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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기업이 약관 개정을 통해 공공성 또는 기업성을 강화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약관

개정건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공공성과 기업성을

계량화하였다. 즉, 개별 약관 개정건의 재무적 비재무적 효과를 수

치화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공기업 내부 요인인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등과 외부 요인인 물가상승률, 정권의 이념성향 등 7가지로 구성

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기업의 부채비율과 CEO의 이력 등 주로 공기업의

내부 요인이었으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가 상승률과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률 등 외부 요인임이 확

인되었다.

또한 환경변화로 인해 기업성이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약관 개정이

일어날 때 다소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의 개정도 병행된다는

사실이 사례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주요어 : 공기업, 약관, 공공성, 기업성, 공공재

학 번 : 2019-23437



- 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 6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 7

제 1 절 공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 7

1. 공기업의 의미와 특성 ························································· 7

2.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기업성 ······························· 9

3. 공기업의 역할과 유형 ························································· 10

4. 공기업 일반현황 ··································································· 13

5. 정권별 공기업 정책 ····························································· 15

제 2 절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운영 ·································· 16

1.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의 구성 ································· 16

2. 약관에 대한 규제 ································································· 18

제 3 절 선행연구 분석 ························································· 24

1. 약관에 관한 선행연구 ························································· 24

2. 선행연구의 한계 ··································································· 27

제 3 장 연구문제 ······················································· 28

제 4 장 연구방법 ······················································· 30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 30

1. 약관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30

2. 가설의 설정 ··········································································· 30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5



- ii -

1. 자료수집 ················································································· 35

2. 종속변수의 계량화 ······························································· 35

3. 분석방법 ················································································· 41

제 5 장 연구결과 ······················································· 42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 42

1. 종속변수 ················································································· 42

2. 독립변수 ················································································· 44

제 2 절 상관관계분석 ··························································· 47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 48

1. 다중공선성 진단 ··································································· 48

2.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 50

제 4 절 사례분석 ··································································· 56

제 5 절 분석결과와 해석 ····················································· 58

1. 기업성을 강화하는 영향요인 ············································· 58

2. 공공성을 강화하는 영향요인 ············································· 60

3.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 ····················································· 62

제 6 장 결론 ································································ 63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63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65

참고문헌 ········································································ 67



- iii -

표 목 차

[표 1] 공공기관 유형구분 ························································· 12

[표 2] 공기업 지정현황 ····························································· 13

[표 3]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구성 ······· 18

[표 4]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제도 ····································· 22

[표 5]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심사 ··········································· 22

[표 6] 약관개정 영향 요소 ······················································· 30

[표 7] 약관개정 유형에 따른 재무적 효과 부여기준 ········· 37

[표 8] 약관개정의 대상범위 가중치 부여기준 ····················· 38

[표 9] 약관개정의 발생빈도 가중치 부여기준 ····················· 38

[표 10] 고객에게만영향을미치는개정건에대한효과부여기준·· 40

[표 11] 약관 개정에 따른 기업성 영향 ································· 42

[표 12] 약관 개정에 따른 공공성 영향 ································· 43

[표 13]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 45

[표 14] 변수간 상관관계 ··························································· 47

[표 15]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 49

[표 16] 독립변수에 따른 기업성 강화 회귀분석 결과 ······· 50

[표 17] 독립변수에 따른 공공성 강화 회귀분석 결과 ······· 53

[표 18] 시기별 약관 개정 사례 예시 ····································· 56

[표 19] 독립변수에 따른 기업성 강화 가설검증 결과 ······· 59

[표 20] 독립변수에 따른 공공성 강화 가설검증 결과 ······· 61



- iv -

그 림 목 차

[그림 1] 공기업 자산 및 당기순이익 ····································· 14

[그림 2] 공기업 부채규모와 비율 ··········································· 14

[그림 3] 연구의 분석틀 ····························································· 31

[그림 4] 기업성 영향별 약관 개정건 분포 ··························· 43

[그림 5] 공공성 영향별 약관 개정건 분포 ··························· 44

[그림 6] 연도별 독립변수 변동추이 ······································· 46

[그림 7] 시기별 기업성 관련 약관 개정건 분포 ················· 58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

하는 기업을 말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공기업은 기업

성을 요소로 하는 점에서 사기업과 같은 특성을 갖지만 사회공공의 복리

향상을 아울러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구별된다. 공기업은 주로 상

하수도, 전기, 가스, 교통, 의료, 관광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

는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기업의 성공적 활동은 국민의 복리증진에 직결되며 그 실패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그런데 공기업이 추구하는 두 가지 가치 즉 공공성과 기업성은 상당부분

배치되는 개념으로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다수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업으로서의 이윤추구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기업으

로서의 정당한 이윤추구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성이

희생되곤 한다. 공기업의 경영자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영리추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주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배임 등 법적 책

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한 예로 2011년 한전의 소액주주 14명은 전기

요금 현실화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한국전력 사장을 상대로 2조8,0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한국전력의 사장이 지난 3

년 동안 연료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서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반면, 공기업이 수익창

1) 경향비즈. 한전 소액주주들, 김쌍수 사장에 2조8000억 손배소 청구. 2011년 8

월 25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108251400391&code=920100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108251400391&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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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만 몰두해 공공성을 소홀히 한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강력한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 공공성과 기업성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되는 공

기업은 그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줄타기는 공기업 안팎의 요인들로 인해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기업들은 시기에 따라 때로는 공공성 확대에, 때로는 기

업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경영되었다. 시기별 정권의 성향, 경제적 여건,

공기업 내부적 특성에 의해 추구되는 가치가 변해온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대 후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에는 공기업의 경

영효율와 방만경영 극복이 최대의 화두였다. 이명박 정부의 제17대 대통

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 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공기업 개혁의 내용2)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장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이양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일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 또한 시장경쟁 여건이 성숙된 분야는 민영화하고, 민영화에 따른 보

완대책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조성봉, 2011).

반면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공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적극적인 고용형태의 개선

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행정부가 국정철학으로 제시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연관되어 있는데, 미시적 차원으로 개인의 소득, 복

지 등 삷의 질을 개선하고, 거시적 차원으로 공정한 사회, 경제를 국정과

제로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 그런데 민간부문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pp.57-58.
3) 청와대. 포용적 성장, 우리와 세계가 함께 합니다. 2019년 3월 20일.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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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가지 상반된 예시에서 보듯 공기업은 정권의 성향 등 외부의

변수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를 달리하여 왔다.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에

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노력보다는 시장경쟁을 통해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조하였고,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문제

를 완화하는 방편으로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였다.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여건 보다는 공공부문 전체의 공

공성 향상에 방점을 두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공기업은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

위를 하며, 국민들은 공기업은 공기업의 가치추구의 변화를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기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수준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지와 그에 따라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공기업이 달성하는지가 가장 근본적인 가치추구의 척도일

것이다.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가격이 결정된 것이며, 공공재 판매

에 따른 이윤을 늘린다면 기업성을 중시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기업이 공공재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주로 ‘약관’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기업은 공공재의 공급과 그에 따른 비용의

회수 등을 공급계약의 조건에 해당하는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가격 조정, 공급인프라 건설비용의 회수 방법, 신규 공급방법 등은 약관

에 근거하고 있으며, 필요시 약관 개정을 통해 이러한 공급조건을 변경하

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시기에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

공재 가격을 인상하는 약관개정을 시행하기도 하고, 복지의 사각지대 해

소 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요금할인 제도를 마련하는 약관개

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약관의 개정은 시기별로 공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공업의 약관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하

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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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있으며,4) 전기사업법 제16조는 전기를 전기사업자가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최근 한

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한 헌재의 판

결이 있었는데, 헌재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 약관을 작성하도록 한 전

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

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의 합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는 “전기요금약관의 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력의 수급상태,

물가수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하므로,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수

시로 변화하는 상황에도 시의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5) 헌재의 판결은 공공재 공급자로서의 공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계기였다.

반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기요금 등 정부와 공기업이 결정해오던

공공재 가격에 대해 국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가격인하를 추진

하는 움직임도 있다. 2020년 11월 한 야당 국회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

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사

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국회 제출했

고,6) 2021년 4월 또 다른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는 공

4)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

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5) 아시아경제. 헌재 "누진제 등 전기요금 대통령령에 위임한 전기사업법 합헌".

2021년 5월 5일. https://news.nate.com/view/20210505n09074?mid=n0402
6) 프레시안. 구자근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감면 개정안 제

출. 2020년 11월 10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1017073998041?utm_source=nav

er&utm_medium=search#0DKU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101707399804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101707399804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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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

의했다.7)

두 의원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공공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인 면이 있으나, 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

운 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공공재의 가격과 공급조건을 법률에서 위임

한 약관에 맡겨둘 것인가 아니며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회가 직접 통제

를 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공기업(약관)에 의한 관

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대략적인 해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공재의 수급상태, 물가수준, 공기업의 재정상태 등

이 약관의 개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왔다면 이는 약관에 의한 관리는 성

공적임을 방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내·외부의 변수와

무관하게 약관이 개정되어 왔다면 국회나 정부의 추가적인 통제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약관의 개정에서 나타난 공기업의 가치

추구의 변화양상이 공기업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어떻게 반응하여 왔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떠한 배경에 의해 공기업의 약관개정이 일어나

고, 그에 따라 강조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공재의 공급을 공기업이 스스로 관리하는 현재와 같은 구조의 효

과성을 유추하고, 공공재 공급가격에 대한 국회 등 추가적인 외부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7) 매일신문.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소제조업체 전기료 할인 위한 법안

발의. 2021년 4월 20일.

https://news.imaeil.com/Politics/20210420182237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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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기업이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의 공급약관인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의 개정건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전기는 현대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재이며,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타 공공재 가

격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요금의 수준과 각종 요금할

인 정책을 위한 약관 개정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내· 외부 환경변화

가 약관개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판

단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20건 내외의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조항을 개

정하는데, 각각의 조항은 전기공급에 대한 개별적인 거래조건을 담고 있

다. 전기요금 단가의 변경과 같이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개정건이

있는 반면, 특정 용도의 전기사용에 대하여 계약종별8)을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요금부담을 경감 또는 가중시키는 약관 개정건도 있다. 또한

전기사용신청 방법 간소화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새로운 직접적인 경제

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간접적으로 고

객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이

개정되기도 한다.

