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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공기관은 ‘공공성(public)’과 ‘기관(institution)’이라는 개념의 결합으

로, 공공성을 위해 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위탁한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일정 기준

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기업과 준정

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는 정부와 공공기관간 성과계약을 통하여 사후적 성과를 점검하여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평가제도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 제도를 둘러싸고 규모가 큰 기관이 평가에 유리하다거나, 기관

이 통제할 수 없는 대내외 환경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피평가대상인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강소형

기관 79개를 대상으로 기관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고객만족도와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의 비율과 경영평가 결과 및 경영관리, 주요사업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객만족도는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관리 종

속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관의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

은 경영관리 종속변수에만 영향을 미쳤고, 경영평가 결과와 주요사업 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현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는 기관별 신규채용 실적과 고객만족도 모두 지표로 설

계되어 있음으로써 두 지표 모두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침에

도 불구하고 각각의 지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객만족도와 정원 중 신규채용 비율이 경영평

가 총 점수와,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다르게 나타

났다.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고객만족도와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과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관리, 주요사업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

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 제도는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공공기관이 정



- ii -

부 정책의 수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가

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기관의 주요사업이나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기관의 활동 등이 경영평가 제도에서 객관적으로 측정됨에 따

라 기관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

러한 평가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지표를 설계하되,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

계가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지만 비계량지표로만 평가할

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계량지표는 기존의 지표와 이름만 바뀌었을

뿐, 평가항목은 동일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지표를 개발하여 공공기관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가

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피드

백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한 해 동안의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기관이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경영평가, 준정부기관, 강소형, 고객만족도, 일자리 창출

학 번 : 2012-2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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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평가제도는 공기

업과 준정부기관의 매년의 경영개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법

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

관의 구분 및 평가 방법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다. 경영평가제도는 공

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성과급 차등지급, 임원

인사 조치, 차년도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를 확

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오고 있다.

경영평가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피평가대상인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의 연간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으로써, 198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한 이래로 약 35여년간 각 정부의 국정기

조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문재인 정

부 하의 기획재정부는 제1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17.12월)을 통해 공

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사

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지표의 비중을 높이며, 공공기관의 본연의 목적

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집중키로 한 것이다. 경영평가제도의

개편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

도하는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정책화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가치는 2011

년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안한 공유가치창출(CSV)에서 나온 개념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자체에도 새로운 생산 기회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며, 상생을 통한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 2 -

그밖에도 2017년 경영평가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단을 분리

운영하여 공공기관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이행 등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개선,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이

처럼 기획재정부 및 경영평가단은 평가 당시의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평가에 반

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이렇게 각 정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가 경영평가제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그러나 객

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특성이나 규모가 평가결

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이석원, 2005). 이와 같은 평가의 공정

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대다수의 연

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기관 특성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왔다. 기관의 주요사업의 국정과제 지표화, 기

관을 둘러싼 언론의 동향, 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액 증가 및 정원 증원

등 기관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등이 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인 결과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이

다. 기관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

에 이러한 변수들은 배제하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관의 정원이

나 총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대규모 기관들이 경영평가제도에서 유리하다

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표 1-1]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A등급과 E등급에 해당하

는 기금관리/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강소형 기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기금관리/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의 경우, 연도별 최하 등급인 E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4개인 반면, 강

소형 기관의 경우 8개 기관이 E등급을 받았다. 둘째, 매년 A등급을 받은

기금관리/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살펴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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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강보험공단은 5년간 4번, 강소형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A등급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셋째, 강소형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5, 16년 2년 연속 최하 등급

인 E등급으로 평가받은 후, 다음 해인 17, 18년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무려 4단계나 상승하는 우수한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성적이 부진하던 기관이 1년 만에 경영환경과 주

요사업 등의 성과가 개선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경영평가의 평

가지표 체계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2개의 범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평

가지표의 일부는 과거년도 실적치에 근거하여 목표치가 설정되고, 평가

연도 동안에 예측불가능한 다양한 변수들이 실적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는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를

설정하며, 이러한 계량지표의 평가방법 및 목표치의 설정에 대해서는 기

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표 1-2]의 연도별 준정부기관의 주요

사업 계량지표의 평가 결과를 보면 만점을 받은 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표 1-1] 준정부기관 연도별 A·E등급 대상 기관

평가연도 구분 A등급 E등급

2014년

기금관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소형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임업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훙원

2015년
기금관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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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강소형 기관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임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2016년

기금관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소형 기관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평가연도 구분 A등급 E등급

2017년

기금관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강소형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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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도별 주요사업 득점 현황1)

(단위: %)

경영평가제도는 1983년 첫 실시한 이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관

리 수단으로서 세계은행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많은 국가에

서 벤치마킹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정상화, 부채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이루는데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

는 반면, 공공기관의 ’효율‘에 초점을 맞춘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비판도

공존한다.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지

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평가제도가 국민과 기관으로부터의 신뢰

1) 2017년, 2018년 준정부기관 평가보고서(기획재정부) 자료 발췌

2018년

기금관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강소형 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

평가유형
주요사업 계량 득점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준정부

기관

위탁집행 82.14 80.77 86.58 90.26 93.06

기금관리 83.73 83.3 85.59 88.08 94.26

강소형 86.16 86.61 89.21 90.43 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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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어야 될 것이다. 즉 경영평가제도가 단순히 공공기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아닌, 기관의 공공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관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며, 경영평가

제도 역시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

안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주무부처의 통제 하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기금

관리 및 정부의 사업을 위탁하여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할 것

이다. 준정부기관의 최근 5년의 경영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경영평가제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기관

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즉 기관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관

자체만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가 경영평가제도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

게 평가됨으로써 해당 기관의 대외적 이미지와 직원의 성과급, 예산 편

성 등에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

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공고하는 경영평가편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하여 준정부기관을 구분하여 평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강소형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자산규모

와 정원을 기준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구분하여 평가군을 별도로

지정한 기관으로 경영평가 시에만 사용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기준 경영평가 대상이 되는 준정

부기관은 총 93개로 강소형기관이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39.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4.0%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128개 기관 중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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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5개, 준정부기관이 93개임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공기업보다 준정부기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영평가 제도의 취

지인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증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확인할 것이다.

[표 1-3] 준정부기관의 평가유형구분 기준

유 형 유형구분 기준

준정부

기관

(93개)

기금
관리형
(13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위탁
집행형
(37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
(43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위탁관리하
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즉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인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

준정부기관의 내·외부적 특성과 경영평가 등급이 연구 대상이며,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연구대상 기간인 5년간 지속적으로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

었던 기관들만 포함할 것이다.

[그림 1-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014년~2018년(5개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준정부기관(79개)

기금관리형

(12개)

위탁집행형

(34개)

강소형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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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와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0년만에 정권이 교체된 만큼,

각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기조 등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며 이

에 따라 각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업

은 정책기조에 따라 구분될 것이다. 따라서 각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

조와 이를 반영한 경영평가제도 하의 준정부기관들의 사업 성과와 경영

평가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수는 매년 조금씩 변동되어 왔다. 강소형 기관을 포함한 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2014년에는 86개, 2015년에는 86개, 2016년에는 89

개, 2017년에는 88개, 2018년에는 93개의 기관이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1-4] 연도별 경영평가 대상 기관의 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준정부기관 31 31 32 48 50

강소형 55 55 57 40 43

합계 75 75 89 88 93

5년간 약 84여개의 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에서 지표의 연속성을 위해 기관 통·폐합 및 신설 등으로 5개년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기관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기금관리형 12개,

위탁집행형 34개, 강소형 33개 기관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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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2가지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할 것

이다. 피어슨 상관분석은 두 개 이상의 변수간의 관계의 방향과 정도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2가지의 독립변수와 3가지의 종속변수 간에

① 변수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② 연관이 있다면 정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종속변수가 경영평가 총

점, 경영관리 총점, 주요사업 총점으로 3개임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의 연

구모형도 3가지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력을 예측하여 일정한 독립변수일 때의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

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는 2개의 독립변수가 3개의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살펴

볼 것이다.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관별 경영평가 점수를 비롯한 경영관리, 주요

사업 백분위 점수와 계량 및 비계량 지표는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경영

평가편람과 기관별 경영평가 결과를 기재한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통

해 수집하였다. 기관의 공공성을 나타낸 고객만족도 점수 역시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 등의 데이터는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http://www.alio.go.kr)를 활용하였다. 공공기관 경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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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ALIO : All Public Information In-One)는 국

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

조에 근거하여 최근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는 경영공시제도

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기관의 경영공시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경영

평가제도에서 경영관리의 지표로 평가받아 왔으며, 매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우수 공시 기관과 불성실 공시 기관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제1장에서는 본 연

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연구의 대상 및 범위와 함께 연구모형

과 분석방법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영평가와 준정부기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영평가와 준정부기관에 대

한 이론적 의의를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의 틀과 연구가설 등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

하기 위해 변수별로 구체적으로 측정가능하게 객관화하는 조작적 정의

를 내렸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연구설계에 대해 실제로 연구를 진행

하여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도출하였고, 제5장

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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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대비 개선도를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

급과 기관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개별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성과

측정치이며(안숙찬, 2010), 기관의 방만 경영을 감시·정상화하고 공공기

관의 목적인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시행된다. 즉 경영평가제도는 [표

2-1]와 같이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개선되어오고 있다.

