이명박 대

통령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재임기간이 다소 길었다. 이는 보수정권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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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로 엽관제가 덜 작용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임

명된 기관장들 중에서 아직 물러나지 않은 기관장들의 재임기간이 누락

된 까닭일 수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마. 보수수준

보수수준은 최근 3개년(’15년∼’17년) 기관장 연봉(기본급) 평균액으로

전체 기관장의 보수수준은 평균 1억3천498만6천 원이었다. 평균보다 낮

은 기관장 206명의 재임기간은 31.1개월, 평균보다 높은 기관장 39명의

재임기간은 31개월이었다.

바. 성별과 연령

성별로는 남성이 239명(97.6%), 여성이 6명(2.4%)으로 남성이 압도적

으로 많았으며, 남성 평균 재임기간은 31.0개월, 여성 평균 재임기간은

36.7개월로 여성이 5.7개월 더 길었다. 기관장 취임 당시의 연령은 평균

58.4세였다. 평균보다 젊은 기관장 142명의 재임기간은 30.6개월, 평균보

다 나이든 기관장 103명의 재임기간은 31.7개월이었다.

4. 상관관계 분석(연속형변수)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계수(Pears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더미

변수를 제외한 다섯 개 변수의 상관계수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정

권교체시기와 재임기간이 유의수준 0.01에서 0.450의 값을 나타내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인 정권교체

시기와 종속변수인 재임기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평가결과와 임원보수

수준도 유의수준 0.05에서 0.154의 값을 가져 약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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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관관계가 약하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중공선성은 제2절의 다중회귀분석에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

계수(VIF)로 확인하였다.

[표 7] 상관관계 분석

(a) (b) (c) (d) (e)

재임기간(a) 1

정권교체시기(b) 0.450
**

1

경영평가(c) 0.101 0.104 1

나이(d) 0.067 0.067 -0.010 1

임원보수수준(e) 0.017 -0.046 0.154
*

-0.124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함

제 2 절 회귀분석

1. 다중회귀모형 분석결과

[표 8] 다중회귀모형 요약

R R2 조정된R2
표준추정값

오류

Durbin-

Watson

0.509 0.259 0.201 10.8036 2.109

[표 8] 모형요약을 보면 R2가 0.259로 모형이 가지는 설명력이 25.9%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urbin-Watson값은 0에 가까우면 양의 자기상

관, 4에 가까우면 음의 자기상관이 있으며 2에 가까우면 자기상관이 없

다고 본다. Durbin-Watson값이 2.109이므로 본 모형은 독립성을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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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분산분석은 F값이 4.400, 유의수준이 0.000이므로 전체 모형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 9]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9243.374 18 513.521 4.400 0.000

잔차 26378.275 226 116.718 　 　

총계 35621.649 244 　 　 　

[표 10] 다중회귀분석 결과(n=245)

변수
비표준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SE 공차 VIF

(상수) 3.762 13.764 　 0.273 0.785 　 　

정권교체시기 0.325 0.045 0.448 7.238 0.000 0.857 1.167

경영평가 0.081 0.086 0.060 0.944 0.346 0.824 1.214

나이 0.155 0.168 0.057 0.922 0.357 0.871 1.148

임원보수수준 4.260E-05 .000 0.089 0.987 0.325 0.400 2.502

공기업1군 -0.658 2.179 -0.020 -0.302 0.763 0.735 1.361

공기업2군 1.965 1.957 0.067 1.004 0.316 0.733 1.364

강소형 6.109 5.787 0.064 1.056 0.292 0.886 1.129

기금 -1.619 2.676 -0.053 -0.605 0.546 0.422 2.368

남성 -3.228 4.710 -0.041 -0.685 0.494 0.899 1.112

이명박 -1.070 1.967 -0.044 -0.544 0.587 0.499 2.005

박근혜 -3.716 2.042 -0.146 -1.820 0.070 0.507 1.972

내부 3.633 2.956 0.074 1.229 0.220 0.893 1.120

강원 -4.994 4.120 -0.082 -1.212 0.227 0.717 1.395

서울 3.167 2.699 0.107 1.174 0.242 0.397 2.520

영남 0.856 2.358 0.035 0.363 0.717 0.345 2.900

제주 4.065 6.782 0.037 0.599 0.550 0.856 1.168

충청 1.307 2.780 0.039 0.470 0.639 0.481 2.080

해외 7.946 8.141 0.059 0.976 0.330 0.888 1.126



- 52 -

[표 10] 다중회귀분석결과는 변수별로 분석결과를 세분화하여 보여주

고 있다. 독립변수 중 정권교체시기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재임기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계수는 0.325, 표준계

수는 0.448로 양(+)의 방향을 나타낸다. 이는 임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

권의 교체가 늦게 이루어질수록 재임기간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에 독립변수 중 경영평가결과는 유의수준이 0.346으로 재임기간과 관련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영평가결과