시기적으로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약관개정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20년간 500여건의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의 개정이

있었다. 분석을 위해 각각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물가 상승률, 유

가, 정권의 성향 등 외부변수와 공기업의 부채, 당기순이익, CEO의 성향

등 내부변수들을 수집하였다.

8) 계약종별이란 전기사용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종류를 구분한 것을 
말한다.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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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제 1 절 공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1. 공기업의 의미와 특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

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

다. 본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한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공기업에 대한 정의는 경영주체, 목적, 수익성 등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광의, 협의, 최협의, 최광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각각의 견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광의설 : ‘주체’만을 표준으로 하는 견해이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② 협의설 : ‘주체’와 ‘목적’을 표준으로 하는 견해이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③ 최협의설 : ‘주체’, ‘목적’, ‘수익성’을 표준으로 하는 견해이다. 공기

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 중에서 일정한 영리성 또는 

기업성을 가지는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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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광의설 : 특허기업까지 포함하는 견해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일정한 공익적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 의무를 내용으

로 하는 경영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를 공익사업의 특허라고 하는

데 이러한 특허를 받는 기업을 특허기업이라고 한다.

광의설에 대해서는 행정주체의 사업(비권력적 작용)에는 다양한 유형이

속한다는 점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협의설에 대해서는 동일

한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리성 또는 기업성을 내

용으로 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양자를 동일

하게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최광의설에 대해서는

특허기업은 사인이 국가 등의 특허를 받아 경영하는 것으로 고도의 공익

성을 갖기는 하지만 경영주체는 사기업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차

이가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최협의설이 다수의 견해를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유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의하

였고(유훈, 2005), 이종수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

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수익사업

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하였

다(이종수, 2009). Jones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통

제하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단위, 조직, 기

업(Jones, 1975)이라 정의하였고, 심재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

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해 지배하는 기업(심재권, 2004; 우지숙･최정민, 2015 재인용)

이라 정의하였다. 이상철은 정부, 행정기관이 설립하고 감독하는 정부산

하의 공익기관이나 법인, 단체, 그리고 이러한 공공기관이 또 다시 설립

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라고 정의하고(이상철, 2007; 김인식,



- 9 -

2015 재인용), 서재호는 공공이 소유하거나, 공공에 의해 재원조달이 이

루어지거나, 조직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조직으로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서재호, 2012). 그 밖에 EU조약(회원국과 공기업간의 재무관계의 투

명성관련지침 제2조)에 나타난 공기업의 개념은 해당기업에 대한 소유,

참여지분, 또는 자치규칙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공주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대인,

2012).

2.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기업성

공기업이 수행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해서도 연구자별로 다양한 견

해가 있다. 유민수는 공기업은 공공행정기관과 일반 사기업의 중간적인

특징을 갖는 조직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았다. 공기업의 공공성은 공적 소유와 공적 지배를 기초로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규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유민수, 2010). 유훈은 공기업의 공공성이란 국가

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사회

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윤 극대화가 아닌,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경영활동에 초점을 두고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경영목표를 달성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유훈, 2005). 배병인(2008)

은 국가소유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해 시장경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공

적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측면과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포괄한다고 보았다. 즉, 공적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은 공

공경제 운영이 국가 소유에 바탕을 둘 수 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며 공

공부문의 민주적 운영은 대중의 참여와 통제가 공공성의 중요한 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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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공공성의 문제를 ‘경제적 효과’의 문제이자 ‘정치적 구조’의 문제인

것으로 보았다.

공기업이 추구하는 기업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공성과의 대립 또는 병렬

관계로 인식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으로 나뉜다. 안용식은 공기업

의 기업성이란 독립채산성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넓게 해석하였다(안용식 1984). 안용식과 유민수는 공기업은

민간영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영역을 담당

하여 공공성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기업성도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인 주체

로서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안용식 1984; 유민수,2010). 기용성은 또

한 공기업은 정부기관과는 달리 해당 사업 분야의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

는 성격을 띰에 따라 재화와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공기업은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등과 같은 기업성 추구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았다(기용성 외5, 2014).

반면 김천영(2009)은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를 단순히 병렬

적 관계가 아니라 공기업의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범주 내에서의 기업성

의 ‘정당성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즉, 공기업의 기업성을 ‘공공성 내의

기업성’ 차원에서 기업의 공공성의 토대를 강화시켜주는 범주 내에서의

기업성 추구라고 할 수 있다.

3. 공기업의 역할과 유형

공기업이 정부와 사회, 시장에 대해서 수행하는 역할은 복잡하고 다양

하다. 공기업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근본적인 모순으

로 인한 정책적 어려움이 있다. 서재호(2012)는 공기업의 기능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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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적 기능은 경제발전

과 성장 촉진기능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대

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진행,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특정한 산

업 분야의 정부의 공적 통제 등의 기능을 공기업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능은 독점, 독과점 등이 발생가능한 영역에 공기업을 설립하

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모색하는 경우, 공공수요에 대응하고, 전력요금

을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과 같이 가격조정을 통해 소득 재분배

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의미한다(서재호, 2012). 우리나라 현행법상 공기업의 유형은 국

가와 지방공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공기

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공기업은 공공기관 중 정원

이 50인 이상이며,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

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기업은 다시 자산규

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과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준시장형 공기업으

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

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 지방공기

업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직영

기업은 직접경영의 형태를 지방공사·공단은 간접경영의 형태를 띤다. 직

접경영인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

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

기금 등)이다. 간접경영 형태인 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50% 이

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



- 12 -

자의 신분은 민간인으로 구분한다(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클린

아이 www.cleaneye.go.kr). 현행법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의 유형구분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공공기관 유형구분(2020년 기준)9)

국가공기업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

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1/2 이

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

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공기업(16)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고 수

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

상인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20)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지방공기업

지방직영기업(25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

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

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

지방공사(65개)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

인으로 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지방공단(86개)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 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

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

닌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2020년도 공공기관은 총 340개로 전권교체 전이던 2016년 대비 19개

기관 증가하였다. 공기업 지정현황은 [표 2]와 같이 시장형 공기업 16개,

준시장형 20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9)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alio.go.kr),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 cleaney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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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기업 지정현황(2020년 기준)

주무부처
공기업

시장형(16) 준시장형(20)

국토교통부(9)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

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

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재정부(1) 한국조폐공사

농림축산식품부(1) 한국마사회

문화체육관광부(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방송통신위원회(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7)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해양수산부(5)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환경부(1) 한국수자원공사

4. 공기업 일반현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공기업의 자산 총액은

600.3조원, 당기순이익은 1.4조원으로 자산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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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기업 자산 및 당기순이익(2019년기준, 조원)

[그림 2]에서보는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388.1조원

으로 2016년 이래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182.9%로 2017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공기업 부채규모와 비율(2019년기준,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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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효율화 현황과 특징은 2009년 이래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2년 이래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부

채 역시 2014년 이래 감소하기 시작하여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

하고 있다. 반면 기관장연봉과 복리후생비는 2014년까지 축소하여 왔으

나 2015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한

이유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에 따른 과도한 해외투자와 국책사업 이

행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공공요금 동결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하고 과도한 임금과 성과급 지급 등 방만경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

업으로 최근 방만경영과 부채 200% 이하로의 감축 등 공기업 혁신정책

으로 기관장연봉과 복리후생비의 감축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당기순이익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권별 공기업 정책

정부의 공기업 정책은 정권마다 접근은 다르지만 19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우

지숙･최정민, 2015). 1993년 김영삼 정부는 68개 공기업의 정부지분을 완

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시도하였고,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의 구

조조정, 민영화, 통폐합 등을 통해 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최용전,

2012).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시도하였으며, 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시

스템을 구축하여, 공기업 운영의 효율화정책을 추진하였다(박정수･유호

정, 2010).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추구하였다. 2011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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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지침 작성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유도 측면에서 인건

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기준

과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공공기관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강화하고,

자체수입 확대, 경비 절감,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조직 운영 등 자구노

력을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였다(이준규, 2010). 아울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

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출자･재출자 회사까지 대상으로 설정하여 역

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비해 그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공기업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등 공기업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정

권 초기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과 이를 구체화한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축으로서 공기업 개혁정책을 드라이브하였다. 방법

으로는 부채 경감을 위한 자산 매각과 경쟁체제 도입, 방만경영 개선, 그

리고 이를 위한 노동조합 등 내부기득권의 양보 등을 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책의 3대 원칙으로서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시

하였다.