[표 2-1] 연도별 경영평가제도 주요 개선 내용

연도 주요 내용

2013

주요사업과 경영관리의 균형있는 평가, 주요사업지표 구체화, 중장기 미래지

표 신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도 평가, 에너지 관련 안전관리 사업에 대

한 평가 강화 등

2014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 시행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

련 평가 강화, 지표체계 개편, 감사평가 근거 마련, 감사평가 개편 등

2015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 반영, 평가제도 개선, 신규 정부위탁사업 및 업무이관

을 지표에 반영 등

2016
경영평가제도의 현실 적합성 제고,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지표 반영,

2단계 정상화과제 반영 등

2017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경영좌표 기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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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제도는 오늘날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활용되어오고 있다. 매년 기관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기관장의 인사권(해임권고) 및 임직원의 인센티브의 차등 지급 등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차년도 예산 및 정원 증원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Dahl과 Lindblom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에 좌우

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적·사회적 수단 가운데 가장 최적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Dahl&Lindblom, 1953). 다시 말해 정

책수단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정책수단이 정치적 고려나 사회적 이해관

계에 좌우되지 않고, 주어진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

이고 능률적인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는 것이다2)(권혁주, 2009).

박영희, 임도균 외(2004)은 공기업 경영평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

하여 평가방법, 평가주기, 서열화 문제, 평가단 구성 및 인센티브 상여

금 지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특정연도의 성적이 매우 좋은 경우,

다음 연도부터 상당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실적이 어느 해에

너무 좋지 않도록 관리하는 유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특정연도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더욱 나쁘게 함으로써 추세선을 완

화하여 다음연도부터 상당기간 동안 평가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

치하는 Big Bath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경영평가

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경영

여건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공익

성과 기업성 지표 간의 균형을 확보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공기업은 경영평가 외에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 많은 감사

와 평가를 받음에 따라 본연의 업무에 시간을 투입하고 있지 못한 실정

이며, 기관장의 임기가 3년인 동시에 매년 평가를 받고 있어 단기성과

에 치중하게 되고, 그 결과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가 어

렵게 됨을 지적한다.

2)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4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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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영평가가 지속됨에 따라 상위서열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지적

한다. 기관마다 특성이나 여건이 다른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지표 및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대체로 하위권 공기업들의 주요

사업이 사양산업(斜陽産業)임에 따라(김병섭, 조선일보 기고문,

2001.6.23.) 주요사업의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등급이 낮은 성과를

보이게 됨으로써 기관의 서열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문제시삼고 있

다.

넷째, 공기업의 경영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의 전문성을 문제

시하고 있다. 경영평가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행정학·경제학·회계학 교수

및 회계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그들의 전공이 사실상

공기업과 관련이 적은 교수가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안전 관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주요사업 평가단 중 일부는 신문방

송학과 교수 및 사회체육학과 교수 등 안전과 거리가 있는 전공의 교수

들이 기관의 주요사업을 평가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경

영평가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의 분리,

시민 등의 민간전문가의 참여 등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전문성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상여금의 차등지급이 경영실적에 따른 보상이라

기보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상제도에 가깝다는 것으로 인식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해마다 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기관 전

체의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정되는 경

향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상여금에도 일정한 기본을 적용하고 나머지를

차등지급하면서, 동시에 특별휴가와 같은 다양한 보상시스템을 운영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석희(2007)는 경영평가제도

에 대해 탄력적인 경영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기목적 추구, 위험 회피적 행동, 동기유발요인의 상실 등의 문제를 최

소화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새

로운 성과관리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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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제도는 정부의 국정과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

단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10월 기획재정부는 공운위를 통해 「2013년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 중 새정부 국

정과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연계지표를 신설 및

수정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12일 발표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경영실적보고서 작성부담 경감을 위해 평가지표체계를 단순화하

고, 계량지표 비중을 확대 및 비계량지표 비중을 축소하였다.

경영평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계량평가 지표는 각 기관의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 재무의 실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실적은 각 기관의 특수

한 경영환경(정부 산업정책과의 연관성, 정부의 특정 수요 위탁, 경제상

황 변동 영향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도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만, 현 제도 하의 계량평가는 이러한 특수한 경영환경을 간과하고 사업

실적 확대, 정부지침에 의거한 경영효율화 성과 확대를 근거로 획일적

상대평가를 강요하고 있다(오건호, 2010).

조택, 이창균(2010)은 경영평가제도의 의의에 대해 탄력적인 경영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기목적 추구, 위험 회피적

행동, 동기유발요인 상실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간, 조직구성원 간 간접적인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경쟁과 성과중심의

경영원리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

관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의 정착

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며, 평가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정보들은 경영

상의 비효율성 진단 및 시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영평가제도를 실시해오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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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적 의견들도 적지 않다.

첫째, 경영평가를 수검받는 기관의 비용 부담 문제이다. 경영평가가 기

관의 한 해 성과를 측정하여 예산, 정원, 기관장 임기 등의 내부적인 요

소뿐만 아니라 기관의 대외 이미지 및 인지도 등의 대외적 요소에 영향

을 미치는 만큼, 경영평가에 대응하는 비용 부담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과 중복된 리더십 지표, 매년 반복되는 경영실적보

고서 작성 및 실사 대응, 평가단에 대한 요구 자료 작성 등 경영평가에

대한 기관의 인적·물적 요소의 투입이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는 대응하

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둘째, 평가단의 전문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경영평가단의 대부

분은 대학 교수 및 회계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 평가범주별로 구분하여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적거나 기관의 대내외 환경 파악이 어려운 평가단에 의해 경

영평가가 단순히 ‘이론만 알고 실무는 모르는’ 피상적인 평가에만 머무

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평가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에 평가단의 분리 및 다원화와 계량지

표의 전문기관 위탁 등의 추진하고자 하였다. 즉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를 확대하여 참여·개방형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

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경영관리 계량지표 평가

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계량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단체 및 국민이 평가단에 참여함으로써, 평가를 잘 받

기 위한 기관의 ‘단기, 인기 위주의 사업 및 성과’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라는 경영평가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셋째, 라영재 외(2013)는 평가결과가 기관의 경영효율 향상으로 환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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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오·유승현(2010)도 평가 결과에 대한 원

인분석과 방안제시가 미흡하므로 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담평가위

원을 별도로 선임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조언을 수시로 제공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평가지표의 기관유형별 차별성 강화,

경영평가의 간소화 및 객관성 제고를 통한 불필요한 비용 부담 축소 등

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공공기관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기관의 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성과측정 모니터링의 도구로서 지속적으

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경영평가제도와 경영성과의 의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조직의 경영성과는 “조직의 목표

달성도”, “조직이 설정한 목표가 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달성한 정도”,

“조직의 능률성, 효과성, 대응성 및 형평성”, “조직이 산출한 결과의 양

과 질, 능률성, 형평성, 결과, 경제성, 고객만족도”, “조직의 투입요소와

과정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난 산출” 등으로 정의되고 있

다.3)

이처럼 경영성과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한 조직의 경영

성과에 대해 이를 양적, 질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쉽

지 않다. 특히 행정기관, 비정부조직, 공기업 등과 같은 공공부문의 성

과는 재무적 성과만을 측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재무적 성과마저 정확

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Behn, 2010: 587)4).

