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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조직이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수단을 활용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

인하는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의 규정과 

재량이 공공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공조직의 성과, 

규정과 재량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존이론의 관점에서 공공조직의 규정과 재량, 그리고 중첩된 개념인 재량

적 규정이 공공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

립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 지정 기관 중 48개 공

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내부규정의 경우에는 특정 법령 및 주무부처·기획재정부 지침에 명

시적으로 기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개정빈도를 세분화하여 각 기관

에게 주어진 외부적 상황과 재량적 대응을 반영하였다. 또한 각 기관이 

재량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한다

고 보았으며,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 전체 업무추진비성 경비 중 

기관장 지출액의 비중,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빈도와 지출 목적별 비중

으로 변수를 세분화하였다.

  1차적으로 고정효과 다중선형회귀분석모형을 통하여 2015년~2019년 5

개년에 대하여 구성한 48개 한국 공공기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본 연

구의 공공조직의 규정, 재량적 규정과 재량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가설을 일부 지지하거나 기각하였다. 먼저 공공조직의 규정을 

측정하는 변수인 ‘기관 설립 이래 법령과 상위 정부부처 지침 등의 외

규(外規)에 명시적으로 따르는 내부규정의 연평균 누적 제·개정빈도’

가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조직의 재량적 규정을 측정하는 변수인 ‘기관 설립 이래 

명시적으로 특정 법령이나 정부부처 지침에 기반하지 않은 내부규정 

제·개정빈도’가 높아질수록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완적인 요소로 공공조직의 재량을 

측정하는 변수인 ‘기관의 재량적 판단을 위해 기관 내·외부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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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기관장이 활용하는 업무추진비가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성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활용한 결과, 기

관장 업무추진비 지출 비중은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장의 연간 업

무추진비 지출 빈도와 업무협의 목적으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빈도의 비중은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장이 기관 외부인 및 내부구성

원과의 부수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가 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킬 가능

성은 있고 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기관장의 대내외 상호작용 활동의 중요

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

용하는 빈도가 높고, 업무협의 용도로 구분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비

중이 높다고 해서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가 좋아질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계량 분석 결과를 한국 공공기관

의 현실에 적용하여 해석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업무를 담

당한 적이 있는 전·현직 직원과 기관장,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한 

적이 있는 전문가, 그리고 전직 기획재정부 장·차관 총 9명에 대한 심

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 결과는 계량 분석 결과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인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이더

라도 법적으로 주어진 업무만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재량적

으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사업 확장을 위하여 다

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것이 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분

석 결과의 해석이 가능하였다. 궁극적으로 기관의 성과는 공공성을 확보

하고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법규 해석을 

통한 업무 수행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 방법의 개선과 사업 발

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실무자들의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

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48개 공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공조직은 상위 법령과 지침이 명시한 바를 반영한 내부

규정에 따라 조직의 목표와 주요업무, 경영관리 관련 사항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조직에 대한 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상위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재량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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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적절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거나, 기관장이 조직 내·외부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설득과 설명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장기적으

로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공공조직의 성과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공공조직은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환

경과 그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는데, 이

러한 의존성에 의하여 대외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한 외부의 규정을 조직

에 적용하는 제도적 동형화(同形化)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공공

조직은 재량적으로 조직의 루틴을 명문화하고 규정화하는 공식화 과정도 

거치는데, 이는 외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재량으로 형성

되는 재량적인 규정임을 밝히고 이를 개념화하였다. 기존의 조직 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규정을 레드테이프로 보고 조직의 성과에 단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조직의 규정을 전통적 

의미에서의 규정과 재량적인 규정으로 구분하여 그것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또한 조직의 

기관장이 재량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조직의 

외부인 및 내부인과의 상호작용에 활용하는 행위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주목하여, 기관장의 재량적 판단을 위한 상호작용 행위를 구

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공공조직,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조직은 법적으로 설립에 관한 사항과 업무가 어느 정도 규

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노력을 일정기간 이상 거쳐야 업무가 구체화되고, 새로운 업무

방법과 업무범위의 확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새

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면, 주무부처를 비롯한 정부는 각 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기관이 

스스로 업무를 구체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지만, 

기관이 재량적으로 나름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외부조직과 내부구성원과

의 상호작용에 사용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구체화

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먼저 제안하는 경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더 많은 창의성을 독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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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수집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되어 조직의 재량을 

측정한 수단인 기관장이 업무협의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비중이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자까지 포착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의 경우에도 각 내부규정의 실제 중요도

를 측정하는 방법이 존재하고, 내부규정 간의 연결성까지 분석할 수 있

다면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또한 복수의 자료출처 크로스체크를 통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 과정에서 

분석대상의 규모가 애초에 계획한 규모에 비하여 감소하여, 분석결과와 

해석의 일반화에 약점이 있는 것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진행할 연

구에서는 더 많은 분석대상을 확보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보다 

조직의 규정과 재량을 더 잘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탐색하여, 조직의 

규정과 재량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일보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공공조직, 성과, 규정, 재량,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학번 : 2017-3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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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조직은 어떻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가? 조직은 어

떤 자원을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그

간 이루어진 조직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직 내의 인간관계

와 상호작용을 중요시한 인간관계이론과 달리, 구조적 상황결정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은 조직이 처한 외부상황과 그에 대한 의존성이 조직 

연구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조석준·임도빈, 2019: 35-37). 이

들은 외부조직과의 거래와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정보 습득 문제와 이

로 인한 거래비용, 그리고 계약 관계를 주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반면 

신제도주의론을 주장한 연구자들은 조직의 존립을 위한 필수요소 중 제

도적 정당성에 초점을 두었다. 종합하여 보면 조직의 구성원 간 관계와 

이들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조직을 둘러싼 외부상황과 조직의 제도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국가라는 최상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으로는 입법

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고,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

실이다. 이 중 행정부의 일부 기능은 행정부의 주요 조직이 직접 수행하

기보다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는 독립적인 하부조

직이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그렇다면 정부조직의 하부조직이지만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공공기

관이 일단 탄생한 후에는 어떻게 좋은 성과를 내게 되고 존립을 유지하

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국가가 조직으로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존립을 유지

하는지의 문제처럼 뚜렷한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상위조직인 국가와 정부조직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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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공공기관이라는 조직

의 특성상 민간기업과는 달리 한 번 설립된 후에는 존폐가 빠르게 결정

되거나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Kaufman, 1976), 공공기관의 

생존이나 존립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려

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성과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제

시하는 함의는 국가 혹은 행정부의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기관이라는 조직이 제도적 정당성을 확

보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어떤 수단을 

활용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조직의 외부환경에 대

한 의존성을 다루는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조직이 제도적 정당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규정과 재량을 동시에 활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의 공공기관이다. 정부의 행정부 조직이 수

행하는 기능 중 일부 기능은 행정부의 주요 조직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공공기관 등의 독립적인 하부조직이 수행한다. 이러한 독립적인 하부조

직의 대표적인 유형은 공공기관(public agency)으로, 통상 공기업

(state-owned enterprise)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공공

기관은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 본 논문

에서는 이들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로 한다. 한국의 공공기관의 권한과 조직은 큰 틀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의 설립에 관한 설립법과 특정 정책에 관한 특별법, 그

리고 이에 기반한 정관에 의해 규정된다. 일단 법령에 의해 기관이 설립

되고 나면, 각 기관은 스스로 독립적인 조직의 지위를 유지하고 존립을 

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신의 기능과 의의를 발전시킬 것이다.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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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지를 가진 생명체로서의 공공기관의 특성은 비단 공공조직뿐만 아

니라 민간부문의 영리기업 등에서도 드러나는 특성이다.

  한국의 공공기관과 그 안팎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동원 행위, 그리고 그

로 인한 성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조직이 법

적으로 정부조직의 하위 기관이지만, 직접 국민을 대하는 실질적인 집행

기관으로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는 우위를 가지는 특수성 때문

이다. 공공기관의 또다른 특수성으로는 민간 기업조직과 정부 조직의 특

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넓은 개념으로 

public agency로 볼 수 있으며, 좁은 개념으로는 보다 흔히 접할 수 있

는 공기업(public enterprise)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은 

“법적인 좁은 의미에서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광의로는 정부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지위에서 정부의 일을 대신하는 조직”(조석준, 임도빈, 

2019: 540)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당 정의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부

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관에 대해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사

무를 위탁하였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부가 설정한 공적 목

표를 이루도록 하려면 일정부분 정부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둘 수밖에 없

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은 공적인 조직목표와 사적인 생산수단

을 갖춘 혼합조직 (hybrid organization)으로 볼 수 있다 (조석준, 임

도빈, 2019).

  조직이 규정과 재량을 활용하여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은 한국의 공공기관 지정 조직(이하 한국의 공공기

관 혹은 공공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분석수준은 조직 단위이다. 분석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 총 5개년에 대한 계량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

였다.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공공조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

의 공공기관에서 규정과 재량을 활용하여 기관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규정을 대표하는 핵심변수로는 법

령과 정부부처 지침 등 외규에 기반한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 행위를 

선정하였고, 규정과 재량의 중간적인 개념인 재량적 규정을 측정하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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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변수로는 기관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재량적으로 루틴에 기반한 내부규

정을 제정 및 개정하는 행위를, 마지막으로 재량을 대표하는 핵심변수로

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행태를 선정하였다. 계량 데이터를 활용하

여 조직의 규정과 재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후, 한국 공공기관의 현실에 적합한 해석과 정책적 함의를 구성하기 위

하여 공공기관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계량 분석을 통한 인과 관계 분석 결과가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론적 함의와 더불어 현

실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조직의 규정과 재량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이다. 우선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조직의 규정과 재량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해 서술한다. 공공조직의 성과와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조직의 규정에 관한 이론, 재량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 선

행연구를 다룬 후, 한국 공공기관의 특성에 대한 배경지식을 논의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가설을 도출할 것이다. 그 다음 제3장에서는 구체

적인 연구모형 설계와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제4장

에서는 통계 분석결과를 단계적으로 전개한 후, 심층 면접 결과 분석을 

통하여 통계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

는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을 통하여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

고, 본 연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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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조직의 규정과 재량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에 적용 가능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다룰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취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노력의 중요성’

을 다루는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 대한 논의를 다룰 것이다. 둘째, 조직

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조직의 규정과 재량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규정과 재량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조직의 규정과 재량이 조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이들이 조직의 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연구문제와 구체적

인 연구가설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핵심 이론은 자원의존이론이며, 조직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환경과 그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성

을 보인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는 하나의 조직이 다른 조직과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조직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아야 하

며, 모든 일을 자체 자원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의 존재에 대한 정당한 논리와 자원의 

공급 측면에서 외부 환경과 외부조직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조직이 외부환경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 같은 유형의 자원(resource) 외에도, 조직의 존재에 정당성

(legitimacy)을 부여하는 무형의 자원도 포함할 수 있다. 정당성을 확

보하는 수단 중 하나로 제도적 동형화를 들 수 있는데, 조직이 외부환경

과 외부의 조직이 인정한 제도를 도입하여 대외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의 법령이나 상위 조직의 규칙, 타 조직의 규칙 

등을 조직의 내부규정으로 채택하는 예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조직이 외부환경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은 다양한 형

태의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 있다. 외부환경을 조직의 입맛대로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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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중 예기치 못한 돌

발상황 또한 발생한다. 외부의 제도를 조직의 내부규정으로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외부환경과 조직 내부의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대응 루틴을 만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이를 명문화하여 내부규정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내부규정을 만들면서 조직은 점차 공식화된 조직이 된다.

외부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내부규정

과 더불어,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의 長이 재

량적 판단을 위하여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조직 내·외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성과를 내는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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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자원의존이론의 관점

1. 자원의존이론

과거 막스 베버와 앙리 파욜 등 고전 조직이론가와 과학적관리론을 

주장한 연구자들은 조직을 폐쇄형 체제로 인식하였다 (Im, 2017: 96). 

조직을 폐쇄형 체제로 인식하는 관점에서는 조직의 구조를 얼마나 효율

적으로 구성하고, 내부구성원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조직이 최상의 

성과를 내도록 할지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경제적 이윤을 목표로 하는 민간부문의 조직을 시작으로 점차 외부 환경

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다. Levine & White(1961)는 “조직 간의 

교환행위를 통하여 조직이 다른 조직으로부터 자원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Klijn, 1997: 21). 예를 들어, 단순히 공장의 생산라인을 

효율화하고 생산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만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품을 구입하는 조직 외부의(시장의) 고객들, 그리고 

경쟁회사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의 학자와 실무자들 또한 독재국가의 민주화, 

혹은 세계화와 거버넌스 확대의 영향으로 조직을 개방형 체제로 인식하

고 조직 외부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였다 (Im, 

2017: 97).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논의하는 외부환경은 법적 환경과 정치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환경 등을 포함하며, 일종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기

도 한다(조석준·임도빈, 2019: 67). 그러나 조직 차원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보여질 수 있다(조석준·임도빈, 2019: 67). 이처럼 개방형 체제로서의 

조직 인식은 조직 내부와 외부 간의 상호작용과 자원 교환을 전제로 하

였다. 한편 Lawrence & Lorsh(1967)과 같은 연구자는 상황이론적

(contingency theory) 관점에서 조직의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의 구조

에도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Selznick(1949)과 Aldr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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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effer(1976) 등의 연구자들은 반대로, 한 조직의 리더십이 조직의 환

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Im, 2017: 100-101).

위와 같은 인식 변화 흐름을 따른 자원의존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정

책결정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환경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

한 자원을 획득하려고 한다. 자원의존이론에서 조직의 환경은 다른 여러 

조직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지 않지만 다른 조직이 보유하는 자본, 지식과 인력 등을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어내고자 한다(Klijn, 1997: 21). Pfeffer & 

Salancik(1978)은 조직의 외부 환경이 결정론적으로 주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그 대신,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무엇인지, 또 자원을 보유

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다른 조직에 의존하게 된다. 자원의 

중요도와 희소성은 조직마다 다르게 작용하는데, 이에 따라 자원을 가진 

조직 간 권력의 차이가 나타나며, 조직 상호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Im, 2017: 101; Aldrich & Pfeffer, 1976에서 재인용). 결국 

생존에 필수적이면서도 희소한 자원을 가진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대하여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희소한 자원을 획득한 조

직은 의사결정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자원의존이론의 핵심은 외부 환경 및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지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조직과 조직 사이의 관계

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조직이며, 두 번째, 이

러한 조직들이 다른 조직들과의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로 인해 제약적 

조건에서 운영되며, 세 번째, 이러한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조직의 생존

과 지속적인 성공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네 번째, 외부조직에 대한 상

호의존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턴의 의존성과 상호의존성이 발

생하며, 마지막으로 조직간·조직 내부에서의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조직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Pfeffer, 1987: 26-27). 자원의존이론을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공공기관에 적용하자면, 각 공공기관은 다른 주변 

조직과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서로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

라서 다른 조직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또한 예산과 같은 주요 자원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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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기관장의 자원획득 능력과 재량적인 자원 

운용이 기관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원의존이론 관점에서 조직 간의 자원 보유 수준의 차이로 인한 상

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자원 교환 행위가 이

루어지는 조직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Benson, 1978; 

Aldrich, 1979; Pfeffer & Nowak, 1976; Scharpf, 1978; Klijn, 1997: 

21). 이러한 조직간의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이론화한 네트워크 이론은 

기본적으로 다수간의 관계에 사이에서 각자 보유한 자원에 차이가 있고, 

각자 필요한 자원을 서로 얻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의존성

을 유지하였을 때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Rethemeyer & Hatmaker, 2007: 634). 자원의존성에 의한 관계가 형성

된 후에 형성되는 사회구조적 자원의존의 경우에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고, 정책 변동 등 자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네트워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이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Rethemeyer & Hatmaker, 2007: 635).

Srivastava(2015)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부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

라 여러 가지 모호성이 증대되는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공식적인 관계

와의 의사소통은 줄이는 한편, 준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관계와의 의

사소통을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존재한다. 공식적인 

관계 혹은 네트워크에서는 부서원과의 관계와 상관-부하 관계 등에서 규

정된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매어있는 연결고리가 없으며 그야말로 재량적인 상호작용을 기대

할 수 있다(Srivastava, 2015: 1366).

위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자원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고, 일단 형성된 

네트워크와 의사소통 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자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면 공식적인 네트워크 보다는 비공식적이거

나 준공식적인 관계와의 의사소통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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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의존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

자원의존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 사례는 크게 조

직간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는 연구와 조직이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는 연

구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원의존이론 관점을 조직간의 관계 변화에서 살펴본 사례를 

살펴보겠다.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조직간의 관계 변화를 다룬 대표

적인 사례는 조직간 인수합병, 합작 혹은 전략적 연합(strategic 

alliance)을 소재로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Hillman et al., 2009: 

1405-1406; Yin & Shanley, 2008; Haunschild, 1993; Barringer & 

Harrison, 2000; Oliver, 1990; Malatesta & Smith, 2014: 14). 기업을 

비롯한 조직들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성장과 유연성 확보, 그리고 규제의 

압박을 받는 중에 각자 속한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존하기 위

해서,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수합병을 결정하거나, 

혹은 자산은 각자 소유하면서도 서로의 자산을 공동관리하고 전략적 목

표를 함께 이루는 동일 산업 다른 기업과의 연합을 결정할 수 있다 

(Casciaro & Piskorski, 2005; Pfeffer & Salancik, 1978; Pfeffer & 

Leong, 1977; Yin & Shanley, 2008: 473). 그런데 여기서 어떤 유형의 

결정을 할지는 기업이 속한 산업구조 등의 환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불완전한 시장구조에 기인한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

는 방법으로 인수합병이나 연합을 선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선택을 하면 다른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Yin & Shanley, 2008: 474). 

다른 사례로는 규제기관인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에서 기업이 정치적 

행위를 통하여 규제기관이라는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활성화시켜서 자신

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가 존재한다 (Pfeffer & Salancik, 1978; Meznar & Nigh, 1995; 

Mullery et al., 1995, Birnbaum, 1985; Peng & Luo, 2000). 특히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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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과 정치적 의사결정자와 상대하게 되면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

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의 관리자들은 보통 정부의 통제를 주요 외부환

경으로 인식하고 (Aharonni et al., 1981; Hillman et al., 2009: 

1412), 정부와의 연줄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부

와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관리자를 영입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것처럼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조직이 외부인사

를 영입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자원의존이론에 입각

하여 기업의 이사회의 규모와 외부 출신 이사의 구성비가 조직 입장에서 

“외부환경조건을 반영한 조직의 합리적인 반응”의 결과물이라는 연구

가 있다 (Pfeffer, 1972: 226; Hillman et al., 2009: 1408). 이러한 

견해는 조직 입장에서 외부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환경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높여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이를 위해서 외부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유력인사 혹은 인적자

원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이항영 외, 2007; Pfeffer & 

Salancik, 1978). 이러한 관점에 기반한 문헌은 대체로 외부와의 상호

의존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이사회의 구성원 중 외부출신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회유력인사들, 규제산업의 경우에는 관련업무경

험이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중요 자원을 취할 가

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Pfeffer, 1972; Provan, 1980; 

Goodstein, 1999; Johnson & Greening, 1999; Pfeffer & Salancik, 

1978; Hillman et al., 2009: 1408-9). 이런 논리에 따라 기업이 특정 

외부환경에 대한 자원의존성을 감소시킬 필요를 느껴서 사외이사를 영입

하는 경우, 단순히 우선적으로 외부 자원을 확보할뿐만 아니라 외부환경

과의 정보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경영인에 대한 내부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의 정당성 또한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Pfeffer & Salancik, 

1978; 이항영 외, 2007: 44). 실제로 융자가 필요한 기업의 이사회에 

금융기관 인사가 포함된 경우(Mizruchi & Stearns, 1994), 이전에 정부 

부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가 이사회에 영입된 경우 (Lest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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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8) 등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낸 연구들이 존재한다. 특히 조

직의 長은 다른 조직의 장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원을 확보하고

자 하는 노력도 한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루트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루트

로도 외부환경에 대한 자원의존적 전략을 취할 수 있다(Westphal et 

al., 2006). 또한 조직의 규모나 생애주기에 따라 자원의존적 전략이 

가지는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존속기간이 길고 규모가 큰 기업일

수록 외부환경에 대한 자원의존적 대응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 있

다 (Daily et al., 2002). 반면 조직의 설립 초기가 자원의존적 대응전

략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는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사회를 통한 외부 인사의 영입 등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

였다(Zahra & Pearce, 1989; Lynall et al., 2003; Gabrielsson, 2007; 

Daily & Dalton, 1993).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 초점을 둔 연구 중 자원의존이론에 기반을 둔 

경우는 주로 정부와 NGO 혹은 비영리단체의 관계(Malatesta & Smith, 

2014; 김준기, 2000; 정진경, 2002),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그리고 대통

령의 관계(박상희·김병섭, 2012),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권자경·이

종수, 2010), 공공기관간의 관계(Casciaro & Piskorski, 2005) 등을 주

로 다루고 있다. 흔히 기관장의 임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주요임원 임

면, 그리고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정책적 방향이 대통령과 정부부처, 정

치권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과 달리, 박상희·김병섭

(2012)은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기관장 임명권은 

절대적이지 않고, 기관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자원의존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조직 외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업의 활

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항영 외, 2007; 최

세경·현신해, 2011; Meyer & Rowan, 1977). 보다 구체적으로 후술할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다른 조직들에 의해 이미 제도화된 정책을 상

징적으로 도입하는 행위를 일종의 미신적 행동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 1977: 340), 이 또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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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과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하

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앞서 언급한 일부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원의존이론과 다른 

이론을 함께 사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제도론과 자원

의존이론을 통합한 연구 (Oliver, 1990), 그리고 제도론과 자원의존이

론이 서로 상호배타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이항영 외, 

2007; 최세경·현신해, 2011). 또한 조직학습과 자원의존이론을 함께 

논의한 Saxton(1997)의 연구와 네트워크이론을 함께 논의한 

Gulati(1995)의 연구도 존재한다 (Hillman et al., 2009: 1407). 자원

의존이론과 관련 이론을 함께 논의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조직이 외부 환

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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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조직의 성과

1. 공공조직 성과의 개념과 측정

1) 조직 성과의 개념

조직의 성과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조직의 성과는 사회적으로 구성

된(socially constructed) 주관적 현상으로 복잡한 개념이며, 특히 공

공부문의 성과는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인식된다(Au, 1996; 

Anspach, 1991; Brewer & Selden, 2000: 688). 이는 성과(performance)

에 대한 정의가 성과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Behn, 2003; Matthews, 2011; Amirkhanyan, 2009; 박정호·이도석, 

2015: 95). 좁은 범위의 효율성(혹은 생산성; efficiency or 

productivity)을 조직의 성과로 인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Brewer & 

Selden, 2000: 688), 일반적으로는 조직의 성과를 논할 때 조직의 효과

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이론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다(박

정호·이도석, 2015: 94; 김다경·엄태호, 2014: 297). 따라서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모델을 소개한다.

(1) 조직 효과성 목표 모델

조직 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은 일반적으로 조직이 미

션에 따른 행정 및 경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다(Rainey & Steinbauer, 1999: 13). 다시 말해서, 조직이 공식적으로 

명시한 특정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조직의 효과성이 달성되었다고 본다

는 것인데 (Etzioni, 1964; Au, 1996: 2), 이는 여러 조직 효과성 모델 

중 목표 모델(goal model)에서 효과성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조직의 성과를 조직 효과성 측면에서 정의하면 “조직이 미션에 따른 

행정 및 경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미션이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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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institutional mandate)에 따른 행위와 산출물을 실제로 생산해내

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04: 250-251). 정리

하면, 조직 효과성은 조직의 목표라는 산출물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조직의 이상적인 목표가 달성하기 쉽지 않은데다

가(Etzioni, 1960),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의 목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 정도만을 조직의 효과성이나 성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D’Aunno, Sutton, & Price, 1991; 

Hannan & Freeman, 1977; Jenkins, 1977; Reimann, 1975; Scott, 1977; 

Au, 1996: 2). 특히 공공조직의 경우 조직의 목표가 다소 모호하고

(Chun & Rainey, 2005), 공공부문 조직의 성과는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외에도 공정성(fairness) 등의 

공공부문의 성과와 관련된 행정적 가치로 대치되기도 한다(Brewer & 

Selden, 2000: 689).

(2) 조직 효과성 체제 모델

조직 효과성의 목표 모델과 달리 조직을 살아있는 사회적 체제로 정

의하는 체제 모델(system model)(Etzioni, 1960; Gouldner, 1971; 

Hall, 1991; Scott, 1992; Au, 1996: 3)은 조직의 효과성을 조직이 생

존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주변으로부터 한정된 가치 있는 자원을 취하는 

능력으로 개념화한다(Hall, 1991; Katz & Kahn, 1978; Yuchtman & 

Seashore, 1967; Au, 1996: 3). 체제 모델은 조직을 개방된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Dale, 1973; Scott, 1992; Au, 1996: 3), 관련된 이론으로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 제도이론(institutional theory), 인구생태학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 등을 들 수 있다(Aldrich, 1979; Carroll, 1984; 

Child, 1972; Galbraith, 1973; Hannan & Freeman, 1977; Lawrence & 

Lorsch, 1967; Meyer & Rowan, 1977; Pfeffer & Salancik,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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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ll & DiMaggio, 1991; Scott, 1992; Zucker, 1987; Au, 1996: 3). 

조직 효과성의 체제 모델의 내용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조직 효과성

은 조직의 최종적인 산출물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조직이 외부환경에 

대응하면서 외부의 자원을 취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조직 효과성의 목표 모델과 체제 모델 외에 이 두 모델을 결합한 다

중 지지층 모델(multiple constituency model), 모순 모델

(contradiction model), 그리고 상호작용 모델(interaction model)의 

경우, 조직이 외부 환경의 제약 하에서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목표를 설

정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

용을 하는 행위를 설명한다(Au, 1996). 다시 말해, 조직 효과성의 목표 

모델과 체제 모델을 결합한 모델은 최종적인 산출 혹은 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이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조직 효과성으로 본다고 정리할 

수 있다.

조직 효과성 모델 주요 내용

1. 목표 모델

(Goal model)

- 이성적이며 폐쇄적인 조직

- 조직 효과성: 공식적으로 명시된 조직 목표의 

달성 정도

- 기반 문헌: Taylor(1967), Weber(1968), 

Simon(1976) 등

2. 체제 모델

(System model)

- 비이성적이며 개방되고 살아있는 사회적 조직

- 조직 효과성: 조직의 환경적응성과 생존능력, 

외부의 희소자원을 취하는 능력

- 기반 문헌: Selznick(1949, 1957), 

Parsons(1960)

3. 다중 지지층 모델

(Multiple constituency 

model)

- 목표 모델과 체제 모델의 결합

- 조직 효과성: 다중의 지지층(특히 우세한 

연합)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정도

- 기반 문헌: Connolly, Conlon, & 

Deutsch(1980)

<표 2-1> 조직 효과성의 다섯 가지 주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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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u, C., 1996: 2-4 내용 재구성

또한 공공조직의 성과를 바라보는 수준은 조직 전체 수준에서의 성과

와 조직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 개인 수준의 성과로 나누어 볼 수도 있

다(Kim, 2004; Brewer & Selden, 2000). 특히 Popovich(1998)의 연구에

서는 “동일하거나 더 적은 자원을 활용하여 더 높은 질의 희망하는 재

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피고용자들의 집단”으로 조직의 높은 성과를 

정의하기도 하였다(Popovich, 1998: 11; Kim, 2004: 245에서 재인용).