제 2 절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운영

1.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의 구성

전기사업법10) 제16조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10)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

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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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전

기위원회의11) 심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은 총 9장 98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공급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 시행세칙은 총 10장 83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세칙 또한 넓은

의미의 약관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단, 기본공급약관의 취지

에 따라 제정 및 운영되고 그 내용에 구체적인 수치와 기술적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에 있어 기본공급약관의 개정절차와는 달리 좀

더 완화된 절차를 따르고 있다.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의 장별 구성

[표 3]과 같다.

즉, 시행세칙은 약관과 달리 개정을 위해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요금이나 시설부담금

의 인상, 전기요금이나 보증 등의 감면 등 중요한 시행세칙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과과 협의하도록 기본공급약관에 규정하

고 있다.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의 개정은 매년 20건 내외로 이루어지며, 주로

반복된 민원 등 소비자의 요구, 새로운 제도의 도입, 전력사용 환경의 변

화 등이 개정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나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요구로 약관이 개정되기도 한다.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제1조(목적)]
11)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

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에 전기위원회를 둔다.[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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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구성

구  분 주요내용

제1장 
 일반사항

 : 약관의 목적, 적용구역, 용어의 정의

제2장 
 전기사용계약의 체결·변경 및 해지

 : 전사용신청 방법, 계약의 변경 절차 계약해지 조건

제3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 전기사용장소, 계약단위, 계약전력 산정기준 및 방법

제4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 전압별, 규모별 전기공급 방법 

제5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 정전 대비 보호장치 시설 의무, 전기공급 중지에 따른 배상기준

제6장 
 전기사용의 안전

 :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제7장 
 계약종별

 : 용도별 계약종별 적용 기준

제8 
 요금의 계산 및 납부

 : 요금 계산 및 청구기준, 요금의 할인, 초과사용부가금

제9장 
 시설부담금

 : 전기사용신청 및 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과 기준

별표  전기요금표,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기본공급약관특례12) 등

2. 약관에 대한 규제

국가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의 내용을 통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

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업자가 사용할 약관의 내용을 국가

12)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본

공급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인 기본공급약관특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로 전기

차충전, 전통시장, 교육용 전력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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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 등으로 미리 정해 주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계약의 기본원칙을

정한 민법이나 거래의 방법 및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적 특성이 반영된

특별법, 해당 산업에 소속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정한 개별 법

령에서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관의 내용을

미리 정해 주는 방법이다. 통상 이와 같은 기준을 위반하여 약관 내용을

정할 경우 행정적 제재나 사법적 처분의 대상이 된다.

둘째, 사업자의 약관 사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다.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사전 신고 또는 승인‧인가 등을 받는 등 별도의 개별 통 제를 받도록 하

는 방법이 그 예이다.

셋째, 사적자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약관사용을 원칙

으로 하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하는 것이다. 사업자

가 사용하는 약관의 내용이나 사용가능 여부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

은 현실 경제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사용되는 약관의 규모를 고려할 때

비용의 문제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는 앞서 제시된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하고 있

다. 민법의 총칙 및 각론편의 계약관련 강행규정이나 전자상거래에 적용

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 거래

법’이라 함) 및 특수거래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가맹거래와 관련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법률에 반

영하고 있어 사업자가 사용할 약관 조항의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

용하도록(법 제16조)하여 직접적인 사용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해운법｣에 따라 운송약관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법 제11조의2),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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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법 제54조

의3) 해야 하는 등 개별법령에서 사업자의 약관 사용 자체를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 통제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약관을 규율하는 방법적 관점의 구분 외에 구속력을 갖고 약

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형태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법부가 당사자 간 분쟁을 판결하는 과

정 중에 불공정성의 기준을 정한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약관을 규제

하는 별도의 법령 체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방식을 취하

고 있다.

다른 하나는 법원과는 별개로 행정부에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하고 불

공정할 경우 이를 수정시킬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행정규제 형의 약

관심사제도이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자체의

추상적 심사를 통해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 행정규제형의 약 관심사 제도를 운영하

였으나 약관심사제도에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법체계에 의한 약

관심사로 그 중심이 이동하였다(윤용석‧이 병준‧가정준, 2007년).

가. 약관규제법의 내용

약관규제법은 1986.12.31. 제정되어 1987.7.1.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경제기획원 산하의 약관심사위원회가 약관의 심사를 담당하다가 1992년

약관규제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다. 약관규제법은 실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는 소비자법제

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이나 기타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등과는 차별성이 있다. 약관규제를 통해 보호받는 대상은

소비자에 국한되지 않고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의 특별한 행위 여부 및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불공정성만을 판단한다. 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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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소비자법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

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가 가능하나 약관규제법은 과징금

부과 제도가 없다.

제6장 제41개 조항으로 구성된 약관규제법은 크게 약관의 통제조항과

기타조항으로 나눌 수 있다. 통제조항에서는 사업자와 고객이 체결한 약

관 계약의 특정 조항이 계약에 편입되는가를 규정한 ‘편입통제’, 약관조

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해석통제’, 불공

정하여 무효인 약관조항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된 ‘내용통제’ 조항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약관의 편입통제 조항(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

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고 소비자에게 중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

자의 요구가 있으면 약관을 교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설명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자가 해당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

록 하고 있다. 해석 조항(법 제5조)에서는 약관을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

하게 해석하되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

록 명시하여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에 대한 통제

를 규정한 법 제6조 내지 제14조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불공정약

관으로 무효가 되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기타조항은 약관의 목적 및

정의 조항, 불공정약관의 시정절차를 규정한 조항, 표준약관제도의 운영

과 관련한 조항, 약관분쟁의 조정 및 벌칙 조항 등이다. 약관규제법은 타

법개정을 포함하여 총 13회의 개정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1992년 개정

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 제도와 표준 약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약

관규제의 주관 부처를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비교적 최근에는 사업자 간 거래 중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개별 사업자

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위

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신설(2012년)되었고, 일정 조

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사용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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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2013년)된 바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는 약관계약의 편입 및

해석통제, 내용통제, 표준약관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사업자에게 약관의 작성 및 명시,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

지 못하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약관 편입통제의 영역

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권한이 있다.

[표 4]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제도

￭ 근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내용 : 약관심사(청구, 직권인지) 및 표준약관 보급

약관심사

(청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불공정약관 여부 심

사청구 건을 심사 후 사후적‧개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 조치 

약관심사

(직권)

국민생활 밀접 또는 소비자피해 빈발 분야의 직권조사 후 수정 

또는 삭제 조치 

표준약관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작성 

한 것을 심사하여 공시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 불공정약관의 

작 성‧통용을 사전에 예방

[표5]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심사(’12년 ~ ’18년 기준)  

  (단위 : 건) 

청구인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이해관계인 795 750 1,095 1,875 2,085 2,026 1,074 9,700

소비자단체 1 2 26 3 1 - - 33

직권심사 47 153 139 175 138 99 59

계 843 905 1,260 2,053 2,224 2,125 1,133 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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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고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규제법의 해

석통제는 당사자간 약관의 해석 분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공정

거래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별도로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에 대한 추상적 약관심사를 한다. 이때 추상적 약

관심사란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확정과는 상관

없이 오로지 약관조항의 유‧무효 여부만을 결정하는 심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계약 당사자에 권리와 의무 관계

에 대해 사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당사자

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상 이

익이 있는 자’ 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의 특정 약관

에 대해 불공정약관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심사를 청구(심사청구)한 건

이나 국민생활 밀접 또는 소비자피해 빈발 분야에 대한 불공정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자체인지(직권인지) 건에 대해 불공정성을 심사한

후 불공정하면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하여 수정시킬 수 있

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표준약관)으로 작성한 것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불공

정성이 없으면 이를 공시(公示)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 불공정 약관의

작성‧통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다. 법원의 약관규제

법원의 약관규제란 법원이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

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 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다.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

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

제와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통제 및 이러한 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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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불공정성 통제의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

을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2008.12.16. 선고 사건

번호 2007마1328 등).