장희란, 박정수(2015) 역시 공공기관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3) 박정수, 유호정, “공기업 경영성과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과 국가
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5

4) 라영재·윤태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분석과 새로운 모형 개발”,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2013,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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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추구하는 특수성 때문에 재무적 성과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성과

를 측정할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피평가기관이 제어할 수 없는 외부요인은 제도적으로 통제되어

야 실제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많은

조직들은 내부적으로 균형성과평가제도(BSC, Balanced Score Card)를

통해 조직의 주요 업무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관리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부

처 및 산하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성과평가제도로는 성과예산제도(PB,

Performance Budget), 목표관리제도(MBO, Management By

Objectives) 및 영기준 예산제도(ZBB, Zero-Based Budget)를 비롯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역시 공공

기관의 1여년간의 성과를 일관된 계량 및 비계량 지표 및 가중치로 평

가하고 경영평가 성과급 및 기관장 인사 조치 등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자

율성을 보장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박석희, 2008).

박석희(2008)에 의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성과계약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경영 개입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둘째, 경영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기관의 경영자에게는

경영효율성 제고 동기 부여와,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의식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넷째, 해당 기관의 상업적인 목적

과 공익적인 목적의 조화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닌 대리인의 행태를 효

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유도, 공공기

관의 경영 투명성 제고 등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능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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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임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에 비해 라영재·윤태범(2013)은 경영평가제도의 부담과 한계

에 대해 지적한다. 즉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부문의 성과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인 주관적인 측정, 기관 간

의 상대평가로 인한 비교, 성과창출의 일관성 결여(Daley, 2003)이 나타

난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의 수 및 관리 지표

수의 증가, 경영평가 수검비용 및 실사 대응에의 부담 증가 등과 함께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인 공익성이 침

해받고 있다는 주장도 공존하고 있다.

라영재, 윤태범(2013)은 공익적 성격의 사업집행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

으로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설립한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현행 경

영평가제도가 기관의 설립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

하고 환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공기업에서 적용한 평가모형과 시스템을, 기관의 성격과

목적이 다른 준정부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

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

는 등 제도를 전면개편하고, 기관에 대한 맞춤형 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대한 기관의 대내외 환경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전면 개정하였다. 경영평가제도 하

에 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여도를 평가하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

익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평가하게 되었다는 점이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여전히 경영평가 제도가 기관의 1여년간의 성과와 노력

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한 의견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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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관련 선행연구

경영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경영평가와 지표의 객관성, 경영평

가의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과의 관계 등을 중심적으로 연구해왔

다.

1983년 경영평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경영평가제도는 정부 정책

방향과 국정철학을 반영한 지표 및 평가체계를 개선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철학인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17.12월)한 동시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관단을 첫 도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부채

감축 등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새로운 복리후생 항목 신설 금

지 등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 부

문에 초점을 맞추어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

관 경영평가제도를 공공기관 선진화의 주요한 추진 수단으로 활용하였

다.(이원희, 2015). 이처럼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공공기

관으로 하여금 정책 기조와 정책의 방향성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

리 수단으로 활용해오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이처럼 정부가 경영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경영평가제도를 둘러싸고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 수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평가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에 대한 연구가 선행연구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승필(2004)은 기관의

규모 및 특성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관의

규모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표는 종합평점과 목표대실적 지

표, 비계량지표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평가기

준이 자의적이고 개별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격, 규모, 목적이 서로 다른 공공기관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관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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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된 평가이다. 김철(2015)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유형구분 자체가

이미 상업성과 공공성의 비중을 고려한 구분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평가

체계에 차이를 두어야 하지만, 현행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의 주도 하에

단일한 평가모형과 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정부사업을 위탁대행하는 준정부기관은 수익성 측정이나 계량평가가 곤

란하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와는 다른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주어진 위탁

대행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평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이다.

경영평가가 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임에 따라 경영평가제도가 공

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라는 측면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그러나 기관

의 경영평가의 결과에 대해 한 기관을 이끌어가는 기관장의 리더십 또는

영향력이 기관의 경영성과 즉, 경영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민정(2017)은 기관장의 경력에

따라 5가지 유형(관료·공무원, 정치인·국회의원, 교수·연구자, 민간인 기

타, 내부승진자)으로 분류하여 기관장의 출신 유형, 교체여부 및 공공기

관 재임시 기관장 주요경력에 따른 전문성이 5개의 부문별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 실증 사례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과

거 주요 경력을 고려했을 때 전문성이 미흡한 기관장보다 기관성격에 부

합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 상대적으로 부문별 경영평가 결과치에서 높

게 득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규석(2015) 역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을 5가지 출신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

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내부승진 및 민간인 기타 출신의 기

관장의 임용이 경영평가 환산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박인규(2010)의 연구(기관장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서도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 특성 변수인 출신, 재임 또는 신임

여부 등은 경영평가 점수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한 반

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출신 변수와 내부인사 변수

가 경영평가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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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택, 이창균(2010)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성과를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준 타당성,

구성 타당성, 내용 타당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계량평가 결과가 공공기관 평가유형 및 지표특성에 따라 기준 타당

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점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도움을 될 것임을 제안한다.

경영평가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기관의 특성과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해왔다.

장희란, 박정수(2015)는 공공기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 중 피평가기관이 제어할 수 없는 외부요인인 조직의 특성, 특히 기

관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자산, 매출액, 정

원으로 구성한 기관규모 하위변수 중 총자산이 경영평가 총득점, 계량/

비계량 득점(률), 리더십 및 주요사업 부문 득점(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관규모와 같은 피평가기관이 통제하기

힘든 요인이 경영평가 시 충분한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결론을 도

출하였다. 공영복(2013)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개년간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확률효과 패널분석 모형을 도입하여 자산, 매출액, 비용,

정원, 인건비 등의 기관의 내부적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 등급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유사 기관끼리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기관규모나 인프라가 유리할 경우 경영평가에서도 유리하게 적용 받는

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남을 연구하였다. 우윤정

(2017)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고객만족도, 청렴도와 같은 기관의 공공성이 수익성보다 경영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공기업이 준정부기관보다 평가에 유리하

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잘못된 것임을 제시하였다.

전주현(2013)은 공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경영평가 결과 간의 관계

에 대해 연구 결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은 경영성과에는

큰 차이가 있었으나, 경영평가 결과에는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경영평가결과에 제한적인 영향력을 주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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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공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는 경영평가 결과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형별 공기업의 분류 및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제

기하였다.

안숙찬(2014)은 기관 유형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기관의 규모가 크고 수익성·성장성이 높고 기관장의 재직연수

가 오래될수록 경영평가 종합평가점수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오윤

미(2011)는 기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독립변수는 모든 유형에 대해 동일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유형과 변수의 성격에 따라 다

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조성순(2019)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평가지

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가점 지표 등의 정부별 주요 국정과제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된 사례와 함께 기관의 경영효율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도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국정과제의 평가지표화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 성과

와 국민평가에 대부분 부(-)의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기관별 특성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은 [표 2-2]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밖에도 박종철(2016)의 공기업의 산업정책 역할이 공기업 평가에 미

치는 영향, 홍승욱(2018)의 공기업의 무형자산(이미지, 지식역량, 기업문

화)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하지영, 2011) 및 경영평가와 공기업의 연구개발비간의 관계분석(김

태형, 2016) 등 공기업 대내외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대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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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구대상 독립변수 결과

전주현

(2013)
공기업

성장성

ㅇ총자산증가율

ㅇ유형자산증가율

ㅇ매출액증가율

ㅇ순이익증가율

공기업의기업성과

수익성을나타내는

경영성과가경영평가제

제대로반영되지못함

수익성

ㅇ매출액영업이익률

ㅇ매출액순이익률

ㅇ총자산순이익률

ㅇ자기자본순이익률

안정성

ㅇ유동비율

ㅇ부채비율

ㅇ자기자본비율

ㅇ이자비율

우윤정

(2017)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성
ㅇ고객만족도

ㅇ청렴도 공공성지표와매출액

순이익률만이경영평가

결과와정(+)의영향을미침수익성

ㅇ총자산순이익률

ㅇ자기자본순이익률

ㅇ매출액순이익률

공영복

(2013)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

ㅇ자산

ㅇ매출액

ㅇ비용

ㅇ정원

ㅇ1인당 평균인건비

기관규모나인프라가

유리할경우

경영평가에서도유리하다는

가설은제한적임

장희란

(2015)
공공기관

기관

규모

ㅇ직원수

ㅇ자산규모

ㅇ매출액

기관의총자산이

경영평가총득점,

계량·비계량득점등에

영향을미침

조성순

(2019)

공기업·

준정부기관

ㅇ기관유형

ㅇ기관규모(임직원수, 총자산액)

ㅇ재무상태

(부채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ㅇ국정과제반영연도

국정과제의평가지표화가

공공기관의경영효율

성과와국민평가에부(-)의

영향을미치거나유의미한

영향을주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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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준정부기관에 관한 이론적 의의

1. 준정부기관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4~46조에 기초하여

준정부기관을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

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 한편, 기타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주무부처의 평가 대상이 된다.

