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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의 대상 준공공부문기관의 정의와 분석대상 설정. : ( )Ⅰ

준공공부문 기관 의 정의1. ( )

□ 우리나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제도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제도단위가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중 어느 쪽에 속하느냐는 해당 제도단위에 대한 소유와 통제의 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에 따라 결정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제도단위의 유형과 특성은 공공성과 기업성
또는 수익성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제도단위의 유형과 특성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정부
와의 거리 또는 자율성의 수준을 제시할 수 있음

◦이러한 분류관점에서 의 준공공부문은 정부부문 중앙 지방정부 공기업( ),廣義 ･
부문 순수민간부문영리부문을제외한나머지부문또는기관으로정의할수있음, (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제도단위

소유 통제주체 정부:･ 민간

공공성← 기업성→ 공공성← 기업성→

공공부문 민간부문
정부부문 공공기관 비영리부문 영리부문

정부부처
책임운영기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NGO)

공익법인
(NPO)

사기업
행정형
기 관

기업형
기관정부(
기업)

위 탁
집행형
기 관

기 금
관리형
기 관

준시장형
공 기업

시장형
공기업정부기업( )

기획재정부 등 국과수,
국립현대
미술관
등

국 립
의료원,
경찰

병원 등

KDI,
한국행
정연구
원 등

KOTRA,
한국소
비자원
등

국민연금
공단,

주택금융
공사 등

조폐공사,
관광공사

등

한전,
가스공사

등

참여연대
등

대한상공
회의소 등

조달청,
우정사업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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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준공공부문에는 중앙정부 준공공부문기관과 지방정부 준공공부문기관( ) ( )廣義

외에 민간부문의 준공공부문기관도 준공공부문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 )

◦민간부문의 준공공부문기관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대한( ) , YMCA, ,

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정부로부터 공익성을 인정받아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일부 받거나 사무를 수탁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이 대부분임 그러나 그 범위가‘ ’ .

넓고 관련자료의 파악이 어려워 금번 연구에서는 제외함,

정부부문 공공부문 준공공부문 구분 예시, ,
공공부문

순수정부부문 준정부부문 준민간부문 순수민간부문

준공공부문

민간조직 공적기능( )＋

□ 금번 연구는 중앙정부 준공공부문과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함‘ ’ ‘ ’

◦준공공부문은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금을( + ) ,

지원받아 비상업적인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되며 중앙정부, ‘

준공공부문기관 과 지방정부 준공공부문기관 으로 구분됨( )’ ‘ ( )’

- 중앙정부 준공공부문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중앙정부의 공공( ):『 』
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함 이중 공기업, , .

시장형 준시장형을 제외한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 ) ‘ ’ ‘ ’

중앙정부의 준공공부문으로 정의함
중앙정부 공기업의 자회사들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공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 ,※ 『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다만 이 경우 한전 자회사인 개 발전사 등은. , 6』
실질적으로 공기업이지만 현행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준공공부문의 기관수 예산 인력규모가, , ,
과대평가될 수 있음

- 지방정부 준공공부문기관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등에( ):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출연법인제 섹터 지자체, , · ( 3 ),

출자기관 제 섹터형 출자기관 지방의료원 과 출연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 으로( 3 , ) ( , )

구분됨 이 중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받지 않는 지자체 출자기관제 섹터형 출자기관. ‘ ( 3 ,

지방의료원 그리고 지자체 출연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 을 금번 연구의 분석)’, ‘ ( , )’

대상인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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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등에 의거하여 설립된 지자체의 출자기관은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만을, 『 』
지방공기업으로 정의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으로 분류함

우리나라 공공부문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준공공부문의 범위와 구성(’08)

분석대상 및 범위2.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만 개의 공익법인이, ’07 2 6,517

설립운영중이나 공익법인 전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파악이 안됨· ,

- 따라서 이중 의 준공공부문 정의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립운영하고·上記

있는 개 준공공기관 년 월 기준이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임675 (’08 10 )

◦중앙정부의 준공공부문 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281 ):『 』
지정고시된 준정부기관 개과 기타공공기관 개· (77 ) (204 )

- 준정부기관 개 국가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77 ): ,

있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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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공기관 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기에 부적합한 공공기관(204 ): ,

정부출연연구소 공기업의 자회사 등,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 개 지자체의 출자기관 개과 출연기관 개(394 ): (50 ) (344 )

- 출자기관 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운영되는(50 ): ·『 』
지방의료원 개 과 지자체가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형태로 설립(34 )

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지 않고 사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제 섹터형 기관 개임3 (16 )

- 출연기관 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 개(344 ): · (35 )