이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 개인의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공공봉사동기(PSM, public service 

motivation), 조직적 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등으로 구성원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Kim, 2004).

2) 공공조직 성과의 측정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부문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이는 효과성, 능률성, 경제성 확보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통상

적인 민간기업과 달리(조석준·임도빈, 2019: 42), 단순 수치만으로 공

공부문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공공부문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4. 모순 모델

(Contradiction model)

- 목표 모델과 체제 모델의 결합

- 조직이 다중의 상충되는 목표, 내외부 지지층, 

시간, 환경적 제약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

- 기반 문헌: Hall(1991)

5. 상호작용 모델

(Interaction model)

- 목표 모델과 체제 모델의 결합

- 조직 목표를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자와 조직구조 

및 환경의 끊임없는 상호관계가 이루어짐

- 기반 문헌: Schneider(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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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Andrews et al., 2006; 

Rainey, 2009; 김진·강혜진, 2019; 김다경·엄태호, 2014). 수익을 추

구하는 민간부문 기업조직의 성과는 수익성이라는 명확한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반면 공공부문 조직의 경우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이 일반적

인 논의인데, 공익성은 수익성에 비하여 측정이 어려운 개념이다. 

Boschken의 주장에 따르면 “행정학자들이 조직의 성과를 바라볼 때 대

체로 단일의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하거나, 병합된 지표를 활용하는 과

정”에서 대체로 성과를 지엽적으로 보게된다(Boschken, 1994: 309; 

Brewer & Selden, 2000: 688에서 재인용). 특히 공공부문의 성과를 효

율성 측면에서만 측정하게 되면 공정성을 비롯한 공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공공부문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할 우려가 

있다(Kaplan & Norton, 1992; Judge, 1994; Brewer & Selden, 2000: 

688). 이에 대하여 Brewer & Selden은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에

서 조직 내부와 외부 중 누구의 관점에서 측정하느냐를 고려하여야 하

며,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을 들고 있다(2000: 

688-689). 이는 공공부문 조직의 성과는 내부 구성원과 시민과 고객을 

포함하는 외부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평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Cameron, 1986).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객관적인 성과지

표와 주관적인 성과지표로 구별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Boyne et 

al., 2006).

출처: Brewer & Selden, 2000: 689.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조직들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활용

행정 가치

효율성 효과성 공정성

조직차원
조직 내부 내부 효율성 내부 효과성 내부 공정성

조직 외부 외부 효율성 외부 효과성 외부 공정성

<표 2-2> 공공부문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이론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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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체 성과지표의 양적 달

성도를 재무제표에 공표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

기관의 경우 매년 외부 전문가 집단에 의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성과평가

를 받고 있다.

2. 공공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공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조직의 성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조직 수준의 요인과 조직 구성

원 개인 수준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Brewer & Selden, 2000: 

689). Brewer & Selden(2000)은 미국 연방정부기관의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고, 조직 수준의 요

인으로는 조직 문화, 인적자본과 역량, 연방정부 개혁 태스크포스에 대

한 지원, 리더십과 감독, 레드테이프를 제시하였으며, 조직 구성원 개인 

수준에서의 요인으로는 과업의 구조, 과업에 대한 동기, 공공봉사동기 

및 개인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출처: Brewer & Selden, 2000: 690의 내용 재구성

1) NPR(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 舊 National 

Performance Review): 1993년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과 알 고어 부통령 행

요인의 수준 조직 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

조직 수준

조직 문화

인적자본과 역량

NPR1)에 대한 기관의 지원

리더십과 감독

레드테이프

구성원 개인 수준

과업의 구조

과업에 대한 동기

공공봉사동기

개인의 성과

<표 2-3> 미국 연방정부기관의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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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ey & Steinbauer(1999)는 조직이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조직 외

부 이해관계자의 지지, 조직의 미션을 정제 혹은 개선하고 집행할 수 있

는 자율성, 매력적인 미션, 강력한 미션 중심의 조직문화, 그리고 리더

십 행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행정부에서 설치한 합동 태스크포스로, 연방정부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개혁

과 능률화를 추진하였다(Kamensky, 2001).

출처 요인 세부내용

Rainey & 

Steinbauer 

(1999)

감독기관(입법, 행정, 

사업)과의 관계

- 기관의 미션 달성에 신경 씀

- 기관을 지지함

- 기관에 위임하는 부분이 많음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 대중의 긍정적인 여론과지지

- 다수의 영향력 있는 동원 

가능한 유권자와 고객집단

- 파트너와 공급자와의 효과적인 

관계 형성(계약의 효과적인 

관리, 기술과 다른 자원으 

효과적인 활용,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협의)

기관의 미션 수행

- 기관 미션의 조작화와 추구에 

있어서 적정 수준의 자율성 

보장

미션의 매력도

- 어렵지만 가능한 미션

- 적당히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미션

-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정당성을 갖춘 미션

- 흥미롭고 신나는 미션

-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미션

- 독특한 미션

조직 문화 - 미션에 연계된 강한 조직문화

리더십 - 안정적인 리더십

<표 2-4> 정부기관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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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ainey & Steinbauer, 1999: 3의 내용 재구성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공공조직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조직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자원을 얻는 동시에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규정(organizational rules)과 재량

(organizational discretion)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할 것이다.

- 다양한 직급에서의 여러 리더

- 미션에 대한 몰입

- 과업수행과 미션 달성에 대한 

효과적인 목표설정

- 정치적, 행정적 제한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과업의 설계

- 내재적 동기(흥미, 성장, 책임, 

봉사, 미션 달성)

- 외재적 보상(보수, 혜택, 승진, 

업무 조건)

기술의 활용 - 높은 기술 활용도

인적자원의 개발

- 효과적인 모집, 채용, 배치, 

교육과 개발

- 과업과 미션에 대한 동기를 

지지하는 신입구성원과 

기존구성원의 가치관과 선호도

구성원의 전문성

- 과업을 수행하여 미션을 

달성하는 데에 관련된 특별한 

지식과 기량

- 과업과 미션 달성에 대한 몰입

구성원의 동기

- 공공봉사동기

- 미션에 대한 동기

- 과업에 대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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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공조직의 규정-성과의 관계

1. 규정에 관한 이론

관료제의 성격을 띠는 거의 모든 조직에서 규정(organizational 

rule)은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Weber, 1946; Merton et al., 

1952; Blau, 1955; Cyert & March, 1963; Crozier, 1964; Zhou, 1993: 

1134-1135). 조직의 규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크게 제도와 제도적 동

형화에 따른 정당성 확보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조직의 

규정이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지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설명한다. 이론적 논의 후에는 조직의 규정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1) 제도에 대한 논의

규정에 관한 세부 이론을 논의하기에 앞서, 규정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겠다. 제도(institution)는 “특

정한 상태나 속성을 담고 있는 사회적 질서 혹은 패턴”으로, 오랜 시간

에 걸쳐 사회의 구성원들이 반복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다(Jepperson, 1991; 최세경·현선해, 2011: 1033). Meyer & 

Rowan(1977)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복잡한 상호작용

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칙과 관행 등이 제도로 발전할 수 있

다. 정부와 의회가 제정하는 법령도 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어

떤 합리화된 논리에 따라 형성된 제도이다. 넓게 보면 제도는 어느 특정

한 조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제도적 ‘환

경’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과거 구제도주의에서 제도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제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반면, 이후에 등장한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 과정과,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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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었다. 신제

도주의는 다시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하여 경제학적 논리를 채택한 합

리적선택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 또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하여, 타인과의 거래에서 거래비용2)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가 형성3)

된다는 논리를 골자로 한다. 따라서 다자간의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은 각자의 경제적 선호체계에 기반하여 거래비용을 줄이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자원(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계산된 전략을 구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자발적 동의를 통하여 

형성될 것이며, 존속하는 제도와 그렇지 못한 제도의 차이점은 제도의 

유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에 기인할 것으로 볼 수 있다(김종성, 

2002: 62-63). 다만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는 외부환경의 영향력을 낮

게 보고, 개인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과 그로 인한 제도의 발생

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을 넘어선 조직과 조직의 외부환경의 특성

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맹점을 보인다. 또한 제도의 존속 측면에

서도, 제도가 행위자들의 동의에 따라 발생하였더라도 애초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간과할 수 있다(Cammack, 

1992: 400; 김종성, 2002: 64). 

반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사회에서 이미 확립된 제도를 조

직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조직이 서로 유사해질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Meyer & Rowan, 

2) 거래비용은 개인이나 조직이 타인이나 타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제한된 합리성 조건에서 거래 상대를 선택하고 거래를 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Williamson, 1975, 1981, 1985, 

2007).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들이 조직화되고,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Geyskens et al., 2006)

3)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만, 거래비용 

절감의 또 다른 수단으로 제도의 생성과 변화를 들 수 있다(North, 1990; 

Zhou, 1993). 단, 제도의 생성과 변화는 경로의존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North,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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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배병룡, 2017: 76). 합리적 선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제도를 형성한다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논의

와 달리, 이미 형성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 보다도 

도입 그 자체의 행위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

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Meyer & Rowan, 1977; 배병룡, 1999; 배

병룡, 2017: 77).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행정조직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과 연관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의회나 언론, 시민

단체, 유관기관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권향원, 2014: 130-131). 공

공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제도적인 맥락에 따른 제약과 요구에 응

하게 된다(Pfeffer & Salancik, 1978; 권향원, 2014: 131).

신제도주의를 다루는 연구들은 점차 제도의 복합성(complexity)을 강

조하면서, 하나의 제도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요소들이 서로 상충한 관계를 보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하

연섭, 2006: 219; Friedland & Alford, 1991; 배병룡, 2017). 특히 제

도가 어느 하나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한번에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시

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그 때 그 때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성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Orren & Skowronek, 2004; 하연섭, 

2006: 219). 특히, 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인간과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논의에서 간과된 부분이다(DiMaggio, 1988; Greenwood et al, 2008; 배

병룡, 2017). 제도에 인간과 조직이라는 행위자의 재량이 허용될 가능성

을 제기한 연구에서는 제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유형화4)하기도 하였

는데(Oliver, 1991; 배병룡, 2017: 78), 단순히 제도를 받아들여서 정

당성을 확보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과 조직이 능동적으로 제도를 해석(번

역)하고 변형(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Sahlin & Wedlin, 2008; 배병룡, 2017: 79). 이는 기

존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조직이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제도를 단지 

4) Oliver(1991)는 제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묵종, 타협, 회피, 저항, 조작”

의 5단계 반응으로 유형화하였다(배병룡, 201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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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인다는 논의에서 발전하여, 조직과 조직 구성원이 제도에 대한 능

동적인 해석과 변형을 가능케 하는 재량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제도주의에 대하여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면, 여러 행

위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가 형성된다. 합리적 선택에 따라 형성된 제도가 오

랜 시간에 걸쳐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가지는 제도적 환경으로 발전하

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조직은 정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제도를 도입하면 제도 간의 충돌을 조정할 필

요가 발생하며, 조직의 특성에 맞게 이를 능동적으로 새로이 해석하고 

변형하여 지속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도적 동형화와 정당성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는 제도화 과정을 거친 조

직이 제도적 환경과 유사성을 띠게 되고, 이에 따라 제도화 과정을 거친 

조직들끼리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사회 구성원들이 복

잡한 상호작용을 거쳐 사회의 다양한 거래활동을 효율적으로 합리화하는 

제도를 형성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이고 확산되

는 과정에서 일종의 효율적 신화(myth) 혹은 합리적 신화적 제도가 된

다. 그렇다면 조직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화가 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즉, 이미 널리 확산

되어 신화가 된 제도를 조직 내부로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조직의 정

당성(legitimacy)을 확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자원 확보에도 영향

을 미쳐 조직의 성공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Meyer & 

Rowan, 1977: 348-349, 352). 이는 조직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조직의 활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조직의 구조가 

그러한 제도를 반영하는 형태로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같은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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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인 조직끼리는 비슷한 구조를 보일 수 있다. 

제도적 동형화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의 사례들은 대체로 조직이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직 내 행위자

가 제도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사례을 다룬 이종범(1984)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조직의 長이 조직의 능률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행

동을 취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기존의 조직에 잘 맞는 경

우는 능률성이 배가되지만, 조직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모호한 경우 조

직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에서 널리 사용하는 제도를 받

아들이고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배병룡, 

2017: 81). 또한 김정인(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기관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효율성 확보 논리가 아닌 제도적 환경

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논리(Daft, 

2016)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특히 DiMaggio & Powell 

(1983)에서 제시한 모방적 동형화5), 강압적 동형화6), 규범적 동형화7) 

중 기획재정부라는 외부환경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가 이루어졌다는 결론

을 도출하였다(김정인, 2016).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조직 

간 권력 격차에 따른 강압적 동형화는 자원이존이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김정인, 2016: 580).

3) 조직의 규정에 대한 논의

공공조직의 규정에 대한 논의는 주로 레드테이프(red tape)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와 대비되는 그린테이프(green tape)에 대한 논의 또

5)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고 환경적 불

확실성으로 인하여 조직이 다른 모델 조직을 모방하는 동형화

6)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 조직이 의존하는 다른 외부 조직과 

사회의 문화적 기대로부터 나타나는 공식적, 비공식적 압력에 의한 동형화

7)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전문성)에 

따른 동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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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레드테이프는 일반적으로 의미없는 서류를 과

도하게 작성하는 상황이나, 공식화(formalization)와 제약의 정도가 높

은 상황, 불필요한 규정이나 절차 등을 의미하고, 그로 인한 시간적 지

연과 비효율성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Bennett & Johnson, 1979; Hall, 

1968; Bozeman, 1993: 274). 레드테이프의 개념을 조직의 규정과 절차 

수준으로 한정하면, 조직이 준수할 부담을 가지지만 규정의 기능적인 목

표를 달성하는 효용성은 없는 규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Bozeman, 1993: 

283). 

Kaufman은 사람들이 레드테이프를 겪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

도 하였다: “너무 많은 제약을 받지만 그 제약들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며, 기관들은 행동하는 데에 한참 걸린다”(Kaufman, 1977: 4-5; 

Bozeman, 1993: 274). 그러나 레드테이프는 조직의 관료들이 무능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정부의 업무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과 이

해관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보여야 하

기 때문에 발생한다(Bozeman, 1993: 275). 정리하면 레드테이프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정이나 절차로 볼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이해관계자가 준수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규정이나 절차에 해당한다. 흔히 레드테이프는 관료제 조직의 병폐로까

지 인식되기도 한다(Bozeman, 1993; DeHart-Davis, 2009a).

한편 레드테이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그린테이프(green 

tape)는 효과적인 규정이나 절차로 정의된다(DeHart-Davis, 2009a). 그

린테이프의 조건에 부합하는 규정은 다음의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진다: 

“(1) 명문화된 요건, (2) 목표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 (3) 최적화

된 통제, (4) 일관적인 적용, (5) 이해관계자가 규정의 목적을 이

해”(DeHart-Davis, 2009a: 362; DeHart-Davis, 2009b). 그린테이프와 

레드테이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규정의 목적이 뚜

렷하게 인식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다. 정리하면, 그린테이프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며 그 목적에 대한 이

해관계자의 이해도가 높은 긍정적인 규정이나 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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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루틴·조직학습과 공식화

(1) 조직루틴과 조직학습

조직루틴(organizational routine)은 조직 내의 여러 행위자들이 반

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Nelson & Winter, 

1982; Pentland, 1996). 조직루틴을 일종의 습관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March & Simon, 1958)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특별히 생각을 해서 행동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

로 나타나는 행동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김귀영, 2006). 

반면 조직루틴을 일종의 저장소로 보는 관점에서는 조직이 운영되면

서 쌓아가는 경험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조직의 루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Nelson & Winter, 1982), 조직 내외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소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Cyert & March, 

1963; Perrow, 1986). 

Pentland & Feldman(2002)은 조직루틴을 실행적 조직루틴과 명시적 

조직루틴으로 분류하였다. 명시적 조직루틴은 조직이 구성원으로부터 기

대하는 상호작용을 일반화한 것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상호작용을 일종의 표준업무절차서와 규정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행적 조직루틴은 명시적 루틴을 조직의 구성원들이 행동화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실행적 조직루틴은 다양한 상

황에서의 실제 행동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명시적 루틴의 수정이나 새로운 명시적 루틴의 형성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Levitt & March(1988)는 위와 같은 조직루틴이 변화한 상황을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으로 보았다. 조직이 조직 구성원이 

내외부환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확

실성을 마주할 수 있다. 기존의 관행이나 규정, 그리고 루틴과의 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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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불확실성을 극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조직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Lindblom, 1979; March & Olsen, 

1976; Cyert & March, 1963). 

(2) 공식화

조직의 복잡성 측면에서 보면 애초에 공식화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는 개인과 개인 대비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 공식화된 관료

조직에서는 일련의 규정 체제를 통해서 권한과 책임 그리고 복잡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Zhou, 1993: 1137; Alchian & 

Demsetz, 1972; Williamson, 1975). 

한편 조직의 규정이 조직구조와 조직의 활동을 일종의 공식적인 가이

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규정을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하는 행위가 조직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할지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조직이 정부규제와 입법, 펀딩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제도적 압력을 받아 새로운 정당성을 확보해야하는 경우(Meyer & 

Rowan, 1977), 조직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게 

된다(Zhou, 1991; Zhou; 1993에서 재인용). 조직이 설립되는 시점부터 

폐지되는 시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행위

를 ‘규정의 역학’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

은 일종의 조직 혁신을,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조직의 변화를 나

타낸다(Zhou, 1993). 규정을 제정하는 행위는 조직 내에 관련된 내용이 

공식화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조직에게 부여하는 행위라

고 볼 수 있다. 반면 규정을 개정하는 행위는 이미 존재하는 규정 체계 

범위 내에서 점증적인 조직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Zhou(1993)의 

연구는 규정의 제정과 개정이 조직의 복잡성(organizational 

complexity)와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그리고 제도적 절

차(institutional process)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 30 -

규정 체제를 갖춘 조직의 구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

지면, 더 많은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생겨날 것이고, 

규정이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 구성원들이 규정의 

한계와 유연성에 대해 익숙해지고 예외규정을 만드는 등 규정에 대한 조

직학습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편 조직에게 위기가 찾아와서 발생한 문

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때에도 조직학습효과가 나타날 때, 그리고

이를 규정이 조직의 구조적 관성(structural inertia)을 통해 공식화

된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조직의 규정은 제도적 변화의 주요 경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March & 

Olsen, 1989), 일단 외부 환경에 적응하여 조직이 변화하더라도 추후 

추가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는 규정에 기반한 구조적 관성이 변화에 걸림

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Zhou, 1993: 1136; Weick, 1982; March, 

1991에서 재인용).

2. 규정과 성과의 관계

공공조직이 추구하는 공공성(publicness)은 일종의 번문욕례(red 

tape, 이하 레드테이프)를 야기할 수 있는데(Kaufmann et al., 2019; 

Bozeman & Feeney, 2011; Brewer et al., 2012) 일반적으로 이러한 레

드테이프는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

져 있다(Pandey et al., 2007; Brewer, 2007; Brewer & Selden, 2000). 

레드테이프는 “규정, 규제나 절차로써 조직에 준수의 부담을 지우지만, 

규정의 기능적인 목표에 대한 효능은 없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Bozeman, 1993: 283). 구체적인 사례로 Scott & Pandey (2000)는 실험

연구를 통해서 레드테이프가 사회복지사 실험참가자의 관료적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고 가상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낮춘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밝혀낸 바 있다. DeHart-Davis & Pandey (2005)의 연

구는 레드테이프의 부정적인 효과가 조직 관리자의 무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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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lessness)과 무의미함(meaninglessness)를 야기할 수 있고, 궁극

적으로 개인 수준의 조직성과라고 볼 수 있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 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레드테이프의 사전적 

요인에 해당하는 행정 처리의 지연이 레드테이프를 야기하고, 이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더욱 많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조직이 고객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는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연구가 존재

한다(Kaufmann et al., 2019). 그러나 이러한 레드테이프도 조직의 전

략에 따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Walker 

& Brewer, 2009: 427-430). Miles & Snow(1978)8)이 유형화 한 경영전략 

유형 중 적극적/선도적(prospecting) 전략 유형은 우수한 조직 성과를 

내는 편인 동시에 레드테이프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고, 소극적/방어

적(defending) 전략 유형은 조직 성과나 레드테이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반응형(reacting) 유형은 오히려 레드테이프는 증

가하고 조직의 성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Walker & Brewer, 

200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직이 적극적인 전략, 선도적인 전략을 취

할 때, 과도한 규정이나 규제의 부정적 측면마저도 극복하고 좋은 성과

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8) Miles & Snow (1978: 29)의 경영전략 유형은 총 4가지로 분류된다. 

- 적극적/선도적(prospecting) 전략유형: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환경 트렌드에 대응하는 실험적 시도를 하는 유형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선두주자

- 소극적/방어적(defending) 전략유형: 새로운 제품 개발에 보수적이며, 가격경

쟁력과 품질 개선, 효율성 개선이 신제품 개발이나 신시장 개척보다 우선인 

유형

- 분석가(analyzer) 전략 유형: 적극적, 소극적 유형의 중간 유형으로, 

first-mover일 가능성은 낮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엿보기 위해 경쟁자들을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전망 있어보이는 아이디어는 빠르게 차용하는 유형

- 반응형(reactor) 전략 유형: 상층부 관리자들이 조직 외부환경의 변화와 불확

실성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포착하지만, 일관성 있는 안정적인 전략은 

부재하기 때문에 외부환경의 압력이 있을 때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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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직문화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참여

(involvement)와 적응성·융통성(adaptability)이 높은 조직에서 조직

의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관성(consistency; widely 

shared and strong)이 높은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하여 성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enison, 1990; Garnett et al., 

2008: 269; Denison et al., 2003: 208). 탑다운 형태로 통제의 정도는 

높지만, 일관성이 있으며 조직에 잘 통합된 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조직

이 좋은 성과를 낸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성원에게 자율성

을 부여한다던지 그러한 자율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바텀업 문화가 

정착이 어려울 수 있다(Dennison et al., 2003: 209). 반대로 참여 등 

바텀업 문화가 정착된 곳은 조직의 방향성(mission)을 설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각각의 조직문화가 일장일단이 있고 이를 모두 제대로 구현

할 수 있을 때 조직의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Denison et 

al., 2003: 209).

특히 공공조직 내의 의사소통 행위는 조직의 문화 – 규정 지향적인 

조직문화와 미션(목표) 지향적인 조직문화 – 가 조직의 성과 인식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Garnett et 

al., 2008). 평균 이상 수준의 규정 지향적인 조직문화에서는 작업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형태의 의사소통과 피드백, 그리고 바텀업 

형태의 문제제기형 의사소통이 오히려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션(목표) 지향적인 조직문화에서는 이러

한 종류의 의사소통이 조직의 성과를 어느 정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arnett et al., 2008: 277)

앞서 논의한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서 보면, 조직이 적극적이고 적응성이 높은 전략을 취하고, 목표

지향적이몀, 규제나 규정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으며, 참여를 유도하고 

적절한 내외부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이 있을 때에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

이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관료화된 조직,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조직

에서는 과도한 규정이나 규제가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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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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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공공조직의 재량-성과의 관계

1. 재량에 관한 이론

1) 재량

규정을 활용하는 조직의 이해당사자의 재량은 조직의 성과에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진 연구는 잘 만든 규정이 융통

성과 재량을 인정하여 조직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을 하였다(Majumdar & Marcus, 2001). 결국 명문화된 규정에 대하여 예

외성을 판단하고 재량권을 실제로 발휘하는 주체는 규정을 집행하는 조

직의 개별 담당자일 것이다.

재량(discretion)은 특정 관료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여러 대

안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라고 볼 수 있다(Davis, 1969: 4; Davis, 

1970: 58-59; 조원혁, 2013: 392). 재량의 개념은 자율성(autonomy) 또

는 독립성(independence)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재량의 개념

은 권한 범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하여 가장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재량행위는 이러한 재량을 행동화 한 것이고, 재량권은 이러한 재량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이다(조원혁, 2013: 392). 행정법 사전에서

는 재량권을 “행정 주체의 판단 또는 행위가 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

위 내에서 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 중에서도 

공공부문에서는 재량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이를 편의재량 또는 공익재량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김윤호, 2013; 이종

수, 2009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재량은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 

정보비대칭성(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정책집행상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책집행자(일선관료 등)가 재량에 의해서 정

책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정책집행현장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하여 성과를 내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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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ore, 1979; Meier & Bohte, 2001; 김윤호, 2013).

구체적으로 재량권이 발휘되는 상황은 크게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위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정책결정자가 

직접 정책결정을 하였을 때 개인 차원에서 얻는 이득이 없어서 정책집행

자에게 정책결정을 위임하는 경우 (Elmore, 1979; Epstein & 

O’Halloran, 1999; 김윤호, 2013: 9-10), 그리고 조직의 내부 규정이

나 가이드라인, 조직 목표가 모호하여 오히려 업무의 불확실성을 가중시

켜 일선관료가 재량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때로 볼 수 있다(Evans & 

Harris, 2004; Bastien, 2009).

그런데 규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일선의 담당자, 혹은 공공부문 

조직에서의 일선관료들의 재량권 행사는 조직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항상 

긍정적이거나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일선관료

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가 있을 때 그 재량권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

되어 질 수 있다”(Lipsky, 1980; 김윤호, 2013)

한편 재량이나 규정변용(rule-bending) 행위를 일종의 탈관료제적인 

성향과 연결시킨 연구도 존재한다(임도빈 외, 2012). 구체적으로는 재

량의 경우 법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

는 자유를 의미하고, 규정변용은 의도적으로 규정 자체를 변용(bend)한

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탈관료제적 규정변용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인 

관료제가 표준화된 조직과 규칙과 절차 준수에 기반하여 효율성을 추구

하기는 하지만, 조직과 조직 구성원이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에 맞닥

뜨릴 경우 상황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임도빈 외, 2012: 455). 따라서 이러한 관료제적 특징을 벗

어난 탈관료제적인 논의는 “공무원들이 과도한 규정과 절차, 통제 중심

에서 벗어나 규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행태에 변화를 추구하는”내용을 중심으로 하

고 있다(임도빈 외, 2012: 456). 한국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 조직 목표가 모호하고 조직이 

집권화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규정 변용이 일어나고, 수평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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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체계와 참여적 의사결정이 보장된다는 인식 하에서는 규정변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임도빈 외, 2012).