에 따라 연임과 해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수수준, 기관유형, 임

명권자, 출신유형, 출신지역, 성별, 연령 등 기타 통제변수들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변수들의 공차한계

(tolerance)는 모두 0.1보다 크고 분산팽창계수(VIF)는 모두 10보다 작으

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가설검정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정권교체시기가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관장 임명일부터 차기 정부 출범일까지 그 기간이 길수

록 재임기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관장 임명일부터 차기 정부 출범일까지의 기간,

즉 정권교체시기는 재임기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대립가설이 채택(귀무가설이 기각)된다. 이는 곧 공공

기관장 인사에 엽관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본 연구는 경영평가결과가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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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경영평가결과가 양호할수록 기관장의 재임기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 결과 경영평가결과는 유의수준이 0.346로 재임기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대립가설이

기각(귀무가설이 채택)된다. 이는 공운법이 실적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실적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회귀분석이 보여주는 결과는 재임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엽

관제적 요소이며, 실적제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제3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생존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다.

제 3 절 생존분석

생존분석은 주로 의료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통계 기법으로 관찰대상

(환자)이 특정시점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분석한다. 따라서 어

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분석하는 연구에 두루 적용될 수 있

다. 생존분석은 사망(event)이 발생할 확률인 위험률(hazard rate)이나 잔

존할 확률인 생존율(survival probability)을 구하는 것으로 t시점의 위험

률 h(t)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im∆ → ∆
Pr ≤  ∆ ≥ 





본 연구에서 h(t)는 어떤 기관장이 특정시점(t)까지 재임하는 경우 그

시점 직후에 면직될 확률을 의미한다. 여기서 확률변수 T는 생존기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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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간)을 의미하며 연속형 확률변수이다. S(t)는 생존함수이고 f(t)는 확

률밀도함수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의 대표적인 기법들인 생명표 분

석, Kaplan-Meier 분석, Cox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모집단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 검정으로 모수 검정인 회귀분석

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1. 생명표 분석결과

생명표 분석은 생존기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관

찰된 사망자수(event)로부터 구간사망률과 구간생존율을 구한 후에 누적

생존확률을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임기간을 1개월 단위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퇴임자수(event)를 구해 누적생존율을 구하였다. t시점의 구간

생존율이 p(t) 일 때 누적생존율 S(t)는 다음과 같다.

S(t)=S(t-1)×p(t)

생명표 분석은 범주형 변수에 대해 누적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는 기

법이므로, 먼저 정권교체시기를 임기 내에 정권교체가 있는 경우(36개월

이내)와 없는 경우(36개월 초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참고로 생존분석

에서 두 집단 간의 생존분포 동일성 검정은 주로 Log Rank 통계량과

Gehan's generalized Wilcoxon 통계량을 사용한다. Log Rank 검정법은

비례위험(proportional hazards)의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 검정력이 좋은

반면, 일반화된 Wilcoxon 검정법은 생존율의 초반 차이를 찾아내는데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미남, 이재원, 1998). 본 연구에서는 생명표

분석에서 Wilcoxon 검정법을, KM분석에서 Log Rank 검정법과

Wilcoxon 검정법을 사용하였다.



- 55 -

[표 11] 생명표 분석결과(정권교체여부)

구분
구간

(월)
재임 퇴임 퇴임비율 재임비율 누적생존율

정권 0 100 0 0.00 1.00 1.00

미교체 1 100 0 0.00 1.00 1.00

2 100 0 0.00 1.00 1.00

3 100 0 0.00 1.00 1.00

4 100 0 0.00 1.00 1.00

5 100 0 0.00 1.00 1.00

6 100 1 0.01 0.99 0.99

7 99 0 0.00 1.00 0.99

8 99 0 0.00 1.00 0.99

9 99 1 0.01 0.99 0.98

10 98 0 0.00 1.00 0.98

11 98 0 0.00 1.00 0.98

12 98 1 0.01 0.99 0.97

… … … … … …

36 75 26 0.35 0.65 0.49

… … … … … …

63 1 1 1.00 0.00 0.00

정권 0 145 0 0.00 1.00 1.00

교체 1 145 0 0.00 1.00 1.00

2 145 2 0.01 0.99 0.99

3 143 0 0.00 1.00 0.99

4 143 1 0.01 0.99 0.98

5 142 1 0.01 0.99 0.97

6 141 0 0.00 1.00 0.97

7 141 1 0.01 0.99 0.97

8 140 0 0.00 1.00 0.97

9 140 0 0.00 1.00 0.97

10 140 5 0.04 0.96 0.93

11 135 0 0.00 1.00 0.93

12 135 5 0.04 0.96 0.90

… … … … … …

36 50 18 0.36 0.64 0.22

… … … … … …

63 1 1 1.00 0.00 0.00

[표 11]을 보면 임기 내 정권교체가 없는 경우 임기 마지막 구간(36개

월 째)의 누적생존확률은 49%이나, 정권교체가 있는 경우의 누적생존확

률은 22%로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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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명표 생존함수(정권교체여부)