특히 [표 2-5]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공

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서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

닌 준정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준정부기관에 대한 의미가 불명

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자 연구대상 독립변수 결과

오윤미

(2011)

공기업·

준정부기관

ㅇ매출액

ㅇ비용

ㅇ자산

ㅇ정원

기관의규모를나타내는

독립변수는기관과유형과

변수의성격에따라다른

방향으로영향을미침

나영수

(2017)
지방공기업

ㅇ직원수

ㅇ총자산

ㅇ매출액(사업수익)

ㅇ이익(영업이익)

ㅇ직원수(+)

ㅇ총자산(-)

ㅇ매출액(일부유형)

ㅇ이익(일부유형)

박용성·

남형우(2011)
공공기관

ㅇ역사성(설립연도)

ㅇ규모(자산, 총수입, 총매출, 순매출,

임직원수)

ㅇ재무건전성(부채비율, 당기순이익)

기관의재무건전성이

좋을수록기관의경영평가

결과가우수한지에대한

가설을일부지지



- 25 -

[표 2-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분(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구 분 기 준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

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국회예산정책처(2018)의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기관은 공기업

으로, 시장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국회예산정책처(2018)은 [표 2-6]와 같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을 구분하는 기준과 함께 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을 구분하고 있는데,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은 ‘자율성’과 ‘견제 및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반면, 준정부기관은 ‘기금운용 이해관계자와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

성’을 강조하고 있음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과 사업의 특성

이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표 2-4]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 및 구분기준5)

5)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Ⅰ, 2018.10월 자료 재인용

유형 구분기준 운영방향

공기업
시장형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민간기업 수준

자율보장

⦁내부견제시스템 강화
준시장형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자율성 확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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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정부기관의 특성

공기업과 비교되는 준정부기관의 특징을 파악한다면, ‘비시장성’과 ‘비영

리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2-5] 공기업과 비영리기관의 제도적 특성 비교(곽채기, 2005)

분류기준 공기업
비영리공공기관(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적형태

ㅇ 독립된 법인격

ㅇ 공법상의 기업법인(공사)

ㅇ 상법상의 주식회사

ㅇ 독립된 법인격

ㅇ 공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단, 무자본 특수법인)

제도적 실체 ㅇ 기업 ㅇ 비영리기관

산출물의 성격 ㅇ 시장산출물 ㅇ 비시장산출물

상업성

ㅇ 이윤목표 추구

ㅇ 매출액(국고보조 포함)이

생산비용의 50% 상회

ㅇ 비영리성

ㅇ 매출액(국가보조 포함)이

생산비용의 50% 하회

정부 재정지원

형태
ㅇ 출자(국고보조) ㅇ 정부출연, 국고보조, 수수료

재산권의 성격 ㅇ 잔여이익청구권 보장
ㅇ 잔여이익청구권 인정되지 않

음. 거래불가능

이상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공공성 감안하여 외부감독

강화

준정부

기관

기금

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관리

기금운용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위탁

집행형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주무부처 정책과 연계성

확보

기타공공기관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성과관리, 업무효율성의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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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은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구분하는데

있어, 산출물의 성격과 상업성의 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산출물의 시장성’과 ‘이윤 추구 또는 비영리성’의 차

이이다. 공기업은 ‘시장성’과 ‘이윤 추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비영리공공기관(준정부기관)은 ‘비시장성’과 ‘비영리성’이라는 특징을 보

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준정부기관의 특성에 근거하면 ‘공공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기관임을 알 수 있다.

[표 2-8]에 의하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예

산은 2009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신용보증 등의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크게 확대됨에 반해 2010년에는 관련된 예산

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기인한다. 이처럼 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과 기업의 니즈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에 예산이 상대적

으로 많이 투입됨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수입 및 지출, 한 해의 예산 총

액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의 니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 공공기관 연도별 총수입액 현황

(단위 : 억원, %)

공공기관

유형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공기업

(시장형)
1,716,235 1,660,434 1,530,945 1,593,095 1,609,176 △1.60

공기업

(준시장형)
849,237 791197 763,541 777,859 750,507 △3.04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155,967 1,701,188 1,441,695 1,552,616 1,546,084 7.54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1,024,141 1,096,428 1,130251 1,162,097 1,127,422 2.43

기타공공기관 1,323,684 1,391,156 1,507,424 1,388,443 1,222,030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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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교통, 에너지, 보건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를 제공하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출연, 보조, 출자 등의 예산지원을 수

행하거나,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 또는 법령상 독점적 사업 권한을 부

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표 2-7] 공공기관의 총수입 대비 정부지원 예산 비중 현황(2016~2018)

(단위 : 억원, %, %p)

계 6,069,264 6,640,402 6,373,855 6,474,110 6,255,218 0.76

공공

기관

유형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예산

정부

지원

예산

(A)

총수입

(B)

비중

(C=

A/B)

정부

지원

예산

(D)

총수입

(E)

비중

(F=

D/E)

정부

지원

예산

(H)

총수입

(I)

비중

(J=

H/I)

공기업

(시장형)
2,340

1,530,

945
0.2 1,493

1,593,

095
0.1 991

1,609,

176
0.1

공기업

(준시장형)
38,157 763,541 5.0 38,710

777,

859
5.0 37,312

750,

507
5.0

준정부

기관

(기금관

리형)

241,

984

1,441,

695
16.8

271,

478

1,552,

616
17.5

291,

145

1,546,

084
18.8

준정부

기관

(위탁

집행형)

292,

104

1,130,

251
25.8

282,

062

1,162,

097
24.3

271,

873

1,127,

422
24.1

기타

공공기관
79,515

1,507,

424
5.3 86,361

1,388,

443
6.2 91,505

1,222,

030
7.5

계 654, 6,373, 10.3 680, 6,474, 10.5 692, 6,25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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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업은 자체 사업 수행 및 사업수입으로

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 비중이 매우 미미한 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

관은 지출의 1/4을 정부지원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유형별로 뚜렷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기업과 비교한 준정부기관의 특성을 요악하자면, 정

부에 대한 예산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예산의존도가

높은 준정부기관의 특성상 매년 사업비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계정에 의존하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정부 및 주무부처

의 정책 방향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매출액도 변화폭이 클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업비는 정부 및 주무

부처의 정책 방향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될 확률이 공기업에 비해 높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준정부기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

황연태(2010)는 공공기관은 대개 국민생활, 사회전반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나 채산성이 떨어져서 민간부문에서는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를 담당

한다는 특성에 기반하여, 공공기관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성의 성

격도 가지지만,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따르는 공공성도 갖게 된

다는 특징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공공기관은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영재

외, 2010). 한편으로는 라영재 외(2011)는 공공부문(공공기관)의 활동들은

공공성과 기업성이 혼재되어 있어 대리인 실패의 문제, X-비효율성 문

제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김준기(2014)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공공의 이익 즉, 국민들 전체에게 도

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라영재 외(2010)는 공공성

101 855 104 110 825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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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ness)은 공공기관의 존립의 전제조건이며 기본적인 존재가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라영재 외(2011)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지

니는 공공성의 특성상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공공성의 가치, 내용, 접근법에 대한 실재와 절차적 논의는 학자들 사이

에서 계속되고 있다. 비록 공공기관의 공공성의 구성 내용에 대해 합의

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대체로 책무성(accountability)나 책임성

(responsibility)의 최소조건과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영재 외, 2010). 즉 공적 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의 개념

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책무성(administrative accountability)을 확장

하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투명성, 청렴성, 공평

등의 공적인 가치 또는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

(Bovens, 2005; 라영재, 2009).