재량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면, 관료와 같은 조직 구성원의 재

량이 발생할 경우는 조직의 목표가 모호할 때, 정책집행자 입장에서 정

책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정책결정자에 비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정보비대칭성), 집행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성과를 낼 때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2) 재량적 자원

한편 조직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직이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일종의 여유자원(organizational slack resources)으로 볼 수 있다. 조

직의 여유자원은 ”조직 결과물[(조직을 구성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연합을 유지)]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자원을 초과한 자원“ 

(Cyert & March, 1963; 김진, 강혜진, 2019)으로, 연구자에 따라서 부

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여유자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의미한다는 주장(Jensen, 1986)과, 이러

한 여유자원이 조직의 갈등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다(Simon, 1955).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수선유지비 등의 자유재

량적 비용이 기업의 가치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며(이계원, 2005), 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조직상층부의 

관리재량적 요인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Finkelstein & Hambrick, 1990). 반면 기업의 CEO를 비롯한 기관장이 

기관의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고 본인에 대한 퇴임 압박을 회피하기 위

하여 재량적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경우를 발견한 연구결과(Kim et 

al., 2016), CEO의 번아웃이 기업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CEO가 

가지는 재량적 자원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 관계를 완화시킨다는 연구결

과(Siren et al., 2018), 그리고 기업의 정치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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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에서 CEO의 재량적 자원이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점(Hadani et 

al., 2015)에 비추어볼 때, 조직의 기관장에게 부여된 재량적 자원(재

무적 혹은 관계적 재량적 자원)이 기관 전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Busch(2002)의 공공부문 여유자원 개념화에 따르면 여유자원은 

조직 여유, 예산 여유, 그리고 재량적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량적 

예산(discretionary budget)의 경우, 정치인이 공공조직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공공재화를 생산함에 있어서 투입할 것으로 기대하는 최소한의 

비용과 실제 공표된 예산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Busch, 2002: 155). 

이러한 차이에서 발생한 재량적 예산을 관료들이 중간관리자들과 부하직

원에 대한 유인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Busch, 2002: 155).

3) 관리적 역량과 재량

조직의 예산이나 인력 등의 자원이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 외에 조직의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여

러 기술적인 부분을 들 수 있지만, 결국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결정단

계에서 조직의 구성원을 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의 내부를 관리하

는 역량이 중요한 요소이다(Brewer & Selden, 2000; Meier & O’Toole, 

Jr., 2002; O’Toole, Jr., & Meier, 2009; Moynihan & Pandey, 2005). 

조직의 내부 관리역량도 중요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리더

의 역량도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통

상적으로 공공부문의 리더는 미처 현실화되지 않은 조직 구성원들의 잠

재의식에 있는 조직의 향후 방향성을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극

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Denhardt & Prelgovisk, 2009: 37-39).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틀어서 조직의 리더는 조직의 임원

(executives)을 비롯한 조직상층부(top management) 구성원들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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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관리자와는 구분될 수 있다. 리더가 “선지자(visionary)로서 새

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관리자는 단순히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9)”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uchanan & Huczynski, 2019: 612). 그렇기 때

문에 조직의 리더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인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들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Daft, 

2014: 492; Im, 2017: 55). 조직의 리더가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가

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의 역할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

향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조직의 리더에 해당하는 기관장

이나 임원진, 상급 관리자 등은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이나 가치

관 등을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Hambrick & 

Mason(1984)은 조직의 성과가 조직상층부(upper echelon) 구성원의 가

치관이나 나이, 커리어경험, 주로 맡았던 업무,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특성이 이들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조

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Finkelstein et 

al, 2009).

상층부이론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의 사례는 대

체로 기관장 또는 임원 개인의 연임/교체 및 출신 배경, 관리역량 등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강영걸, 

1999; 안성규·곽채기, 2013; Park & Cho, 2014; 유승원, 2014; 정지

수·한승희, 2014; 조규석, 2015; 강혜진, 2017; 김보은, 2017; 서미

경, 2017; 한인섭 외, 2017; 유진아, 2018).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연

구에서는 기관장의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또는 정치권 배경을 가지고 있

는 경우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존재

한다 (강혜진, 2017).

한편 효과적인 리더십이 동반되었을 때는 앞서 언급한 조직 내부 관

리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다

9) Bennis & Nanus (1985)에 따르면 “관리자는 일을 옳게 하는 반면 

(managers do things right), 리더는 옳은 일을 한다(leaders do the right 

thing)” (Buchanan & Huczynski, 2019: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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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s & Boyne, 2010: 443). 공공조직 구성원의 공공동사봉기(PSM)

가 조직과 구성원 개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연결되려면, 구성원들

이 가진 공공봉사동기의 긍정적인 부분을 변혁적 리더십을 통하여 이끌

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도 존재한다(Paarlberg & Lavigna, 

2010). 이러한 경우는 더 명확한 조직의 목표와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언행일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높은 공공봉사동기를 가진 구성

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각자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도록 해

야함과 동시에, 규정과 제도로 인하여 이들의 봉사 의도가 가로막히지 

않아야 할 것이다(Paarlberg & Lavigna, 2010: 716).

또 한편으로는 일선관료의 재량이 어느정도 작용하는 공공조직의 경

우, 조직관리체계 중에서도 관리자/리더의 외부와의 적정한 네트워킹 행

위가 조직의 입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고 변화에 대한 일종의 완충

지대를 제공하여 뛰어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존재한다(Hicklin et al., 2008). 다만 네트워킹이 조직 관리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라는 자원을 투입하는만큼 무조건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성과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Hicklin et al., 2008: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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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한국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

2021년 현재 한국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총 350개로, 36

개 공기업과 96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218개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이루어

져있다.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특성이 

서로 다르지만 한국의 공공조직에서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정부가 담당하는 사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상

당 부분을 실제로는 공공기관이 맡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공공

부문의 특성과 조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

도 필수적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공

공기관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공공기관의 특성에 대한 지금까

지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논의되어 온 공공기관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

록 하겠다. 공공기관의 주요 특성으로는 국민-(정치의 매개)-정부-공공

기관으로 이어지는 복대리(double agent, double principle) 관계가 형

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차적으로 국민은 정부와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고, 2차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목격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현상은 정부-공공기관의 관계보다 국민-공공

기관의 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종

적인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라는 1차 대리인에 대한 정보 접근

성도 낮지만, 2차 대리인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더 낮은 것

이다. 실제로 국민은 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고 할 수 있으며, 각 공공기관의 업무가 무엇인지, 공공기관

의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중간에 있는 정부가 직접적인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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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기관장에게 부여할 자율

성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조석준, 임도빈, 2019: 547).

  한편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공공기관이 국민이라는 궁극적 주인으로

부터 감시를 받지 않으며, 애초의 설립 목적과는 상관없이 “정부의 그

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특정기능의 수행과는 무관하게 지속화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문헌도 존재한다(Morris, 2002; 여영현, 

2008). 즉 조직의 불멸성(immortality)이 공공기관에서 관찰된다는 것

이다. 결국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 유인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운영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곽채기, 2003: 51). 따라서 특정 국민이나 관료 등의 정

치적 이익 표출 행위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적인 목표 혹은 경제적인 

효율성이 아닌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상황을 우선시하도록 영향을 줄 것

이다(조규석, 2015: 19-20; 김준기, 2014에서 재인용). 특히 공공기관

의 기관 유형과 기관장 출신배경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

에서는 “공기업은 경제적 실체보다는 정치적 실체로서 운영”되기 때문

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기관장 임명권자에 의한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조규석, 2015: 19).

  공공기관의 복대리 문제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에 정치

적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 외에도, 기관의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

여 행동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감시와 통

제장치의 미비는 공공기관 경영자와 기타 구성원이 “자유재량적 행동에 

의한 자기목적의 추구, 지대추구(rent-seeking) 행동, 위험회피적 행

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곽채기, 2003: 52). 구체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과도한 비

용 지출 등의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해서 법적인 통제와 평가 장치를 구

현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은 존재하나, 이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정부(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의 모

든 부분을 세세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마디로, 특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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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하나의 법률만으로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각 기관의 세부적인 특성과 

업무의 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주무부처의 경우에도 소관 공공기관 운

영의 큰 틀에는 관여할지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할 유인은 없을 가

능성이 있다.

2. 한국의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한국 정부에서 어

떻게 공공기관을 정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각 기관은 각 기

관별로 주무부처의 특별법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

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무부처는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주요임원을 

직접 임명하고, 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83년 12월 31일 제정

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투법)과 2003년 12월 31일 제정

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총

괄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7년 4월 1일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부터 운영과 평가에 관한 내용까지 전반적인 지침을 내

리고 있다.

1)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법 조항

  한국 공공기관의 설립,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법률 조항 중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제정된 정투법10)에 따르면, 납입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출

10)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법률 제3690호, 1983. 12. 31. 제정, 1984. 3. 1. 

시행)의 목적과 적용범위에서 법령 제정의 취지와 정부투자기관의 범위를 아래

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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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 기업체를 정부투자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정부

가 자본금을 ‘투자’하였는데, 기관의 총 자본금 중 정부가 투자한 비

중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당시에는 

정부가 자본을 투자한 기관이라는 관점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해당 조

항을 해석할 수 있다.

  이후 2003년 제정되어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정산법에 따르면,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부의 자본금 투자뿐만 아니라, 보조

금, 출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까지도 정부산하기관으로 지정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 시기부터는 정부의 자본금 투자가 정부의 산하기

관 지정 여부에 유일한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정부가 정부의 업무를 위

탁하거나 특정 사업에 대해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하는지 여부11)가 새롭

게 고려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업무의 위탁이라는 개념이 관련 

법 조항에 포함된 것에 비추어, 투자 자본금이 아닌 출연금과 보조금을 

받는 기관까지 폭넓게 정부산하기관으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해당 법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중 각 정부산하기관의 업무를 관장하

는 ‘주무기관’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데, 정부산하기관이 법적

으로 중앙 정부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직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정투법과 정산법에 이어서 2007년 1월 19일 최초 제정되어 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투자기관(이하 “投資機關”이라 한다)의 책임경영체제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

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11)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법률 제7057호, 2013. 12. 31. 제정, 2004. 4. 1. 

시행) 제2조에서는 이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

화하여 정부산하기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

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

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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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 1일자로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

미한다. 해당 문구에서 공공기관은 정부의 자원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정부 조직과는 별개의 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서 공공기관으로의 지정 여부는 변화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유사 법과 주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12)한다는 점과, 기관의 신설을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관련 법률을 

사전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신설안의 타당성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였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크게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

행형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알리오 공

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과 

조석준·임도빈(2019)에 따르면, 세부유형별 공공기관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007년 최초로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은 유지하면서도 세부 유형이 

변화한 경우도 존재한다.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8258호, 2007. 1. 19. 제정, 2007. 

4. 1. 시행)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

다.

1.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2.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5. 기타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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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석준·임도빈(2019: 54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

템(ALIO)

2) 공공기관의 평가에 관한 법 조항

  과거의 정투법, 정산법과 현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

면 정부투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영목표의 설정과 보고,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장관(과거 경제기획원장관, 기획예산

처장)으로부터 관리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기획재정부(과거 경제기획

원, 기획예산처)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 각 

기관의 경영목표 설정부터 조정, 평가, 보고 등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

다.

유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조건 1
직원정원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비율이 50% 이상

직원정원 50인 이상이면서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조건 2

자체수입비중

이 85% 

이상이고 

자산 2조원 

이상

시장형을 

제외한 

공기업

기금관리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기관

나머지 

준정부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외의 

공공기관

기관(

예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

한국관광공사

*

한국수자원공

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

단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

공사

국민건강보험

공단

한국노동교육

원

한국연구재단 

등

국립대병원

국립중앙박물

관

한국행정연구

원

한국수출입은

행

㈜강원랜드**

등

<표 2-5> 한국의 공공기관 분류와 유형별 기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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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하여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전의 관련 법에 

비하여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와 통합공시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였으며,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다. 경영목표의 

수립, 실적 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의 사항은 이전의 법령과 큰 틀에서

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공기관 이사회에 관한 법 조항

  한편 과거의 정투법, 정산법과 현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장 등 기관장을 비롯한 15인 내외의 이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는 주요 사항으로는 

기관의 경영목표 설정과 예산 및 운영계획 수립, 결산, 자산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과 내부규정의 제정과 변경 등이 포함된다. 그러

나 정관과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의 경우, 후술할 공공기관 내부규정의 

특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사회의 승인이 아닌 기관장의 결재에 의해

서 이루어진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요 의사결정 과정

에 특히 기관장의 역할이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투자관리기본법 

(법률 제3690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58호)

제9조 (이사회)

①투자기관에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 및 운

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2절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

회를 둔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표 2-6> 정부투자관리기본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이사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련된 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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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임면에 관한 법 조항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과거의 정투법, 정산법은 이사장

과 사장 등의 기관장을 주무부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도록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

행과 그 상환계획

  6. 생산제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

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

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

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ㆍ준정부

기관의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0. 정관의 변경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사장을 포함한 

수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투자기관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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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있으며, 임원은 기관장 외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를 

포함한다. 기관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정산법

이 제정된 이후로는 기관장 후보 추천을 위한 기관장추천위원회가 운영

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기관장을 선임하는 것이 강조되어 왔

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장의 임

면에 관해서, 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은 자를 주무부처 장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은 동일

한 기관장 임면 절차를 거치되, 대통령이 아닌 주무부처의 장이 기관장

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한편 준정부기관의 경우도 공기업과 유사한 절차

를 거쳐서 기관장을 임면하게 되어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기관의 

업무가 특수한 경우는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주

요 특징 중 하나로, 대통령이 가진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권

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은 기관의 정관, 기관 내부의 

규정, 지침, 요령, 기준 등 각 기관이 대내외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의 일

체를 가리킨다. 이들을 편의상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으로 통칭하고자 한

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목록을 살펴

보면, 내부규정으로 인사 및 직제규정, 성과평가요령, 복무관리지침, 물

품관리요령 등 일정규모 이상의 조직이라면 일반적으로 명문화하여 운영

할 규정부터,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정 사업에 대한 세부 운영규

정과 지침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기관의 조직, 인사, 예산 등 통상

적인 행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기술한 규정이 존재하고, 위

원회, 특정한 사업의 운영방법을 기술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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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기관의 특성과 상관없이 통상적인 행정사항에 대한 내부규정은 

세부내용은 기관 간 차이를 보일지라도, 규정의 유무는 서로 비슷하다. 

기관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기관마다 조직 특성이 다르고, 주요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총 개수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정투법, 정산법과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각 공공기관의 정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중요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

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관에 관한 조항이다. 법에서 명시하는 공공기

관의 정관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기관의 명

칭, 설립 목적과 자본금, 예산, 업무, 회계, 정관 내용의 변경 등이 있

다. 이들은 각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2007. 4. 1.] [법률 제8258호, 2007. 1. 19. 제정] 

제1절 정관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의 운영

  9. 업무와 그 집행

<표 2-7>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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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

된 후 3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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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각 기관의 실제 정관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공공기관은 일반적으

로 기관의 설립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하여 설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주요 업무 내용도 대체로 기관의 설립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반

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정관의 ‘기관의 목적’ 부분에서 간략하게 소개

하며, 업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와 집행에 관한 부분에서 

나열한다.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업무 중 일부는 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

률 외에 특정 법령에 의거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정리하면, 기관의 설립부터 세부 업무까지 전반적인 사항이 

법령에 기반하였더라도, 기관의 모든 사항을 상위 법령 등에서 다루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OOOOO 기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법인은 「OOOOO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

여 설립되며 OOOOO(이하 “OO”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02.12.31, 

2007.6.29, 2016.8.31>

제2조(목적) OO은 [내용 생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지점·출장소와 대리점) OO은 본점을 OOO시에 두고 필요한 곳

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본재산) ① OO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21,768,073,646원으로 한

다.

  ② OO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한다.<개정 

1995.12.29., 2012.9.19>

  1. OOO 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제5조(정관의 변경) OO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OOO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9.9, 2017.10.15>

<표 2-8> 모 공공기관의 정관 발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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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각 기관마다 내규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한 내규관리규

정 혹은 사규관리규정13)을 두고 있다. 내규는 기관의 운영과 관리, 업

13) OOO 기관의 내규관리규정에서는 내규와 외규에 관한 사항,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규”란 OOOO공사(이하 “공사”라 하다)의 운영, 기본방침, 조직, 업무절차 

등에 관하여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으로서 내부 결정으로 성문화된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규정 : 공사의 경영, 조직, 관리 및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

범으로서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로서 정한 것(2012.12.26, 

2020.12.18 본목개정)

나. 세칙 :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운영ㆍ업무방침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범으로서 사장이 정한 것(2012.12.26 본목개정)

다. (2015.9.17 본목삭제)

라. 요강 : 규정 및 세칙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운영ㆍ업무방침 등에 관한 세부

적 사항을 정하는 규범으로서 감사, 부사장, 담당 상임이사ㆍ본부장이 정한 것

(2012.12.26 본목신설, 2015.9.17, 2020.12.18 본목개정)

마. (2015.9.17 본목삭제)

2. “외규”란 법령 또는 법령에 따라 내려진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계속적인 구

제6조(공고의 방법) 기금의 공고는 OOO시와 OOO시에서 발간하는 일간 OO신

문과 OO일보에 게재한다.

제7조(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OO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중 정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OO의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2.9.19.>

[내용 생략]

제5장 업무와 그 집행

제29조(OO의 업무) ① OO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2.12.31, 2009.9.9, 2012.9.19, 2016.8.31, 2017.10.15, 2020.3.5>

[내용 생략]

4의3. OOOO관리(「OOOOO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O관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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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관 내

부 결정에 의해 명문화한 것이며, 규정과 세칙, 요강(기관마다 지침, 요

령, 업무기준 등 다양한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 등이 해당된다. 외규는 

법령과 상위 정부부처의 훈령과 고시 등을 포함하며, 외부의 결정에 의

해서 명문화된 것이다. 외규 또한 필요에 따라서 기관 내부의 내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며, 외규에 의

하여 내규의 명칭 등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내규를 자동개정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이 내규를 제정하고 개정 또는 폐지를 할 

속력을 가진 규범으로서 외부결정으로 성문화된 것을 말한다.(2020.12.18. 본호

개정)

[내용 생략]

제3조(내규화) ① 공사 업무에 관하여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 및 기준은 

원칙적으로 내규의 형식으로 한다. 다만, 내규화할 사항이 간단하거나 잠정ㆍ가

변적인 경우에는 시달 및 통첩 문서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외규 중 내규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따로 내규화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개정) 외규 또는 「직무규정」의 개정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

경 등 단순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개정절차 없이 자동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무부점장은 제20조에 따른 내규 제공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2020.12.18 본조개정)

[내용 생략]

제8조(내규 입안의 원칙) ① 내규를 제정, 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공사의 업무방침에 합치되고 기존 내규와 중복 또는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2020.12.18 본항개정)

② 소관부점장은 내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

을 분석ㆍ검토하여야 하며, 주무부점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

다.(2020.12.18 본항개정)

③ 소관부점장은 내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입안단계부터 규제요인을 분

석ㆍ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무부점장은 규제

영향평가를 시행한다.(2020.12.18 본항신설)

④ 제2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규제영향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2020.12.18 본항개정)

(2020.12.18 본조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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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다른 내규의 내용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내규의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해야하며, 규제영

향평가 또한 실시하도록 내부관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는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

직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특정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내

부규정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내부규정이 정관, 규정, 지

침, 요령, 세칙 등의 다양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단, 

아래의 예시는 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일부만을 발췌한 것으로, 기관마

다 세부 목록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관 및 내부규정명

인사규정 OO정보및OO정보업무처리
규정 개인정보보호지침

인사규정시행세칙 OO정보업무지침 CCTV설치운영지침

임금피크제운영지침 이사회운영규정 OOOOOO위기관리업무지침

제안제도운영요령 OOOO업무규정 OOOOOO후원명칭사용승인
에관한지침

업무성과평가요령 OOOO설비관리시행세칙 상품권관리지침

직원의기동배치에관한지
침

OOOO업무수행안전관리세
칙 업무용택시제운영지침

성희롱성폭력예방및대응
지침 전문위원회운영세칙 안전조사업무처리지침

직원역량및성과향상지원
제도에관한지침 OOOOOO시행세칙 OOOO강의실등시설운영기

준

경력개발제도운영에관한
지침 OOOO수수료에관한세칙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신고사무처리지침

방문연구원제도운영지침 OO관리세칙 법인신용카드관리지침

복무규정 수탁OOOO시행세칙 자산관리세칙

초과근로업무처리지침 OOOOOOOOOOOO업무처리규
정 OOOOO소송운영지침

당직근무요령 OOOOOOOOO심의위원회운
영세칙 임시조직운영지침

복무관리지침 OO물품관리요령 재난안전관리지침

자비에의한대학(대학원)
수강승인지침 OOOOO조정규칙 사업실명제운영지침

<표 2-9> 모 공공기관의 정관, 규정, 지침, 요령, 기준 등 내부규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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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위원회정기출강승인
지침

사업결과의언론공표에관
한지침

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운
영요령

유연근무제운영지침 문서규정 정보화업무지침

교육훈련규정 문서보관보존요령 OOOOOOO발간지침

위탁교육후보자선정기준
및방법에관한지침 출판규정 OOOOOOO투고지침

공로연수제도운영지침 자료관리규정 OOOOOOO연구윤리지침

국외파견직원관리지침 OOOOOOO협의회규칙 OOOOOOO심사지침

보수규정 OOOOOOO제도운영지침 정책연구윤리지침

제수당집행지침 감사규정 OOOOOOOOOOO인증제도운
영지침

직원호봉부여(경력인정)
기준 감사규정시행세칙 OOOO사무수행지침

퇴직급여지급규정 VOC운영관리지침 OOOOO통합관리운영지침

연봉제운영규정 해피콜서비스운영지침 OO민원보호헌장운영요령

연봉제운영규정시행세칙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업무협약관리지침

직제규정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
정 임원복무규정

직제규정시행세칙 윤리경영실천규정 OOOOOOOOOOOO요구등에관
한업무규정

OOOOOO영문표기지침 OOOOOO윤리강령 OOOOOOOOOOOO요구등업무
지침

OOOOOO정관 OOOOOO임직원행동강령 국외출장관리지침

내규관리규정 부패신고처리및신고자보
호등에관한운영지침 사전컨설팅제도운영지침

내규제·개정예고제운영
지침 청렴옴부즈만운영지침 직원신규채용에관한지침

위임전결규정 경영공시관리기준 OOOOOO민원담당자보호에
관한업무지침

OOOOOO정책자문위원회운
영지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
호등에관한운영지침 고충처리운영요령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OOOOOO직위별직무별청렴
행동수칙운영지침

직장내괴롭힘예방및대응
지침

회계규정 OOOOOO인권보장및증진에
관한규정 OOOOOO안전보건관리규정

회계규정시행세칙 OOOOOO인권헌장 위탁정책연구수행및관리
지침

계약사무처리요령 인권경영실행지침 사내벤처운영지침

계약심의위원회운영지침 복리후생규정 민원담당자보호위원회운
영요령

시료등물품관리에관한지 자기계발비집행관리지침 휴직자복무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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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은 내부적인 필요와 그에 따른 검토에 

의해서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지만, 법령과 주무부처 지침 등 외규를 

비롯한 기관의 외부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도 내부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

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특성상 법적으로는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존재하고, 기

관의 설립과 업무에 관한 법령이 구속력을 가지며, 입법부의 영향을 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공공기관의 재량적 요소

  한편 과거 정투법, 정산법과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

롯하여 각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서 기관운영의 자율성, 그 중에서도 특

히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정투법, 

정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 기관의 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관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각 기관의 책임경

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운
영지침 학자금운영세칙

부정청구등신고접수처리
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
영지침

여비규정 복리후생비집행지침 안전사고에관한임원문책
규정

여비업무처리지침 사택관리운영지침 소송사건변호사선임등에
관한규정

수탁사업업무처리규정 원내단체등록기준 규제입증위원회운영지침

수탁사업업무처리규정시
행세칙 공제회운영지침 OOOOOOOO운영지침

사업계획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노사협의회운영규정 혁신도시지역기업우대기

준

정책연구업무규정 공용차량운영및관리지침 OOOOOOOOO위원회상임위
원추천위원회운영지침

수시과제선정위원회운영
지침 정보공개업무처리지침 OOO심의위원회운영세칙

OOO교육연수규정 보안업무취급요령
적극행정지원위원회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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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14)는 이사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조문으로, 이 중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는 사항 중 하

나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성격이 다양한 모든 기관의 경우를 다룰 

경우 법률이 다소 복잡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으며, 내부규정에서 명시하지 않는 부분은 

각 기관장의 판단 하에 처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별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내부지침, 업무처리요령 등을 살펴

보면, 기관장이 기관의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재

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내부규정에서는 일선직원 개인의 재량을 언급

하기보다는 기관장, 내부 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처리하도록 한다.

  정리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사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조항에

서는 아래와 같이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 5. 17.>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중간 생략)...........................

  10. 정관의 변경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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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기관장이 기관의 운영과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

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령과 정부부처 지

침과 기관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기관의 재량, 그 중에서도 기

관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관의 일부 내부규

정의 경우 또한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과 조건을 명문화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기관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해, 기관의 관리운영과 사업 운영에 기관 및 기관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한편 법령과 기관의 내부규정에서 기관과 기관장의 재량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 외에, 기관에게 주어진 재무적 자원 중에서도 기관의 재량을 

반영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1년 예산은 기관에 따라서 

적게는 수십억 원대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그 

중 대부분의 예산은 기관의 주요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사용되며, 나머지

는 경상운영비와 인건비, 기타비용(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된다. 그동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

장이 따로 정하여 달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1.1., 2013.3.8.>

<표 2-10> 모 기관의 내부규정 중 기관장의 재량행위가 반영된 내용 (1/2)

제11조(특수직위 보직기간의 설정) ①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의 침체를 방지

하고 일정기간 동안 안정된 분위기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특수

직위에 대하여 보직기간을 설정·운영한다.

② 제1항의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의 변경

과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2-11> 모 기관의 내부규정 중 기관장의 재량행위가 반영된 내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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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업성과와 재무적인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나타났으나, 공공기관의 목표가 민간기업과는 달리 단순히 수익을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투입되는 비용 대비 사업성과와 재무적인 성

과가 낮다는 것이 반드시 좋지 않은 현상이라는 점을 주장하기에는 무리

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량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줄이

고 낭비요소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국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비용은 크게 경상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차입금상환비, 그 외 기타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15). 이 중 인건비와 

차입금상환비용의 경우는 기관이 재량으로 늘리거나 줄이기 어려운 항목

인 반면, 경상운영비와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기관의 의지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가 가능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경상운영비와 사업비도 

기관의 운영과 기관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상위 

법령과 지침 등에 기반하지만, 각각의 비용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사용할 

것인지는 기관의 재량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경상운영비와 사업비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성 경비

(이하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기관과 기관 구성원이 재량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재량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공공기관

에서 업무추진비는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 것인지, 그리고 업무추진

비에 대한 학술적 논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많은 공공조직은 업무추진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조직의 장(長) 또는 조직의 부서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다른 예산에 비하여 비교적 유연하

고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과거 판공비라고 불린 업무추

진비는 그러나, 공공조직의 기관장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지출하여, 

지출의 투명성과 공익성에 대한 비판16)을 받아왔다. 업무추진비를 재선

15) 알리오(ALIO) 기관별 수입·지출 통계 분류에 따름.