[그림 2]를 보면 정권교체가 있는 경우의 생존함수 그래프가 정권교체

가 없는 생존함수 그래프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부터 정권교체가 없는 경우 모든 구간에서 재임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Wilcoxon 검정(정권교체여부)

Wilcoxon(Gehan)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38.283 1 0.000

[표 12]는 Wilcoxon 검정에 의해 2개의 군을 비교한 유의확률값을 보

여주고 있다. 유의확률(p-value)이 0.0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01 하

에서 임기 내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재임기간이 차이 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57 -

[표 13] 생명표 분석결과(경영평가결과)

구분
구간

(월)
재임 퇴임 퇴임비율 재임비율 누적생존율

하위 0 115 0 0.00 1.00 1.00

점수 1 115 0 0.00 1.00 1.00

2 115 0 0.00 1.00 1.00

3 115 0 0.00 1.00 1.00

4 115 0 0.00 1.00 1.00

5 115 0 0.00 1.00 1.00

6 115 0 0.00 1.00 1.00

7 115 1 0.01 0.99 0.99

8 114 0 0.00 1.00 0.99

9 114 1 0.01 0.99 0.98

10 113 1 0.01 0.99 0.97

11 112 0 0.00 1.00 0.97

12 112 5 0.04 0.96 0.93

… … … … … …

36 56 15 0.27 0.73 0.36

… … … … … …

62 1 1 1.00 0.00 0.00

상위 0 130 0 0.00 1.00 1.00

점수 1 130 0 0.00 1.00 1.00

2 130 2 0.02 0.98 0.98

3 128 0 0.00 1.00 0.98

4 128 1 0.01 0.99 0.98

5 127 1 0.01 0.99 0.97

6 126 1 0.01 0.99 0.96

7 125 0 0.00 1.00 0.96

8 125 0 0.00 1.00 0.96

9 125 0 0.00 1.00 0.96

10 125 4 0.03 0.97 0.93

11 121 0 0.00 1.00 0.93

12 121 1 0.01 0.99 0.92

… … … … … …

36 69 29 0.42 0.58 0.31

… … … … … …

63 2 2 1.00 0.00 0.00

다음은 경영평가결과를 상위(평균점수 76.1점 이상)과 하위(평균점수

미만)로 나누어 누적생존확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13] 경영평가결

과에 따른 생명표 분석결과를 보면 경영평가결과 상위자들의 임기종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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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36개월) 누적생존율은 31%, 하위자들의 임기종료구간의 누적생존율은

36%로 가설 2.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생명표 생존함수(경영평가결과)

[그림 3]은 평균점수 미만과 평균점수 이상의 누적생존확률 그래프가

교차하고 있다. 이는 경영평가결과가 재임기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표 14] Wilcoxon 검정(경영평가결과)

Wilcoxon(Gehan)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0.020 1 0.887

[표 14] Wilcoxon 검정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p-value)이 0.05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경영평가결과가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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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plan-Meier 분석결과

[표 15] KM생존표 분석결과(정권교체여부)

구분 시간
누적생존비율

누적퇴임자 잔존재임자
추정값 표준오차

미교체 6 0.990 0.010 1 99

9 0.980 0.014 2 98

12 0.970 0.017 3 97

15 0.950 0.022 5 95

16 0.930 0.026 7 93

18 0.920 0.027 8 92

23 0.900 0.030 10 90

24 0.890 0.031 11 89

25 0.880 0.032 12 88

26 0.870 0.034 13 87

29 0.850 0.036 15 85

30 0.830 0.038 17 83

31 0.820 0.038 18 82

… … … … …

36 0.490 0.050 51 49

… … … … …

63 0.000 0.000 100 0

정권 2 0.986 0.010 2 143

교체 4 0.979 0.012 3 142

5 0.972 0.014 4 141

7 0.966 0.015 5 140

10 0.931 0.021 10 135

12 0.897 0.025 15 130

13 0.883 0.027 17 128

14 0.841 0.030 23 122

15 0.793 0.034 30 115

16 0.759 0.036 35 110

17 0.738 0.037 38 107

18 0.710 0.038 42 103

19 0.690 0.038 45 100

… … … … …

36 0.221 0.034 113 32

… … … … …

63 0.000 0.000 1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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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Meier분석은 관찰기간이 짧은 순으로 나열한 뒤에 각 사망