송대희(1986)는 공공성의 내용을 국민생활에 필요한 가치창출의 증대를

의미하는 ‘효율적 생산’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가치의 평등증대를 의미하

는 ‘효율적 분배’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공공성의 내용을 바탕으

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기업의 역할로서 설립목적에 의한 기관

수행사업의 목적이 분배개선에 직접적, 의도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설명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개념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

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기관의 활동’으로

정의할 것이다.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은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측

정기준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확한 측정기준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기업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방법

론상의 한계가 있다(김학주, 2018).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준정부기관

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객 만족도와 정원 중 신규채용 비율로

나타내고자 하며,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이 경영평가 결과와 어떤 상관관

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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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준정부기관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의 준정부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에 근거한다. 김대중(2017)은 준정부기관을 자체수입이 없거나 정

부의 위탁사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자체수입만으

로 영리상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직접적이고 주기적인 정부지원에 의존하

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과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준정부기관의 법적 범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김정현(2013)과 최용전

(2014)이 있다. 최용전(2014)은 준정부기관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

여 설치되는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행하여야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이라고 정

의할 수 있지만, 준정부기관의 실체에 대한 설명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

은 현실임을 지적하며, 김정현(2013)은 공공기관운영법상 현행 공공기관

지정제도에 따르면 공기업의 법적 기준이 명확한 것과 달리, 준정부기관

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의

규정 중 경영지침, 지배구조, 경영평가와 관련된 규정들은 공기업과 준정

부기관에만 적용되고 기타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과 공공기관

지정시마다 반복되는 유형 구분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로

는 조택·송선하(2010) 등이 있다. 조택, 송선하(2010)는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2005년 전·후의 10년간 경영효율성을 조직·인사·재무관리 효율

성으로 구분하여 비교함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은 자산 등 기

관특성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지만 경영평가제도는 대체적으로 준정부

기관의 경영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라영재·윤태범(2013) 역시 경영평가 이후 준정부기관의 고객만족도가

개선되고 단순한 비용억제 효과, 사업경비 감축 등 일차원적 경영성과

가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책임경영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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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제 7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연구대상과 독립변수 설정에 있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

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경영평

가를 받은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공기업

과 기관 규모가 큰 준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과 달리, 정부

의 업무를 대행하며 정부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공기업보다 상대적

으로 ‘공공성’이 중요한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객관성과 공

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준정부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독립변수로 설

정함으로써 경영평가제도가 준정부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객관적

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공기업과

규모가 큰 준정부기관에 대해 기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정원, 매출액, 비

용, 자산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며 기관의 규모가 경영평가 결과에 미

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관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

는 총자산이익률, 부채비율 등의 지표를 최대한 배제하고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고객만족도’와 ‘정원 중 신규채용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기관의 주요사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만족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관의 노력도와 경영평가 결과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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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분석의 틀 및 연구가설

1. 분석의 이론적 틀

본 연구의 목적은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연도별 경영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

음 [그림 3-1]과 같은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독

립변수는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원 중 신규채용

비율’과 ‘고객만족도’로 설정하였다. 기관이 설립 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주요사업을 경험한 국민들이 평가한 고객 만족도는 기관이 제공하는 서

비스의 품질을 국민에 의해 평가받음에 따라 기관의 설립 목적을 실현함

에 따라 공공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

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미친 준정부기관의

노력도를 측정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지표로 설정

하였다. 단, 사업 규모 및 예산 등의 규모가 큰 기관의 신규채용 수가 상

대적으로 더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으로 지표

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영평가 종합 점수’와 ‘경영관리 총 점수’,

‘주요사업 총 점수’로 3가지로 구분함으로서 독립변수가 각각의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자 하였으며, 대통령 임기와 기관의 존속연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정권의 영향력과 기관의 존속연수가 경영평가

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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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2. 연구가설

일반적으로 기관의 규모와 정원, 자산, 매출액, 신규채용 인원 수 등은

정비례 관계를 보인다. 즉 기관이 클수록 정원과 자산, 매출액, 신규채용

인원 수 등도 함께 커지는 것이다. 이들 변수가 현행 경영평가 제도 상

경영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부에서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는

등 연구자별로 연구결과가 분분하다(공영복, 2013).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의 유형을 구분하여 기금을 관리하거나 정부로부

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 이러한 법적 기관유형과 기관

규모가 경영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연구 대상 기간인 2016년 평가부터 평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7개

기관이 강소형 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평가군이 변경되었

다. 따라서 이 기관들을 별도의 유형군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특성과 경

통제변수

⦁대통령 임기
⦁기관 존속연수

독립변수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

⦁고객만족도

종속변수

⦁경영평가 종합 점수

⦁경영관리 총 점수
⦁주요사업 총 점수



- 35 -

영평가 결과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 장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준정부기관

의 대내외 특성을 나타내는 각 독립변수들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은 경영평가 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준정부기관의 고객만족도는 경영평가 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준정부기관의 고객만족도는 경영관리 총 점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준정부기관의 고객만족도는 주요사업 총 점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준정부기관의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준정부기관의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관리

총 점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준정부기관의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이 높을수록 주요사업총

점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윤정(2017)은 연구에서 고객만족도와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간의 양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홍범(2015) 역시 국민평가 점수

와 경영평가 결과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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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범(2015)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우윤정(2017)은 공기업과 규모가 큰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준정부기관과 강소형 기관에도 고

객만족도 점수가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도

출하였다.

준정부기관이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침을 의미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영평

가 중 경영관리 분야에서 정부권장정책 항목으로 신규채용 인원 실적이

평가받고 있으므로 경영관리와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의 비율은 양(+)의

관계에 있음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규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관의

주요사업이 확대됨을 의미함에 따라 기관의 주요사업에도 양(+)의 관계

에 있음으로 판단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의 설정

공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공기업의 기업적 특

성에 맞게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관의

특성과 경영평가 등급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기관의 규모

를 나타내는 정원, 자산, 매출액, 비용 등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과 차별화된 준정부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변수를

설정하는데 있어,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공공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지표인 고객만족도는 매년 경영평가 경영관

리 계량지표로 ‘국민평가’가중치 2점(’19년에는 가중치 1점)으로 평가받는

다. 국민평가는 고객만족도 지수와 국민체감도 지수를 8:2의 비율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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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여 산출하지만, 강소형 기관은 고객만족도 점수로만 산출함에 따라

국민평가 지표를 산출하는 공통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매년 경영평가

평가보고서에 기관이 명시하는 국민평가 백분위 점수로 지표를 설정하였

다.

공공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지표는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설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노력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신규채용 인원은 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에서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일부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사업

규모 및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정원 및 예산이 큰 기관들이 작은 기관들

보다 상대적으로 신규채용 규모가 큰 경우가 있다. 즉 예산 및 주요사업

의 규모는 신규채용 규모와 비례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신규로 설립된

기관은 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크지 않으므로 기존에 설립된 규모가 큰

기관보다 신규채용 인원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기관별 정원 중 신규채

용 인원이 나타내는 비중으로 독립변수를 설정함으로써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준정부기관이 기여하고 있는 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박근혜 정부와 문

재인 정부 모두 ‘일자리 창출’을 정부 정책의 중요한 기조로 설정함에 따

라 준정부기관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2. 통제변수의 설정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대통령 임기와 기관의 존속연수로 설정하였

다. 본 연구의 대상기간인 2014년부터 2018년은 박근혜 대통령(3년)과

문재인 대통령(2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동아일보(2019) 기사6)에 의

하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당시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사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은 채 사표를 냈으며, 2017년에도 강소형 기

6) 공공기관장 교체 태풍 부나...123곳 중 79곳 임기 1년 이상 남아, 동아일보
(201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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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위원장 등이 정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김다경, 엄태호(2016)는

선행연구에서 정권이 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또한 대통령 임기 말에는 소위 정권 연장 등을

위한 인기를 목적으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 부여를 관대하게 한다

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온 2013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은 2개로, 전년도 16개에 비해 감소하였지

만, B,C,D등급의 기관은 2012년 79%에서 2013년 90%로 대폭 상승한 결

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등의 정치적인 요소가 경영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통제변수로 설정하

였다.