16)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일

부 기관의 부적정 집행행태가 드러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또한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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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선심성 지출로 사용하는 경우, 지인 및 친족과의 사적 만남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례, 친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집중

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례, 업무추진비 활용 내역을 제 때 공

개하지 않는 사례 등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일부 연구자와 언론은 공공조직의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산낭비와 부패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장관

으로 임명되었다가 낙마한 모 인사의 경우, 이전에 공공기관 기관장 재

임 시절 이전 기관장에 비하여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언론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재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직 단체장이 직원들과 지역 주민에게 업무추진

비를 선심성 지출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으며(조용석 외, 2018), 일부 지

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입각하여 주민의 정보공개 요청 이전

에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 업무추진비 활용 내역을 제 때 공개하지 않

아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17). 2019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정부기관의 구성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집 근처에서 장을 보거나, 지인과

의 만남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

다18). 심지어 일부의 경우 가족 등 친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집중적으

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기관의 경우 활용 내역을 제 때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만큼 업무추진비가 각 기관 예산

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다른 지출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

용 내역에 대한 감시-통제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접대비 성격의 경비 예산 편성 부적정 (사업비 내 "판매촉진비"를 구성하여, 

업무추진비의 11배가 넘는 금액을 매년 집행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진에 대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집행관리 부적정

  -법원은 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 개인용도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대법

원 2010.6.24. 선고 2008 도6755 등) 또는 ’업무상 배임’(대법원 2014.2.21.선

고2011도8870 등)으로 판결

17) 오마이뉴스 (2020.8.20.) 두 달째 공개 않는 서울 은평구청장 업무추진비.

18) MBC (2019.3.13.) “술값 내고 마트 결제”...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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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투명성에 대한 일부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전체 예산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필수적인 지출이 

아닌 부수적인 지출로써 기관과 기관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취지

에서 운영되는 자원이다. 기관과 기관장의 선택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적게 사용할수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으며,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한

다는 가정 하에 기관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도 

이루어져왔다.

  

1) 업무추진비의 개념

일부 연구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한국 공공부문의 행정이 갖는 특수한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신무섭, 2009; 안선민, 이수영, 2017). 

그러나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비단 공공부문의 조직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의 조직에도 존재하는 개념이다. 민간기업 등과 같은 민간조직에서는 

업무추진비라는 개념보다는, 좁은 의미에서 접대비, 또는 넓은 의미에서 

판매관리비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영미권에서는 이를 

business expense 또는 business promotion expense로 부르며, 기업의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 또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접대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영학 분야 문헌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르면, 세법상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인세법

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의 경우 일정수준까지의 접대비는 세법상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에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순자산 감소(손

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공공조직의 업무추진비란 기관장으로 하여금 “조직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비 및 품위유지비”로 정의할 수 있다(박

광국, 최상일, 주효진, 1999; 신무섭, 2006; 안선민, 이수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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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업무추진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연회비, 제경비, 접대비 및 업

무협의, 간담회 비용 및 언론-직원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해외출장

지원 경비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2016, 2017; 안선민, 이수영, 

2017).

한국 공공부문의 업무추진비는 중앙정부 부처조직에서부터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출연기관 

등 다양한 조직에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조직에 해당하는 중앙

부처 조직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는 크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지출하는 사업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와 관서업무

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

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구분됨)로 구분한다. 이 외에 업무추진비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는 특수활동비(국가기관 기준으로 

정보, 수사, 특수업무활동에 사용되는 경비)가 별도로 편성된다. 사업추

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업무관련

자와의 식사비용 및 행사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관서업무비 또는 기

관/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방문자에 대한 접대와 직원 격려 등 

애경사비, 기관 행사비용 및 실과운영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통지침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일련의 감시와 통제수단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자의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의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 업소의 제한이 있는 클린카

드를 발급받아 업무추진비 지출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사용시간에도 

제한이 있으며, 불가피하게 이 외의 시간에 사용을 하게 될 때에도 정당

한 증빙을 추가제출해야하며, 기관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웹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통지침19)은 구체적으로 사업추진비에 해당하는 

19)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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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빈 초청경비, 해외출장여비, 그리고 회의비와 행사경비 등은 일정 기

준 내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수의 기관이 공

동으로 행사를 개최할 시 기관별 부담방식에 대한 지침도 포함한다. 또

한 관서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업무협의와 간담회 및 부서행사 등에 집행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중앙부처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앞서 언급한 기획재정부

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제정된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포함된 업무추진비 집행요령을 따

르도록 되어 있다. 해당 집행요령은 기관장 또는 상근임원의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에 적용되며, 해당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상위 지침인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해당 

집행지침에 포함된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은 다음은 기본적으로 상위 

집행지침에 기반하여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표준서식에 따라 매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 대한 공통적인 업무추진비 적용범위는 아

래와 같다. 

가. 적용범위

ㅇ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 초청 경비

- 해외출장지원 경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 중간 생략........)

 ㅇ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

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ㅇ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이 제한된다.

▪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지급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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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과 달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특성을 반

영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 결과, 공

공부문 업무추진비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⓵ 업무추진비는 각 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수반되는 부수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⓶ 다른 예산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사용할 수 없는 항목과 집행장소,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비교

적 명확하다.

⓷ 비공식적인 조직 내-외부 행사나 비공식적인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는 활용할 수 없다.

⓸ 공식적인 조직 내-외부 행사와 공식적인 유관기관 업무협의에는 

활용할 수 있다.

2) 업무추진비에 대한 학술적 논의

앞서 언급한 행정학 분야에서의 공공부문 업무추진비에 관한 일부 연

구 외에도, 경영학 분야 등에서 공공부문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엄밀히 말해서는 

정부조직이 아닌 정부조직의 그림자 조직 (shadow organization)이며, 

구성원 또한 공무원이 아니다. 특히, 공기업 중 시장형 공기업은 민간부

문이 사업성 및 이익의 문제로 추진하지 않는 사업들을 독점적으로 (정

부 출자금으로)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

며, 공적 목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단은 민간부문과 유사한 

hybrid organization으로 볼 수 있다 (조석준, 임도빈, 2019). 결국 공

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민간기업과 정부조직 사이 그 어딘가에 위치한 것

이며, 경영학 분야 연구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보상과 기관의 이익조정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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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업무추진비(접대비)와 여비를 기관장

의 급여 외에 재량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간접적 보상으로 인식하였다 

(이수연 외, 2009). Jensen & Murphy (1990)가 밝혀낸 경영자 보상과 

기업의 성과 간 상관관계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영자가 성과급을 비롯한 

자신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기의 재무적 성과를 조정하는 

동시에, 간접보상 또한 극대화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예측하였다. 이

태정(2009)에 따르면 접대비를 추가 지출함으로써 기업의 매출액과 수익

이 증가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 결과 중 경영자의 보상 극

대화 유인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도 존재한다(이수연 외, 2009).

또한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발생하는 여러 비용 중 접대비는 다른 

비용에 비하여 경영자의 재량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접대

비를 경영자의 재량적 유인 (discretionary incentive)을 대표하는 비

용으로 볼 수도 있다 (장상록, 김강호, 2010: 218). 경영자의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 기업 주인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영

자는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접대비를 지출할 가능성도 존재

한다 (장상록, 김강호, 2010; Jensen & Meckling, 1976에서 재인용; 박

수진, 이지환, 2008). 이러한 논의는 주인-대리인 관계가 성립되는 기

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에 따라서 경영자의 사적 이익추구 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상록, 김강호, 2010: 219; Watts & 

Zimmerman, 1986에서 재인용).

한편 기업의 지배구조 외에도 기업의 다양한 특성이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장상록, 김강호 (2010)는 기업

의 규모가 클수록 접대비 지출규모가 작아지며, 이는 규모가 작은 기업

에 비해서 대기업의 경우 세무적으로 접대비의 비용인정 측면에서 불리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접대비 지

출을 엄격하게 통제할 가능성도 해당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부채비

율이 높을수록 접대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부채 관리가 미비한 

소규모 기업일 경우 접대비 지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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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 김강호, 2010: 233; DeFond & Jiambalvo, 1994에서 재인용).

이 외에도 2016년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후로 기업의 접대비 지출과 수익의 

관련성에 변화에 주목한 연구도 존재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특히 접대비 

지출이 세법상 손금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에서 김영란법 시행 

후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접대비 지출이 감소하여 기

업의 수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을 것이라 성명을 하고 있다 (최병

철 외, 2019; 최정혜, 이상열, 2020). 이는 접대비와 부패의 연관성에 

주목한 김영란법이 일정 부분 접대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감소시키고, 적

정한 수준의 접대비는 기업의 수익에도 긍정적이니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수준의 접대비 또는 업무추진

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업무추진비의 용처나 규모, 그리고 업무

20) 대법원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

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

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

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

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

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

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횡령죄로 추단할 수 없겠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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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연관성은 1차적으로 사용자가 판단하여야 하며, 증빙이 미비하다고 

해서 이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횡령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

법21)의 적용을 달리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우 세무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 결정세액이 0인 경우도 있으

며, 아예 법인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접대비의 손금

산입 인정 한도도 수익활동이 중심이 되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낮다. 이

와 더불어, 공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단순히 재무적 

수익이나 다른 계량화 가능한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접대비와 성과를 소재로 

하는 연구 내용을 그대로 공공부문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업무추진비의 명암

한편 기획재정부가 공표한 공공부문 업무추진비 집행요령에도 불구하

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예산 항목에 비해서 재량적 지출의 가능성이 크

고, 지출에 대한 결과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출 투

명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신무섭, 2009; 안선민, 

이수영, 2017). 앞서 공공기관의 특성에 대한 논의로 비추어 볼 때, 주

인-대리인 상황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미비하고, 

이에 따라 기관의 구성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경비 등을 과도

하게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비의 경우 민간과 공공부문을 불문

하고 기관 예산의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큰 부분이 아닐 수 있고,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재량적 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 및 기관장이 재량적으로 집행한

2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2021. 4. 6. 시

행) 제 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항에서 정부출자기관 등에 접대비 

금액을 민간 기업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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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해당 비용이 공공기관의 애초의 목표

를 달성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사익 추구 등을 위하여 사

용될 수 있다는 추정 또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는 업무추진비

가 경상적인 지출보다는 부수적인 지출에 가깝고, 지출에 대한 성과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지출에 대한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감독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구

성원 개인에 대한 수당처럼 활용되어 이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안선민, 이수영 (2017)은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한 형태로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 해당 지원금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기관장의 업무

추진비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중 업무추

진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원금이 증가하였을 때 공공기관

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결과는 정부의 지원금을 사실상 개인의 수당으로 인

식되는 업무추진비에 사용했다는 해석을 도출하여, 공공기관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연결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재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직 단

체장이 직원들과 지역 주민에게 업무추진비를 선심성 지출에 활용할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

침과 구체적인 예산 편성 세부지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경

우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남용할 수 있음을 지적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활용 과정에서의 재량권

과 행정의 맹점으로 인하여 업무추진비가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조용석 외, 2018).

6. 한국 공공기관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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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공공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 

한국의 공공기관 지정 기관을 구체적인 사례로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고

자 한다. 하윤희(2008)는 “피평가 기관의 의견진술 기회,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기관의 대외 이미지, 기관의 규모, 경영평가 위원에 대한 기

관의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포함하였다.

또한 오정일·박성균(2009)은 2007년 매출액 기준 50대 사기업과 50

대 공기업을 비교분석하였는데, 공기업의 경우 매출이 증가하면 임직원

의 수가 증가하며, 기관의 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사

기업에서는 순이익이 증가할 경우 임직원 규모가 증가하며, 매출이 증대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경우 이윤 보다는 매출 그 자체를 증대

시키는 데에 집중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윤미(2011), 최홍석·김재훈·정재진(2008)은 “조직의 구조적 특

징과 제도적 전략”이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액과 직원 수, 자체 재원액, 전사전략수, 핵심성과지표

(KPI)에 더하여 기관 유형과 BSC 도입 여부, 평가결과의 인사반영 유

무, 외부자문단 구성 여부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공영복(2013)은 기관특성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 각 공공기관의 자산규모와 매출액, 비용, 정

원규모, 1인당 평균 인건비를 기관의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선택하

였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라는 종속변수에 해당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해당 연구는 기존 유사연구가 

다루지 않은 평균 인건비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기관의 평균 급여수준

이 직원의 만족도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기관의 성과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공영복, 2013: 11).

유승원(2014)의 연구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가 정치

권과 연결된 경우와 이들 임원들 간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인한 갈등

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는 한국

의 21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2003년~2011년 자료를 구축하였는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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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을 통제하였을뿐만 아니라 임원간 학

연, 지연, 직장연 등의 유대관계를 통제하여 기관장과 비상임이사가 여

당과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을 경우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는 낮게 나

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미경(2017)은 공공기관의 정치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기관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지원(2019)은 2014년부터 2016년 3개년에 대한 한국의 77개 공공기

관 데이터를 구축하여, 기관장의 임명배경과 교육수준, 정권과의 연관성

으로 대표되는 기관장의 특성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통령과 기관장이 학연 또

는 지연으로 연결되었을 경우 기관의 경영평가 점수는 높을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장이 정치인, 공무원 등 내부 출신인 경우 

기관 내부승진자에 비하여 기관의 경영평가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의 특이사항으로는 기관의 고객만족도 점수

가 주요 영향요인이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절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김원영(2019)은 반대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기관장의 재임기

간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의 성과를 반영하는 신뢰성 있는 지표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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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연구가설의 도출

본 장에서 다룬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1)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외부 환경과 

그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보인다. 외부의 자

원을 확보하는 수단은 크게 제도적 동형화를 통한 대외적(사회적) 정당

성 확보와 재량의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조직의 규정에 관련된 제도적 동형화와 정당성에 관한 이론에 따

라, 조직은 외부의 제도를 내부규정으로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제도적 동형화를 통한 정당성 확보는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제도를 도입하면 조직이 외부환경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설

명할 수 있다. 이 때 조직은 조직의 능률성이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환경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외부환경으로부터의 강압으로 

당연시되는 제도를 탑다운 형식으로 도입하여 대외적 정당성을 확보한

다. 

(3) 조직의 규정에 관련된 조직루틴, 조직학습과 공식화에 관한 이론

에 따라, 조직은 내부의 루틴 중 지속적인 구속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공식화할 것이다. 조직루틴의 공식화 과정은 

제도적 동형화를 통해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제도를 그대로 조직에 

도입하는 것과 대비되는데, 조직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구속

력을 가지는 규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량적으로 판단할 때 이루

어진다. 외부환경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과는 달리 바텀업 형식을 취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조직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루

틴을 규정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를 하면 기관장을 비롯

한 조직의 의사결정자의 최종 판단 하에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게 된

다. 

(4) 조직의 재량에 관한 이론에 따라, 조직의 長이 조직 내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활용하는 행위를 ‘최종 의사결정자의 내-외부인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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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조직이 마주할 불확실한 상황을 제도

적 동형화와 공식화를 통해 생성한 내부규정에 모두 담을 수는 없기 때

문에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은 조직의 최상층부에 속하는 최종 의사결정

자의 신속한 재량적 상황판단에 기반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이는 조직 

차원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

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공공조직의 규정과 재량이 공공조직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1] 외부환경의 제도를 받아들여 조직 내부규정을 자주 제·개정

할수록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조직의 루틴을 필요에 따라 재량적으로 조직 내부규정화하여 

자주 제·개정할수록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전체 조직에서 조직의 장(長)이 재량적 판단을 위한 자원

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3-2] 조직의 장(長)이 재량적 판단을 위한 자원을 활용하여 조

직 내·외부인과 상호작용을 자주 할수록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조직의 장(長)이 조직 내·외부인과의 업무협의 용도로 재

량적 판단을 위한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수록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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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앞서 진행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에서 

도출된 연구가설에 한국 공공기관의 맥락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연구모형

을 도출한다. 이어서 분석대상을 선정하고 주요변수를 측정하는 방법과 

자료 수집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 다음으로는 분석방법에 대

한 논의를 전개한다.

제 1 절 연구모형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에 한국의 공공기관의 맥락을 반영하면, 다

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논의도 가능하다. 한국의 공공기관은 중앙정

부 각 부처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는데, 설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사전

에 이루어진다. 또한 각 공공기관은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받음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의해 통제를 받으

며 출연금과 보조금, 투자금 등의 자원을 받기 때문에, 관련 법령, 주무

부처와 기획재정부의 지침 등을 따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은 관련 법령과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의 지침 등에 따라 조직관리

와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내부규정을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조직의 존

재와 운영에 대한 대외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공공기관이 법령과 지침에 따른 내부규정에 기반하여 운영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모든 면모를 규정 또는 매뉴얼화 할 수는 없

지만, 기관의 경영 및 사업 운영에 지속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

항은 기관의 재량에 따라 내부규정으로 공식화할 수 있다.

또한 기관은 내부규정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의 경우 기관 외부인 및 

내부구성원과의 추가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기관은 경영관리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내외부 구성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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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경상적인 상호작용(전화통화, 결재문서 수발신, 공식적인 미

팅 등)을 하는데, 이 외에 추가적인 설명과 설득과정을 거쳐 업무가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필

수적이지는 않은 업무추진비를 기관 내부구성원과 외부인과의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에 활용한다면 기관의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업무협의에 사용하는 

행위는 대외적, 대내적으로 상징성을 가진다. 기관장 차원에서 내부구성

원 및 외부인과 상호작용하는 행위는 중간관리자와 실무진22)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기관장의 권위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해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 기관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관의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전 장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연구모형을 다

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수식 3-1] 

(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점수)=β0+β1*(외규기반 내부규정 제·개정

빈도)+β2*(루틴기반 내부규정 제·개정빈도)+β3*(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β4*(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빈도)+β5*(기관장 업무협의 사용 비

22) 조직의 일반적인 중간관리자들은 자신의 담당 조직을 보다 쉽게 관리하는 

데에 치중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치중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과 돌발상황은 최대한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위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향을 띠게 되어 상부의 누군가가 중대한 결정

을 내려주길 바랄 것이며,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누

가 내려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조직의 상층부 중에서도 

최상위 기관인 기관장의 몫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기관장은 보다 포괄적인 개

념으로 조직의 경영자로 볼 수 있으며, 이미 관료화된 중간관리자와 달리 기관 

전체 차원에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의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기관장은 조직의 ‘나무보다는 숲’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

고,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조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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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ε

한편 통제변수로 기관의 특성과 기관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

함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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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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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대상의 선정 및 특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2020년 기준 총 340개의 공공기관 지정 기관이 있는데, 이는 부속기관을 

제외한 숫자이다. 340개의 기관은 각각 (1) 시장형 공기업, (2) 준시장

형 공기업,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5)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 해

당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기타공공기

관을 제외한 나머지 131개 공공기관 중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독립변

수인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내부규정 세부 데이터가 2015년 1월~2019년 

12월에 대해 모두 제공되지 않는 83개 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신

설된 경우, 공공기관의 유형이 변경된 경우, 기관의 통합이 이루어진 경

우는 해당기관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는 자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후 절에서 자세하게 후술할 내용이지만,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월별 

세부내역 제공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이유는 데이터 구조상 기

관장별로 업무추진비 지출 목적과 지출 대상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 횟

수 및 월평균 업무추진비 지출액을 도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

관장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 세부내역이 제공되더라도, 해당 자료에서 제

공하는 월별 지출액 합계 데이터와 기관별로 알리오 (ALIO)에 공개하는 

연도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데이터의 불

완전성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

종적으로 시장형 공기업 8개, 준시장형 공기업 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 10개,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24개, 총 48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월별 세부내역 제공여부를 고려하고 다음으로 고

려한 사항은 주요 변수 중 하나인 기관별 내부규정 제·개정 횟수이다. 

기관별로 규정과 규칙, 정관, 내부지침, 업무처리요령, 기준 등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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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리오 (ALIO)에 통합 공개되어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최종 

개정본 및 최종 개정일 정보만 공개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는 해당 기관

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유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형)

준정부기관
(위탁관리
형)

총 기관 수 16개 20개 13개 82개

5개년 (60개월)
데이터 불충분

8개 14개 3개 58개

최종 연구대상 8개 6개 10개 24개

총계 48개 기관

<표 3-1> 본 연구의 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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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요변수의 측정 및 분석자료

1. 주요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모형의 주요변수는 크게 기관의 내부규정에 

대한 변수, 기관장 재량에 관한 변수, 기관의 성과에 대한 변수, 그리고 

기관의 특성에 대한 변수, 기관장의 특성에 대한 변수로 구분할 수 있

다.

  우선 주요 독립변수인 기관의 내부규정은 두 개의 독립변수로 구분하

였다. 기관 내부규정 관련 독립변수는 우선 법률 및 정부 주무부처 지침 

등 외규(外規)에 기반한 기관 내부규정과 기관의 루틴에 기반한 내부규

정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 각 유형의 내부규정은 제정 및 개정된 빈도

를 합하였으며, 폐지의 경우도 제·개정빈도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연령(존속기간)을 고려한 연평균 누적빈도를 계산하였다. 연평균 

누적빈도는 각 기관의 설립 이래 누적된 내부규정 제·개정빈도를 기관 

연령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변수는 각 기관이 존속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몇 회 내부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였는지 나타낸다. 

  내부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변수를 두 개의 독립변수로 구분한 주된 

이유는 기관의 내부규정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공기관은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목적으로는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받

는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대부분의 내부규정이 법률과 주무부처 지침 

등에 기반하여 구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각 기관의 필요

에 의해서 작성하는 내부규정도 존재한다.

  또한 제·개정빈도의 원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기관 연령을 고려한 

연평균 누적 빈도를 사용한 이유는 각 기관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48개의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설립연도가 상이하며, 존속기간이 보다 긴 기관이 존속기간이 짧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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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더 많은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더 많이 개정했을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동일 조건에서 기관 간 비교를 하려면 존속기간(연령)을 고

려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내부규정과 정관을 제정 및 개정한 횟수를 연구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다른 주요 독립변수인 기관장 재량의 경우, 크게 기관장 업무추진

비 비중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 빈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업무협의 

사용 비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외에 기관장의 재

량을 측정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다른 변수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배

제할 수 없다. 넓은 의미에서 각 기관의 사업비와 경상운영비가 기관장

의 재량을 나타내는 변수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의 사업비

와 경상운영비는 기관장의 재량으로만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원이 아

니다. 따라서 기관의 사업비와 경상운영비는 기관의 특성이자 기관의 재

량적 요소이며, 기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이에 대

한 설명은 통제변수에 대한 논의에서 자세하게 후술할 것이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 중 기관의 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높은 지출은 외부인 또는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업

무협의 목적의 업무추진비 지출로 볼 수 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

출은 크게 업무협의 또는 경조사비 목적의 지출, 그리고 기관 외부인 또

는 기관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질적

으로 업무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지출은 경조사비가 아닌 업무협의 용도

의 업무추진비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관장의 전체 업무추진비 지출 빈도 중 업무협의 용도의 지출 

빈도의 비중을 측정한 비중 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는 외부구

성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협의 빈도와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협

의 빈도의 합계를 계산한 후, 전체 업무추진비 지출 빈도로 나눈 값이

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관의 성과를 나타내는 기관 경영평가 종합등

급으로, 각 기관이 한 해 동안 조직을 경영하고 사업을 운영한 결과의 

총괄점수이다. 각 연도의 경영평가 등급은 그 다음연도 봄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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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평가등급의 경우, 기관별로 전년도의 평가등급에 대한 경로의존

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관별로 전년도 경영평가 평가등

급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통제변수 중 하나로 해당 자료를 도입하였

다.

  한편 통제변수 중 기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기관의 연령(존속

기간), 기관의 유형(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

부기관,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관의 총 지출규모, 기관 전체의 업

무추진비성 경비 비중, 기관의 사업비와 경상운영비 지출의 비중, 그리

고 기관의 정규직 규모를 포함하였다. 기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

는 주요 독립변수인 기관의 내부규정 제·개정빈도와 기관장의 업무추진

비가 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 기관이 얼마나 오래되

었는지와 기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기관의 유형을 고려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포함

하였다. 

  또한 기관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로는 기관장의 출신배경을 나

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기관장 출신배경 변수는 기관장이 기관 내부 

출신 또는 공무원 출신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기관 내부 또는 공무원 출

신이 아닌 경우는 정치인, 타 공공기관 또는 기타 민간기관 출신 등으로 

非공무원 출신이자 기관 외부인인 경우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기관장

이 기관 내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주무부처 등에서 근무한 경험

이 있는 경우, 정치인이나 민간 부문 등의 경력만 보유하고 있는 기관장

에 비하여 기관에 관한 법 체계와 기관의 업무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기관과 관련된 다른 변수는 모두 1년 단위로 구성된 반면, 기

관장의 임기가 1년 단위로 각 연도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끝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관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해당 

통제변수는 1년 중 가장 오래 재임한 기관장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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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유형 변수 측정수단

종속
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

기관별 연도별 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

독립

연평균 누적 외
규기반 내부규
정 제·개정 빈
도

(기관별 연도별 누적 외규기반 내부규정 제·
개정빈도) / (기관연령)

독립

연평균 누적 루
틴기반 내부규
정 제·개정 빈
도

(기관별 연도별 누적 루틴기반 내부규정 제·
개정빈도) / (기관연령)

독립
기관장 업무추
진비 비중

기관장 연간 업무추진비 지출 총액을 기관의 
전체 업무추진비성 경비 합계로 나눈 값

독립
기관장 업무추
진비 지출 빈도

기관장 연간 업무추진비 총 지출 빈도

독립
기관장 업무추
진비 업무협의
목적 지출 비중

(업무협의 목적 연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
빈도)/(기관장 연간 업무추진비 총 지출 빈
도)

통제 기관 연령 (현재 연도)-(기관 설립 연도)

통제 기관 유형
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 기금관리
형 준정부기관 (기준: 위탁관리형 준정부기
관)

통제 기관 총 지출액 기관의 연간 총 지출 규모

통제
기관 전체 업무
추진비 비중

(기관의 연간 업무추진비성 경비 총 지출
액)/( 기관 경상운영비+사업비 총 지출액)

통제
기관 총 경상운
영비+사업비 지
출 비중

(기관의 경상운영비+사업비 총 지출액)/(기관 
총 지출액)

통제
기관 정규직 규
모

기관의 연도별 정규직 규모

통제
전년도 경영평
가 종합등급

기관별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

통제

기관장 내부 또

는 공무원 출신 

여부

0(미해당: 정치인, 타공공기관, 민간 등 출

신) 또는 1(해당: 기관 내부 또는 공무원 출

신)

<표 3-2> 주요변수의 측정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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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는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

템 (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의 줄임말, 이하 알리오) 및 

각 기관 경영공시가 제공하는 최근 5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

다23). 연구를 개시한 2020년 9월 기준 결산이 완료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9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통합 공시하는 알리오의 

경우,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부처 등의 기본적 자료 외에 기관의 지출

규모 (총지출규모, 경상운영비 지출규모, 사업비 지출규모, 인건비 지출

규모, 기타비용 및 차입금상환액 지출규모), 기관 정직원 규모, 기관장 

업무추진비 연단위 지출액, 기관장 보수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및 재무현황 자료, 그리고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 자료의 수집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본 절에서는 기관 내부규

정에 관한 데이터,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데이터, 기관 성과에 대

한 데이터, 기관장 출신배경에 대한 데이터, 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 

등 원데이터에 대한 출처와 자료규모 등 전반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처리 방법 등을 서술할 것이다.