또는 재단법인 개으로 해당기관에 출연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임(309 )

준공공부문의 기관유형 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제.Ⅱ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준공공부문 기관유형 분류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유형 분류(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해 국가 지자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4 ,  ･
아래 표의 지정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직접 지배구조를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외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을적용받는공기업『 
과거 정부출자기관 방송법 을 적용받는 언론공기업( ),『  1) 은행법 등을 적용,『 
받는 금융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을 적용『 ･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1) 방송공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률을 개정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서 공식적으로‘ ’

배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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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요건 
공공기관 지정요건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①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분의 을 초과하는 기관2 1②

* 정부지원액은 출연금 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액 이외에 법적 독점권의 부여 법적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간접적,･
지원액을 포함
정부지원액 산정은 최근 개년 결산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 3
정부가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50% , 30%③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정부와 의 기관이 합하여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50% 30%④ ①∼③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⑤ 의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상의 지분을2 50% , 30%①∼④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⑥ ①∼④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5『 
기관을공기업 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으로구분하여지정하되 공기업과준정부,･
기관은 직원 정원이 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50

◦직원 정원이 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되50 ,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분의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을 지정하고2 1 ,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음

◦공기업은다시 시장형공기업 자산규모가 조원이상이고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이‘ ’( 2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인공기업과 준시장형공기업 시장형공기업이아닌) ‘ ’(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기본법에) , ‘ ’(

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준정부) ‘

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기준 
구분 지정요건 원칙( )

공기업① 자체수입비율 50%≥◦
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비율 인 기관 자산 조원 이상85% (& 2 )≥▪
준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비율 50% 85%∼▪
준정부기관② 자체수입비율 < 5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③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주 자체수입비율은 최근 개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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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법적 형태(2)

◦공공기관의 법적 형태는 민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일반법인과 특별행정조직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구분됨
- 특수법인은 다시 특별법에 의한 무자본 특수법인형태의 공공기관과 특별법에 의한
회사형태의 공기업으로 나눠짐

무자본 특수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의 특징 비교

구 분 특징

무자본 특수법인
기관별로 별도의 회계단위를 가지며 기업예산회계법과 기업회계를 준용함,∙
국가사업의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출연금의 재정지원을 받음,∙
명목상 자본금을 가지지 않는 특수법인이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함∙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
∙특별법령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본금이 설정되어 있고 정부가 자본투자 및,
출자방식으로 지원함
시장형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됨∙
정부가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사장과 임원등의 임면에 권한을 행사함,∙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2.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지원 보조기관 등으로 구분함, ,･ ･
- 또한 종전에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운영되다 동법의 적용『 』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의료원사업도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을 구성함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기관 유형 분류체계가『 』
표준화되어 있으나 출자 출연기관 지원 보조기관 등에 대해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 ･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이 부문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준공공부문의
기관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

◦지방정부 공공기관 중에서 표준화된 기관 유형 분류체계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기관 유형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공동, , ,

출자 출연법인 등으로 구분함･
- 이중 지방직영기업의 경우에는 조직형태상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보다는 정부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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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기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 ,

에서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지방공기업의 종류별 기관 특성 비교

구 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

성 격 행정기관 일종의 회사
불하가능( )

일종의 공공기관
불하불가( )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개 념
지자체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접 행정
조직형태로 운영하는 사업

지자체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이상을출자한50%
법인형태로운영하는사업

행정이 담당해야할 업무를
자치단체가 출연한100%
법인에 의해 운영하는 사업

지자체가지자체외의자와
공동으로 자본금 또는
재산의 미만을 출자1/2 ･
출연하여법인을설립하고
사업운영

업무관계 지자체 업무의 일부 독립된 사업
완전성( )

특정업무의 위 수탁･
한정성( )

독립된 사업
완전성( )

경영비용 자본금 판매수입＋ 자본금 판매수입＋ 출연금 수탁금＋ ＋
수수료 수입 자본금 판매수입＋

자본조달 공기업지방채 발행 사채 민간출자＋ 공단채 발행 사채 민간출자＋

경 영 자 자치단체장관리자( ) 사장 부사장 이사, ,
이사장 부이사장, ,

이사 사장 부사장 이사, ,

해 산 시
자본처리 설립단체 귀속 출자자에 귀속 설립단체 귀속 출자자에 귀속

예 결산･
승 인 지방의회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자료 곽채기: (2006:43)

우리나라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과 문제점.Ⅲ

중앙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 운영 현황1. ･

준공공기관의 규모(1)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년 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만 개의2007 1 2 6,517