제 3 절 선행연구 분석

1. 약관에 관한 선행연구

약관계약은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협상’이 배제됨에 따라 협상의

산물인 일반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및 EU 회원국 등 많은 국가는 당사자 간 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국가의 통제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약관 사용

은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법령으로서 적절히 사업자의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각국은 해당국의 법

체계에 맞게 법률 등을 근간으로 행정 또는 사법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

약관의 내용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김진우(2012년)는 세 가지 측면으로

소개 및 주장하였다. 첫째, 약관의 내용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존

논의인 규범설 및 공익보호설에 근거하여 법질서와 공익보호 측면, 부당

한 계약으로부터의 보호 또는 소비자보호 측면, 경제력‧정보력‧상황적

불균형 등 역학적 불균형으로부터의 자기보호 논거를 소개하였다. 둘째,

기존 논의에 더하여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인해 고객이 계약의 내용형성

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고객의 자기결정을 보

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불공정약관이 사업자에게 주는 경제적 이

익에 비해 고객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부재 때문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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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경쟁적 요소 곧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약관의 내용통제가 필

요함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전통적 접근방식에 의한 내용통제 필요성

논의 외에 행 동경제학적인 논거13)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Hillman & Rachlinski(2002년)은 계약당사자인 소비자가 계약이 가져다

줄 장래의 편익까지 고려하여 약관 조항을 이해 및 평가하기는 어렵고

때론 그러한 노력 자체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합리적으로 그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를 충

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거나 심리

적 문제 등으로 인해 부당한 약관 조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어

려워 약관계약에서 시장실패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Korobkin(2003년)는 소비자의 합리성이 제한적임을 가정할 때 판매자는

특정 소비자의 합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관을 만들

유인이 있으며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정부나 법원의 어떤 통제도 약관계

약의 비효율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약관의 사

전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와 사후적으로 약관 조항의 수정 또는 이

행강제를 결정하는 법원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면 합리성의 한계

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Gilo & Porat(2007)도 약관통제의 필요성을 거래비용의 측면에서 설명

하되 전통적인 정보비대칭 관점이 아니고 사업자의 전략적 약관 사용으

로 발생하는 거래비용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곧 사업자는 동일 약관

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적 능력이나 행태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계약

대상의 선별이나 가격 차별화, 소비자의 선호체계 정보를 습득하는데 활

13) 행동경제학(Behavior Economics)은 인간의 실제적 행동을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의 견지에서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로 시장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주류 신

고전학파적 접근과는 달리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행동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약관계약의 측면에서도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거나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의 행동 특성과 계약의 내용을 절차에 따

라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업자의 행태가 연계되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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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들의 약관 사용은 사업자간 담합이 가능하

게 하여 비경쟁적 시장구조를 견고하게 하기도 하고 일부 소비자에게 지

급되어야 할 경제적 이익의 은닉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약관계약에는

협상비용을 줄여 거래비용을 낮추는 긍정적 측면과 위와 같은 이유로 사

회적 효용을 저하시켜 거래비용을 높이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사업

자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약관계약의 양면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

을 수도 있지만, 정부의 약관 정책과 사법부의 판단에는 이 양면성이 고

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약관의 규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치는 약관규제

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약관에 대한 논의는 약관규제법의 의

의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최흥섭·박영준(2003)은 약관규제법에 의한 면책약관에 관한 연구에서 면

책약관의 순기능은 인정하였으나,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

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표준약

관제도의 운영, 계약체결 당시 설명·교부의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한 사후 구제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최흥섭·박영준, 2003).

현재는 이 중 표준약관제도 등 상당 부분이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황진자(2009)는 불공정약관이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의 ｢약관규제법｣은

약관 관련 소비자피해를 보호하는데 있어 법적 공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법 개정의 방향을 제외국의 약관 편입규제 및 외국의 표준약관 제

도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본 축은 외국의 법

제처럼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합의(동의) 규정으로 전환하여 약관의

편입요건을 강화한 반면 표준약관은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약관심사 관련하여서는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으로 약

관심사 청구권자를 확대한 반면, 약관심사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여 공정

거래위원회가 약관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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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약관 시정에 따른 공표권을 부여하여 사업자에게 불공정약관의 실질

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금노(2017)는 약관계약 환경의 변화를 고찰하고 현 우리나라 약관규

제법상의 불공정약관 판단 기준과 호주소비자법이나 독일민법, 유럽연합

입법지침(Directives) 및 유럽민법전초안(DCFR), 보통유럽매매법안(CESL)

등의 해외 사례와의 불공정약관 조항 판단기준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약

관규제법의 개별금지 조항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투명

성 조항14)의 강조,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경과실 면책·일방적 급부

변경·과도한 선급금이나 보증요구 등의 조항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이금노, 2017)

2. 선행연구의 한계

약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약관에 대한 통제나 약관규제의 개선방안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연구의 범위는 넓지 않았다. 즉, 약관규제법의

개정을 통한 약관통제라는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공기업을 둘러

싼 내·외부의 경제적·비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공기업의 약관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

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치가 어떠한 변수들에 의해 강조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공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 필요성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14) 약관규제법에서는 명시･설명 의무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 투명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

고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투명성의 원칙을 위

배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계약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약관의 편입통제 측면에서 이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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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약관의 개정에 나타난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상반된 가치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인다. 즉, 어떠한

변수가 작용하여 공기업이 공공성 또는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을

시행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 어떠한 내·외부의 환경변화가 공기업의 기업성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에서는 한국전력을 둘러싼 내부 및 외부 환경의 변화 중

어떤 변화가 약관개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한국전력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도록 만드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내부

환경변화란 한국전력의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CEO의 성향 등을 말하고,

외부환경이란 공공재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

승률과 정권의 이념 등을 말한다. 해당 변수와의 관계는 제4장에서 자세

히 다루었다.

연구문제 2 : 어떠한 내·외부의 환경변화가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에서는 공공성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를 알아보고

자 한다. 내부 및 외부의 환경변화는 [연구문제 1]과 동일한 당기순이익,

물가 상승률, 정권이념 등을 말한다. 기업성과 공공성이 대립되는 개념이

라면 기업성을 강화하는 변화는 공공성을 약화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

며, 반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변수는 기업성을 약화시키는 변수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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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기업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공공성만을 증진시키는 약관의 개정도 상당수 있으므로, 하나의 변수가

공공성과 기업성 모두에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구

문제 1]과 [연구문제 2]에서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 기업성을 강화해야하는 환경에서는 공공성은 희생되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연구문제 1]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기업성 강화요인

들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공기업이 실제로 기업성만을 강화하도록 약관

을 개정하였는지 분석해 보려고 한다. 즉, 환경요인에 따라 공기업은 공

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 중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정하여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의 부채비율이 상

승하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낮게 유지될 경우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의 인

상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복지할인 등과 같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 개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만약 요금인상

과 더불어 복지할인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이 동시에 일어난다

면 공기업은 환경변화에 일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연구문제 3]을 다루는 이유는 제1장에서 언급한 공공재 공급가격에 대

한 국회 등의 추가적인 외부통제의 필요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공공재 공급가격 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한다면 추가적인 외

부통제는 불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의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2020년간 주요한 요금인상 또

는 시설부담금 단가 인상 사례를 통해 해당 시기의 주요 내·외부 환경과

공 약관개정 안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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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의 분석틀

1. 약관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약관의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은 크게 경제적 요

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외부변수와 내부

변수로 나눌 수 있다. 내부-경제적 요인으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과 부

채비율이 있고, 내부-배경제적 요인은 시기별 경영진의 성향이 있을 수 있

다. 외부-경제적 요인은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전력구입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유가가, 외부-비경제적 요인으로는 정권별로 나타나는 이념적

성향과 국민들의 정책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준 인터넷 이용률을 선정

했다.

[표 6] 약관개정 영향 요소

구 분 경제적 비경제적

내 부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CEO의 성향

외 부
물가 상승률, 

유가

정권이념, 

국민 인터넷이용률

2. 가설의 설정

앞에서 제시한 변수들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6개의 가설

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서로 배타적이

라고 가정하였으므로, 각각의 독립변수는 공공성 강화 또는 기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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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의 영향력을 갖고, 나머지 하나에는 음(-)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

로 설정하였다.

[그림 3] 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설 1 :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공기업 약관 개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1-1 공기업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의 영

향력을 미친다. 

     1-2 공기업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의 영

향력을 미친다. 

기업이라면 이윤추가가 당연한 존재의 이유이지만 공기업의 경우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공공성을 외면하고 이윤추구에만 몰두한다는 식의 여

론의 비판과 공공재 가격수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

다.15) 이에 따라 공기업의 약관 개정에는 기업성보다는 공공성 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5) 실제로 당기순이익이 7조원을 넘어섰던 2016년에 주택용전력 누진제 유지

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정부와 한전은 그해 12월에 주택용 누진

제를 기존의 6단계(11.7배)에서 3단계(3배)로 완화하는 약관개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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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 공기업 부채의 증가는 공기업 약관 개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2-1 공기업의 부채의 증가는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

(+)의 영향력을 미친다. 

     2-2 공기업의 부채의 증가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

(-)의 영향력을 미친다.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할 경우 당기순이익 증가와는 반대로 공기업 활동의

비효율성과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과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공기업은 공공

성 보다는 기업성 강화를 단기 경영목표로 상정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가설 3 : 공기업 CEO의 민간기업 경영이력은 공기업 약관 개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3-1 공기업 CEO의 민간기업 경영이력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

관개정에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3-2 공기업 CEO의 민간기업 경영이력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

개정에 부(-)의 영향력을 미친다. 

공기업의 경영목표를 결정하는 경영진의 성향은 약관개정 방향에도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때로 경제적 요인보다 우선하여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경제적 변수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CEO의 성향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가설 4 : 물가 상승률은 공기업 약관 개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4-1 물가 상승률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의 영향

력을 미친다. 

     4-2 물가 상승률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의 영향

력을 미친다. 

전기 등의 공공재 가격은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 33 -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경우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재 가격을 동결하거

나 인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물가가 상승할 경우 국민의 공

공재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복지할인 제도 등의 정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5 : 유가의 상승은 공기업 약관 개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5-1 유가의 상승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의 영향

력을 미친다. 

     5-2 유가의 상승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의 영향

력을 미친다. 

에너지 공공재의 가격은 원료인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가가 낮

으면 싼 비용으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기업의 재정수준

이 개선된다. 사기업이라면 이에 이윤 극대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나 공

공성을 중시하는 공기업은 더 이상의 기업성 강화보다는 요금할인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유가

가 높으면 전력구입비가 올라가 재무상황이 악화된다. 악화된 재정상황

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성보다는 기업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6 : 정권의 이념성향은 공기업 약관 개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6-1 정권의 진보성향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의 

영향력을 미친다. 