‘존속연수’는 설립일로부터 2019년까지의 경과된 연도수를 말한다(김병

수, 2016). 존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업무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경영성

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유승원·김수희, 2012) 기업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박용성·남형우(2011)의 연구에서는 기관의

설립연도는 경영평가 등급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

함에 따라 존속연수(설립연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3. 종속변수의 설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014년~2018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백분위 점

수와 경영관리 백분위 점수, 주요사업 백분위 점수로 설정하였다. 2016년

부터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최종 등급

과 함께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에 대해 각각의 등급이 부여되었고, 2017

년부터는 강소형 기관에도 확대적용 되었다. 그러나 2016년도 이전 평가

연도에는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별 평가등급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기관에게 부여하는 평가등급은 정규분포 형태를 이루

고 있기 때문에 등급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평가연도별,

기관별로 만점 기준이 다를 뿐만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의 총점도 다르기

때문에 총점, 경영관리, 주요사업 백분위 점수로 종속변수를 설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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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수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변수별 조작적 정의

는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 분 변 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경영평가 결과

경영평가결과 총점

경영관리 총점

주요사업 총점

독립변수
정원 중 신규채용 비율

기관의 정원 중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의 비율

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 점수

통제변수
대통령임기 해당 평가연도 당시 대통령 임기

기관존속연수 2019-기관 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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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1.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고객만족도와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인 2가

지이다. 분석대상이 된 기관들의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1]과 같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5년간의 연구 기간에 대하여 총

79개 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함에 따라 총 데이터 개수는 395개이다.

[표 4-1]을 보면 고객만족도의 최대값은 100.0이며, 평균은 91.19이며,

정원 중 신규채용 비율 지표의 최대값은 43.50이며 평균이 7.14로 나타나

고 있다.

[표 4-1] 독립변수 기술통계

2.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영평가 총점수와 경영관리 백분위 점수 및 주

요사업 백분위인 3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평가 총점수 및 경영

관리, 주요사업 총점수 모두 평균은 약 78점이며, 경영평가 총점수 및 경

영관리 총점수는 최소값이 50점인데 비해, 주요사업의 최소값은 8.61점으

로 주요사업에 대한 기관의 관리가 경영관리에 비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고객만족 395 53.25 100.00 91.18 6.48

정원 중

신규채용

비율

395 - 43.50 7.14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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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종속변수 기술통계

3.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기관의 존속기간은 기관의 설립 후 현재까지의 존속연수를 의미하는 것

으로, 현재 2019년에서 각 기관의 설립연도를 차감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기관의 평균 존속기간은 약 27년으로 가장 오래된 기관

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으로 1930년에 설립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설립된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2014년에 설립되었다. 79개 기관의 존

속기간의 평균은 약 26년이며, 표준편차는 17.935로 확인된다.

대통령 임기는 본 연구의 대상기간 동안의 대통령이 누군지와 관계없이

임기 년도를 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3] 통제변수 기술통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존속기간 79 5 89 26.633 17.935

대통령 임기 79 1 4 2.40 1.028

4. 평가유형별 빈도수

본 연구의 평가유형은 4가지로 [표 4-4]와 같이 강소형, 기금관리형, 위

탁집행형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강소형 기관이 33개로 약 42%를 차

지하고 있으며, 가장 유형이 적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43%로 준정부기관 중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합 395 51.08 90.74 78.26 5.33

경영관리 395 54.31 94.18 78.10 7.34

주요사업 395 8.61 95.95 78.19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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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평가유형별 빈도수

제 2 절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설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상관분석은 두 개 이상의 수치적 변수들(numerical

variables)간 선형관계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

적 방법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피어슨 이변량 상관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서, 두 연속형 자료가 정규성 검정을

통하여 정규성을 갖는다는 가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상관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r(표본상

관계수)로 표시하며, 상관계수는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0에 가까울 경우 상관 두 변수 관계는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상관계수와 변수들 간의 변수들 간의 관련 정도는 [표 4-5]과 같이 해

석할 수 있다.

구분 빈도 퍼센트

강소형 165 41.8

기금관리 60 15.2

위탁집행 170 43.1

전체 3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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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상관계수와 변수들 간의 관련정도7)

[표 4-6]는 각 측정변수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와 경영평가 총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수

인 고객만족도는 종속변수인 경영평가 종합 점수와의 상관관계는 0.107

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반면, 또다른 독립변수인 정원 중 신규채용비

율과 경영평가 종합 점수와의 상관관계는 0.062이며, 유의확률이 0.220으

로 나타남으로써 0.05보다 큼에 따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와 경영관리 총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수

인 고객만족도와 종속변수인 경영관리간의 상관관계는 0.158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독립변수인 정원 중 신규채용 비율의 상관관계는 유의확률

이 0.05보다 큼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경영관리 총점수와는 상

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수와 주요사업 총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독립

변수들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큼에 따라 종속변수인 주요사업 총 점수

는 모든 독립변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강주희(2012), SPSS프로그램을 활용한 따라하는 통계분석, 크라운출판사

상관계수 관련정도

1.0~0.7(-1.0~-.0.7) 매우 강한 관련성

0.69~0.4(-0.69~-0.4) 상당한 관련성

0.39~0.2(-0.39~-0.2) 약간의 관련성

0.19~0.0(-0.19~0.0) 관련성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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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Pearson 상관분석

p<0.1*, p<0.05**, p<0.01***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준정부기관의 대외적 특성인 공공성과 대내적 특성인

기업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으

며,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가 경영평가 종합 점

수와 경영관리 총 점수, 주요사업 총 점수로 3가지임에 따라 다중회귀분

석 결과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1,2,3 모두 다중공산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공차가 모두 0.1

이상이며 VIF 값이 모두 10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산성 문제는 없음이

확인되며, 연구모형 1,2,3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분 상관 종합
경영

관리

주요

사업

고객

만족

신규채

용비율

설립

기간

종합

Pearson 상관 1 .699 .568 .107 .062 .003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33 .220 .947

N 395 395 395 395 395 395

경영관리

Pearson 상관 .699 1 .071 .158** .087 .054

유의확률 (양측) .000 .157 .002 .086 .286

N 395 395 395 395 395 395

주요사업

Pearson 상관 .568 .071 1 .038 .008 -.014

유의확률 (양측) .000 .157 .455 .878 .789

N 395 395 395 395 395 395

고객만족

Pearson 상관 .107 .158 .038 1 -.135 .162

유의확률 (양측) .033 .002 .455 .007 .001

N 395 395 395 395 395 395

신규채용

비율

Pearson 상관 .062 .087 .008 -.135 1 -.074

유의확률 (양측) .220 .086 .878 .007 .140

N 395 395 395 395 395 395

설립기간

Pearson 상관 .003 .054 -.014 .162 -.074 1

유의확률 (양측) .947 .286 .789 .001 .140

N 395 395 395 395 395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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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모형 1 : 경영평가 종합 점수

[표 4-7] 다중회귀분석 결과(경영평가 종합 점수)

p<0.1*, p<0.05**, p<0.01***

연구모형 1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확률을 확인해본 결과, 유

의확률은 0.000으로 본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중

하나라도 유의한 변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F값이 3.866임에 따라 본 회귀모형의 전반적 신뢰도는

유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

하여 수정된 R제곱을 확인해보면, 수정된 R제곱은 0.061로 본 회귀모형

은 종속변수의 변동의 6.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의 확률

이 0.05보다 작음에 따라 고객만족도가 경영평가 총 점수에 영향을 미침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화

오류
베타 공차 VIF

(상수) 70.135 4.007 17.504 .000

고객만족 .106 .043 .129 2.484 .013** .881 1.135

신규채용비율 .074 .058 .063 1.274 .203 .964 1.037

설립기간 .015 .018 .045 .831 .407 .807 1.239

강소형 -1.859 .706 -.172 -2.632 .009** .555 1.801

기금관리 -3.745 .996 -.253 -3.758 .000** .527 1.897

위탁집행 -2.352 .858 -.186 -2.742 .006** .521 1.921

대통령임기 -1.215 .537 -.112 -2.263 .024** .974 1.026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F

유의확률

.288

.083

.061

3.86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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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윤정(2017)의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기관의 고객만족도는 경영평가 총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정원 중 신규채용 비율’지표는 경영평가 총 점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

하여 이홍범(2015)의 연구에서는 정부권장정책 이행도 지표(사회적 약자

채용 실적, 중소기업 제품 구매,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실적,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등)를 공기업의 공공성을 나

타내는 지표로 설정하며, 정부권장정책 이행도 지표와 경영평가 결과는

양(+)의 관계에 있음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경영평가제도와 동일한 지표

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특히 고객만족도 변수의 표준화계수 베타 값이 0.129임에 따라 경영평

가 총 점수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고객만족도 변수 값이 정원 중 신

규채용 인원 비율 변수보다 경영평가 종합 점수에 약 2배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준정부기관을 강소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각각의 유의 확률이 모두 0.05보다 작음에 따라 3개 집단에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이 확인된다.