1) 기관 내부규정에 관한 데이터

본 연구에서 ‘기관의 내부규정’은 기관의 정관, 내부규정, 지침, 

업무처리요령, 기준 등을 통칭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은 알

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

스템에 공개되어 있다. 각 기관의 내부규정은 알리오 시스템의 ‘경영공

시 > 주요 수시공시 > 정관 및 내부규정’ 메뉴에 수시로 제정 및 개정

23)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부 기관의 경우 알리오에 통합공시된 내부규정 자료

와 기관 개별 경영공시에 포함된 내부규정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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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업로드 된다. 해당 메뉴에서 내부규정의 제목 또는 기관명으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검색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부규정

의 제정 및 개정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관명을 기준으로 자료를 

검색하였다.

기관명을 기준으로 내부규정 자료를 검색한 후, 각 규정 항목을 클릭

하면 세부화면에 접속할 수 있다. 각 규정별 세부화면에서는 규정의 제

목 외에 최종 제·개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6년 이후 각 기관에

서 업로드한 규정 제정 및 개정 파일이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각 규정의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내부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내부규정의 전체 내용 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정일과 개정일 정

보로, 언제 규정이 처음 제정되었는지, 어떤 조항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구체적인 년·월·일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관에 따라, 그리

고 각 규정에 따라 제정일 정보와 개정일 정보를 표기한 방법은 상이하

다. 예를 들어 일부 기관 또는 일부 규정의 경우 각 규정 마지막 부분에 

기술된 <부칙>에 제정 및 개정일 정보와 내용을 포함한다. 반면 다른 기

관 또는 다른 규정의 경우 규정 제목 다음에 제정일과 개정일 내역을 표

기한다. 또한 기관과 규정에 따라서 하나의 첨부파일에 모든 제정일 및 

개정일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각 규정별로 이전

에 업로드된 첨부파일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규정의 본문에서 법률 및 주무부처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이 

표기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관의 정관은 기관의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기관 설립을 위한 특별법 

또는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외규(外規)에 기반한다. 정관을 제외

한 다른 규정이나 지침과 기준의 경우에도 특정 법률이나 상위기관 지침

에 명시적으로 기반하거나, 사용된 주요 용어를 특정 법률이나 상위 기

관의 지침에 기반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대체로 기관 간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규정은 동일한 특정 법률이나 상위기관 지침을 따르나, 이를 명

시적으로 표현했는지의 여부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또한 기관의 특정사

업 운영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도 기관에 따라 외규에 기반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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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이를 보인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월별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된 48개 공공기관의 전

체 내부규정을 확인한 결과, 2021년 9월 기준 총 5,466개의 내부규정이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다. 이 중 2019년까지 제정 및 개정된 내부

규정만 활용하여 최종적으로는 4,899개의 내부규정을 본 연구의 데이터

에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포함한 내부규정별로 제정연도와 개정연도, 

개정빈도를 수치화했으며, 외규에 기반하였는지 여부 또한 구분하여 이

를 토대로 연도별 내부규정 누적 제정 및 개정빈도와 연도별 내부규정 

신규 제정 및 개정빈도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연도별 누적 내부규정 제

정 및 개정 데이터는 각 기관이 설립된 이래 2015년도 이전에 제정된 규

정과 2019년도까지 제정 및 개정된 규정을 모두 포함한다. 반면, 연도별 

신규 제정 및 개정 데이터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해마다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정을 포함하고, 2015년도 이전에 개정되거나 제정

된 부분은 제외한다. 

구분 변수 구성방식

연도별 누적 빈도
2015년도 이전에 제정/개정된 규정을 모두 

포함; 연도별로 누적된 총 내부규정 수

외규기반 / 루틴기반
외규(특정 법령 및 상위기관 지침)에 명시

적으로 기반했는지 여부로 구분

<표 3-3> 외규/루틴기반 내부규정 누적 제·개정빈도 데이터 구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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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공사 정관

[시행 2021. 1. 1.] [제16차 개정, 2020. 12. 2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공사는 OOOO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하고, OOOO공사(이

하 “공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OOOOOO 

Corporation(약칭 “OOOO”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02. 

3. 14.>

제2조(목적)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

다.

  1. OOOO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OO개발사업 중 OOOO의 개발 <개정 

2017. 6. 1.>

  2. OOO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삭제 <2017. 6. 1.>

  4. OOO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OOOO공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6. 기타 OOO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OO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신설 2001. 2. 23.>

  8. OO건설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신설 2002. 3. 14.>

  9. OOOO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신설 

2009. 4. 21.>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1.>

(이하 생략)

<표 3-4> 모 공공기관의 정관: 명시적으로 외규(법령)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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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정관, 업무방법서에 따른 OOOO 업무에 관한 사

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8>

제2조(적용원칙) OOOO(이하 “OO”라 한다) 업무는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면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12.28>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OOOOO”란 「OOOOOO지원법」제2조제1호

에 따라 OO을 준비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12.28>

<표 3-5> 모 공공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규정: 주요 용어가 외규에 기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6-09-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표 3-6> 모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명시적으로 외규(법령)에 기반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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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구성 및 운영)①위원회는 임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2월 전에,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 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 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예

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2

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표 3-7> 모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외규(법령)에 기반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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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정, 1999. 1.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차 개정, 2000. 3. 30.>

이 정관은 2000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차 개정, 2001. 2. 23.>

이 정관은 2001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차 개정, 2002. 3.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표 3-8] 모 공공기관 정관의 부칙: 제정 및 개정년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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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요령

제정 1987.10.13

개정 1990. 4.27

1990.10.23

1991. 1.18

1994. 1.20

1999.12.23

2004. 3.26

2004. 9.30

2007. 3.20

2015. 2. 9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 복무규정 제

31조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3.20>

제2조 (적용범위) 소비자원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07.3.20>

[표 3-9] 모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제정 및 개정년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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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데이터

한편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내역의 경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모든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활용한다. 단, 

2015년~2019년 5개년 60개월 전체에 대하여 월별 세부내역이 공개되고, 

세부내역이 구체적인 경우에만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는 해당기간 중

간에 신설된 기관을 포함할 경우, 데이터의 불완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24)되

거나, 기관의 유형이 변경된 사례25)가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다른 기관과 동일한 분석 기간을 적

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알리오에서 제공하는 기관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경우 각 기관의 월별 총 지출액과 개략적인 사용 목적별 월별 총 지출 

횟수(간담회, 업무협의, 경조사비 정도로 구분) 정보만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에 적합한 데이터를 구축

하기 위해서 알리오에 공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 정보 외에, 각 기

관 웹사이트의 <경영공시> 메뉴에 매월 게시되는 월별 세부내역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단, 데이터의 안정성을 위하여 본 연구의 데이터 구

축에 활용한 기관은 알리오에 공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월별 지출액과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월별 세부내역 상 지출액이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

하였다. 월별 세부내역 자료의 경우,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용일자와 집행내역(목적),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와 집행구분(현

금 또는 카드), 인원, 집행금액(원화단위) 등의 정보를 수록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배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지

정한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표준서식을 준용한 것으로, 각 기관은 

이를 작성하여 매월 웹사이트에 공개게시하여야 한다.

24) 주식회사 에스알 등

25) 한국관광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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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모 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월별 세부내역 

<그림 3-3> 복수 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월별 세부내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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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 데이터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월별로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접속 후,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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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 게시된 기관 자체공시 항목 중에서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업무

추진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 임원을 제외한 기

관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 업무추진비 자료만 활용하였

다. 따라서 총 48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5개년에 대

한 월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 총 2,880

개의 파일 (48개 기관*5개년*12개월)에 수록된 세부내역은 분석을 위하

여 각 항목을 아래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1)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기관 외부인사 또는 내부구성원을 만나는 

데에 활용하였는가?

(2)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업무협의 또는 기타 용도(경조사비 등) 

지출을 위해 활용하였는가?

위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외부 업무협의와 내부 업무협의, 그리고 

외부 대상 기타 용도 지출(경조사비 등)과 내부 기타 용도 지출(경조사

비 등)로 세부내역의 각 항목을 재분류하였다.

단, 기관에 따라서 알리오 공시자료 또는 개별 공시자료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미리 유형분류를 실시한 경우가 존재한

다. 대체로 공통의 유형화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내부 간담회, 유관기관 

경조사비(또는 화환)지급, 직원 경조사비(또는 화환) 지급으로 유형화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각 기관에 따라서 자료 작성 시에 해당 유형

화에 대한 오류가 존재하며, 이미 게시되어 있는 유형이 각 지출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따라서, 외부/내부 업무협의와 외부/

내부 기타 지출(경조사비 등)의 총 네 가지 유형화를 자료 수집 및 정리 

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각 기관별 또는 시기별 자료에 따라서 집행대상자와 집행내역(목적) 

등이 타 자료에 비하여 구체적인 경우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기관은 집행대상자의 실명이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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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소속,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입력하여 자료를 작성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체성은 각 기관별로 총 60개월의 자

료를 작성하는 동안 기관장의 교체, 업무담당자의 교체 등의 이유로 지

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세분화된 유형화보다는 비교

적 직관적인 조직 내/외부 구분 및 업무협의/기타 지출(경조사비 등) 구

분을 도입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관에 따라서 다른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의 이름으로 사

용하여 지출결의하거나, 또는 임원 외의 부서장 등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실질적으로 기관장이 지출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이 존재한다. 사용한 자료의 보고 (reporting)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각 기관이 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

구분 변수 구성방식

외부 대상, 업무협의 

목적 지출빈도

대상: 유관기관, 국회, 언론, 사외이사, 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목적: 업무관련 토의, 간담회 등

외부 대상, 기타(경조

사비 등) 목적 지출빈

도

대상: 유관기관, 국회, 언론, 사외이사, 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목적: 행사지원, 축의금, 부의금, 화환 등

내부 대상, 업무협의 

목적 지출빈도

대상: 내부구성원

목적: 업무관련 토의, 간담회 등

내부 대상, 기타(경조

사비 등) 목적 지출빈

도

대상: 내부구성원

목적: 행사지원, 축의금, 부의금, 화환 등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

출 빈도
연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 빈도의 합계

연도별 기관장 업무추

진비 지출액
월별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연간 합산액

<표 3-10> 월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 데이터 구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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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비를 과소 또는 과대 보고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

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연도별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성 경비의 총액(기

관장 업무추진비 지출액 제외)을 연구모형에 통제변수로 반영하기로 하

였다. 이러한 업무추진비 자료는 각 기관의 연도별 재무제표 (외부 회계

감서 보고서)에 공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포괄손익계산서 부분

에 포함된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공시하고 있다. 단, 일부 기관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아닌 “접대비” 항목으로 해당 비용을 공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다른 일부 기관은 업무추진비 외에 “회의비” 등의 유

사비용을 책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극소수이다. 또한 기관의 업무추

진비성 경비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운영비 내 판매관리비 또는 관리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분류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일부 기관은 매출원

가 또는 제조원가에도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집계하였다. 이는 기관의 특

성에 따라서 각 업무추진비 지출항목이 단순히 기관의 운영비용으로만 

취급되거나, 회계상 기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6) 다만 본 연구를 위한 사전연구를 진행하는 중 전직 공공기관장 1인에게 질

의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공시된만큼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또한, 임원들 간 업무추진비 혼용 지출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였다.



- 97 -

<그림 3-4> 모 기관의 재무제표 중 포괄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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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모 기관의 재무제표 중 업무추진비성 경비 분류체계



- 99 -

3) 기관의 성과 관련 데이터

본 연구에서 기관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기획재정부 공기

업 경영평가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의 기관

별 종합등급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27)와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동 법

률 제48조 6항과 시행령 제28조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하여 공기

업 경영평가단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각각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린

다. 2019년 경영실적평가의 경우, 평가단이 2020년 3월에 구성되었으

며, 대학교수와 공인회계사 외 각계 전문가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앞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018년 12월에 각 공공기관에 2019

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통보하고, 2019년 11월에 해당 편람을 수

정하였다 (기획재정부, 2020: 3). 정리하면, 평가연도가 도래하기 직전

에 경영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각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

지며, 한 해동안 기관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관의 피드백을 거쳐 기준

이 일부 수정된다. 평가연도가 끝난 이듬해 1분기에 경영평가단이 구성

되면 약 2개월에 걸친 평가단 활동을 통해 중간평가보고서가 발행되며, 

이에 대한 수 회에 걸친 각 공공기관의 피드백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

로 2분기 말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후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5항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경영평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평가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⓵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⓶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⓷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정성 및 예산 절감노력

⓹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⓺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⓻ 그 밖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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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보고서는 8월경에 공개된다. 

<그림 3-6> 공공기관 경영평가 요약 절차도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A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B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해양환경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C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표 3-11> 2019년 공기업 경영평가 상대평가 등급 분포표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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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PS(주)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D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E 대한석탄공사

※ 가나다순 배열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B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통안전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표 3-12> 2019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상대평가 등급 분포표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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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C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공원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D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E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가나다순 배열



- 103 -

4) 기관의 특성 데이터

기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기관의 연령, 기관의 유형, 기관의 

정규직 규모, 기관의 총 지출규모, 기관의 경상운영비와 사업비 지출 규

모, 기관의 업무추진비성 경비 지출 규모 등을 포함한다. 해당 데이터는 

모두 알리오 (ALIO) 시스템의 ‘통계 > 통계 다운로드’ 메뉴에서 확보

하였다.

단 기관 연령의 경우, 각 연도에서 기관의 설립연도를 뺀 값을 사용

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기관의 경상운영비와 사업비 지출의 합계

에서는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제외하였으며, 기관의 전체 업무추진비성 

경비에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총액을 제외한 값으로 변수를 구

성하였다. 

5) 기관장의 특성(출신배경) 데이터

기관장 출신배경 관련 데이터는 우선 알리오 (ALIO) 시스템의 ‘경영

공시 > 항목별 공시 > 임원 현황’ 자료와 각 기관 웹사이트 자료를 참

고하여 기관장 교체시기와 교체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기관장 교체시기와 교체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네이버 인물

검색을 활용하여 48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5년 1월~2019년 12월 총 60

개월 기간 중에 재임한 모든 기관장의 프로필 정보를 코딩하였다.

먼저 출신배경의 경우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1) 기관 내부

출신 또는 공무원 출신, 2) 정치인, 타 공공기관, 민간 등 기타 경험만 

있는 기관장의 분류체계를 따랐다. 구체적으로, 정치인이나 민간, 타 공

공기관 출신이더라도 기관 내부에서의 재직 경험이 있거나 주무부처 등 

공무원 재직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번의 유형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경험

이 없는 기관장은 2번의 유형에 해당한다. 기관 내부 또는 공무원 출신 

여부와 기타 출신으로 구분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기관의 상위 주무부처 등 공무원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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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기관장에 비하여 기관 내부의 사정에 밝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관의 내부규정 체계나 기반 외규, 법률체계, 그리고 업무의 특성에 대

해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관장의 출신 배경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주의한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관 내부 출신의 경우, 이전에 해당 기관에 근

무하였던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행 또한 내부 출신으로 

분류된다. 다만 전력 관련 공공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자회사에서 근무

한 적이 있는 경우에 한 해서 타 기관 출신이더라도 내부 출신으로 분류

하였다. 또한 공무원 출신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외에도 정무직 공무원 또한 포함하였다.

한편 기타 출신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 당 특별위원회 등의 정치인 출신, 타 공공기관 출신, 마지막으로 

사립대 또는 국립대의 교수, 중앙부처 소관 비영리단체와 유관 협회 출

신, 그리고 민간 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민간 출신 등에 해당한다. 

분류 유의사항

기관 내부 또는 공

무원 출신

- 직무대행은 내부 출신으로 코딩

- 전력 관련 공공기관 자회사 출신은 내부 출

신

-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포함

기타 출신

- 기관 내부 재직 경험이나 공무원 재직 경험

이 없는 기관장이 해당됨

- 아래의 경험만 한 기관장은 “기타 출신”에

만 해당됨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 당 특별위원회 활동한 경우도 정치인 출신

- 타 공공기관 출신

- 교수 (사립대/국립대) 출신

<표 3-13> 기관장 출신배경 분류 및 코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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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위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기관장의 출신배경을 5개년

-60개월의 데이터로 구축한 것의 일부를 보여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에 적용할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가 월 단위가 아닌 연 단

위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출신배경 변수의 경우 1년 중 가장 오래 재임

한 기관장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변형하여 활용한다.

<그림 3-7> 기관장 출신배경 데이터 구조

자료 출처 단위 자료 규모

기관장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

각 기관 경영공시
금액/목적/사용처
/대상 등

48개 기관*60개월
=2,880개

기관
내부규정

알리오*
정관/규정/지침/
기준 등

48개 기관 
전체 4,899개 

공공기관 경영실
적평가 종합등급

기획재정부
6점 만점 (S: 6
점, A: 5점, B: 4

6개년

<표 3-14> 연구모형에 포함된 원데이터 요약

- 중앙부처 소관 비영리단체와 유관 협회

- 시민단체 출신

- 민간 기업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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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l Public 

Information In-One)

**특별기금 재무제표가 별도로 제공되는 기관은 해당 데이터도 함께 

활용

점수(2014~2019)
점, C: 3점, D: 2
점, E: 1점

기관 유형 알리오*

시장형 공기업/준
시장형 공기업/기
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관 총 지출 규
모

알리오* 원 -

기관 경상운영비 
및 사업비 규모

알리오* 원 -

기관 정규직 규모 알리오* 명 -

기관 설립년도 알리오* 년 -

기관 전체
업무추진비

각 기관 
회계외부감사보고
서 포괄손익계산
서중 업무추진비
성경비**

원
48개 기관*5개년
=240개

기관장 출신 배경
알리오* 및 네이
버 인물검색

내부+공무원/기타 
출신

161명(직무대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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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1. 고정효과모형

1차적으로는 본 연구모형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의 

공공기관 48개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2015년~2019년 5개년, 48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기관의 경영

평가 성과, 기관의 특성과 기관장의 특성 변수를 포함하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 다중선형회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2. 심층 면접

해당 계량 데이터에서 포함하는 분석 대상의 수가 48개로 한정되기 

때문에, 전체 340여개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계량 데이터만을 가지고 현

실에의 적용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1차적

인 계량분석 결과의 해석을 보다 풍부하게 보완하고 연구결과의 현실 적

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실무경험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

였다. 심층 면접 대상은 크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피평가자와 평가자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경영평가의 피평가자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전·현직 

직원과 공공기관 전·현직 기관장이 해당된다. 그 다음 경영평가의 평가

자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참여한 적이 있는 전문가로 현직 대학교 

교수가 해당되며,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전·현직 장·차관 혹은 직원이 해당된다. 심층 면접(이하 인터뷰)을 수

행하기 위하여 면접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2022년 4월 29일 서울대학교

의 IRB 연구윤리 승인을 받은 후, 2022년 5월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

람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자 모집 및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판단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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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judgment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전·현직 직원의 

경우 각 기관 웹사이트에 공개된 조직도상 현재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을 잠재적인 면담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각 기관의 조직도에 공

개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면담 참여 의사를 묻는 모집 연

락을 취하였다. 이후 선정한 대상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추가로 면담 대

상자를 추천받아 표본을 늘려나가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

식 또한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표본이 크지 않은 질적 연구에서 활용하

는 방법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집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다니, 2017; 남궁근, 2010). 또한 공공기관 경영

실적평가보고서에 공개된 경영평가 참여 전문가(대학 교수 등)를 면담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참여한 적이 있는 전문가

의 경우 소속 기관 조직도에 공개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면담 참여 의사를 묻는 모집 연락을 취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전·현직 

공공기관 기관장과 전·현직 기획재정부 장·차관·직원을 추천받아 면

담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면담 대상자의 수와 관련하여 적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면담과 같은 질적인 방법을 통해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볼 때 하나의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주관성이나 편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병섭, 2010). 이를 

위하여 면담 대상자들을 통해 균형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1) 공공기

관 내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전·현직 직원, 2) 공공기관 

전직 기관장, 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한 적이 있는 전문가, 4) 

전·현직 기획재정부 장·차관·직원을 각각 5명씩 선정하였다. 총 20명

의 연구참여자를 목표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문헌은 김다니(2017)

로,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연구를 위하여 눈덩이표집

(snowball sampling) 방법으로 총 12명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위공직

자 출신 연구참여자를 선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부처가 아닌 산

하 공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하지만, 공공기관의 직원을 비롯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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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관장과 전·현직 기획재정부 장·차관·직원 등 접근이 어려운 

대상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는 것은 김다니(2017)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내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직원과 공공기

관 전직 기관장의 경우는 단일 기관 소속으로 면담 대상자를 한정할 경

우, 응답에 기관의 특성과 면담 대상자 개인에 따른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한 적이 있는 전문가와 전직 기획

재정부 장·차관 또한 마찬가지로 각각 1명에게만 질의할 경우에는 면담 

대상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크게 작용하여 응답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균형 있는 응답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각각 5명씩 최대 20명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숫자는 중도포기자의 발생 가능성

을 염두하여 최대치로 산출한 것이다. 다만 전·현직 기획재정부 장·차

관의 경우 다른 대상자에 비하여 모집단의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응

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려하였다.

면담 대상자들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가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인 심층 면접 질문 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전직 준

정부기관 기관장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해당 사전 인터뷰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와 측정 수

단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질문지를 구성할 수 있었다. 특

히, 질문 내용을 공공기관 관련 실무 경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내용인지,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본 연구에 공공기관의 둘러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류 1 분류 2

경영평가 피평가자
공공기관 직원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평가 평가자
경영평가단 전문가

기획재정부

<표 3-15> 심층 면접 대상자의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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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답변 및 자문 내용은 논문 내용으로 수록하지는 않는다. 사전 인터

뷰를 통해 검토를 거친 심층 면접 질문지는 이후 다른 참여자에 대한 정

식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심층 면접 질문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구체적

으로 각각의 집단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제정 및 개정행위와 기

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경영평가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계량분석이 이미 드러낸 부분과 미처 드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인 서술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층 면접에 활용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Q. 공공기관이 법적, 정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을 충실히 이행

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부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는 행위가 기관의 경영평

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분석 결과를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모든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에 의하여 운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기관이 재량을 발휘하여 필요에 의해 내부규정

을 제정 및 개정하는 행위가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석 결과를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Q.기관이 재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

를 사용하는 행위가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석 

결과를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심층 면접에서 활용한 기본 질문은 위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 선에서 각각의 면접 대상자의 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수

정 보완하였다. 심층 면접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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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면접 대

상자의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하여 추가적인 세부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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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후 연구모형을 고정효과모형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를 제시할 것이다.

제 1 절 통계분석 결과

1. 분석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모형에서는 기관의 규정,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와 기관의 연도

별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모형을 위한 데이터는 48

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5년~2019년 총 5개년에 대한 연간 패널데이터 

형태로 구축되었다. 전체 관측치 수는 240개이다.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수, 통제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

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종속변수인 기관 경영평가 점수와 통제변

수인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점수는 이전에 원데이터에 관한 설명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최소값 1, 최대값 5의 정수이다. 

기관 내부규정에 관련된 2개의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기관 연령을 고

려한 연평균 누적 외규기반 내부규정 제·개정빈도와 연평균 누적 루틴

기반 내부규정 제·개정빈도는 는 전체적으로 0 이상의 값을 가지는데, 

구분 계
전체 관측치 수 240개

기관 수 48개 기관
기간 5개년 (2015, 2016, 2017, 2018, 2019)

<표 4-1> 데이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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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으로는 평균적으로 외규기반 내부규정 제·개정빈도가 루틴기반 

내부규정 제·개정빈도에 비하여 근소한 값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령과 주무부처의 지침을 도입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

는 행위가 기관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행위에 비해서 근소하게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한편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우선 기관 

전체 업무추진비성 경비 중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

소 0.001에서 최대 1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분율로 봤을 때

는 0.1%에서 100%에 해당하는데, 이는 기관에 따라, 시간에 따라 기관

장의 업무추진비가 기관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

음을 보여준다. 평균값은 각각 0.105, 즉 10.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

는데,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 경비 규모를 고려하면 기관장 1인에게 부

여된 연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액은 최소 510,000원에서 최대 약 

45,300,000원의 값을 가지고, 평균값은 약 15,800,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기관별, 기관장별로 업무추진비 사용행태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 지출한 빈도는 3회에서 420회의 분포를 보

이는데, 평균값은 약 108회이며 표준편차는 78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별, 기관장별로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가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외부인 또는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협의 

용도로 사용하는 빈도의 비중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평균은 

0.777 (77.7%), 표준편차는 0.298로 나타났다. 이 값은 평균적으로 기

관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 등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업무협

의 용도로 활용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관의 특성을 보여주는 통제변수에는 기관의 연령과 기관 유형, 기

관의 정규직 규모와 기관의 지출 규모 등이 포함된다. 우선 기관의 연령

을 살펴보면, 기관의 연령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기준 최소 1년부

터 최대 89년으로 나타났다. 단, 존속기간이 1년인 경우 2014년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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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2015년 기준 만 1년으로 연령이 계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존속기

간이 89년인 경우 2019년 기준 1930년에 최초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기관 유형의 경우는 각각 더미변수로, 시장형공기업 여부, 준시장형 

공기업 여부, 그리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여부를 나타낸다. 기준이 

되는 유형은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세 더미변수가 모두 0일 때에 

해당된다.