     6-2 정권의 진보성향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공기업의 정권의 정책기조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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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은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로 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반대로 진보정권은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따라서 진보 정당이 집권하

는 기간 동안에는 공기업에도 시장원리를 적극 도입하여 기업성을 강조

할 것이며, 진보정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공재 요금의 가격인상

을 억제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의 공기업 경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해 볼 수 있다.

가설 7 : 인터넷 이용률은 공기업 약관 개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7-1 인터넷 이용률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의 영

향력을 미친다. 

     7-2 인터넷 이용률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의 영

향력을 미친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점차 다원화되고, 개방화 되어왔다. 과거

국가 권위가 무엇보다 우선시되던 시기에 공기업은 국가기관이자 권력기

관으로 받아들여진 것과 달리 민주화 이후의 공기업은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점차 일반화 되어갔다. 특히 초고

속 통신과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2000년대부터는 공기업의 권위는

눈에 띄게 줄어갔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성, 정책참여, 부조리

고발 등 국민이 행정부나 공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공기업의 가치추

구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률을 외부변수

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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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지난 20년간(2001년 ～ 2020년)의 기본

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의 개정내용과 한국전력공사의 공시자료 및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의 개정

내용은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와 개정을 위한 검토

내용 등이 담긴 서류 일체이다.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의 개

정을 위해 개정의 배경, 해당 규정의 변천내역, 개정에 따른 효과, 타 규

정 및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검토서를 작성한다.

분석단위는 개정된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의 특정 조항으로 하되,

여러 조항에 걸린 개정이 하나의 목적과 내용을 가진 경우 1개의 분석단

위로 보았다. 또한 기본공급약관의 개정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시행세칙의 개정은 중복성을 고려하여 분석단위에서

제외하였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에는 총

501건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 중 중복성을 고려하여 제외한 45건의 시

행세칙 개정건을 제외한 456건의 개정건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다. 대

한 공공성 강화 점수와 기업성 강화 점수를 각각 수치화하여 분석에 활

용한다.

2. 종속변수의 계량화

종속변수인 기업성과 공공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개별 기

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건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수집된 자료에서 모든 개정건의 재무적/비재무적 효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량화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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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성

기업성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약관 개정건은 한국전력에 재무적인 영

향을 미치는 개정건을 의미한다. 전기요금 또는 시설부담금의 인상과 같

이 한국전력의 수익이 증가하는 개정건은 기업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

고, 반대로 복지할인의 확대, 요금 특례16)의 신설 등은 한국전력의 수익

을 감소시키므로 기업성을 약화시키는 개정건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한국전력에 재무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관 개정건들의 상대적 크

기로 기업성을 계량화하였다. 계량화는 개정건의 효과에 대상범위와 발

생빈도 가중치를 곱하여 1건당 점수를 산정하였다.

기업성 = 개정의 재무적 효과 × 대상범위 가중치 × 발생빈도 가중치

① 개정의 재무적 효과는 약관개정을 통해 한전이 얻는 재무적 이익 또

는 손해를 –10점에서 +10까지로 부여한다. 평균 5%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은 +10점,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요금 인하는 –10점으로 하

고, 그 사이의 개정건은 상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의 부여는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검토서에 포함된 개정효과

를 참고로 부여하였다. 재무적 효과 부여기준은 [표 7]과 같다.

16) 특정 범위의 고객에게 약관 이외의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주로 약관의 기준보다 완화된(저렴한) 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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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약관개정 유형에 따른 재무적 효과 부여기준

분 류 효과 분 류 효과

전기요금의 5% 이상 인상, 

표준시설부담금 단가 인상
10

주택용 누진제 완화, 

시설부담금 단가 인하
-10

전기요금이 높은 

계약종별로의 변경
9

전기요금이 낮은 

계약종별로의 변경
-9

초과사용부가금 부과 강화17) 8 초과사용부가금 부과 완화 -8

시설부담금 부과 강화 7 시설부담금 부과 완화 -7

기본요금 부과 강화 6 복지할인 신설 및 확대 -6

위약금 부과 강화 5 요금 특례 신설 및 확대 -5

하계 기간 확대 4 계절·시간대 구분기준 완화 -4

역률요금 부과 강화 3 역률요금 부과 완화 -3

수수료 인상 2 수수료 인하 -2

변압기공동이용 계약고객 

요금 산정기준 변경
1

정전시 요금감액 및 배상기준 

강화
-1

② 대상범위의 가중치는 개정건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의 범위로서 20%

에서 100%까지 5단계로 분류한다. 전체 계약종별에 걸친 전기요금의 인

상은 100%의 점수를 부여하나, 특정 일부 집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개정

건은 상대적인 규모를 감안하여 20%에서 80%까지 비율을 부여하였다.

범위 비율의 부여기준은 [표 8]과 같다.

17) 고객이 한전과 계약한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일종의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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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약관개정의 대상범위 가중치 부여기준

분  류 적용 비율 예 시

전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정건 100% 요금 인상

대다수 고객에게 명향을 미치는 개정건 80%
표준시설부담금 

인상

과반을 상회하는 수준의 고객에게 명향을 

미치는 개정건
60%

임차고객에 대한 

보증기준 변경

과반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고객에게 명

향을 미치는 개정건
40%

고압 이상 고객의 

공급방법 변경

소수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정건 20%
소용량 농사용 고객 

휴지제도 변경 

② 발생빈도 가중치는 개정건이 대상고객에게 얼마나 자주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가중치로서 20%에서 100%까지 5단계로 분류하였다. 전기

요금의 인상과 같이 매달 영향을 미치는 건은 100%를 부여하나, 전기사

용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정건에 대해서는 상대적 발생

빈도를 감안하여 20%에서 80%까지 비율을 부여하였다. 빈도 비율의 부

여기준은 [표 9]와 같다.

[표 9] 약관개정의 발생빈도 가중치 부여기준

분  류 적용 비율 예 시

매달 영향을 미치는 개정건 100% 전기요금 인상

연간 2회 이상 영향을 미치는 개정건 80%
초과사용부가금 

강화

전기사용시간 동안 3회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건
60%

표준시설부담금 

단가 변경

전기사용기간 동안 1~2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건
40%

전기사용신청 및 

해지 조건의 변경

특수한 경우에만 영향을 미치는 개정건 20%
정전에 따른 

배상기준 변경

약관 개정의 범위 가중치와 빈도가중치 그리고 재무적 개정효과을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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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약관 개정의 재무적 영향를 산출한다. 요금인상과 같이 전고객에게

매달 영향을 미치는 개정건은 재무적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반면 재무

적 개정효과가 높은 개정건이라 할지라도 범위비율이나 빈도비율이 제한

적일 경우 재무적 영향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나. 공공성

공공성은 고객이 얻는 재무적/비재무적 효과로 계량화하였다. 대체로

약관의 개정효과는 제로섬(zero-sum)의 특성을 보인다. 다시 말해 한전

에게 재무적으로 +1만큼 영향을 미치는 개정은 반대로 고객에게는 –1

만큼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전이 얻는 재무적 이익은 그대로 고객

의 재무적 부담증가로 작용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연간

1천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고객에게는 연간 1천억원 부담의

증가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개정의 효과가 고객과 한전 중 한편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한전에게는 재무적 악영향이 전혀 없음에도 고객은 재무적 이익을 얻는

개정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의 보증기준 완화를 들 수 있다.

전기요금이 연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고객 등에게는 전기요금에 대해

3개월분의 보증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이행보증 증

권 등을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하는 이 과정에서 증권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한다. 수수료 수입은 증권의 발급기관에 귀속되기 때문에 한전으로

서는 보증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보증기준을 완화하여도

재무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의 재무적 이익

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재무적 손실과 더불어 고객에게만 재무

적 영향을 미치는 ‘부담완화 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약관 개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성의 계산값을 “기업성

×-1”에 고객에게만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부담완화 효과를 더한 값으로

계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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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 (기업성 × -1) + 고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효과

고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위에서 예시로든 보증완화 등의 재무

적 효과와 전기사용신청 절차의 간소화, 고객의 선택권 강화, 조문의 명

확화 등 고객권익을 강화하는 비재무적 개정을 포함한다. 비재무적 효과

가 있는 개정건은 한전과 고객 모두에게 재무적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고객의 이해를 돕고 편의를 제고하는 개정건들이다. 고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기업성의 계량화와 같은 방식으로 계량화하였다. 즉, 개정

건 마다 상대적인 효과의 크기를 1점에서 10점까지 부여한 후 대상범위

와 발생빈도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고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개정건

에 대한 점수 부여기준은 [표 10]과 같다. 대상범위와 발생빈도 가중치는

각각 기업성에서 사용된 [표 8]과 [표 9]를 따른다.