2. 연구모형 2 : 경영관리 총 점수

[표 4-8] 다중회귀분석 결과(경영관리 총 점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화

오류
베타 공차 VIF

(상수) 69.604 4.979 13.979 .000

고객만족 .114 .053 .101 2.153 .032** .881 1.135

신규채용비율 .176 .073 .109 2.430 .016** .964 1.037

설립기간 .025 .022 .055 1.119 .264 .807 1.239

강소형 -1.335 .878 -.090 -1.520 .129 .55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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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연구모형 2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경영관리 종합 점수에 미친 영향

력을 보기 위한 모형이다. 연구모형 2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

확률을 확인해본 결과, 유의확률은 0.000이며, 회귀분석의 신뢰도를 판단

할 수 있는 F값이 14.556임에 따라 본 회귀모형의 전반적 신뢰도는 유의

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정된 R제곱을 확인해보면, 수정된 R제곱은 0.236로 본 회귀모형은 종

속변수 변동의 23.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음에 따라 고객만족도 변수가 경영관리 총 점수에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다. 고객만족도 변수는 앞의 연구모형 1에서와 동일한 결

과로 경영평가 총 점수와 경영관리 종합 점수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 변수 역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

음에 따라 경영관리 종합 점수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고객만족도

변수와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 변수 모두 표준화계수 베타 값이 각

각 0.101 0.109로 나타남에 따라 두 변수 모두 경영관리 총 점수와 (+)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객만족도와 신규채용 수

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영평가에서 경영관리 지표로서 평가받고 때문

에 나타나는 영향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영재 외(2013)는 경영평가

가 준정부기관의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등의 기관의 일차원적인 경영성

과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힘에 따라 경영평가와 기

관의 고객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관리 -2.824 1.238 -.138 -2.281 .023** .527 1.897

위탁집행 -.381 1.066 -.022 -.357 .721 .521 1.921

대통령임기 -6.731 .667 -.450 -10.090 .000** .974 1.026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F

유의확률

.504

.254

.236

14.55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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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2는 연구모형 1과 다르게 평가유형 3개 중 기금관리형의 유의

확률이 0.023으로서 0.05보다 작음에 따라 경영관리 총 점수를 종속변수

로 한 다중회귀모형에는 위탁집행형과 강소형 유형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기금관리형 유형에만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모형 3 : 주요사업 총 점수

[표 4-9] 다중회귀분석 결과(주요사업 총 점수)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산성

통계량

B
표준화

오류
베타 공차 VIF

(상수) 69.469 5.558 12.498 .000

고객만족 .096 .059 .085 1.620 .106 .881 1.135

신규채용비율 .014 .081 .009 .169 .866 .964 1.037

설립기간 .001 .024 .003 .061 .952 .807 1.239

강소형 -1.595 .980 -.108 -1.627 .105 .555 1.801

기금관리 -2.081 1.382 -.102 -1.506 .133 .527 1.897

위탁집행 -2.237 1.190 -.129 -1.880 .061 .521 1.921

대통령임기 3.292 .745 .221 4.421 .000** .974 1.026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F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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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연구모형 3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주요사업 총 점수에 미친 영향력

을 보기 위한 모형이다. 연구모형 3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확

률을 확인해본 결과, 유의확률은 0.004이며, 회귀분석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F값이 2.728임에 따라 본 회귀모형의 전반적 신뢰도는 유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

정된 R제곱을 확인해보면, 수정된 R제곱은 0.038로 본 회귀모형은 종속

변수의 변동의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고객만족도와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의 유의확률이 각각 0.106과 0.666으로서 모

두 0.05보다 크게 나타남에 따라 두 독립변수 모두 종속변수인 주요사업

총 점수와 영향력이 작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현 경영평가제도 하에서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약자 채용 실적 등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그 가중치도 1점 또는 2점으로 전체 점수에 대한 지표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작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주

요사업 총 점수간의 상관관계는 연구모형 1,2와 다르게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요사업 총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모형 3은 다른 유형

과는 달리 강소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평가 유형 모두 각각의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타남에 따라 주요사업 총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모형에는 3개 유형에 동일하게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주요사업과 고객만족도, 정원 중 신규채용비율이 유의한 관계가 없

음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기관별 주요사업 계량지표를 개선하는데 있어,

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현 제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 제도 하에서 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기관의 설립 목적

과 부합한 동시에 기관의 주요사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기

.245

.060

.038

2.728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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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사업 범주는 기

관의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기관의 주요사업 품질

과 기관의 신규채용 실적은 주요사업의 계량 및 비계량 지표와의 상관관

계는 유의하지 않음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연구결과 종합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수별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 4-10]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표 4-10] 가설의 검증

구 분 가 설 채택 여부

가설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은 경영평가 결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1-1
준정부기관의 고객만족도는 경영평가 결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2
준정부기관의 고객만족도는 경영관리 총 점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3
준정부기관의 고객만족도는 주요사업 총 점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1
준정부기관의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이 높을

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2

준정부기관의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이 높을

수록 경영관리 총 점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가설 2-3

준정부기관의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이 높을

수록 주요사업 총 점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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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강소형 기관들의 고객만족도 역시

기관의 경영평가 총점과 경영관리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주요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 수행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은 경영관리 총 점수에만 영향을 미칠 뿐,

경영평가 총 점수와 주요사업 총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

이 도출되었다. 준정부기관의 신규채용 수는 경영평가에서 ‘정부권장정

책’의 일부 항목으로 평가받고 있음에 따라 경영관리 총 점수에는 양(+)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영평가 총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타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준정부기관의 노력도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 하에서는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준정부기관의 고객만족도는 경영평가 제도 하에서 경영관리

항목 중 ‘국민평가’ 지표로 평가받고 있음에 따라 경영평가 총점과 경영

관리 백분위 점수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

의 고객만족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근거하

여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은 최근

1년간 기관의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기관의 고

객만족도는 기관의 주요사업의 품질과 기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

고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주

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라영재(2015)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사업의 성과측정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 국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 기여, 기관 외부에 사회, 경제적 기여와 같은 다양한 속성도 측정·

평가할 수 있다.

198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첫 실시된 이후, 경영평가제도와 지표, 평

가방법 등은 많은 개선을 거쳐 왔으며, 이에 따라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의 공적인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과 경영성과를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McDavid, Huse, & Hawthron, 2013). 실제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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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이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조직과 사업

의 성과를 개선하고 있으며, 그 예로 업무 효율성, 재무예산성과 등 직·

간접적으로 비용통제 효과를 측정함에 따라 경영평가의 비용통제 효과가

나타남을 주장한다(라영재·윤태범, 2013).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대폭 개편함에 따라 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경영평가 제도 하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일자

리 창출을 비롯하여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등의 하위

항목을 평가받게 되었다. 특히 준정부기관의 경우 주요사업 55점 중 사

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최대 35점까지 배정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주

요사업에 어떻게 담아내는가가 경영평가 항목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

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의 방만한 경영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측정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

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보다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경영평가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표설계를 차별화해야

할 것이며,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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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소유권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

정부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수단, 공공기관 관리도구로서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라영재(2013)에 의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업평가

(program evaluation)를 포함하는 기관의 평가제도이다. 즉 정부의 입장

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 비효율성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정책수단으로

서 활용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리더십, 책임경영, 경영효율화

등 경영시스템과 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성과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시스템의 상향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17년도 경영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

회적 가치 구현’ 노력이 중요시되면서 공기업과 다른 사업 성격의 준정

부기관의 ‘공공성’ 실현 노력이 경영평가 제도 하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되

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 준정부기관과 강소형 기관들을 대상

으로 기관의 고객만족도와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을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경영평가 총 점수와 경영관리 백분

위 점수, 주요사업 백분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

관의 고객만족도는 경영평가 총 점수와 경영관리 백분위 점수, 주요사업

백분위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관의 정원 중 신규채용 인

원 비율은 어떠한 종속변수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영평가 제도 내에 고객만족도

가 경영관리 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고객만족도가 경영평가 총 점수 및

경영관리 점수와 양(+)의 관계에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으로는 경영관리

범주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舊 정부권장정책 지표)에서 기관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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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신규채용 실적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즉 현 경영평가제도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청년미취업자, 시간

선택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채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

한 사회적 약자 채용 실적은 곧 기관의 당해연도 신규채용 실적으로 이

어지기 때문에 기관의 신규채용 실적을 공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설정

하였다. 동시에 신규채용 수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사업 규모와 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연도 기관의 정원 중 신규채용 규모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즉 당해연도 기관의 신규채용 수는 기관의 사업 규모 등 기

관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기관의 주요

사업이 국민경제 및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원 증원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공공기

관의 채용 규모는 국민 경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하는 것임에 따라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와는 달리 기관의 정원 중 신규채용의 비율은 기관의 정

원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

과를 도출하였다.