한편 기관의 정규직 규모는 최소 97명에서 32,280명까지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총 지출 규모는 약 244억원~약 86조원, 평균 7.2조원의 

규모로 나타났다. 총 지출규모 중 중 경상운영비+사업비의 비중은 0.7%

에서 9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 경상운영비와 사

업비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로 드러났다. 또한 기관 

전체 업무추진비성 경비가 전체 경상운영비+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0과 3.7% 사이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사업비와 

경상운영비 규모를 고려하면 업무추진비성 경비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각 기관이 재량적 판단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관장 출신배경의 경우 기관 

내부 출신이거나 공무원 출신인 경우는 더미변수가 1의 값을 가지며, 그

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가진다. 해당 더미변수의 평균값은 0.67로, 

과반수 이상의 기관장이 내부 출신 또는 공무원 출신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 240 3.729 1.013 1 5
외규기반 규정 제·개정 240 18.924 13.801 1.706 66.533
루틴기반 규정 제·개정 240 18.26 10.131 2.788 54
기관장 업추비 비중 240 .105 .129 .001 1
기관장 업추비 빈도 240 107.838 78.017 3 420
기관장 업무협의 비중 240 .777 .298 0 1
기관 연령 240 27.875 19.123 1 89
[기관유형] 시장형 240 .167 .373 0 1
[기관유형] 준시장형 240 .125 .331 0 1

<표 4-2>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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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공기관은 크게 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고 앞

서 설명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가 기능

적으로 유사한 기관끼리 그룹핑 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관의 유형별로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 및 구축한 계량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후, 기술통계치의 보다 깊은 해석을 위하여 ANOVA 분산분석 방법

을 활용한 평균비교 또한 실시하였다. 다음의 자료는 ANOVA 분산분석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나타난 주요 변수에 대한 

시각화 자료이다. 집단 간 비교는 기관의 연령별 및 기관의 정규직 규모

별로 실시하였다. 

우선 기관의 연령이 10년 이상된 경우와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성 경비 중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평균값이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관이 

10년 미만의 신생기관일수록, 10년 이상의 설립된지 오래된 기관에 비하

여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

가지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빈도의 경우도 기관 연령이 10

년 미만인 경우와 10년 이상인 경우 두 집단 간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관의 연평균 누적 

제·개정빈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관 연령이 10년 미만인 경우 10년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는 빈도가 높은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240 .208 .407 0 1
기관 정규직 규모 240 2886.832 5492.062 97 32280
기관 총 지출 규모 240 72.85 160.39 .245 864.999
경상운영비+사업비 비중 240 .613 .24 .007 .959
기관 업무추진비 비중 240 .002 .004 0 .037
기관 전년도 성과 240 3.75 .996 1 5
기관장 내부+공무원출신 240 .671 .47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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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 규모 500명 미만과 500명 이상으로 집단 간 비교를 하였

을 때,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규모가 500명 미만인 경우, 500명 

이상일 경우보다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내부규정의 제·개정빈도가 평균 미만인 경우는 평균 이

상인 경우에 비해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사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집단간 평균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신생 기관일수록 

설립된지 오래된 기관에 비하여 내부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서 기관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상호작용에 자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의 정규직 규모는 기관

의 연령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음에도28), 기관의 정

규직 규모가 작은 경우 규모가 큰 경우보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기관이 설립된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 

혹은 기관의 규모가 작은 경우는 기관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29). 또한 기관이 설립된지 오래되지 않았을 경우에

는 상위 법령에 기반한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이 

재량적인 판단으로 루틴을 규정화하고 제·개정하는 것 또한 중요할 수 

있다.

28) 후술할 변수간 상관관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이러한 변수간 관계가 나타났지만, 기관의 연령과 기관의 규모가 관심변수

들간의 인과관계에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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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기관 연령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평균

값 비교

<그림 4-2> 기관 연령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빈도 평균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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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기관 연령별 내부규정 연평균 누적 제·개정빈도 평

균값 비교

<그림 4-4> 정규직규모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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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모든 내부규정 제·개정빈도별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평균값 비교

한편 다중선형회귀분석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Shapiro-Wilk 검정과 Shapiro-Francis 검정을 통하여 종속변수의 정규분

포 가정이 만족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인 기

관의 경영평가 종합등급점수는 아래의 표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규분포30)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그러나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방법으로 채택된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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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

차
최소
값

최대
값 p1 p99 왜도 첨도

 기관 
종합등급

240 3.729 1.013 1 5 1 5 -.697 3.214

<표 4-5> 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점수에 대한 세부 기술통계

변수 관측치 수 Pr(Skewne
ss)

Pr(Kurtos
is)

adj_chi2(
2) Prob>chi2

기관 종합등급 240     0.000     0.388    15.080     0.001

<표 4-6> 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점수의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검정 

결과

변수 관측치 수 W V z Prob>z

기관 경평 
종합등급점수 240     0.976     4.247     3.358     0.000

<표 4-3>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가정 검증을 위한 Shapiro-Wilk 검정결과

변수 관측치 수 W' V' z Prob>z

기관 경평 
종합등급점수 240     0.988     2.247     1.694     0.045

<표 4-4>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가정 검증을 위한 Shapiro-Francia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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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평균 누적 외규기반 내부규정 제·개정빈도와 연평균 누적 루틴기반 

내부규정 제·개정빈도는 0.736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관이 법령이나 주무부처 지침에 의한 내부규정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행위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량에 의

해 내부규정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행위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

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점수는 전년도의 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점수와 0.497의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기관의 성과가 전년도의 성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경로의존성

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성과가 급등락할 가

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에 해당하는 기관 총 지출규모와 기관 정규직 규모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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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565의 중간 이상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통상적으로 조직의 인력규모와 예산규모는 정비례의 관계를 보인다는 

상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다른 통제변수 중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성 경비 비중과 기관 

사업비와 경상운영비의 비중은 –0.513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성 경비 비중은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

비성 경비의 총 지출액을 기관의 사업비와 경상운영비의 총 지출액 합계

로 나눈 값이며, 기관 사업비와 경상운영비의 비중은 기관의 사업비와 

경상운영비의 총 지출액 합계를 기관의 총 지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두 

변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사업비와 경상운영비가 기관의 

업무추진비성 경비와 정비례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기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상적인 경비와 사업비를 많이 지

출한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도 이에 맞추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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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기관 성과 1.000

 (2) 외규기반 규정 제·개정 0.075 1.000

 (3) 루틴기반 규정 제·개정 0.045 0.736 1.000

 (4) 기관장 업추비 비중 0.047 0.020 0.134 1.000

 (5) 기관장 업추비 빈도 0.105 0.105 0.082 0.227 1.000

 (6) 기관장 업무협의 비중 -0.136 0.004 0.025 -0.153 -0.145 1.000

 (7) 기관 연령 -0.109 -0.416 -0.543 -0.118 -0.228 -0.181 1.000

 (8) [기관유형] 시장형 0.076 -0.165 0.110 -0.091 -0.350 0.046 -0.103 1.000

 (9) [기관유형] 준시장형 -0.098 0.051 -0.049 -0.183 -0.174 0.195 0.174 -0.169 1.000

 (10)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0.005 0.361 0.079 -0.190 0.113 0.029 0.003 -0.229 -0.194 1.000

 (11) 기관 정규직 규모 0.082 0.223 0.068 -0.269 -0.207 0.125 0.011 0.121 0.335 -0.122 1.000

 (12) 기관 총 지출 규모 0.219 0.219 0.070 -0.213 -0.031 0.096 -0.015 0.159 0.066 0.067 0.565 1.000

 (13) 경상운영비+사업비 비중 0.023 -0.038 0.071 0.171 0.072 -0.022 0.088 0.121 0.037 -0.389 -0.054 0.092 1.000

 (14) 기관 업무추진비 비중 0.050 -0.091 -0.125 -0.114 0.218 -0.171 -0.036 -0.212 -0.167 0.014 -0.060 -0.162 -0.513 1.000

 (15) 기관 전년도 성과 0.497 0.071 0.009 0.006 0.108 -0.162 -0.072 -0.011 -0.044 -0.005 0.117 0.170 0.009 0.076 1.000

 (16) 기관장 내부+공무원출신 0.181 0.048 0.029 0.157 -0.058 -0.107 0.062 0.123 0.023 -0.077 0.032 -0.061 0.074 -0.125 0.154 1.000

<표 4-7> 모형에 포함된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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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규정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중선형회귀분석방

법 중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그리고 Pooled OLS 방법 중 어떤 

분석방법이 적합한지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Pooled OLS 방법 대비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F-test 결과, p-value의 값으로 0.000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고정효과모

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률효과모형 대비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Hausman 검증의 결과, p-value의 

값으로 0.0000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ooled OLS 대비 확률효과모형이 적

합한지를 검증하는 Breusch and Pagan Lagrangian Multiplier 검증의 

경우 p-value의 값으로 1.0000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확률효과모형보다

는 Pooled OLS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모

형의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Hausman (1978) specification test 
    Coef.

 Chi-square test value 388.132
 P-value 0.0000

<표 4-9> 고정효과모형 vs. 확률효과모형 Hausman 검증 결과

Breusch and Pagan Lagrangian multiplier test for random effects

performance[기관ID,t] = Xb + u[기관ID] + e[기관ID,t]

Estimated results:

<표 4-10> 확률효과모형 vs. Pooled OLS 모형 Lagrange Multiplier 검증 결과

F-test
    Coef.

 F-test 2.130
 P-value 0.000

<표 4-8> 고정효과모형 vs. Pooled OLS 모형 F-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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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검증결과에 따라 연구모형에 대하여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고정

효과모형 (fixed-effects model)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모형 

분석 결과표를 아래에서 제시한다.

고정효과모형으로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다음의 

세부 연구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 외부환경의 제도를 받아들여 조직 내부규정을 자주 제·개정

할수록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95% 신뢰도 수준에서 해석하면, 

기관이 설립된 이래 법령과 주무부처 및 기재부 지침 등의 외규(外規)에 

명시적으로 따르는 내부규정31)을 빈번하게 제·개정해왔다 하더라도 기

31) 모 공공기관의 사규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내부규정(사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단계의 내부규정 중 ‘규정’의 경우 법령에 준거한

다고 설명한다.

1. “규정”이라 함은 정관 및 법령에 준거하여 조직과 각 부문 업무의 관리 운

용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및 기준”을 정한 것으로 조직･인사･회계･보수 등 규

정이라 명명되는 것을 말하며, 취업규칙과 같이 관계 법령에 명칭이 정해진 것

도 규정으로 본다.

2. “세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각 부문 “업무의 세부적인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서 세칙 

Var     sd = sqrt(Var)

기관 경영평가 총괄점수 1.026761 1.013292

e .4981622  .7058061

u 0 0

Test:   Var(u) = 0

Coef.

chibar2(01) 0.00

P-value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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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경영평가 종합등급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법령과 주

무부처 및 기재부 등 상위기관의 지침을 충실하게 도입하여 내부규정을 

자주 제·개정하고, 이러한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

진한다고 해서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다. 

한국의 각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규정한대로 주어진 사업을 추진하고, 

기관을 경영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기관의 평가 성과

를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상위기관

을 비롯한 외부환경의 제도를 충실히 따르면 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외적으로 기관의 정당성은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이유로 기관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외부의 제도에 대하여 동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

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기관에서 제도 도입을 하더라도 

애초에 외부 제도가 의도한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각 기관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게

끔 하는 것은 기관의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외부의 제도를 내부규정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기관의 모

든 관리업무와 사업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마찬가지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주무부처와 기재부, 그리고 입법부가 각 

또는 시행세칙이라 명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침”이라 함은 규정과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 절차”등을 정하거나 특정 분야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문형

식으로 별도로 정한 것으로서 지침 또는 업무지침 등으로 명명되는 것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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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면모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

며, 모든 면모를 다루는 각각의 법령과 지침을 즉각적으로 새롭게 제정

하거나 개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관의 세부

적인 특성과 업무의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 잘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 사

람은 기관의 내부구성원, 넓게 보면 주무부처 담당 공무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사규관리규정> 또는 <내규에 대한 규

정> 등에는 기관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해당 규정이 관련 법

률에 기반하였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규정의 하위단계의 개념으

로 볼 수 있는 규칙, 운영요령, 지침, 기준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위 

단계의 규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는데, 이들 또한 법에 기

반한 상위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에 기반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내부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관련 법령과 정부 부처 지침 등을 준용하

는 경우, 기관에서 내부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였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성과 내용의 구체성이 어느정도 확

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의 재량적 규정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모형으로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다음의 

세부 연구가설은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 루틴을 필요에 따라 재량적으로 조직 내부규정화하여 자주 

제·개정할수록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이 설립된 이래 명시적으로 특정 법이나 정부부처 지침 등에 기

반하지 않았지만 기관의 루틴을 재량적으로 내부규정화하여 많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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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정할수록, 기관의 경영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 체계와 업무방법이 대체로 기관의 설립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정관과 특정 법에 근거한 업무 규정과 규칙, 지침 등에 기

반하였음에도32) 불구하고, 외규에 기반한 내부규정만으로 기관의 업무

를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 각 기관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

면서 형성한 조직루틴을 규정으로 제정 혹은 개정하였을 때 기관의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위 법령과 주무

부처 지침에 관여하는 입법부와 주무부처는 각 공공기관의 전문적인 업

무의 세부내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기관에 근무하는 구성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업무의 세부내용과 업무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업무추진 과정에 형성된 루틴을 명문

화하여 내부규정으로 제정하거나, 루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해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기관의 내부규정은 기관이 처한 현실을 잘 반

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사규관리규정>은 기관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과 이사회, 내부구

성원의 판단과 승인 하에 규정과 지침, 요령, 기준 등의 내부규정을 새

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특히 모든 내부규

32) 모 공공기관의 사규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내부규정(사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규”라 함은 회사의 조직과 업무운영에 준거할 제규범과 기준에 관한 문서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규정: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주요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기준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된 사

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규정으로 본다.

나. 세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절차를 

정한 것을 말한다.

다. 요령: 규정 및 세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 및 세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정한 것을 말한다.

라. 지침: 규정(또는 세칙)의 시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업무처리의 

기준·절차를 정한 요령수준의 규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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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명시적으로 특정 법령이나 정부 부처 지침에 기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본 연구의 기술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 기관이 내부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행위가 반드시 상위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4. 공공기관의 재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설3-1] 공전체 조직에서 조직의 장이 재량적 판단을 위한 자원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조직의 장이 재량적 판단을 위한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 

내·외부인과 상호작용을 자주 할수록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조직의 장이 내·외부인과의 업무협의 용도로 재량적 판단

을 위한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수록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기관의 내부규정 외에 연구모형에서는 기관의 규정에 대한 보완적인 

요소로 기관장의 재량 또한 고려하였다. 그러나 기관장의 재량을 나타내

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 총액의 경우 회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5% 신뢰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

니었다. 또한 기관장이 외부인 또는 기관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협

의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비중은 모두 음의 회귀 계수 값을 

보였으나,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 총액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값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장이 재량적 자원

을 활용하여 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해석할 수 있으

며, 한편으로는 기관장의 재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불충분하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한편 기관의 특성에 대한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던 변수 중 전년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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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경영평가 종합등급 점수는 (금년도의) 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 점수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

관의 경영평가 성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이기 보다

는, 평균적으로 전년도에 높은 경영평가 점수를 받은 기관일수록 차년도

에도 높은 경영평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전년도에 낮은 경영평

가 점수를 받은 기관일수록 다음 해에도 낮은 경영평가 점수를 받을 가

능성이 높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관의 특성을 통제하는, 기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제변수는 

모두 종속변수인 기관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의 규모가 크고 재무적, 인적 자원을 

많이 확보한 것이 반드시 기관의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관장의 특성에 대한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던 기관장 출신배경 

변수의 경우, 기관장이 기관 내부 출신 또는 공무원 출신인 경우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관장이 기관 내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거나 

기관의 주무부처 등의 정부 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기관장에 비하여 기관의 업무 특

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우수한 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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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기관 성과
(1)

규정(외규)

(2)
재량적 

규정(루틴)

(3)
재량(업무추

진비)

 (4)
전체 포함

외규기반 규정 
제·개정

.041
(.034)

-.102
(.071)

루틴기반 규정 
제·개정

.059*
(.030)

.140**
(.063)

기관장 업추비 비중
1.279

(.673)
1.341**
(.667)

기관장 업추비 빈도
.001

(.001)
.001

(.001)

기관장 업무협의 비중
-.371

(.463)
-.271

(.460)

기관 연령
.017

(.040)
.022

(.039)
.025

(.039)
.038

(.040)

[기관유형] 시장형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기관유형] 준시장형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기관 정규직 규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관 총 지출 규모
.002

(.002)
.002

(.002)
.003

(.002)
.002

(.002)

경상운영비+사업비 
비중

-1.862*
(1.003)

-1.834*
(.996)

-1.811
(.998)

-1.741*
(.999)

기관 업무추진비 비중
55.994

(43.166)
60.588

(42.999)
60.085

(42.975)
71.981*

(42.796)

기관 전년도 성과
-.108

(.070)
-.116*
(.069)

-.106
(.069)

-.125*
(.069)

기관장 
내부+공무원출신

.247
(.164)

.249
(.163)

.208
(.164)

.206
(.162)

R2=0.069 R2=0.080 R2=0.095 R2=0.124

주1)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주2)***: p<.01, 
     ** p<.05, 
      * p<.1에서 각각 유의함

<표 4-11> 고정효과모형 단계별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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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심층 면접을 통한 통계분석 결과의 해석

앞서 논의한 통계분석 결과의 도출 후, 통계분석 결과의 현실을 반영

한 해석을 위하여 한국의 공공기관과 관련된 실무 경험자에 대한 심층 

면접33)을 실시하였다. 1차적으로 심층 면접 대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의 피평가자와 평가자로 구분하고, 2차적으로 피평가자는 공공기관 직원

과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 평가자는 공공기관 경

영평가단에 참여한 적이 있는 전문가와 기획재정부의 장·차관 혹은 직

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을 면접 대상자로 물색하였다. 그 결과 

2022년 5월 2일부터 2022년 5월 26일까지 총 9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는 심층 면접 대상자인 연구참여자 A~I 총 9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한 심층 면접 과정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33) 본 연구에서의 심층 면접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계획 승인 

하에 실시하였다(승인번호 IRB No. 2205/001-002).

34) 연구참여자를 나타내는 알파벳 코드는 참여자의 성(姓)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

34)
분류 1 분류 2 비고

A

경영평가 피평가자

공공기관 직원

공기업, 현직

B 준정부, 현직

C 준정부, 현직

D 공기업, 현직

E 공기업, 현직

F
공공기관 기관장

준정부, 전직

G 준정부, 전직

H
경영평가 평가자

경영평가단 

전문가
대학교 교수

I 기획재정부 전직 장·차관

<표 4-12> 심층 면접 대상자의 분류 및 세부사항



- 133 -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부수적으로 각 면접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성과와 경영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재량과 성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에 관한 사항,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등 보다 일반적인 사항에 

의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1. 공공기관의 규정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설립목적이 정해져 있고, 법령에서 주요 

업무 또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앞서 한국 공공기관에 대한 선

행연구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정

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중앙부처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다35). 앞서 가설에 대한 논의와 통계분

석 결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핵심적인 개념은 조직의 

규정과 재량으로, 이 두 개념이 조직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직의 규정을 측정하는 변수36)는 법령 및 소관 부

35) “국내 공기업[공공기관]은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이미 기관을 만들 때 ‘이 

기관이 뭘 해야된다’라는 것을 법에다 담아놨어요. 설립법이 다 나와있어요. 그

러니까 공기업[공공기관]의 공공의 가치와 공기업[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공기업[공공기관]의 효율성 이런 목표는 그 법에 명시되는 것을 그 기관이 잘

하면 되는 거야.” - 공공기관 직원 E

36) 조직의 규정과 재량적 규정을 측정한 ‘외규기반 내부규정’과 ‘루틴기반 내

부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외규에 기반한 내부규정과 루틴에 기반한 내부규정으

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중요도라든지 경중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는 건데, 당연히 이제 더 중요한 내부 규정이 있고 그 밑에 편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업무별로. 그런 식으로 이제 경중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나 경중을 기준

으로 하더라도] 하위[수준의 규정]에도 사실 상위 법령이나 시행 세칙이나 정

부 시행령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내용이 안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 공공

기관 직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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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고시 등에 명시적으로 기반한 외규기반 내부규정이다. 또한 규정과 

재량이 중첩된 개념인 재량적 규정은 ‘규정 범위 내의 재량’ 또는 

‘법적 범위 내의 재량’ 정도의 개념이며, 각 기관이 재량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루틴을 규정화한 루틴기반 내부규정

으로 측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외규기반 내부규정은 진정한 의미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외규기반 내부규정의 연평균 누적 제·개정빈

도는 각 기관이 상위 법령 준수를 얼마나 제대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를 나타내는 대리 변수로 볼 수 있다. 반면 루틴기반 내부규정의 연평

균 누적 제·개정빈도는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적 테두리 안

에서 운영되지만, 그러는 중에도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 세부 업무를 구

체화하는 노력에 해당하는 재량적 규정을 보여주는 대리 변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에서는 공공기관이 상위법령과 같은 

외규에 기반하여 기관의 내부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는 행위가 기관의 경

영평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법적·정책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에서 외규에 명시적으로 기반하여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는 것이 경영평

가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분석 결과

에 대하여 현실세계에서 어떤 해석을 내릴 수 있는지 전·현직 공공기관

의 직원, 기관장과 경영평가단 참여 전문가,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차

관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전·현직 직원과 기관장과 기획재정부의 전직 장·차관의 

진술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기관은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이 되고 주요 

업무 또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본적으로 상대

평가체계를 취하기 때문에 각 기관이 외규에 기반한 내부규정을 제정하

거나 개정하여 법적으로 주어진 일을 그대로 하는 것만으로는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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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른 기관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외규에 기반한 내부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면 거의 의무적으로 법령을 따르기 때문

에 경영평가 성과에는 변별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상위 [법령]에 기반한 규정을 바꾸는 거는 그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지침은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

고 그 지침에 따라 바꾸기 때문에 그건 성과에 그렇게 연결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걸 이제 안 하지? 안 하

면 그건 이제 감점 들어가...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근거해 

지침이 내려오는 거는 모든 기관이 다 하기 때문에 경영평가

나 이런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돼. 경영평가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는 우열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 말

고 이제 기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하여튼 이런 업무 내용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 공공기관 기관장 G

그런 식으로 바꾼 거는 그냥 법이 바뀌었으니까 한 몸으로 

따라간 것뿐이지.

- 전 기획재정부 장관 I

외규 기반에 대한 거는 공통적인 거니까 그렇게 변별성을 띠

지는 못하니까, 그게 종합등급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영향

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고요.

- 공공기관 직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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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정해진 법률상 위임된 업무만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범위

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또 그렇게만 그것만 했을 경

우 정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요. 그러면은 맨날 하는 것만 하는, 타성에 젖어서 복지부동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역으로.

- 공공기관 직원 A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전직 기관장, 공공기관 현직 직원과 전

직 기획재정부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상위법령 등 외규에서 지침으로 내

리는 사항을 따라서 기관의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행위는 각 

기관이 필수적으로 이행할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상대평가 

방식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기관 간 우열이 드러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설립과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체로 법적

으로 정해져 있고, 기본적으로 각 기관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충실히 이

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기관이 기관 간의 우

열은 독창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 직원 A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적으

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정해진 업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규정된 업무만 

잘 수행한다고 했을 때 기관의 성과가 반드시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 하던 일만 한다는 복지부동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예산, 조직과 인력은 기획재정부와의 상의 후 

승인을 받아야 확보할 수 있으며, 기관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이나 지침

이 갖추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그대로 따를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이 큰 틀에서 자율성

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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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예산 따려면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인원 한 명 늘리는 것도 기재부 승인 받아야지 다 묶어놨어

요.... (중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져가지고 

전체적인 테두리를 정하는 거는 정부에서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 그 기준대로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 공공기관 기관장 G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큰 틀에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말

을 묶어놓고 열심히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

하거든요, 공공기관의 상황이... (중략)... 일단은 뭐 예산, 

조직 그 다음에 인원, 이런 것들이 한 명을 증원하는 것도 

다 기재부하고 상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전문가 H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 전문가 H는 외규기반 내부규정이 제정 

및 개정되는 것은 기관에 대한 외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기관의 구성원들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

하였다. 상위법령과 지침 등에 기반한 외규기반 내부규정은 공공기관의 

소관부처 등 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각 기관을 통제하는 수

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규기반 [내부규정의] 제·개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통제

나 감독을 좀 이제 강화하는 그런 취지를 이제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 직원들이 일하는 거를 좀 위축시키지 

않을까 적극 행정을 좀 소극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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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들어서. 그렇다면 이제 [성과에] 영향을 안 주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겠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전문가 H

  한편 외규기반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기본적으로 상위 법령의 개

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요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반영되는 속도가 늦을 것

이라는 해석을 하는 진술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규기반의 내부규정이면 상위법을 개정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있지 않았던 업무를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정도의 신규 사업인 거고, 그런 신규 

사업은 법이 제·개정된 이후에 효과 또는 성과가 나오기까

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평종합 등급에 

영향은 미치지 못하지만...

- 공공기관 직원 C

  앞선 진술들을 정리하면, 한국의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주요 사업내용

과 예산과 인력, 조직에 대한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주요 사업내용과 

예산 및 인력과 조직 부분에서 개별 기관이 재량을 발휘할 가능성은 적

다는 것을 면접 응답자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소관 부처 등 정부가 법령 및 지침 등을 통하여 하달하는 사항들을 기관

의 내부규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때 개별 기관이 상위 법령 

등의 외규에 명시적으로 기반하여 내부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의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행위는 기관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변별력을 가지

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관련자에 대한 심층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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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상대평가 체계에 기반한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기관의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외규에 기반한 내부규정의 제·개정 빈도로부터 영

향을 받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 및 인

력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확보에 대한 기획재정부와의 상의 

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각 기관이 운영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승인 및 협의 하에 추가

적인 자원 확보를 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재량적 규정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규정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앞선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상대평가 기반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똑같이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외규기반 

내부규정을 많이 제·개정하는 것이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 타당성

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별 공공기관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

지고 세부 사업을 시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37)는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조직 및 인력과 같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이지만 정부의 

통제를 받는 자원 또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추가로 확

보할 수 있다는 진술도 심층 면접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37) 개별 기관의 상황 혹은 직원 개인의 경험에 따라 기관 차원에서의 재량적 

요소가 반영이 된 루틴기반 내부규정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준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 C의 경우는 공기업과 달리 위탁집행형, 기

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는 “상위 법령에 명시된 업무 위주로 수행”하기 때

문에 재량적인 판단과 루틴에 기반한 내부규정을 굳이 별개의 내부규정으로 구

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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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의 전직 기관장들과 현직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

면 세부적인 업무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재량이 작용할 수 있

는 여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은 내부규정에 입각하

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업무 또

는 업무방법이라 할지라도 기관 내부의 루틴화된 업무를 필요에 의해 내

부규정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량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루틴에 기반한 내부규정을 새롭게 제정 혹은 개정하

는 행위가 경영평가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진

술 또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직원 B는 기관 차원에서 재량을 발휘하여 사업범

위의 확장을 꾀하거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

에서 기관이 루틴을 내부규정으로 제정 혹은 개정할 가능성이 있고, 이

러한 행위가 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재량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루틴 기반 내부규정인 거잖아

요. 그래서 업무를 얼마나 이제 사업적으로 확장하고, 그다

음에 되게 활발하게 많이 해석해서 업무를 수행하느냐를 보

여주는 지표로 본다고 하면, 이게 [경영평가] 종합등급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

요.