[표 10] 고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개정건에 대한 효과부여 기준

분 류 효 과 예 시

전압별 공급가능 범위 확대 10 저압 공급범위 확대

전기요금 보증금 부담 완화 9 보증설정 대상 축소

고객 권익 보호 8
개인정보 보호 기준 신설,

요금미납시 단전 기준 강화

고객선택권 강화 7 선택요금 신설

고객편의 제고 6
희망검침일제 신설, 소유자 동의절차 

개선, 시설부담금 분납 확대

전기사용계약 기준 개선 5 계약해지시 실사용자 동의 의무화

기준 합리화 4
역률 산정방법 개선, 

납기일 예외기준 신설

기준 명확화 3
사용용도 혼재시 계약종별 적용기준 

명확화, 조문·용어 정비

기술적 개선 2 고조파 유지기준 변경, 계기설치기준 신설 

고객의무 명시 1
가구수 변경시 한전 통지의무 신설,

고객시설 지중인입선 관리주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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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다. 계량화한 개별 약관 조항의 개정

효과(기업성, 공공성)와 연도별 한국전력공사 당기순이익 및 물가 상승률

등의 독립변수와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기업성과 공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간 상대적인 크기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을 둘러싼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경제적 요인과 비경

제적 요인 중 어떤 변수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여 공기업의 가치추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유추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인 기업성 강화에 따른 공공성의 희생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도출한 기

업성 강화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한 시점에서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약관

의 개정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이 특정 환경에서 기업성과 공공성 중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

여 약관을 개정하는지, 아니면 공공성과 기업성을 모두 고려한 약관개정

을 하는지에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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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공기업의 기업성과 공공성 강화 정도인데, 제4

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업성은 한전에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

정건을, 공공성은 고객에게 재무적 영향 및 비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개

정건을 포함한다.

가. 기업성

먼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기업성, 즉 한전의

재무적 영향은 [표 11]]과 같다. 본연구의 분석대상인 개정건은 총 456건

인데, 이중 한전에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정건은 절반가량이 230

건이다. 한전에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약관 개정 1건당 평균 효과는

0.077점으로 미미한 수준이나 최소값과 최대값이 각각 –10과 10이다.

[표 11] 약관 개정에 따른 기업성 영향

구 분 Obs Mean Std. Dev. Min Max

기업성 230 0.077 2.618 -10 10

재무영향이 5점 이상인 개정건은 14건이며, -5점 이하인 개정건은 4건

으로서 총 개정건 중에서 영향이 큰 개정건의 수의 비중은 10%에도 미

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한전에 재무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는 것

은 반대로 전기소비자에게도 그만큼 급격한 영향을 끼치므로 영향이 큰

개정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히스토그램

및 박스플롯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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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업성 영향별 약관 개정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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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술통계량에서 극소수의 강한 재무적 영향을 가진 개정건이 존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공공성

다음으로 공공성이다. 고객이 얻는 재무적 효과와 비재무적 효과를 합한

것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전체 456건 개정건 모두가 공공성을 측정하는 관

측치가 된다. 공공성의 기술통계량은 [표 12]과 같다.

[표 12] 약관 개정에 따른 공공성 영향

구 분 Obs Mean Std. Dev. Min Max

공공성 456 0.932 2.349 -10 10

한전에는 재무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객에게만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개정건들은 226건이며, 모두 양수값을 가진다. 기업성과

공공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230건과 공공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226건

의 영향을 합산한 456건이 공공성의 분석대상이 되므로 평균값은 기업성

보다 높은 0.932점이로 나타났다.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히스토그램과 박

스플롯으로 표현한 것은 [그림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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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공성 영향별 약관 개정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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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영향별 약관 개정건 분포 또한 기업성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주는 개정건의 비중은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표 6]과 같이 공기업 내부와 외부, 경제적과 비

경제적 구분에 의해 4가지로 나누어진다. 내부 독립변수는 민간기업 출

신 CEO 유무, 당기순이익, 부채비율이며 외부 독립변수는 진보정권 유

무, 물가 상승률, 유가, 국민 인터넷 이용률이다.

이중 더미변수인 민간기업 출신 CEO 유무의 경우 2008년 8월 취임한

LG부회장 출신의 CEO와 뒤를 이어 2011년 9월 취임한 현대건설 사장

출신 CEO의 재임기간인 2018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를 1로 그 외

기간을 0으로 구분하였다.

진보정권 유무의 경우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1로, 중도를 표방한 김대

중 정권과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 및 박근혜 정권을 0으로 구분하였다.

김대중 정권의 성향을 진보로 보아야 하는지 중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북 햇볕정책 등 이전

까지 보수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이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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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권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90년대 말 IMF 구제금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가치를 국정이념으로 내세운 노무현·문재인 정권과는 차별을 두어야 한

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권을 중도정권으로 분류하였다.

두 개의 더미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13]과

같다.

[표 13]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Obs Mean Std. Dev. Min Max

당기순이익

(천억원)
456 17.211 34.392 -32.930 134.164

부채비율

(%)
456 129.526 41.388 76.5 202.3

물가 상승률

(%)
456 2.392 1.112 0.4 4.7

유가

($)
456 61.777 26.672 22.84 109.03

인터넷이용률

(%)
456 77.263 9.418 56.6 91.9

위 5개 독립변수는 연도별로 집계된 값이다. 연도별 추세는 [그림 6]과

같다. 인터넷 이용률을 제외한 4개의 독립변수는 연도별로 비교적 큰 폭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물가 상승률과 당기순이익은 대칭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자를 기록해오다 2013년에 흑

자로 전환되었다. 이에 반해 부채비율은 2008년 이후 줄곧 100%를 초과

하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당기순이익에 비해 부채비율의 변동성이 더

적다는 것이다. 즉, 당기순이익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변화될 수 있

지만 부채비율은 수년간 완만한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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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도별 독립변수 변동 추이

만약 약관의 개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당기순이익일

경우라면 공기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재무성과에 따라 약관의 개

정방향을 결정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부채비율이 약관의 개정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한다면 단기적인 재무성과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약관의 개정방향을 결정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인터넷 이용률은 2001년 56.6%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

91.9%를 기록하였다. 지난 20년간 인터넷 이용률 확대와 더불어 정부정

책 및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수단도 늘어났다. 민간분야에서도 2000

년대 초중반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VOC(고객의 소리)를 도입하여 고객만

족도 제고를 경영목표에 포함시켰다.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는 고객의 소

리를 공기업에 전달하는 과정을 활성화하여 공공성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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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복수의 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의 변수가 변화하면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즉, 변화의 방향과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하지만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간 일대일 상관성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에서 유의

미한 관계를 도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본연구에서는 우선 가설 검증

이전에 변수들간의 대략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

(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변수간 상관관계

　구 분 기업성 공공성
당기

순이익

부채

비율

경영인

CEO

물가

상승률
유가

진보

정권
인터넷

기업성 1 　

공공성
-0.793 1 　

0.000 　

당기

순이익

-0.289 0.195 1 　

0.000 0.000 　

부채

비율

0.202 -0.149 -0.107 1 　

0.000 0.001 0.023 　

경영인

CEO

0.234 -0.213 -0.520 0.093 1 　

0.000 0.000 0.000 0.048 　

물가

상승률

0.023 -0.025 -0.439 -0.599 0.446 1 　

0.625 0.598 0.000 0.000 0.000 　

유가
0.272 -0.223 -0.522 0.556 0.514 -0.052 1

0.000 0.000 0.000 0.000 0.000 0.270 　

진보
-0.081 0.129 -0.019 -0.388 -0.493 -0.105 -0.332 1 　

0.085 0.006 0.682 0.000 0.000 0.025 0.000 　

인터넷

이용률

0.077 -0.025 0.052 0.695 0.020 -0.728 0.417 0.060 1

0.102 0.596 0.273 0.000 0.670 0.000 0.000 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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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은 부채비율(0.202), 경영인 출신 CEO(0.234), 유가(0.272)와 유

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당기순이익(-0.289)과 진

보정권(-0.081)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공공성의 경

우 당기순이익(0.195) 및 진보정권(0.129)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부채비율(-0.149), 경영인 출신 CEO(-0.213), 유가

(-0.223)와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유의미한 신뢰수준을 벗어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는 제4장에서 설계한 연구의 분석틀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종족변수가 각 하나의 독립변수와의 상관성만을 보여주

는 것이기에 복합적인 상황에서의 인과성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즉, 다

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특정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설명하지 못하

는 것이다.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는 대략적인 변수간의 방향성을 체크

하고 본격적인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1. 다중공선성 진단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내·외부 환경변화가 약관개정을 통해 기업성

또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가정 하에 기업성 및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단

순회귀분석과 비교할 때 기본적인 이론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여러 변수

들이 모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가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 변수가 모형에 포함되는 경우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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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수가 더 중요한 변수인지 어떤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길곤, 2014)

단순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간의 상관관

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길곤, 2014)

다중공선성은 둘 이상의 독립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다. 각 독립변수별로 종속변수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데 변수 간에 높

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면 변수들의 특징이 혼재되어 종속변수를 설명하게

되므로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다중공선성을 진단에는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를 이용한 방법

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VIF값이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크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공차한계는 VIF의 역수로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

성의 문제를 의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들에 대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해본 결과

는 [표 15]]와 같은데 모든 VIF값이 10보다 작았으며, 공차한계 또한 0.1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5]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독립변수 분산팽창계수(VIF) 공차한계(tolerance)

진보정권 7.15 0.139869

물가 상승률 6.03 0.165721

당기순이익 5.17 0.193349

경영인 CEO 4.71 0.212305

부채비율 4.56 0.219534

유가 4.07 0.245639

인터넷 이용률 3.60 0.277890

Meal VIF 5.04

※ 종속변수 : 기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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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가. 공기업의 내·외부 환경변화가 약관 개정을 통한 기업성 강화에 미치는

영향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기업성 강화와 정(+)의 상관관계

를 보이는 변수들은 부채비율, 경영인 출신 CEO, 유가이고 부(-)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은 당기순이익과 진보정권이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타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

아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독립변수에 따른 기업성 강화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R2 Adj. R2 RMSE

기업성 강화 .2409 .2170 2.317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Value
B 표준오차 β

(상수) 2.350 2.830 .830 .407

독

립

변

수

당기순이익 -.011 .007 -.162 -1.480 .141

부채비율 .024*** .009 .380 2.730 .007

경영인 CEO 2.018*** .629 .333 3.210 .002

물가 상승률 -.338 .320 -.149 -1.060 .292

유가 .005 .009 .052 .530 .599

진보정권 1.076* .551 .199 1.950 .052

인터넷이용률 -.072** .033 -.257 -2.190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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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전 R2값을 통해 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았

다.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다중회귀분석 모형에서는 수정된 R2값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본 모형은 0.2170으로 나타나 21.7%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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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제4장에서 설정한 기업성 강화 관련 가설의 검증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설 1-1 공기업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의 영

향력을 미친다.