(event)이 발생한 시점에서 생존율을 계산한다. 생명표 분석이 시간 변수

를 구간으로 나누는 반면, KM 분석은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생존율을

산출하여 누적생존율을 구한다. 생명표와 마찬가지로 KM 분석도 범주형

변수에 대해 누적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는 기법이므로, 먼저 정권교체

시기를 임기 내에 정권교체가 있는 경우(36개월 미만)와 없는 경우(36개

월 이상)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15]는 정권교체여부에 따른 KM 생존표이다. 임기종료 시점에서

정권교체가 없을 경우 누적생존율은 49%, 정권교체가 있는 경우 누적생

존율은 22.1%다. 임기중에 정권교체가 있는 경우 누적생존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KM 생존함수(정권교체여부)

[그림 4]는 모든 기간에 걸쳐 정권교체가 없는 경우 누적생존확률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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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Log-Rank·Wilcoxon 검정(정권교체여부)

구 분 카이제곱검정 자유도 유의확률

Log Rank

Wilcoxon

28.785

37.621

1

1

0.000

0.000

[표 16]는 Log-Rank와 Wilcoxon통계량의 유의확률 모두 유의확률

(p-value)이 0.0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01 하에서 임기 내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재임기간이 차이 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KM분석으로 경영평가결과가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표 17]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KM 생존표이다. 임기종료시점

(36개월)에서 기관평가 하위자(평균점수 미만)의 누적생존율은 35.7%, 상

위자(평균점수 이상)의 누적생존율은 30.8%로 가설 2.와 반대다. [그림

5]는 생존함수 그래프가 교차하며 통계적으로 의미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KM 생존함수(경영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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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KM생존표 분석결과(경영평가결과)

구분 시간
누적생존비율

누적퇴임자 잔존재임자
추정값 표준오차

하위 7 0.991 0.009 1 114

점수 9 0.983 0.012 2 113

10 0.974 0.015 3 112

12 0.930 0.024 8 107

13 0.922 0.025 9 106

15 0.870 0.031 15 100

16 0.835 0.035 19 96

17 0.826 0.035 20 95

18 0.800 0.037 23 92

19 0.791 0.038 24 91

20 0.783 0.038 25 90

21 0.757 0.040 28 87

22 0.730 0.041 31 84

… … … … …

36 0.357 0.045 74 41

… … … … …

62 0.000 0.000 115 0

상위 2 0.985 0.011 2 128

점수 4 0.977 0.013 3 127

5 0.969 0.015 4 126

6 0.962 0.017 5 125

10 0.931 0.022 9 121

12 0.923 0.023 10 120

13 0.915 0.024 11 119

14 0.869 0.030 17 113

15 0.846 0.032 20 110

16 0.823 0.033 23 107

17 0.808 0.035 25 105

18 0.792 0.036 27 103

19 0.777 0.037 29 101

… … … … …

36 0.308 0.040 90 40

… … … … …

63 0.000 0.000 1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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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Log-Rank·Wilcoxon 검정(경영평가결과)

구 분 카이제곱검정 자유도 유의확률

Log Rank

Wilcoxon

0.357

0.020

1

1

0.550

0.887

[표 18]의 Log-Rank와 Wilcoxon 통계량의 유의확률 모두 유의확률

(p-value)이 0.05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재임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생명표 분석과 Kaplan-Meier 분석은 범주형/단변량 분석이므로 독립

변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이거나,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모형에 적용하

기가 어렵다. 본 연구모형은 2개의 독립변수와 4개의 연속형 변수를 포

함하므로, 생명표 분석과 KM분석만으로는 전체모형을 충분하게 설명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교란변수의 영향을 적절하게 보정할

수 있는 Cox 비례위험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Cox 모형에서 위험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exp  ⋯  

이는 n개의 설명변수를 갖는 i번째 관측치가 t시점에서 사망할 확률이

며 h0(t)는 설명변수의 영향력이 없는 기저위험, βk는 설명변수 xk의 회

귀계수를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기 모형은 i번째 기관장이 t시점

에서 면직될 위험률을 뜻한다. 회귀계수의 값이 양(+)이면 면직될 위험

률이 높아지므로 재임기간은 짧아지며, 음(-)의 값을 가지면 재임기간은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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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Cox 비례위험모형변수 분석결과

변수 B SE Wald df 유의수준 Exp(B)