- 공공기관 직원 B

  한편 공공기관 전직 기관장 F에 따르면, 루틴에 기반한 내부규정을 단

순히 많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행위가 경영평가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는 않지만, 기관 차원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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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틴에 기반한 내부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관의 성과 측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될 수 있다. 특히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 I

는 이 과정에서 기관이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규정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경영평가 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루틴 기반] 내부규정을 많이 만드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 있는 분석이

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부규정을 많이 만들었다고 점수를 주

는 것은 아니지만, [루틴 기반] 내부규정을 만들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내 경험상, 그만큼 성과가 나오

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의해서 경영평가[등급]는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해.

- 공공기관 기관장 F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정 외에] 보완해서 이것저것 붙이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그 기관의 창의력을 발휘했는데 그랬더

니 역시 뭔가가 달라지더라. 그럴 수 있겠죠. 기관들이 잘했

다는 얘기지.

- 전 기획재정부 장관 I

  공공기관 실무자의 보다 구체적인 진술에 따르면 루틴기반 내부규정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체계의 비계량 지표와 사업 부문의 베스트 프렉티스 

등 계량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 계량화가 쉬운 

요소들은 이미 많은 기관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

여 기관의 평가 성과에 대한 변별력이 낮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남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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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르게 새로운 사업을 수행한다든지 새로운 경영관리 방법을 도입하

였다든지 등의 계량화가 어려운 요소는 각 기관이 루틴 기반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관리하여 실제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루틴 기반 쪽이라고 하는 것은...(중략)...베스트 프렉티스

나 이런 노력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중략)...정적으로 있지 않고 뭔가 동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규정의 개정으로 보고. 그리고 동적으로 움

직인다는 게 이제 재량, 어디에 귀속된 내용보다는 재량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이고. 공공기관의 어떤 경영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장]해주면 해줄수록 그런 재량들의 범

위가 넓어지고, 재량의 범위를 통해서 성과로 이렇게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서비스 공급량 등의 계량 지표는] 그 

수치는 어떻게든 다 맞추기 때문에 성과가 이렇게 확 눈에 

안 보이겠지만. 그 외에 뭔가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를 만들

어내려고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하면서 규정들을 

개정해서 바꾸고.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비계량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성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 공공기관 직원 D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 전문가 H는 루틴기반 내부규정의 제·

개정이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정

하였다. 루틴기반의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는 것은 기관이 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나름대로 판단하에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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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로 보았고, 일종의 레드테입을 제거하여 구성원에게 재량권을 부

여하여 기관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 

루틴[에 기반한 내부규정의] 제·개정은 일과 관련되는 좀 

불편하고 부담되는 그런 규정들을 빈번하게 좀 바꾸는 그래

서 재량권을 좀 더 이제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가. 우리로 치면 이제 레드 테입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다면은 성과에 좀 파지티

브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전문가 H

  앞서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재량적 규정을 측정하는 루틴기반 내부규정의 제·개정 빈도가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심층 면접 과정에서 이러한 변수간 관계에 대한 해석을 돕기 위하여 

일부 응답자는 루틴기반 내부규정의 특성에 대한 실무자 차원의 부연설

명을 하였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 B는 실무를 담당하면서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관련된 법령과 그에 기반한 내부규정이 

반드시 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때 실무자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관의 업무 루틴에 기반한 내부규정임을 설명하였다.

저도 실무로 하기 전에는 진짜 중요한 거면 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뭔가 규정도 제정되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실질

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중략)... 루틴에 기반

한 건 이건 실무자가 이제 진짜 실무를 할 때 사용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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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공공기관 직원 B

특히 각 공공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는 법령이나 고시는 대체로 축약되

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재량을 발휘할 경우, 이전에 

하지 못했던 업무를 추가로 발굴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 직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법이나 고시 같은 거는 굉장히 축약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업무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를 좀 해석해서 뭔가 사업

을 확장하고 이런 게 되게 열심히만 하면 사실 되게 국민한

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

서 재량을 많이 발휘하고 되게 열심히 활동하면 국민 입장에

서는 되게 긍정적인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 공공기관 직원 B

공공기관의 전직 기관장 F와 G의 경우는 루틴기반 내부규정이 큰 틀에서 

상위법령에서 아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기관이 재량적으로 업무 수행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세부 지침을 작성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부연설명

하였다. 기관장 G의 진술에 따르면 상위법령이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까

지 총망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를 해석하고 세부적인 체계는 기

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히 설립된지 오래된 

기관일수록 루틴에 기반한 세부 규정은 그 체계가 잘 잡혀있다고 볼 수 

있고, 신생기관일수록 정비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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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이라는 것이] 상위법령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

어. 그러나 보통 내부에서 [상위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하지 

않고] 만든 것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세부적

이고 절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많았던 경험이...(중

략)...절차적이나 세부적인 것을 위해서는 재량권이 넓게 적

용 가능하다. 

- 공공기관 기관장 F

법에서 다 정하지 못하고, 시행령에 다 못 정하니까 각 기관

의 업무에 따라서 업무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규

정들이 있어요. 그 규정집 이렇게 두꺼워, 다 몰라, 분야별

로 하긴 하는데. 딱 맞춰서 하는 게 있고, 그거 말고 예를 

들어 업무 방법서라든지 사업의 매뉴얼을, 매뉴얼을 그냥 A

라는 사람 B, C라는 사람이 하는 것마다 들쭉날쭉하니까 일

종의 이제 SOP지, 매뉴얼을 쫙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이거 

하던 대로 후임자가 오면 후임자도 그거 보고 딱 일할 수 있

게,..(중략)...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은 그거는 이제 

만들어 놓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기관이 

오래될수록 그게 그런 게 체계가 잘 잡혀 있단 말이야. 체계

가 잘 잡혀 있는데, 기관이 이제 신설 기관이 되면 체계가 

엉성하지.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게 기관의 역사고 그렇습니다. 

- 공공기관 기관장 G

면접 응답자 중 공공기관 전직 기관장 또한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기관

장과 직원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38)라 할지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수

38) “[공공기관 실무자분들이] 일할 때 퍼블릭 섹터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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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마련할 가능성39)이 높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통상적으로 각 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관의 정관이 

제정되고, 기관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법령과 정관에 따라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 규정을 만들거나 업무 매뉴얼 등을 만드는 등의 과정40)을 

릿속에 떠올리는 건 ‘이 법적 근거가 뭐지, 정관에 근거가 있나?’ 뭐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그런 근거 없이 늘 해오던 일이니까, 이

걸 그냥 수월하게 규정을 제·개정을 한다 이러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 이런 데 

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중략)... 당연히 모니터링을 할 것 같

아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 전문가 H
39) 다만 루틴기반 내부규정이라 할지라도 기관장 등 어느 한 명의 의사에 따

라 임의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사회의 승인이나 소

관 부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이루어진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기관장 

등이 의중을 밝히고 이를 반영하고자 할 수는 있겠지만, 소수의 독단으로 규정

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규정을 제·개

정하는 과정에서 승인 과정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가능성도 존재하며 법규

를 검토하는 부서가 지속적으로 규정과 법령의 상충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는 재량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라 할지라도 위법일 가능성은 높

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0) “대부분의 규정은 정부[의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하든 아니든 다 거의 이사

회에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기관장이 [혼자] 어떻게 만들어, 거의 다 이사회

에 올라간다고 보면 돼. 이제 만들 때 기관장의 의중은 반영되겠지만, 아이디

어는 반영되겠지마는 그냥 내가 이렇게 어디 독재자처럼 그렇게 되나? 그거 안 

돼요. [소관 부처의] 승인 받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이사회

에서. 규정의 재개정은 이사회 권한이야. 반드시 이사회를 올라가야 돼, 승인

해야 돼. 그렇죠? 주무부처 승인 안 받아도. 근데 업무 방법서도 그냥 일반적

으로 과에서 부서에서 참고용으로 있는 안 하겠지만 규정화되는 거는 전부 이

사회에 거쳐야 돼. 이사회의 권한 중에 업무의 제·개정 그런게 있다니까.”- 

공공기관 기관장 G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작년인가 한번 전체에 있는 제규정을 정리를 했던 이제 

TF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저희 기관은 그래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상충되는 법

령이 없는지, 그 문구 같은 것도 뭔가 다른 걸로 변경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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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서 정해지고 발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해진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

법을 강구하는 것이죠, 기관장하고 직원들은. 그 방법을 강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제공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쉽게 편하게 접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략)... 그 안에 범위 내에

서 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거기에 따라 각 기

관마다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관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업무를 하는데 업무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탄력적

인 조치야 내부 규정을 만들 업무 규정을 만든다든지, 내부 

규정 그거야 마음대로 만들면 되지요. 업무를 어떻게 할 것

이냐 이거는 전적으로 기관장과 조직에서 정하는 것이죠.

- 공공기관 기관장 G

  위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전직 기관장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공

공기관은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며 전반적인 방향성은 큰 틀에

서의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도록 설정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적인 규정과 방법 등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아래의 추가적인 진술을 들여다보면 특정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

는 데에 정부의 큰 틀에서의 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에 대한 세

부 집행 체제는 공공기관이 소관 부처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

정을 거쳐 마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

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검토해 주는 그런 부서도 있었어요. 기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되게 잘 정

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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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독자적으로 사기업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공

성이라는 거는 결국 정부의 큰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산하 

공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관 부처]라든지 이렇게 협의 과정이 있는 거

고요, 그런 데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합리적인 안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중략)... 그래서 [전반적인 정부 시책에 발맞추

어] OOO 공기업 같은 큰 기업들이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마중물 역할로 투자도 하고 해서 관련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주고, 생태

계를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들이 이제 사실 공공성이고 사회

적 가치이고 그렇거든요.

- 공공기관 직원 A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자원인 

예산, 인력, 조직에 대한 부분과 각 기관의 주요 업무, 그리고 전반적인 

정부 정책 이행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탑다운 형태로 통제를 받지

만, 세부적인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각 기관이 소관 부처를 비롯

한 통제 기관에 바텀업 형태로 제안을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진술을 살펴보면, 업무의 세부적인 부분

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를 비롯한 정부가 아닌 각 기관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 기관의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세부적인 실행 과정에서는 사실 더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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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저희 의견들

을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 거기서 이제 정부도 이제 조율을 

하는 거고.

 - 공공기관 직원 A

이는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발맞추기 위하여 정책 집행기관에 해

당하는 공공기관이 새로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 법적 

한계가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업무를 

수행하고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

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법안을 공공기관 차원에서 먼저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이라는 법적 기관의 특성상 일종의 법적 한

계 내지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늘

리거나 변경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각 공공기관이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수

행하거나,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각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를 나름대로 현실화하는 데에 

필요한 루틴기반의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는 행위는 기관의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관에서 재량적 규정에 해당하

는 루틴기반 내부규정을 많이 제·개정하는 것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관의 노

력들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규기반 

내부규정에 비해서 강제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 루틴기반 내부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은 각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더 활발하게 재량적인 

판단을 통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3. 공공기관의 재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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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공공조직의 재량을 측정한 수단은 기

관장의 업무추진비41)로,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 경험자에 대한 

심층 면접결과에서도 기관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의 

재량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의 규정만으로 기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이 재량으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로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관장의 재

량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심층 면접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심층 면접 결과, 공공기관이 규정이나 법적 근거에 매몰되지 않고 재

량을 발휘하는 데에는 특히 기관장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일부 면접 응답자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주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기관의 정관은 기관에 대

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고, 세부적인 방향성과 집행 방법 등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큰 틀의 정책적인 방향성은 정부와 소

41)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기관장

의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활용이 되는 편이라는 것을 아래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란법의 시행과 주기적인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

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배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란법 이후에 정말 좀 투명하게 관리

가 되고 있고 공개된 사항들은 다 100% 이제 사실에 기반해서 이제 올릴 수밖

에 없게 시스템이 이제 갖춰 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된 내용들이 이제 맞다라

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 공공기관 직원 C

“적어도 사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건 이제 이런 건 못하고. 그리고 이제 클린카

드라고 그래서 좀 부적절한 장소에도 못 가고. 그렇다면 식사하고 이러는 것들

이고, 이제 그거의 상당 부분은 언론계와의 식사 이런 게 있거든요. 세미나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업무추진비로서의 저는 본령에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그런 의미에서 물론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있으면 안 되고, 그건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건 수없이 감시

들을 하거든요. 감사원 감사도 있고.” - 전 기획재정부 장/차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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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부처에서 만들 것이지만, 각 기관의 기관장이 기관의 장기 및 단기적

인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직 공공기관 기관장과 전직 

기획재정부 장/차관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기관장이 취임하면서 단

기적, 장기적으로 기관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

성하게 되고, 기관의 설립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기관장의 역량이 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

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개 이제 공공기관장으로 취임을 하면,...(중략)... 이제 

기관장 [임기가] 3년 아닙니까? 그 전체 장기적인 목표와 비

전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3년 동안 할 걸 대충 방향을 정하

죠. 내 경우는 [취임을 하면서] 업무 자체를 전반적으로 디

지털 대전환을 하자,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중략)... 

그래서 기관장이 간 거니까. 그 다음에 세세한 내용은 각 부

서에서 정하는데, 그걸 얼마나 잘 추진했느냐 여부를 이제 

그건 업무 평가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죠. 그런 측면에서는 기관장이 중요하죠, 방향 설정을 해 주

는 거니까.

- 공공기관 기관장 G

그 기관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조직 

역량을 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 기관장이 재량을 발휘하는 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이제 그런 경계선을 잘 지켜

야겠죠.

- 전 기획재정부 장/차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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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리더의 리더십이 한 조직을 굉장히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같은 조직이라도 어떤 지휘관이 왔

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요.

- 공공기관 기관장 F

위의 진술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관장의 재량, 리더십, 역량 등이 공공기

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관장이 재량을 발휘하는 과

정에서 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것이 기관의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분석 결과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직 공공기관 기관장과 현직 공공기관 직원의 진술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진술의 핵심내용은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

용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하고, 대외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뛰었다는 

얘기고, 소통했다는 얘기고, 그만큼 대외적으로 나가서 돈을 

썼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자연히 업무성과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정확한, 의미 있는 통계고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 공공기관 기관장 F

[규정의 경우는]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

예요. 업무추진비는 실무[자]가 아닌 윗분들이 방향 제시한 

다음에, 실무자들이 만들어온 것들을 다시 대외적으로 인정

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활용하는] 것... (중략)...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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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열심히 하는 것들이 모아졌을 때 성과로 좀 더 잘 나

오지 않을까.

- 공공기관 직원 D

위의 공공기관 직원 D의 진술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다룬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은 실무자의 업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인데, 이와 달리 기

관장 등 임원의 업무추진비는 실무자가 구체화한 업무를 대외적으로 인

정받기 위해 활용하는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실무자가 활용하는 구체적

인 내부규정이 마련되고,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업무추진비가 외부 구

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적절하게 활용되었을 때 기관이 좋은 성과를 낼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만남과 설득, 설명 행위

를 포함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위법적

인 사용을 제외42)하고는 기관장이 비교적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

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재량적 자원이기도 하

면서 기관장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행위를 보

여주는 대리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성 경비 중 기관장이 업무추

진비를 사용하는 비중43)이 클수록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가 우수할 가능

42) 각주 41 내용 참조.

43)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원래의 목적대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업무협의 용

도로 쓰일 것이라는 대부분 응답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빈도나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성 경비 중 기관장이 지출한 비

중 등은 우선 기관장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진술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기관장이 임기 종료 후 다음 자리를 위하여 임기 

중에 다양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도 그렇고 그 사람 자체가 막 액티브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러

면 지속적으로 그런 [업무추진비 지출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들을 열심히 할 

거고, 사람 자체가 막 외부 사람 만나기를 좀 기피하고 좀 소극적인 분이라면 



- 154 -

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해석한 심층 면접 결과를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

다. 이를 크게 (1) 공공기관 외부 이해관계자의 설득, (2) 공공기관 경

영평가단과 국민의 기관 이해도 증대, (3)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과의 상

호작용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기관 외부 이해관계자의 설득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기관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

득하고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사례를 공공기관의 현직 직원과 공

공기관 전직 기관장,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 전문가 등의 진술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장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필요가 

발생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기존에 규정된 관리업무만을 하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추진할 고민을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한계에 부딪히면 그 법을 개

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또한 수반될 수 있다는 공공

기관 현직 직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시각을 달리해서 “저희 기관은 OOOOO법에 있는 사업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량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44)를 할 수도 [있겠죠]... (중략)... 법도 어느 

정도 러프하게 있기 때문에 그 러프한 틀 안에서 그냥 바닥

좀 덜하겠죠.”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 전문가 H

“이제 다음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

요... 저는 진짜 성향이 제일 크게 업무추진비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

각을 해요.” - 공공기관 직원 B

44)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각 세부 기관마다 구성원들이 다르게 인식을 할 수 

있으며, 응답자 개인의 경험에 따른 인식차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염

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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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법의 틀 안에서 

거의 삐져 나갈 정도로 재량을 발휘하기도 하다가 또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이 법의 틀 자체를 늘리려고 한다던

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던지], 그런 노력들이 재량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정부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성과이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을...

- 공공기관 직원 D

기관이 큰 틀에서는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

형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업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혹은 업무

는 그대로이지만 기관의 업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발생할 때, 기관장이 이들

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을 시도할 수 있다. 단순히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을 넘어, 설득을 거쳐서 기관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

해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의 전문가에게 업무 내용에 대한 홍

보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된다.

항상 기관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

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반대

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밥

을 먹으면 확실히 이해도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소통

을 하는 데 많이 [업무추진비] 사용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

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만나서 저희 기관이 이런 걸 잘하

고 있어요, 라는 거를 홍보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

음에 업무를 추진할 때 조금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이제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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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 공공기관 직원 B

한편 경우에 따라서 기관장이 소관 부처 등 정부와의 충돌을 경험할 수

도 있지만, 부처에 비하여 세부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하여 더 잘 알

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여 목표한 바를 이루고, 이것이 기관의 성

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전직 기관장 F는 사

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자 하는 기관장은 정부 조직의 관료들에 대한 

설득을 열심히 하게 되는 사례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출신 배경에 따라

서 기관장이 기관의 업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관장은 대체로 기관의 활동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다른 사례로는 지역사

회와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를 통제하는 상위,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제시한 방향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좀 더 열의 

있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기관장의 경우에는 충돌하는 경

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내가 임기가 3년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기관장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왜냐면 아무래도 정

부 조직은 관료적이기 때문에, 관료들은 생각이 한정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관장의 경우

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사회

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확신을 했어요, 한 3년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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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 공공기관 기관장 F

기관장이라는 사람들은 그 백그라운드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관장은 내부 출신 말고는 그 공공기관의 업에 대

해서 내부 출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료 출신 그 정도 말고

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른다고 봐야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

은 더 일단 잘 모를 거고. 그 다음에 관료 출신들도 무슨 실

장 했다고 주택 실장 했다고 LH가 하는 일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이러지는 못하죠. 내부 출신은 너무 잘 알 거고, 피곤

할 정도로 잘 알 거고. 그렇다면 그 기관장들이 이제 주로 

해주는 역할은 대관 업무 그다음에 대정치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겠죠. 그게 이제 업추비가 그런 활동들이지. 

로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 기관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 이해해야 되

지 않겠어요?... (중략)... 그런 활동을 하라고 나오는 게 

이제 업무추진비니까. 지역사회도 그렇고 또 시민단체들도 

다 이제 자기 편으로 코옵테이션([co-optation]) 하라고 그

렇게 이제 나오는 돈들이니까.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 전문가 H

  보다 구체적인 이해관계자 설득 사례로, 기관의 실무자 선에서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나 기존 법령의 개정의 발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관

장이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제·개정안의 취지를 구체적으

로 설명하여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발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반드시 필요한 법적 근거이지만, 발의와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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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이 국회 위원회와 개별 의원을 만나게 되면 일련의 설득 행위가 이

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단 업무를 되게 다양한 업무를 기관장이 하시는데 법령, 

저희한테 꼭 필요한 법령들이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생기거

든요. 그런 거가 제정이 돼야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법령을 하는 실무자 선에서 되지 않으니까 

기관장께서 법사위나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시면 확

실히 법령 통과율이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선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들이 

기관장님이 누구를 만나고 오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

데 그거를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관장님

이 우리 기관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는 해요. 그게 이제 꼭 경평이 아니고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

로도 많이 파생될 수 있어요.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미지가 좋아지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되게 좋거

든요.

- 공공기관 직원 B

다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제화 되어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개정해야하는 경우, 정책의 집행 주체인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법령 개정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개정안을 

설명하여 결과적으로 정책 수혜자의 확대라는 성과를 얻어낸 경우가 있

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것은 법령 개정의 경우에도 반드시 소관 부처

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

인 부분까지 잘 알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 159 -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이제 OOOO정책45) 같은 경우에도 OOOO이 이제 법에 들어 

있거든요. 법률을 고쳐야 되면 국회까지 가야 되거든. 그럼 

국회의원들 상대로 이제 예를 들어 일종의 설명을 할 거 아

닙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의 법률이기 때문에 [소관 부처]에

서 해야 되거든? 그런데 [소관 부처]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일은 우리 업무니까. 또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

서, 내가 더 친한 국회의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같

이 해야지... (중략)... 어떤 때는 기관장의 역량 때문에 되

는 경우도 많아, 정부에서 하는 법률 개정안도. 기관에 따라

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중략)... [기관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법률을 고쳐야 되는 경우에는? 그럼 법률을 

고치면 그 [소관 부처]서 고치지만, 그렇지만 그 기관의 실

적이 되는 거죠.

- 공공기관 기관장 G

  또한 공공기관 직원 B의 실무 경험에 따른 진술에 따르면, 법령 개정

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국회의원 등 주요 관련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협

회 등의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관의 업무 추진을 위

한 설득하는 과정도 거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관장이 업무추

진비를 활용하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특히 기관장의 이해관계자 설득 행위로 장기간 표류하던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킨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

45) 면접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관의 실명, 소

관 부처의 실명과 구체적인 정책의 설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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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

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던 제도의 의무화를 재량적으로 제안한 사례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양호한 경영평가 성과를 받게 

되었다.

[상위 법령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한 성공사례로] 저희 같

은 경우에는 OOO 안전 서비스46)가 있어요. OOOO라고... (중

략)... 그래서 이거는 되게 국민 안전에 관련된 건데 이게 

사실 법령에 나와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이게 정

말 저희가 재량적으로 만들어낸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사람들이 잘, 이제 OO들이 귀찮으니

까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잘 안 

돼서, 이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엄청 열심히 추진을 했거든

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저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

력을 했었고 ... (중략)...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점점 이

제 응용해서 다른 사업에 확장을 또 시키고 있는 상황이예

요. [주무부처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되게 

위기 상황에서 저희 시스템을 잘 사용을 했고, 그러면서 이

제 저희가 경평에 되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긴 했죠.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되게 

좋은 성공 사례였습니다.

- 공공기관 직원 B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 OO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해서, 고시를 제정을 한다든지 사업을 추진을 

46) 면접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관의 실명, 소

관 부처의 실명과 구체적인 정책의 설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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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장님이 OO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선끼리는 얘기가 안 통했던 거를, 이제 기관장님이 

OO시니까 또 OO협회를 만난다든지 하면 이제 훨씬 더 설득도 

빠르고 발의가 빨라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장의 

리더십이 발휘된다고 생각을 해요.

- 공공기관 직원 B

또한 각 기관에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회와의 접촉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

문을 구하고 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연구자 등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과정에서도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현안이 발생이 돼서 그 현안에 대응

하기 위한 인력 예산 조직을 따기 위해서 기관장이 국회나 

기재부나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할 때 물론 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네트워크도 쌓고 이제 다양한 업무 설명이라든지 

또는 자문회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 건 맞

아요.

- 공공기관 직원 C

일례로 [요즘 저희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기업들], 그리고 학교에서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서 MOU도 체결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업무추진비로 나갈 거 아니예요? 그런 대외 활동들이 많

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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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공공기관 직원 D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렇기 위해서는 

직원과 직원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이 다른 기관장

들하고 만나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도 나

타난다고.

- 공공기관 기관장 F

2) 공공기관 경영평가단과 국민의 기관 이해도 증대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를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등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를 앞서 살

펴 보았다. 그러나 세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

는 행위 외에, 각 기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기관의 특성

과 업무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행위도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각 기관

이 평가위원에게 서면 자료를 전달하고, 이를 활용하여 평가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평가위원이 각 기관의 구체적인 기술적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실무자, 나아가서는 기관장이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 내부에서도 평가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관장이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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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분들이 왜 평가위원 만나러 안 가느냐 평가위원한테 가

서 설명했느냐 이런 것들을 또 막 채근하고 그러는 분위기가 

있나 봐요... (중략)...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영평가는 이 보고서 평가예요. 서면 평가가 기본이기 때문

에 여기 들어 있는 내용들을 이것만 봐가지고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발전사를 평가하면 발전사

에서 일하는 콘텐츠를 잘 몰라요, 솔직히 테크니컬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이 회사가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냐 

이거를 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이야기

는 콘텐츠를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죠. 어떤 노력을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하는데 이게 법 때문에 진척이 별

로 없는데 이걸 진척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쫓아다니면서 정

치인들 만나면서 이 법을 바꾸려고 관료들 만나서 바꾸려고 

애를 썼고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이 이제 좀 진척이 돼서 법이 바뀌어져서 진짜 사업이 이렇

게 추진됐다... (중략)... 들으면서 책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닌 이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죠, 만나

서 얘기를 들으면.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 전문가 H

평가 매뉴얼대로 하면 서면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현장 평가를 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서 평가를 하게 되는

데. 그 사이사이에 업무를 설명하러 다녀야 되는 게 되게 관

행적으로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가서 설명하고 어필하는 거가 되게 경평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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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무자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관장도 가게 되고, 

실제적으로 기관장님이 가서 평가위원을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기는 해요.

- 공공기관 직원 B

[경영평가의] 비계량적인 요소에서는 물론 보고서도 작성해

서 내고, 이제 실사를 통해서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

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중략)... 우리 기관의 

사업 이해도가 높은 분은 이 기관이 정말 얼마나 힘든 상황

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진짜 창출한 성과가 숫자상으로는 

작더라도 엄청난 성과다라는 거를 이제 체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 공공기관 직원 C

비계량 지표들은 문자 그대로 정성 평가들이 많이 개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기관장님들이 네트워킹 

활동을 하고 기관에서도 이제 평가위원들을 만나고, 또 평가

위원들이 될 만한 분들을 이제 늘 컨택을 하면서 자기 회사

에 대해서 소개하고 공부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제 비계량 부분, 정성적인 부분에서 좀 더 우호적인 환경

을 이제 만들려는 그런 작업들로 이해해야 되겠죠.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 전문가 H

저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중

략)... 그 규모를 억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성

과에 더 나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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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제가 이제 행정의 어떤 기획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저희 

기관장 플러스 임원들 이런 분들이 계속 대외 활동을 계속 

나가시는 게 그냥 이사 내지는 기관장이 어디 저기 OO 사업 

현장에 가 가지고 한번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OO 사

업이 잘 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아

까 말했던 바텀업 형식의 어떤 규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위원들한테 우리의 베스트 프렉티스를 좀 더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종이로 써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

전에 계속 이렇게 만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 사업

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 스키마 이런 것들을 깔아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베스트 프렉티스를 얹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 공공기관 직원 D

  여러 응답자의 진술을 통하여 공공기관 비계량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위원들이 기관의 특성과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

하여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반드시 경영평가 시기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

여 기관의 존재를 알리고 기관의 중요성을 어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을 통한 기관의 대국민 노출빈도의 증대를 위하여 기관장

이 평상시에 나름대로 재량을 발휘하여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 결과적으로 기관의 성과에는 크고 작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이 알고 어떤 의미에서의 소위 우군이 돼 

주는 거는 평가 단원이 아닐지라도 필요할 수가 있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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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 (중략)...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경영평가의 담당자가 아닐지라도 우군을 많이 

만드는 거야 이제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 게 다 이제 나중

에 예를 들면 제3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단계도 있고 더 비근

한 예는 언론 아니겠어요. 언론이면 경영평가를 직접 담당하

지 않죠.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서 환기되는 여론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경영평가 담당자들한테도 도움이 됐다.