종속변수인 기업성 강화와 당기순이익과의 관계에서 P값은 0.407로 유

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즉, 단기순이익이 증가가 곧바로 기업성을 약화

시키는 약관의 개정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설  2-1 공기업의 부채의 증가는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

(+)의 영향력을 미친다.

기업성 강화와 부채비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P값이 0.007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회귀계수는 0.024로서 가설에서 예측한

같이 정(+)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한전의 부채비율이 1%p 증가할

때 기업성은 0.024단위 증가됨을 알 있다.

가설  3-1 공기업 CEO의 민간기업 경영이력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

관개정에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공기업 CEO의 민간기업 경영이력 또한 P값이 0.002로 기업성 강화를

위한 약관 개정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회귀계수가 2.018이

므로 민간기업의 경영자 출신 CEO가 있을 경우 기업성이 2.018단위 증

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1 물가 상승률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의 영

향력을 미친다. 

 물가 상승률의 경우 P값이 0.292이므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

하고 있다. 앞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타 변수가 통제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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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가설  5-1 유가의 상승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의 영

향력을 미친다. 

유가 또한 P값이 0.599로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하였다. 물

가 상승률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경제적 여건은 공기업의 기업성 강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6-1 정권의 진보성향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의 

영향력을 미친다. 

진보정권의 경우 P값이 0.052로서 제한적인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가설에서 예측한 방향이 아닌 정(+)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측의 방향성이 빗나갔으므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7-1 인터넷 이용률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의 

영향력을 미친다. 

인터넷 이용률은 가설 설정과 같이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

(-)의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의확률은 0.030으로 95% 신뢰수준

에서 유의미함이 나타났는데, 인터넷 이용률이 1% 증가할수록 약관 개

정을 통한 기업성은 0.072단위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부채비율과 민간기업 경영자 출신 CEO,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

이 약관 개정을 통한 기업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표준화한 회귀계수를 비교하면 그중 부채비율이 0.380으로 가장 강한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민간기업 경영자 출신 CEO(0.333),

인터넷 이용률(-0.257)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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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업의 내·외부 환경변화가 약관 개정을 통해 공공성 강화에

미치는 영향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분석에서 공공성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당기순이익, 진보정권이고 부(-)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는 부채비율, 민간기업 경영인 출신 CEO, 유가였다. 이들 독립변수가 실

제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7]

과 같다.

[표 17] 독립변수에 따른 공공성 강화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R2 Adj. R2 RMSE

공공성 강화 .094 .0798 2.2537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Value
B 표준오차 β

(상수) -4.129 2.062 -2.000 .046

독

립

변

수

당기순이익 .004 .006 .062 .750 .456

부채비율 -.011 .006 -.188 -1.740 .082

경영인 CEO -1.487*** .467 -.273 -3.180 .002

물가 상승률 .495** .229 .234 2.170 .031

유가 -.009 .006 -.106 -1.460 .145

진보정권 -.509 .417 -.107 -1.220 .223

인터넷이용률 .082*** .026 .329 3.22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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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 강화 회귀분석의 수정된 R2값은 0.0798이므로 회귀모형의 설명

력이 7.9%에 불과하다, 공공성 강화의 21.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설명

력을 보인다.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가설별 검증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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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공기업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당기순이익은 P값은 0.456로서 기업성 강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공

성 강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나타났다.

가설  2-2 공기업의 부채의 증가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

(-)의 영향력을 미친다. 

부채비율의 경우 기업성 강화에는 강한 정(+)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나,

공공성 강화에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내부의 경제적 변수인 당

기순이익과 부채비율 모두 공공성 강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인데, 이는 한전에는 재무적 영향이 없지만 고객에게는 재무적, 비재무적

으로 도움이 되는 약관개정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한 약관의 개정은

한전 내부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얼마든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  3-2 공기업 CEO의 민간기업 경영이력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

관개정에 부(-)의 영향력을 미친다. 

민간기업 경영자 출신 CEO는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에는 부(-)의 영향

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회귀계수가 -1.487이므로 민간기업의 경영자 출

신 CEO가 있을 경우 공공성은 1.487단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CEO가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공기업의 재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약관의 개정을 더 많이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설  4-2 물가 상승률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의 영향

력을 미친다. 

물가 상승률의 P값은 0.031로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침이 드러났다. 기업성 강화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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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공공성 강화에는 유의미성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이는 공공성

강화에는 공기업 내부변수 보다 외부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당기순이익과 부채비율과 같은 내부변수

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외부변수인 물가 상승률은 정(+)의 영향력이 있음

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회귀계수가 0.495이므로 물가 상승률이 1% 올라

갈수록 약관개정을 통한 공공성의 강화는 0.495단위 증가된다.

가설  5-2 유가의 상승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의 영향

력을 미친다. 

유가는 P값이 0.145로 기업성 강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공성 강화에

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6-2 정권의 진보성향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정권의 진보성향 역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가설 설

정시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정권의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공

공성은 증가 또는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설  7-2 인터넷 이용률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인턴넷 이용률은 P값이 0.001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이용률이 1% 증가할수록 공공성은 0.082단위 증가된다.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인 민간 경영인 출신 CEO, 물가 상승률 그리고

인터넷 이용률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보면 표준화 회귀계수가 0.329인

로 가장 큰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민간기업 경영인 출신 CEO(-0.273)과 물가 상승률(0.123) 순으

로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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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례분석

제3장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3]인 ‘기업성을 강화해야하는 환경에서는

공공성이 희생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강한 기업성이 추구된 약관개정

당시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약관 개정이 동시에 일어났는지를 확인해보

고자 한다.

[표 18]은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졌던 2012년과 2013년 약관

개정에서 동시에 개정된 약관들을 나열한 것이다.

[표 18] 시기별 약관 개정 사례 예시

개정시기 주요내용 한전 재무영향

2012. 

12월

전기요금 인상 8.00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 적용 대상 확대 3.20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 -1.00

지식서비스산업 특례요금 할인율 및 적용기간 

변경
-1.00

교육용전력 적용대상 확대 -1.80

수요관리형 선택요금(CPP) 단가 인상 0.96

2013. 

10월

전기요금 인상 10.00

하계기간 확대 2.56

하계, 춘추계 시간대별 구분기전 변경 2.56

농사용(을) 고압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 2.40

초중고교 교육용(갑) 선택권 신설 -1.00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 -1.00

영유아보육시설 할인 시행 -1.20

20kW 이상 최대수요전력 초과고객 초과사용부가금 

기준 완화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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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과 2013년 10월의 부채비율은 각각 186.2%와 202.3%로 평

균인 129.5% 보다 훨씬 높았다. 경제적 요인으로 보자면 기업성을 강화

해야 할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기업성 강화 약관개정과 더불어 교육용전

력 적용대상 확대나(2012. 12월), 영유아보육시설 할인 시행(2013. 10월)

등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영향

력의 크기를 보자면 한전에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기요금 인상의 영

향력은 8점 이상으로 큰데 비해, 전기요금 할인 등은 –1점에서 -1.8점

으로 낮다. 즉, 큰 재무효과를 얻으면서 적은 수준이라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약관 개정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점은 특성은 한전이 환경변화에

일방향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성을 큰 폭으로 강화하는 약관 개정과 공공성을 소폭으로 강화하는

약관 개정이 동시에 일어난 사례는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그림 7]은 약

관 개정에 따른 기업성과 공공성 효과를 개정이 일어난 시기 순으로 나

열한 것이다.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것은 기업성에 +5 이상의 효과가 있

었던 약관 개정이 이루어진 시기에 함께 시행된 다른 약관 개정들을 묶

은 것이다. 2012년과 2013년 이외에도 기업성 강화에 큰 효과가 있는 약

관 개정이 있는 경우 반대로 기업성을 약화시키는 개정건도 동시에 이루

어짐을 알 수 있다.

지난 20년간 큰 폭의 기업성 강화는 9번 나타났는데, 9번의 약관 개정

사례에서 예외없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 개정이 병행되었다. 이 같은

패턴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여실

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공공성 강화 압력과 공공재 요

금 상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의식한 공기업의 타협전략일 수도 있다.