정권교체시기 -0.023 0.004 26.061 1 0.000 0.978

경영평가 -0.014 0.010 2.068 1 0.150 0.986

임원보수수준 0.000 0.000 0.828 1 0.363 1.000

나이 -0.016 0.017 0.897 1 0.344 0.984

기관유형 　 　 1.912 4 0.752 　

공기업1군 0.069 0.220 0.100 1 0.752 1.072

공기업2군 -0.107 0.180 0.352 1 0.553 0.899

강소형 -0.532 0.545 0.953 1 0.329 0.588

기금관리형 0.146 0.238 0.375 1 0.540 1.157

남성 0.196 0.446 0.193 1 0.661 1.216

임명권자 　 　 6.200 2 0.045 　

이명박 -0.109 0.182 0.357 1 0.550 0.897

박근혜 0.281 0.195 2.078 1 0.149 1.324

내부 -0.523 0.282 3.440 1 0.064 0.593

출신지역 　 　 4.159 6 0.655 　

강원 0.268 0.385 0.485 1 0.486 1.307

서울경기 -0.293 0.261 1.260 1 0.262 0.746

영남 -0.081 0.221 0.135 1 0.713 0.922

제주 -0.398 0.625 0.405 1 0.524 0.672

충청 -0.199 0.259 0.591 1 0.442 0.820

해외 -0.663 0.752 0.777 1 0.378 0.515

[표 19] 는 Cox 비례위험 모형의 분석결과이다. 독립변수 중 정권교체

시기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회귀계수는

-0.023이므로 교체시기가 길어질수록 위험률이 감소, 즉 재임기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경영평가결과는 유의수준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나머지 통제변수들도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이는 제3절의 회귀분석 결과는 물론, 생명표 분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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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Meier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Wald 추정량은

모형에서 변수가 얼마나 공헌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는데, 역시

정권교체시기가 26.061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변

수들은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Cox 모형 생존함수

[그림 6]은 모형에 투입된 모든 공변량의 영향을 고려한 생존곡선을

보여준다. 재임기간이 10개월까지는 누적생존율에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10개월 이후로 생존율이 급하게 떨어지고, 임기(36개월) 직후에 급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은 위험곡선이다. 면직될 위험이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임기

직후에 급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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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ox 모형 위험함수

4. 가설검정 및 해석

제3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을 검정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면 정권교체시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은 채택되지만 경영평가결과가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는 기각된다. 즉 회귀분석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엽관제는 작동하

고 있지만 실적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도 생존분

석 결과 확인된 두 가지 가설의 검정결과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본다. 만일 생존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회귀분석과 같다면 엽관제가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실적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힘

을 얻지만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면 본 연구의 종합적인 결론은 모호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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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기관장 임명일부터 차기 정부 출범일까지 그 기간이 길수

록 재임기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변수인 정권교체시기를 임기 내 정권교체가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해 생명표 분석과

Kaplan-Meier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모든 관찰기간에 걸쳐 정권

교체가 없는 경우, 즉 정권교체시기가 더 긴 경우의 누적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Cox 비례위험모형에서도 정권교체시기는 음(-)의 회귀계

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재임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장 임명일부터 차기 정부 출범일까지의 기간, 즉

정권교체시기는 재임기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가설 1.은 대립가설이 채택(귀무가설이 기각)된다. 이는 곧 공

공기관장 인사에 엽관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설 2. 경영평가결과가 양호할수록 기관장의 재임기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생명표 분석과 Kaplan-Meier 분석에 따르면 경영평가결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Cox 비례모형에서도 경영평가결

과의 유의수준은 0.05보다 커서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는 대립가설이 기각(귀무가설이 채택)

된다. 이는 공운법이 실적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실적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3절의 회귀분석 결과와

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존분석이 보여주는 결과는 재임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엽

관제적 요소이며, 실적제는 기재부의 정책 의도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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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종합 및 토론

1. 네 가지 분석결과의 종합

본 연구는 공공기관장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자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가설을 수립하였다. 하

나는 정권교체시기로, 이는 엽관제적 요인이다. 또 하나는 경영평가결과

로, 이는 실적제적 요인이다. 통제변수로는 기관유형, 출신유형, 임명권

자, 보수수준, 성별, 연령의 일곱 가지를 두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분석결과

독립변수 중 정권교체시기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재임기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경영평가결과는 유의수준이 0.346으로 재임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생명표 분석 결과 정권교체여부에 따라 유의수준 0.01하에서 재임기간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권교체가 있는 경우의 생존

함수 그래프가 정권교체가 없는 생존함수 그래프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

다. 하지만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재임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으며, 평균점수 미만과 평균점수 이상의 누적생존확률 그래프

가 교차하고 있었다.

Kaplan Meier 분석 결과 정권교체여부에 따라 유의수준 0.01하에서

재임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권교체가 있는 경우

의 생존함수 그래프가 정권교체가 없는 생존함수 그래프 아래에 위치하

고 있었다. 하지만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재임기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균점수 미만과 평균점수 이상의 누적생존확률

그래프가 교차하고 있었다.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1하에서 정권교체시기가 재

임기간에 정권교체시기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재임기간에 정(+)의 영향

을 주고 있었으나, 경영평가결과는 유의수준이 0.150으로 재임기간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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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여타 통제변수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적용한 네 가지 분석모형은 서로 다른 가정과 한

계를 가지고 있으나, 분석결과 일관되게 엽관제가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실적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만일 분석모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종합적으로 명확한 결