2018년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대다수의 언론사에서는 경영평가

제도 개편 이후 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이 중요해진 동시에 재무관리

평가가 약해졌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언론사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503조 8,000억원으로 17년에 비해 7조

7,000억원 증가한 반면,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7조 2,000

억원), 2018년(1조 1,000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8)

따라서 재무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임에 따

라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적 가치로

대표되는 공공성이 강화됨에 따라 기관의 비효율성이나 방만경영이 확대

8)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달라졌다...“일자리 늘리면 적자나도 A”, 이데일리

(2019.6.20.)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58806622523688&me

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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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및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

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을 강화

하여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부처 또는 회

계감사 등을 통해 기관의 방만경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경영평가제도로는 기관의 공공성을 평가하고, 청렴도

평가 또는 외부기관 감사 등을 통해 기관의 비효율성 및 방만경영을 평

가한다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재무건전성 양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라고 판단한다. 또한 우윤정(2017)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수익

성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은 상쇄적인 관계에 있다

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의 연구(이동원·윤방섭·남은우,

2007; 장석오, 2007; 정규호, 2008; 유미년·박순애, 2013; 이홍범, 2015)에

선 공공성과 수익성이 상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검증하는 연구

들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다르게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

행연구의 주요 대상이 공기업 및 사업규모가 큰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다르게 준정부기관 전체와 강소형 기관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예산, 정원 등 규모가 작은 기관 등의 대내외 특성이 경영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둘째, 경영평가가 정부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및 관리수단의 성

격을 갖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지표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기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박근혜, 문

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준정부기관의

노력도를 평가하기 위해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을 독립변수로 설

정하였다. 준정부기관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나타냄으로써 준정부

기관의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표로서 기관의 성과를 측정

하고자 하였다.

셋째, 기관유형을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으로 구분함으로써 기

관별 사업 특성 및 규모의 효과에 따라 구분하여 기관 유형별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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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도출되는지 살펴보았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기관유형을 통제변

수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과 달리, 경영평가에서 적용하는 기관 유형을

연구에도 적용함으로써 유형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대적으로 인력 및 예산 등의 규모가 작은 강소형 기관들을 둘러싼 대

내외 환경은 제각각 다르며 이러한 환경들은 기관의 경영평가 지표 점수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독립변수가 기관 유형별로 미치

는 영향력에 대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구분한 기관유형별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매개변수(parameter) 또는 조절변수(moderator

variable)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인 기

관의 공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와 종속변수인 경영평가 결과간의 상

관관계가 매개변수 또는 종속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왜곡된다면, 이는 현

재의 경영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실시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지속적

으로 개선되어 오면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

였다. 그러나 Funnell Rogers(201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조직, 사

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one-size-fits-all)의 평가모형, 방법은 없다.

이러한 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편과 평가의 패러다

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지적한다.

라영재(2015)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1) 경영평가

의 전제조건으로 공공기관 자율성 미흡, 2)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의 중

복성, 3) 기관의 사업성과 규모를 반영한 평가유형 분류, 4) 맞춤형 평가

지표의 개발, 5) 계량과 비계량지표의 조정, 6) 평가의 목표치 설정과 평

가등급 결정기준 등을 지적한다.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 및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지속적인 기관의 경

영혁신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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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 준정부

기관의 ‘공공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에 있

었다.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관이 행하는 주요사

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고객만족도’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신규 채용을 얼마나 하였는가를 나타

내는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와 문헌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한 방법론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보인

다.

첫째, 기관의 경영성과, 즉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연구의 독립변수인

기관의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은 기관별 주요사업 및 대내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해 국민의 및 산업계의

니즈가 커지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의 일치, 경제 성장률, 국내외 경제

동향 등 미시, 거시 경제적 요인과 정치·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기관별 정원 증원과 이에 따른 신규채용 수가 정해진다. 그

러나 이런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연관성의 문제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하에서 고객만족도는 경영관리 항목 중 가중치 2

점의 ‘국민평가’지표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관별 채용 인원은 사회적 가

치 구현 항목 중 ‘일자리 창출 지표(舊 정부권장정책)’의 일부 항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 지표 역시 청년 미취업자, 시간선택제, 장애

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규채용 실적을 평가함에 따라 당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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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신규채용 인원과 연관이 있다.

비록 사전적으로 변수별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는 결론을 내리고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고객만족도’

와 ‘신규채용 인원 수’는 경영관리 지표의 일부로 경영관리 백분위 점수

및 경영평가 총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외적

관점에서 기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

정하고 있는 ‘청렴도 점수’를 고려하였지만, 18년 이전까지 기관별로 백

분위 점수를 공개한 반면, ’18년부터 기관별 등급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셋째, 기관의 대외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관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기

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이를 나타낼

만한 대표성 있는 지표를 발굴하지 못했다. 대형 안전사고, 공공기관 채

용 비리, 공공기관 갑질 문제 등 연도마다 공공기관을 둘러싼 사회적 이

슈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둔 자료를 확보하

기 어려웠으며, 언론 보도자료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신뢰성이 저하된

다고 판단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

서에서는 정부지침 위반 및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국민안전에 위해 또는 우려요인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였지만, 기관별 평가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넷째,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

해오고 있다. 동시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실적 등을

평가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

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관의 노력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연도별 신규채용 인원과 노력도가 경영평가 점수와 양(+)의 관계

를 보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도별로 기관의 정원에 대한 신규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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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채용 규모가 경영평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파악함으로

써 기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연

구 및 구축해야 할 것이다.

준정부기관과 같은 ‘공공성’이 대표되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경영평가

점수가 향상되고 상위 등급을 획득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평

가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준정부기관의 공공성

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공

기업과 달리 준정부기관은 기관의 재무적 상태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

표보다는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달성도 및 사회적 가치 창

출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동시에 기관의 대내외 환경이 기관의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기관이 통제하지

못하는 대외적 환경인 여론, 기관의 사업 범위와 무관한 사건, 사고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기관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사업 수행 노력만이 평

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정부를 대신해 국민

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 및 정치적 편향으로 기관의 노력이 왜

곡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평가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관의 대내외 특성을 객관적으로 나타

낼 수 있는 독립변수와 이러한 독립변수가 경영평가 총 점수 및 경영관

리 및 주요사업, 계량 및 비계량 등 경영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나타낸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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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Article 48 of the “Act on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ually to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has served

as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at provides performance

incentives by checking ex-post performance through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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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However,

public opinion surround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has

been continued, for example it is more advantageous for large-scale

institutions to get higher grade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r it focuses on profitability rather than publicnes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refore, this research looks into correlation between the customer

satisfaction, the effort of creating new job and management

evaluation targeting fund management-type, consignment-executive

quasi-governmental and medium-small type institutions that are the

subjects of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s a result, customer satisfaction, which is an external

characteristic, affects all three dependent variables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business management. while the ratio of new

employment not affects all three dependent variables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business management, and major businesses. In

other words,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s not designed

to focus on the “publicity”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n evaluation system that can

objectively measure the publicness of institu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sign different evaluation indicators and

system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so that evaluations can

be focused on publicness rather than profitability.

Second, in order to emphasize the publicity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design indicators that can re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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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values,” but to design indicators that can objectively measure

social values.

Thir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feedback role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o enable sustainabl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keywords : Management evaluation,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Small-medium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Customer satisfaction, Creating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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