- 전직 기획재정부 장/차관 I

투입 부분에 들어가는 게 피지컬한 리소스들, 돈이나 물질이

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폴리티컬한 서포트 같은 것도 리소

스로 들어가잖아요. 폴리티컬한 서포트를 만드는 그런 활동

들이 나는 이 업추비 쓰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쓰

면, 네트워킹을 열심히 하는 거죠. 경영평가에 이제 지표화

는 안 돼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언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평가할 때 고려 사항으로 들어가는 

있거든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 전문가 H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이거는 사실 

평가위원만을, 평가위원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국민 전체

가 체감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펼친다면, 또는 우리가 추

진하고 있는 정책을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이

해도를 높인다면 그 얘기는 평가위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이제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

제 또 우리 기관의 평가를 할 때 정말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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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책을 수행했구나, 그리고 성과가 높이 나왔구나, 이

런 거를 이제 바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이

제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공공기관 직원 C

내부적으로 기관 혼자만 알면, 외부 사람들은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 외부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아

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언론하고의 상호작용도 중요하죠. 

- 공공기관 기관장 G

3)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한편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업무추진비를 기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용도로 사용하지만, 이 외에 기관 내부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도 활용하는 것을 심층 면접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본 연구

의 통계분석에 활용된 원자료 중 개별 공공기관의 월 단위 기관장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현직 직원

과 공공기관 전직 기관장의 진술에서도 기관장이 기관의 목표와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하는 데에 업무추진비를 일

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은 내부 구성원과의 간담회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격려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

다. 기관장이 구상한 기관 운영의 방향성을 기관의 내부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고, 이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이 이

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내부적으로는 약간 격려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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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중략)...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내부 직원들이랑 소통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장이 외부나 내부랑 소통할 수 있는 거를 그나마 대표한

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공공기관 직원 B

공공기관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선은 내부. 내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거야... (중략)... 대부분 기관장은 주

어진 공공기관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하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업무추진비

의 거의 3분의 2를 직원들과의 소통의 비용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고.

- 공공기관 기관장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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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다양한 공공기관 관련 실무 경험자들의 진술을 

통해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 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직원, 기관장,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 전문가, 그리고 기획재정

부 장/차관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를 통하여 살펴본 공공기관의 성과, 

규정과 재량에 관련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의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운영이 된다

는 점,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재량을 발휘할 여지

가 있으며 재량이 긍정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법적 

근거에서 명시한 내용만으로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을 운영할 경

우는 기관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진술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포함된 조직의 규정과 재량적 규정, 

재량을 측정하는 변수와 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의 관계가 공공기

관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면접 응답자들의 입장에서 현실에 어느 정도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조직의 규정은 1) 법령 및 소

관 부처 고시 등에 명시적으로 기반한 외규기반 내부규정으로, 조직의 

재량적 규정은 2) 각 기관이 재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에 의해 루틴을 규정화한 루틴기반 내부규정으로 분류하였다. 공공기관

의 현직 직원들과 전직 기관장들은 기관의 설립과 업무에 관한 상위 법

령이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총망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를 

해석하여 기관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은 기관이 

재량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조직의 규정을 측정한 외규에 기반한 내부규정 제·개정빈도의 경우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

가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구성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 간 비교가 이루어지는 경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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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루틴기반 내부규정의 제·개정빈도는 일종의 레드테입을 제거하여 구성

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각 기관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더 활발

하게 재량적인 판단을 통한 업무 수행을 하여 궁극적으로 기관의 경영평

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기관이 규정이나 법적 근거에만 매몰되지 않고 재량을 발휘하여 

기관이 좋은 성과를 얻는 데에는 기관장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심층 면

접을 통한 진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취

임하면서 각 기관장은 장단기적으로 기관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관의 설립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장

의 역량이 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관의 법적 근거만으로 기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 차원에서 재량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기관장이 재량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기관 

외부와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접촉하고 기관 업무에 대한 설득과 

설명행위 등의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기관장뿐만 아니라 기관 전

체 차원에서 기관의 우군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평소 언론

과의 관계 형성이 성과 평가를 받을 때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진술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활용을 통한 이해관계자 설득 사례로,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나 기존 법령의 개정의 발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관장이 국

회의원과 정부 부처 담당자 등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주도

적으로 제·개정안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

을 때 발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각종 협회와의 접촉을 하거나 외부 전문가

의 자문을 구하고, 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과

정에서 특히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진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또 다른 경우로는 각 기관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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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기관의 특성과 업무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때, 그리고 기관장이 내부 구성원과의 간담회

를 통하여 기관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할 때를 들 수 있

다. 앞서 언급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에서 기관

의 경영평가 종합등급이라는 성과지표가 궁극적으로로 개선될 수 있음을 

다양한 진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기관장이 기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업무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

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기관은 업무 추진에 동력을 얻고 궁극

적으로는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개별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과 기관장의 경우 자

신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관이 법적인 틀 안에서 재량을 발휘해서 

내부규정을 제정 혹은 개정하거나 기관의 외부 이해관계자 및 내부 구성

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냈고,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

던 경험을 중심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들은 평

가를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

가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 그리고 기관장이 재량을 발

휘할 여지를 주어야 한다는 점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주체인 기획재정

부에 근무하였던 전직 장/차관 또한 일정 부분 공감하였다. 원론적으로 

공공기관은 이미 규제 등 법적 제한과 감사 등으로 완전한 재량을 보장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관마다 일정한 재량을 보장해주되 성과 평가

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관에 아예 재량이 없다는 가정을 하면 극단

적으로는 기관장이라는 존재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

나 기관이 재량을 발휘하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기관장

이 필요하고, 이 기관장이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저는 기관장의 재량이라는 것을 그래도 많이 존중을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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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기관에 유능

한 기관장이 가서 그 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는, 기관

장의 재량이 있어야 되겠죠. 안 그래도 온갖 감사와 이런 규

제에 묶여 있는 것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업의 경우는 “돈

만 벌어 오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

다. 여기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장의 재량

이 기본적으로 많이 제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그 재량마저 주지 않는다면, “그 재량마저 자꾸 더 줄여야 

된다” 그러면 기관장이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갈 수가 있

죠. 그냥 매뉴얼을 딱 만들어 놓고, 이사장, 사장은 이것만 

해라, 그러려면 AI가 대체하는 게 낫겠죠? 매뉴얼대로 하면 

되고. 대신에 이제 그런 재량을 주면 줄수록 성과 평가가 중

요해지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뭘 만들어냈느냐, 물론 평가 

지표가 불완전하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나마 공공기관의 역량을, 또는 설립 목표

에 맞는 성과를 또는 퍼포먼스를 만들어 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당연히 상당 부분 재량

을 줘야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다. 원론적

이지만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 기획재정부 장/차관 I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을 활용한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심층 면접 응답자

가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선택47)이라고 진술하였다. 어느 하나의 지

47)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체계가 기관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진술은 기관에 따라, 응답자의 경험에 따라, 피평가자와 평가자 여부에 따라 어

느 정도 이견을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기대하였으나, 각 기관의 업무의 특성과 

진정한 성과가 100%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은 응답자들이 대체로 인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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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공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 기관의 성과가 계량화하여 

측정하기 어렵거나 대표성 있는 명확한 성과를 추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의 성과를 하나의 최종 산출물만으로 측정

하기 어려운 경우, 각 기관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48)을 하였는지의 중간과정까지 고려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유용

하다고 볼 수 있다. 경영평가 제도가 수년간 사회적 합의를 거친 평가 

지표를 통하여 여러 기관을 평가하는 행위이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

관이라면 준수해야할 소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재무적 성과로 대표되는 계량 평가를 포함하면서

도, 각 기관별로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기관 차원에서

의 자구적인 개선 노력 등을 비계량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설립 목적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기관 운영에 제대로 반영하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전 대비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평가에 긍정적인 

었다.

“공공기관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경영 평가라는 

게 각 기관마다 그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중략)... 그러다 보면 

카테고리로 나눠서... (중략)... 비슷한 것끼리 모아는 놨을지언정, 각 기관의 고

유한 영역을, 다, 뭐랄까 동일한 잣대로 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중

략)... 그래도 이제 근사하게 가는 평가 지표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다

면, 현재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시일이 지나면서 평가 지표를 많이 개선을 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생각을 해요.” - 전 기획재정부 장/차관 I

48) “기관들이 하는 일을 이 평가시스템 자체가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고 얼마

나 집행을 잘하고 성과를 내고 피드백을 잘했냐 이런 이제 P-D-C-A라는 구조

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평가한다는 의미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 결과, 아웃풋, 아웃컴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만 이야기는 하지만 프로세스

에 대한 부분도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 전문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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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관 차원에서 법적인 틀 안에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일정 부분 재량을 발휘하여 효율화를 통하여 업무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성과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개선 노

력이 공공기관에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부

터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

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구축한 계량 데이터를 통하여 조직의 규정과 

재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어느 정도 한국 공

공기관의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법적 근

거에 따라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사항만을 담고 

있는 법령을 준수하여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는 타 기관에 비

하여 우수한 평가 성과를 얻기 힘들다. 반면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라도 

재량적으로 세부적인 업무 수행방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

는 등의 노력을 하고, 법이나 규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업무는 기관장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법령의 제정 및 개정까지 제안하는 등의 

재량적인 노력을 통하여 우수한 성과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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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종합 분석결과와 해석

본 연구모형을 통해서 한국의 48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5년~2019년 5

개년에 걸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존

속기간 동안 조직이 재량적으로 루틴을 규정화하여 제·개정한 내부규정

이 많을수록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이 재량적인 판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원에 해당

하는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성 경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이 설립된 이래 법령과 주무부처 및 기재부 지침 등의 외규(外

規)에 명시적으로 따르는 내부규정을 빈번하게 제·개정해왔다 하더라도 

기관의 경영평가 종합등급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

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법령과 

주무부처 및 기재부 등 상위기관의 지침을 충실하게 도입하여 내부규정

을 자주 제·개정하고, 이러한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각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규정한대로 주어진 사업을 추진하고, 

기관을 경영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기관의 평가 성과

를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상위기관을 

비롯한 외부환경의 제도를 충실히 따르면 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

능성은 낮으며, 대외적으로 기관의 정당성은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이유로 기관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에까지 영

향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자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외부의 제도에 대하여 동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

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기관에서 제도 도입을 하더라도 

애초에 외부 제도가 의도한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각 기관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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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 하는 것은 기관의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없다. 특히 설립부터 주요 업무까지 법적 기반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모든 기관들이 법령 준수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평가라는 성과 지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별력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외부의 제도를 내부규정으로 도입한다고 해도 기관의 모

든 관리업무와 사업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마찬가지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주무부처와 기재부, 그리고 입법부가 각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면모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

며, 모든 면모를 다루는 각각의 법령과 지침을 즉각적으로 새롭게 제정

하거나 개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관의 세부

적인 특성과 업무의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 잘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 사

람은 기관의 내부구성원, 넓게 보아도 주무부처 담당 공무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사규관리규정> 또는 <내규에 대한 규

정> 등에는 기관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해당 규정이 관련 법

률에 기반하였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규정의 하위단계의 개념으

로 볼 수 있는 규칙, 운영요령, 지침, 기준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위 

단계의 규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는데, 이들 또한 법에 기

반한 상위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에 기반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내부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관련 법령과 정부 부처 지침 등을 준용하

는 경우, 기관에서 내부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였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성과 내용의 구체성이 어느 정도 확

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관이 설립된 이래 명시적으로 특정 법이나 정부부처 지침 등에 기

반하지 않았지만 기관 내부의 루틴에 기반하여 재량적으로 내부규정을 

많이 제정하거나 개정할수록, 기관의 경영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 체계와 업무방법이 대체로 기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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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관과 특정 법에 근거한 업무 규정과 규칙, 

지침 등에 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규에 기반한 내부규정만으로 기

관의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 각 기관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업무

를 수행하면서 형성한 조직루틴을 규정으로 제정 혹은 개정하였을 때 기

관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위 법

령과 주무부처 지침에 관여하는 입법부와 주무부처는 각 공공기관의 전

문적인 업무의 세부내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기관에 근무하는 

구성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업무의 세부내용과 업무환경에 대해 구체적

으로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업무추진 과정에 형성된 루

틴을 기관이 재량적으로 명문화하여 내부규정으로 제정하거나, 루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해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기관의 내부규

정은 기관이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규정이라는 재량과

는 거리가 다소 있어 보이는 요소가 이 경우에는 외규 기반 내부규정과

는 다르게, 개별 공공기관의 재량을 일정 부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사규관리규정>은 기관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과 이사회, 내부구

성원의 판단과 승인 하에 규정과 지침, 요령, 기준 등의 내부규정을 새

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특히 모든 내부규

정이 명시적으로 특정 법령이나 정부 부처 지침에 기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본 연구의 기술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 기관이 내부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행위가 반드시 상위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기관의 내부규정 외에 연구모형에서는 기관의 규정에 대한 보완적인 

요소로 기관의 재량 또한 고려하였다. 기관의 재량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성 경비 중 차지하는 비

중을 활용하였는데, 95% 신뢰도 수준에서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이 외부인 

또는 기관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협의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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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중은 모두 음의 회귀 계수 값을 보였으나,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

출 총액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의 재량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에 기관장이 다양한 이

해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기관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업무에 대한 이

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의 활동을 하여 기관의 성과 향상으로까

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기관장이 업무추진비

를 업무협의 용도로 특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절대적인 업무추진비 사

용 빈도는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업무추진비를 자주 사용하

거나 특정 용도에 국한시켜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관의 특성에 대한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던 변수 중 전년도 기

관 경영평가 종합등급 점수는 (금년도의) 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 점수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

관의 경영평가 성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이기보다

는, 평균적으로 전년도에 높은 경영평가 점수를 받은 기관일수록 차년도

에도 높은 경영평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전년도에 낮은 경영평

가 점수를 받은 기관일수록 다음 해에도 낮은 경영평가 점수를 받을 가

능성이 높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관의 특성을 통제하는, 기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제변수는 

모두 종속변수인 기관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의 규모가 크고 재무적, 인적 자원을 

많이 확보한 것이 반드시 기관의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관장의 특성에 대한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던 기관장 출신배경 

변수의 경우, 기관장이 기관 내부 출신 또는 공무원 출신인 경우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관장이 기관 내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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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주무부처 등의 정부 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기관장에 비하여 기관의 업무 특

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우수한 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사규관리규정>은 기관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과 이사회, 내부구

성원의 판단과 승인 하에 규정과 지침, 요령, 기준 등의 내부규정을 새

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특히 모든 내부규

정이 명시적으로 특정 법령이나 정부 부처 지침에 기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본 연구의 기술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규에 기반한 

내부규정과 기관 내부의 루틴에 기반한 내부규정으로 내부규정을 유형화

한 분석결과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선 논의를 정리해 보면, 공공기관은 정부 조직과는 달리 권한과 책

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과 관련된 정책방향과 

법령 등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정부 조직

보다는 민간부문이 존립을 위해서 정부를 상대할 때에 취하는 행태를 보

일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조직은 일단 

상급기관인 행정부의 주무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처의 정책운영부

서와 구성원에게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 그리고 역량을 설명하고 설득하

여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존립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

다. 특히 행정부에 속하는 주무부처와 담당 부서 외에 기획재정부 등 업

무의 구체화에 필요한 법령, 조직, 인사, 예산, 성과평가 등 공공기관의 

존속과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직에게 설명과 설득을 시도

할 수 있으며, 여론에 호소하거나 언론기관과 입법부 의사결정권자와 경

영평가 위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설명과 설득을 시도할 것이다.

  각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제한된 권한만으로는 외부기관에 대하여 영향

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와 같은 여유자원을 활용

하여 외부기관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관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

태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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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기관의 기능이 명확하고 존재의 필요성이 대외적으로도 명확히 

인식되고, 정책에 대한 큰 권한까지 갖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적어질 것이다. 설립된 지 시간이 많이 흐른 

대규모 기관의 경우는 이미 법령과 내부규정에 의해 기관의 목표와 세부 

업무가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구체화되어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생 기관일수록 내부규정과 세부 업무가 구체화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

기관의 경우는 설립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자원을 기관장의 재량적 판단을 위한 내외부와의 상호작용 

용도로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설립된 지 오래된 기관의 경우도 신생기관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좋은 성과를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과정에

서 업무를 구체화하고 내외부구성원에 대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거칠 것

이다. 특히 기관장은 기관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용도의 자원을 적극 활

용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을 늘릴 의도를 가지는 동시에, 기관 내부 구성

원과의 소통을 하여 기관의 목표와 비전을 내외부 구성원과 공유할 것이

다. 외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는 기관의 특성과 기관의 주요 업무

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평가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를 구체화

하여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는 기관의 경영평가 등급 등의 성과 지표에는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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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분석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조직의 규정과 재량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4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기관의 내부규정과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원의존이론과 조직의 규정에 관한 이론, 

재량에 관한 이론, 그리고 상층부 이론과 네트워크이론에 기반하여, 각 

기관의 내부규정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기관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특히, 내부규정의 경우 특정 법령 및 

주무부처·기획재정부 지침에 명시적으로 기반하였는지 여부와, 제·개

정빈도로 개념을 세분화하여 각 기관에게 주어진 외부적 상황과 재량적 

대응을 반영하였으며,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 전체 업무추진비성 

경비 중 기관장 지출액의 비중,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빈도와 지출 목

적별 비중으로 변수를 세분화하였다. 

  고정효과 다중선형회귀분석모형을 통하여 2015년~2019년 5개년에 대

하여 구성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조직의 내부규정과 상층

부 재량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일부 지지

하거나 기각하였다. 

  첫째, 공공조직의 규정은 조직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규정

을 측정한 변수로 기관이 설립된 이래 법령과 상위 정부부처 지침 등의 

외규(外規)에 명시적으로 따르는 내부규정을 많이 제·개정하는 것이 기

관의 경영평가 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조직의 재량적 규정은 조직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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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이 설립된 이래 명시적으

로 특정 법령이나 정부부처 지침에 기반하지 않고 기관의 필요에 의해 

재량적으로 내부규정을 제·개정할수록,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조직의 재량은 조직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내부규정에 대한 보완적인 

요소로 고려한 기관의 재량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기관 전체의 업무

추진비성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기관장이 재량적인 

판단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

는 비용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조작화하였다. 이러한 기관장 업무추

진비 지출 비중은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장의 연간 업무추진비 지출 빈도와 업무협의 목적으로 기관

장이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빈도의 비중은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이 

재량적 판단을 위해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외부인 및 내부구성원

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가 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기관장 입장에서 단순히 자주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것과 업무협의 용

도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이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가 좋아질 것이

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

기관 관련 실무 경험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하여 일정 부분 현실에 부

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이론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에 규정과 재량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

설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계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본격적으로 분석하였

다. 기존 연구에서 동시에 다루지 않았던 규정과 재량이 조직의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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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조사 등의 연성 데이터가 아닌 경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규정과 재량이라는 상반되는 개념의 중간적 개념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조직 분야의 이론에 기여한 바가 있다.   

  이론적 배경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조직은 의

사결정과정에서 외부 환경과 그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보인다. 외부의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은 크게 제도적 동형화를 

통한 대외적 정당성 확보와 재량의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동형화와 정당성에 관한 이론에 따라, 조직은 조직의 능률성이

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환경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강압으로,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제도를 탑다운방식으로 

도입하여 대외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조직은 외부로부터 제도를 도입하

는 과정에서 조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이를 내부의 규정

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법령과 주무부처 지침, 기획재

정부 지침 등에 기반한 내부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내부규정의 제·개정

은 기관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조직루틴, 조직학습과 공식화에 관한 이론에 따라, 조직은 오

랜 시간에 걸쳐 내외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문제해결을 한다. 내부의 

루틴 중 지속적인 구속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기관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 규정으로 발전시키면서 조직은 공식화 과정을 거

칠 것이다. 조직루틴을 규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제도적 동형화를 통해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제도를 조직에 도입하는 것과 대비되는데, 조

직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재량적으로 판단할 때 이루어진다. 외부환경의 제

도를 받아들이는 과정과는 달리 바텀업 형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실

질적으로 조직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루틴을 규정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를 하면, 기관장을 비롯한 조직의 의사결정자의 

최종 판단 및 경우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 하에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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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게 된다. 조직이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서 재량으로 내부규정을 제

정 및 개정하는 경우, 내부규정이 조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가능성

이 높으며,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규정

이 될 수 있다. 즉, 재량적으로 루틴을 내부규정으로 발전시키면서 조직

이 공식화를 달성하는 경우 기관의 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직은 내부규정의 제정과 개정행위를 통해 대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식화 과정을 거치지만, 내부규정으로 즉각 대응할 수 없는 조직 내외

부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재량에 관한 이론, 상층부 이론과 네

트워크이론에 따라, 조직의 長에게 부여된 자원을 조직 내외부와의 상호

작용을 위해 활용하는 행위를 ‘최종 의사결정자가 재량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을 활용한 내-외부인 설득(협의)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조직이 마주할 불확실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내부규정에 모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규정에만 입각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은 조직의 최상층부에 

속하는 최종 의사결정자의 신속한 상황판단에 기반하여 대응하여야 한

다. 따라서 기관장이 상호작용을 위해 활용하는 업무추진비가 기관 전체

의 업무추진비성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기관의 성과가 향

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기관

장의 상호작용행위가 중요하며, 기관장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해

석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48개 공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정부(주무부처)의 정책 방향을 따

르며, 이는 상위 법령에서 어느 정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조직은 상위 

법령과 지침이 명시한 바를 반영한 내부규정에 따라 조직의 목표와 주요

업무, 경영관리 관련 사항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조직에 대한 평가 성

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 틀 안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자율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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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적 판단 하에 적절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게 되고, 기관장은 

재량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뿐만아니라 외부 기

관과의 협업도 하게 된다. 내부규정이나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경영평가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기관이 업무를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는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한다. 

제 3 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권한과 조직이 기관의 설립에 관한 설립법과 특

정 정책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관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

을 확인한 바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 조직에 비하여 권한과 책임의 범위

가 제한되어 있고, 스스로 정책방향과 법령 등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적인 틀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고 새

로운 업무를 발굴하거나 기존 업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주무부처

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세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기관의 존재

감을 강조하고 업무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법령과 법

령에 따른 내부규정은 실제 기관의 세부 업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구체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

로 업무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를 규정화할 유인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각 기관이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업무 방법을 발굴하

는 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정리하면, 공공기관은 기관 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하여 민간부

문의 영리조직에 못지않은 수준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할 것이다. 법적으

로 업무가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만 업무를 수행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노력을 일정기간 이상 거쳐야 업무가 

구체화되고, 새로운 업무방법과 업무범위의 확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면, 주무부처를 비롯

한 정부는 각 기관들이 설립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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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주어야 한다. 기관이 스스로 업무를 구체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지만, 기관이 재량적으로 나름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외부조직과 내부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사용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먼저 제안하는 경

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더 많은 창의성을 독려해야 

하겠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 기관이 공공성 확보라는 궁극적인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재량적인 노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 큰 틀의 정책적인 방향성은 정부와 소관 부처에서 정한 방향을 따라

가겠지만, 각 기관의 기관장이 기관의 장기 및 단기적인 비전을 제시하

는 역할이 중요하다. 기관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기관장

이 필요하고, 이 기관장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

다고 볼 수 있다.

제 4 절 본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로는, 수집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되어 조직의 재량을 

측정한 수단 중 하나인 기관장 업무추진비 업무협의 용도 지출 비중이 

구체적인 사용 대상까지 포착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공

공기관의 내부규정의 경우에도 각 내부규정의 실제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존재하고, 내부규정 간의 연결성까지 분석할 수 있다면 본 연구

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보다 명확하게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복수의 자료출처 크로스체크를 통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 과정

에서 분석대상의 규모가 애초에 계획한 규모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

여, 분석결과와 해석의 일반화에 약점이 있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

이다. 향후 진행할 연구에서는 더 많은 분석대상을 확보하고,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변수보다 조직의 규정과 재량을 더 잘 측정할 수 변수를 탐색

하여, 조직의 규정과 재량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일보

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공

공기관을 비롯한 공공조직이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인정 받도록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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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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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ublic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Effect of Rules and Discretion on 

Performance

Dongwook Seoh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which means a 

public organization may utilize to attain institutional legitimacy 

and survive as a sustainable organization. Based on resource 

dependence theory and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n public 

organization performance, rules and discretion, the author has 

proposed to test hypotheses on three positiv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al rules and performance, organizational 

discretion and performance, and lastly, organizational 

discretionary rules and performance. 

The author has established a 5-year panel dataset on 48 

Korean public agencies to perform quantitative empirica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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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ataset,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measured by the 

final scores of annual pubic agency evaluation condu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nual average rate of accumulated enactment 

and revision of agencies’internal rules that have explicit basis 

on government rules and laws, and annual average rate of 

accumulated enactment and revision of agencies’ internal rules 

that have no explicit basis on government rules and laws but that 

are based on organizational routines were chosen as variables that 

measure organizational rules and organizational discretionary 

rules, respectively. In addition, three distinct variables 

regarding agency CEOs’business expense measure organizational 

discretion, in terms of the CEO’s proportion of business expense 

in the entire agency, gross number of events in which CEO business 

expenses are used, and the proportion of CEO business expenses are 

used for business-related negotiations.

Based on statistical analyses on the dataset using a 

fixed-effects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model, 

organizational rule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organizational discretionary rules and discretion 

had a partial ye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author has 

interviewed 9 interviewees ranging from current employees and 

former CEOs of public agencies to a professional that participated 

in annual public agency evaluation and former Minister/Deputy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Interviewees also confirmed most 

of the causal relationships discovered in statistical analyses. 

This study proposes Statistical results and interpretations 

propose both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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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public organizations. While public agencies are expected 

abide by laws and rules of the government, they are also advised 

to use their discretion to perform better. 

 

keywords : public organization, performance, rule, discretion, 

public agency, business expense

Student Number : 2017-3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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