론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나, 모집단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다변량 분

석이 가능한 Cox 비례위험모형의 분석결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0] 분석결과 종합(O-재임기간에 영향 미침, X-미치지 않음)

변수 회귀분석 생명표
Kaplan-

Meier

Cox비례위험

모형

정권교체시기

(엽관제)
O O O O

경영평가결과

(실적제)
X X X X

나이 X - - X

임원보수 X - - X

기관유형 X - - X

출신유형 X - - X

임명권자 X - - X

보수수준 X - - X

연령 X - - X

성별 X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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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에 대한 현실적 고찰

공공기관 운영과 임원인사에 관련된 제반 법규와 제도적 발전과정은

정책입안자들이 정치․행정 이원론적 관점에서 실적제를 지향하고 있다

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예를 들어 경영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장은 1

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고, 반대로 부진할 경우에는 해임이 건의될 수

있다. 신임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 모집 방법의

결정부터 후보자 모집, 심사, 추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간

여하면서 정치적 임명에 의한 정실인사를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정부가 입법과 제도운영을 통해 구

축해온 실적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엽관제가 재임기간

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식적으로는 경영평가제도와 임원추천

위원회, 연임 및 해임규정 등 실적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정치인들과 관

료들이 제도의 허점을 틈타 엽관주의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권교체시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전력산업 전문가 두 명의 행보는

실적제 하에서 엽관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남

동발전의 H 전 사장은 한국전력에 입사해 본부장까지 지낸 전력산업 전

문가이다. H 사장은 박근혜 정권 초기에 임명되어 37개월을 재임하며

임기를 다 채웠다. 후임으로 임명된 J 전 사장 역시 한국전력 출신으로

전력계통 본부장을 지낸 전문가였다. 하지만 J 전 사장이 임명된 시기는

나라 전체가 국정농단사건으로 들썩일 때였다. 6개월 뒤에 문재인 정부

가 들어섰고, 몇 달 뒤에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네 곳의 사장이 일괄 사

표를 제출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사퇴를 종용했

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 경북고등학교 출신, 이른바 TK

출신이었던 J 전 사장의 재임기간은 10개월에 불과했다.

H 전 사장과 J 전 사장은 같은 한국전력 본부장 출신으로 같은 임명

권자에 의해 남동발전 기관장에 임명되었고, 재임기간 경영평가 환산점

수도 76.7점과 80점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결국 정권교체시기가 재

임기간의 극명한 차이를 가져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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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는 공공기관장의 재임기간(在任期間)이 기관의 목표달성에 심

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재임기간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관장 재임기간에 대한 주

요한 영향요인은 엽관제(獵官制, spoils system)와 실적제(實積制, merit

system)로 보았다. 엽관제는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정당과 지도자에게

관료의 임면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 실적제는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실적을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인사제도이다(하태권,

2002). 이론적으로 전자는 정치·행정 일원론(一元論)의 관점으로, 후자는

정치·행정 이원론(二元論)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국내 현실에서 기

관장의 임명과 교체는 정권교체를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른바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

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고 실적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실적제 인사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 임원추

천위원회를 통해 정실인사를 막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연임과 해임이

가능토록 한 공운법의 절차와 제도는 엽관제의 폐해를 막고 실적제를 뿌

리내리기 위한 노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권교체시기를 엽관제적 요인의 변수로, 경영평가결과

를 실적제적 요인의 변수로 정의하였다. 정권교체시기는 기관장 임명일

부터 차기 정부 출범일(차기 대통령 취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경

영평가결과는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기관평가등급과 기관장평가

등급을 등급별 환산점수(100, 90, 80, 70, 60, 50)로 전환하고 재임기간 동

안 획득한 환산점수의 평균으로 하였다. 이밖에 기관유형, 출신유형, 출

신지역, 임명권자, 보수수준, 성별, 연령을 통제변수로 두었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가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다. 독립변수 중 정권교체시기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재임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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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명된 시점을 기준으

로 정권의 교체가 늦게 이루어질수록 재임기간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독립변수 중 경영평가결과는 유의수준이 0.346으로 재임기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수준, 기관유형, 임명권자, 출신유형,

출신지역, 성별, 연령 등 기타 통제변수들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재임기간의 영향요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해 생존

분석을 병행하여 시도하였다. 생존분석의 방법론으로는 생명표 분석,

Kaplan-Meier 분석, Cox 비례위험 모형을 채택하였다. 생명표 분석과

Kaplan-Meier 분석은 연속형 변수인 독립변수들을 범주형 변수로 전환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권교체시기는 임기 중 교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고, 경영평가결과는 평균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나눴다. 생명표 분석 결과 Gehan's Wilcoxon Method 검정에 따라 임기

내 정권교체가 있는 경우 재임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경영평가결과는 점수의 고저에 따라 재임기간에 차이가 없었다.