동기가 어찌되었건 공기업이 환경변화를 이유로 기업성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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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기별 기업성 관련 약관 개정건 분포

제 5 절 분석결과와 해석

1. 기업성을 강화하는 영향요인

공기업에 재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약관 개정건들을 ‘기업성

강화’ 로 간주하고 기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인 당기순이익, 부

채비율, 민간기업 출신 CEO, 물가 상승률, 유가, 정권의 이념성향, 국민

의 인터넷 이용률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

모형의 수정된 R2값은 0.217로 상당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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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요인인 부채비율과 민간기업 출신 CEO는 각각 P값이 0.007과

0.002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가설 2-1과

3-1은 채택되었다. 또 하나의 내부요인인 당기순이익의 경우 P값이

0.141로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당기순이익과 같이 변

동성이 큰 내부요인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경향성을 보이는 부채비율이

공기업의 경영을 좌우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기업 출신 CEO가 있는 경우 기업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 즉, 재무적인 변수들이 통제된다면 민간 경영인 출신 CEO가 기

업성 강화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재무적인 영

향요인도 충분히 기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기업을 일컬어 소위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인식에 반박할 수 있는 근

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9] 독립변수에 따른 기업성 강화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  설 Adj. R2 P-Value 결과

1-1
공기업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의 영향력을 미친다. 
.2170 .141 기각

2-1
공기업의 부채의 증가는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

하는 약관개정에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2170 .007 채택

3-1
공기업 CEO의 민간기업 경영이력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2170 .002 채택

4-1
물가 상승률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

개정에 부(-)의 영향력을 미친다. 
.2170 .292 기각

5-1
유가의 상승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

개정에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2170 .599 기각

6-1
정권의 진보성향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의 영향력을 미친다. 
.2170 .052 기각

7-1
인터넷 이용률은 공기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

관개정에 부(-)의 영향력을 미친다.
.2170 .030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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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경제적 요인에 비해 외부-경제적 요인은 기업성 강화에 별다른 영

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물가 상승률과 유가의 P값은 각각 0.0292

와 0.599로서 두 변수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종합

하면 공기업의 기업성 강화에는 외부-경제적 변수 보다는 내부-경제적

변수가 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정권의 이념성향은 공기업의 약관을 통한 기업성 강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통상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다소 의아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약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재의 가격과 및 제공방법과 경영평가의 평가항목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념성향이 약관개정을 통한 기업성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결과 또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 기업성 강화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이 증명되었다. 국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해 더 쉽게 공기업의 활동에

참여할수록 공기업의 기업성 강화는 어려워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공공성을 강화하는 영향요인

공공성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은 기업성 강화의 경우와는 다

른 결과를 보였다. 기업성 강화 요인인 부채비율은 공공성 강화에 있어

서는 P값이 0.082로 유의미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반면, 물가 상승률은

공공성 강화에 정(+)의 영향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기업성 강화에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던 물가 상승률이 공공성 강

화에서는 유의미성이 입증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이 작

용할 때 공기업은 자체적으로는 재무적 부담이 없으면서 고객에게는 재

무적 또는 비재무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경향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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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가가 상승하여 요금이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내부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요금인하의 여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기업은 규제 완화 등 공기업에게는 재무부담이 없는 대신 간

접적으로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는 약관의 개정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정된 R2 값이 0.0789에 불과하여 약 7.9%의 설명력 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본 회귀모형의 한계이다.

[표 20] 독립변수에 따른 공공성 강화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  설 Adj. R2 P-Value 결과

1-2
공기업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0789 .456 기각

2-2
공기업의 부채의 증가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

하는 약관개정에 부(-)의 영향력을 미친다. 
.0789 .082 기각

3-2
공기업 CEO의 민간기업 경영이력은 공기업의 공공

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부(-)의 영향력을 미친다.
.0789 .002 채택

4-2
물가 상승률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

개정에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0789 .031 채택

5-2
유가의 상승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

개정에 부(-)의 영향력을 미친다.  
.0789 .145 기각

6-2
정권의 진보성향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개정에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0789 .223 기각

7-2
인터넷 이용률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

관개정에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0789 .001 채택

정권의 이념은 기업성 강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와 보수 간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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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등 기업성이

특히 강조된 시기에 시행된 약관 개정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

성을 추구하는 약관의 개정과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정도 함께 이

루어졌다.

앞서 분석한 두 가지 다중회귀분석에서 기업성 또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변수들을 확인하였고, 이들 변수들은 시기별로 동일하게 작용하게 되므

로 특정 시기에는 특정 방향의 약관 개정만이 이루어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 가치가 있

을지언정 어느 한 가지 가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는 않고 있음이 나

타났다. 이를 근거로 공기업이 추구해야할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이 공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약관 개정이라는 수단에 의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기업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를 이루

고 있다면 공공재의 가격결정 등에 있어 공기업의 경영상 자율성을 보장

하고 있는 현재의 공기업 관리체계가 큰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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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공기업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공공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며, 공공재의 가

격 및 공급조건은 약관을 통해 규정된다. 공기업은 약관의 개정을 통해

공공재의 가격을 결정하고 기타 공공재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자와 소비

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다. 공기업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므로 약관의 개정에 있어서도 때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개정

이 주를 이루고 때로는 기업성이 강조되는 개정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

다. 그렇다면 공기업을 둘러싼 어떠한 환경변화가 약관개정의 방향을 공

공성 강화 또는 기업성 강화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그 시작점으로 하여 공기업을 둘러싼

내‧외부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약관의 개정을 통해 공공

성 강화 또는 기업성 강화가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

로 한다.

국내 최대 공기업이자 매년 여러 건의 약관개정이 이루어지는 한국전력

공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의 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과

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한전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 개정건 총 456건을 수집하여 각 개정건에

재무적, 비재무적 효과를 계량화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는 한전의 당기순이익, 부재비율, 민간기업

경영인 출신 CEO 유무, 물가 상승률, 유가, 정권의 이념,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를 기업성의 강화와 공공성의 강화로 설

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기업성이 강화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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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는 부채비율과 민간기업 경영인 출신 CEO, 인터넷 이용률임을

확인하였다. 부채비율이 높고, 민간기업 경영인 출신 CEO가 있는 경우

기업성 강화를 위한 약관개정이 일어나고, 인터넷 이용률이 높을수록 기

업성을 약화시키는 약관개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성 강화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민간기업 경영인

출신 CEO, 인터넷 이용률과 함께 물가 상승률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독립변수로 도출되었다.

기업성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공공성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데, 내부-경제적 요인이 강

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기업성과 관련한 약관의 개정이 나타나고, 외부-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약관의 개

정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에는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고객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의 약관 개정은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때, 즉

물가 상승률이 높고 국민들의 요구가 활발할 때 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

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독립변수들과 약관 개정의 규칙성이 확인

되었다. 이는 공기업의 약관은 어떠한 조건에 반응하여 그 방향이 결정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기업이 공공성과 기업성 사이에서 유연하게 기

능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관심은 ‘환경변화에 따라 기업성을 강화해야 하는

약관개정이 이루어질 때 공공성은 온전히 희생되어 왔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20년간의 약관 개정사례 중 기업성 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9

번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업성을 강화하는 약관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

점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약관의 개정도 병행되어왔음이 확인되었다. 효

과의 크기 면에서는 기업성 강화의 정도가 크고 공공성 강화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공공성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기업에 대한 외부통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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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기업 스스로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만큼 국회 등의

추가적인 공기업 통제는 그 필요성이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전기요금

수준과 기타 공급조건을 약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현재의 체계 하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전기사업법으로 전

기요금의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의 법률 개정은 자칫 법으로 보장된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재 가격에 대한 법적 개입이나 공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개입에 앞서 공공재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과 변화 패턴을 분석한다면 한

층 정교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약관 개정을 통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일어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약관 개정의 반복된 패턴을 확인했다

는 점에서 연구의 성과가 있지만, 연구 수행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과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첫째, 종속변수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계량화가 단순하고 상대적인 수준

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공공성과 기업성의 정확한 측정은 각각의 약관

개정건으로 인한 재무적 효과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약관의 개정 시점에는 약관 개정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전기요금 인상과 같이 시행의 효과가 비교적

정확히 예측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약관 개정은 극히 소수에 불과

하고, 대다수의 약관 개정은 시행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개정의 효과를

산출해 낼 수 있다. 종속변수 계량화가 보다 정밀해진다면 변화요인들이

작용할 때 공공성과 기업성이 얼마만큼 강화 또는 약화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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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종속변수가 기업성인

회귀모형에서는 21.7%의 설명력을 보였으나, 공공성을 종속변수로 분석

한 모형에서는 설명력이 7.9%에 불과해 아쉬움을 남겼다. 공공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는 연구결과의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분석의 대상을 한국전

력공사의 약관에 국한하여 타 분야에도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기가 조심

스럽다. 국내의 가스, 열 등 타 에너지 공급약관이나 해외 공기업의 사례

를 연구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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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factors that change

the value pursuit of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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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o reinforce public interest or corporate profit through the

revis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e terms and conditions revised by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the nation's largest public corporation, from 2001 to 2020

are subject to analysis of this study.

For the analysis, public interest and corporate profit were quantified.

In other words, the financial or non-financial effects of each

amendme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were quantified.

The independent variable consisted of internal factors such as net

income and debt ratios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inflatio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that

strengthened corporate profit were the debt ratio and the CEO's

experience in managing private companies, while the factors that

strengthened public interest were inflation and Interne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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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rough case analysis that the amendm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slightly strengthened the public

interest was also accompanied by the amendm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which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corporate profit due to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keywords : Public Enterprise, terms and conditions, public interest,

corporate profit, public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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