Kaplan-Meier 분석 결과 Log-Rank와 Wilcoxon 통계량으로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재임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KM 생존함수 그래

프는 모든 기간에 걸쳐 정권교체가 없는 경우 누적생존확률이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경영평가결과는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생명표 분석과 KM분석만으로는 전체모형을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교란변수의 영향을 적절하게 보정할 수 있

는 Cox 비례위험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Cox 비례위험 모형의 분

석결과 독립변수 중 정권교체시기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회귀계수는 -0.023이므로 정권교체시기가 길어질수록 위

험률이 감소, 즉 재임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경영평가결과

는 유의수준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나머지

통제변수들도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가설 1(엽관제는 영향을 미친다)은 대립가설이 채

택되나, 가설2(실적제는 영향을 미친다)는 기각된다. 이러한 결론은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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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생명표 분석, Kaplan-Meier 분석,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의 서로

다른 네 가지 분석결과로 지지된다.

제 2 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제도나 재임기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

고, 대부분 재임기간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임기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인과

적 관계에만 주목하여 근본 원인의 탐색이나 이론적 전개에 미흡한 점을

드러냈지만 본 연구는 변수의 체계적 탐색으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이 내포한 학문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행정이론의 양대 조류인 정치·행정 일원론

과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관료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일

원론은 엽관제(spoils system)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행정을 가치판단이

없는 순수한 기술적 관리현상으로 파악하는 이원론은 실적제(merit

system)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엽관제

와 실적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증적 규명을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엽관제는 학계에서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아왔다. 직업관료는 정치적 중

립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관료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능력을 이념에 상관없이 가치중립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렵다(Campbell

and Wilson, 1995). 현대사회에서 관료는 단순히 정책을 집행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주요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집권세력은 정책과정

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료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Aberbach,

Putnam, Rockman, 1981). 대리인은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인을 기만하고 대리인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위험

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수반과 정치적으로 임명된 각료들은 주

어진 인사권을 통해 내부통제를 가하게 된다(고재학, 2008).

이처럼 엽관제는 정치·행정 일원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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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중요한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임명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임명으로 볼 수 있

다. 엽관제는 관료집단이 특권계층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적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엽관제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사는 대체로 임원추천위원회와 경영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의 기조로 제도적 발전을 이뤄

왔다. 엽관제, 즉 정치적 임명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와는 거리가 멀

뿐더러 자칫 정실인사(情實人事), 보은인사(報恩人事)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하고, 국민여론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사제도에서 엽관제(spoils system)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비상임이사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임원추

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 모집 방법의 결정, 후보자 모집, 후보

자 심사 및 추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정실인사를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으로 자리 잡았다. 임원의 임기는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어 경영평가결과

부진, 법령위반, 비위행위 등의 사유가 없이는 해임되지 않는다. 또한 경

영평가결과, 직무수행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실적제의 원칙이 확고히 서있는 편이다.

하지만 회귀분석과 세 가지 생존분석을 병행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의 공공기관장 인사는 아직도 엽관제가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관

료집단(혹은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당위성에서 볼 때 엽관

제가 지배적인 현상을 비판적 시각에서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결

과는 제도와 운영의 불일치라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실적제이나, 실제로 정치권력이 원하는 것은 엽관

제인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집권정당에 대한 실망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적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

도와 운영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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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2007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

였다. 이는 2007년에 공운법이 제정되면서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

졌던 다양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기능이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정권교체가 두 번에 불과해 엽관제가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의 출범은 10년에 걸친 보수정권이 끝나고 진보정권으로 교체되는 시점

이자,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원인이 되었기에 공

공기관장의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연구시

점에서 많은 기관장이 재임하고 있어 연구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차기 정

부가 출범하는 시점을 전후로 본 연구모형을 다시 한 번 적용해 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 경영평가는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

하였다. 만일 경영평가단이 정권에 입맛에 맞는 평가를 한다면 경영평가

가 실적제적 요인에 해당한다는 근본가정이 위협받게 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경영평가지표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정권 출범 전후의 평가가 상반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사업이었던 성과연봉제 도입이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기관장이 전 정권 인

사일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경

영평가결과가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한 것인가를 밝혀내는 일은 쉽지 않

은 일이다. 경영평가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일은 별도의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통령 임명기관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행위

자체가 엽관제이고, 독립변수인 정권교체시기도 대통령의 취임일로부터

산출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무장관이 엽관제가 아닌 실적제로 기관

장을 임명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주무장관도 대통령에 의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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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된다는 점에서 보면 주무장관도 엽관제의 영향을 벗어나긴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주무장관이 임명하는 기관들이 대중의 관심을 덜

받는 소규모 기관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치권력이 더 노골적으로 기

관장 인사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무기관장이 임명하는 기관

들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정권교체시기와 경영평가결과를 설정하였

다. 하지만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

하긴 어렵다. 예를 들면 기관장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정계

진출의 꿈을 안고 총선에 출마하거나, 더 매력적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정관계에 로비능력을 발휘해 정권이 바뀌

어도 직을 유지하거나 연임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복

잡다단한 요인을 본 연구의 단순화된 계량모형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임기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심도 깊은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재임기간에 엽관제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적제는 이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제를 표방하고 해외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내

경영평가제도가 왜 실제로 기관장 인사에 관하여는 맥을 못 추는지 근본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엽관제로 간주할만한 제도가

찾아보기 힘들고 상당히 세밀하게 실적제가 구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엽관제가 실적제를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엽관제가 제도의 허점을 틈

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엽관제는 매우

은밀하고 암묵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힘들었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재

직 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진 사퇴할 것을 종용하거나 기자회견을 열

어 전 정권 인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선임과정에서 채점표가 조작

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감사나 수사와 같은 공식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퇴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하게 동원되는 엽관제의 수단들

을 파악하지 않으면 실적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도 알기 어려울



- 77 -

뿐더러 유명무실해진 실적제를 강화할 해법을 찾기도 어려워진다. 따라

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엽관제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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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Determines the tenure of the

Director of Korean Public Institutions?

Kim Won You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ength of time a leader stays in an organization, ie the tenure,

is a factor that has a profound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at it is the period during which leadership is expressed. Efforts

are therefore needed to find a desirable and optimal tenure to help

achieve the organization's goals. The term of office(the tenure) is an

important condition of leadership. To know this, it is important to

find out which mechanism determines the term of office. Knowing

how the term of office is determined makes it possible to explore the

desirable term of office.

In this study, the main influence factors on the director's tenure

were found in the mode of control of the director's power. One is a

political control called a spoils system, and the other is a performance

control called a merit system. Theoretically, the former is in contact

with the theory of Politics-management continuum, and the latter is

connected with the theory of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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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tenure was assumed to be shortened or extended through

the functioning of political and performance control.

In this study, the time of regime change was defined as a variable

of political factors and the result of management evaluation as a

variable of performance factors. The time of regime change means a

period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of the director to the date of

inauguration of the next administration(the day of inauguration of the

next president).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were based on the

average of the conversion scores obtained during the term of office

by converting the institutional assessment grades (six classes) from

2007 to 2017 and the institutional director assessment grades (six

classes) to the conversion scores (100, 90, 80, 70, 60, 50) by grade. In

addition, institutional types, types of origin, regions of origin,

appointees, remuneration levels, gender, and age were placed as

control variables.

First, we looked at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the term of

offic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t was found that the

time of regime change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erm of office under the significance level of

0.01. This means that the later a regime change takes place, the

longer he is in offic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assessment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had a significant level of 0.346, which is not related to the

term of office. Other control variables, such as remuneration level,

institutional type, appointment authority, type of origin, region of

origin, gender, age, etc., were also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is study, we tried survival analysis in order to find out the

factors of influence during their tenure. Methods For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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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Life Table Analysis, Kaplan-Meier Analysis and Cox

Proportional Risk Models were adopted. Life table analysis and

Kaplan-Meier analysis attempted analysis by converting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continuous variables, into categorical variables.

Life table analysis confirmed that if there is a regime change in

office according to the Gehan's Wilcoxon Method, the term of office

will be different. However,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did not affect the term of office. Kaplan-Meier's analysis confirmed

that the regime change affects the term of office. The KM survival

function graph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probability of

cumulative survival in the absence of regime change over all periods.

However,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erm of office.

Life table analysis and KM analysis alone are not enough to

explain the entire model. Therefore, the effects of various confounding

variables are analyzed by applying a Cox proportional risk model that

can be adequately compensa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Cox proportional risk model, the time of regime change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was having a significant effect at the

significant level of 0.01. Since the regression coefficient is -0.023, the

longer (the later) the regime changes, the lower the risk rate, the

more positive the term of office.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assessmen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cause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greater than 0.05. The remaining control

variables also had no effect on the term of office.

Therefore, the hypothesis 1 of the research model (the spoils

system affects) is adopted, but hypothesis 2 (the merit system

affects) is rejected. These conclusions are supported by four different

analyses: regression analysis, Life table analysis, Kaplan-Me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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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Cox proportional risk model analysis.

These findings may contradict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which has been the basis of the

policies of public organiza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spoils system is necessary in terms of

democratic control by political power. However, the findings reveal

uncomfortable truths about the discrepancy between the system and

operation. What they want to show to the public is the merit system,

but what political power actually wants is the spoils system. Such

contradictions could lead to distrust of politics and disappointment in

the ruling party. Efforts to resolve discrepancies in the system and

operations appear to be needed, including finding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erit system.

keywords : CEO, tenure, spoils system, merit system,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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