공익법인이 있으나 공익법인 전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파악,

되어 있지 않음 다만 이들 중 일부가 준공공부문을 구성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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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공익법인 현황
단위 개( : , %)

합계 종교 학술 장학 자선･ ･ 사회복지 학교 의료 문화 기타
26,517 16,414 2,732 2,505 1,749 452 451 2,214

(100.0) (61.9) (10.3) (9.4) (6.6) (1.7) (1.7) (8.4)

설 립
근거법 민법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초 중등 고등교육･ ･
법 유아교육법, ,
사립학교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민법 특별법

자료 기획예산처: (2007a)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정된 년 중앙정부의 준공공기관수는’08 
개임준정부기관 개와 기타공공기관 개 공기업 개는 제외281 ( 77 204 , 24 )

- 년 기획예산처가 조사한 공공기관 지정대상 기관은 총 개였음 이중 지정요건에’07 584 .

해당하지 않는 기관 개 지정제외 개 지정유보 개를 제외하고 개144 , 29 , 113 298 공공
기관을 지정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년에는 년 보다 개 증가한 개가’08 ’07 7 305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재료연구소 재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정복지협력회 울산항만공사, ( ) , , ( ) , ,∙
주부산보안공사 주인천항만보안 등 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됨( ) , ( ) 7

◦중앙정부 준공공기관의 총예산 년 기준은 조 천억원으로 우리나라(’07 ) 175 4 GDP

조 천억원 중앙정부 일반회계 조 천억원의 국가공기업(901 1 ) 19.5%, (156 5 ) 112.1%,

예산매출액 기준 조 천억원의 에 해당함( : 118 8 ) 147.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현황 
단위 조원 천명( : , )

구 분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 타
공공기관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기관수
년 지정기준(’08 )

305 6 18 63 14 204

예 산
예산기준(’08 )

338.3 58.8 77.6 65.2 51.4 85.2

인 원
년말 기준(’07 )

259 28 60 49 17 105

자료 기획재정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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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예산규모< >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종사자 규모< >

◦ 년 기준으로 중앙정부 준공공부문 종사자는 만 천명으로 국가공무원 년’07 17 1 (’07

기준으로 만 천명의 국가공기업 종사자 년 기준으로 만 천명의60 6 ) 28.2%, (’07 8 8 )

에 해당함194.3%

준정부기관의 설립 운영 현황(2) ･

◦ 년 현재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 개 기금관리형 개 등 총 개 기관’08 63 , 13 77
으로 구성됨

준정부기관의 담당사업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결과

기관유형 기관명
검사 검증1. ･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선박검사기술협회 등 개, , , 12

문화 국민생활2. ･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개, , , 15

산업진흥3.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우정사업진흥회 증권예탁결제원, , , , ,
한국농촌공사 등 개26

교육훈련 연구지원4. ･ 요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등 개, , 11

연 기금 운용5.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개, , 13

합계 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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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의 설립 운영 현황(3) ･

◦ 년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개 기관이 지정됨’08 204

- 기타공공기관에는 금융공기업 공기업의 자회사 국립대학병원 등 의료법인 과학‘ ’ , , ,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인문사회경제분야 정부출연구소 직원 인 미만의 기타, , 50

공공기관 등이 포함됨

기타공공기관의 현황

구분 기관명 자산금액 백만원( ) 자체수입 비율(% )

공기업 자회사 남부발전 남동발전 강원랜드 등, ,
개41

48,510,041 96.42

의료법인 강릉대병원 서울대 병원 등 개, 14 2,221,026 91.07
과학 인문분야･
정부출연연구소

극지연구소 산업연구원, ,
식품연구원 등 개43

4,316,985 36.98

인 이상 기타50
공공기관

전쟁기념사업회 예술의 전당, ,
대한적십자사 등 개40

3,662,213 36.85

인 미만 기타50
공공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
한국법제연구원 등 개66

1,816,162
총수입금액( )

31.83
평균인원수( )

합계 204개 60,526,427 -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및 국민의 준조세 부담 현황2.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체계 및 준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1)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해 재정지원은 출자 출연 보조금 특별부담금 사회, , , ,

보험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정부 출자 사회보장기여금 징수 법정부담금 부과 정부: , , ,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기금재원을 조성하고 기관의 운영비를 확보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자체 사업수입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달하고 법정부담금:

재원 정부출연금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고 있음, ,

-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또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유사한 방법으로 세입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정부는 이들 기관에 출연금과 보조금 등을 지원함.

◦ 년 기준으로 중앙정부 준공공기관 예산 조 천억원의 인 조’07 (175 4 ) 10.2% 17

억원9,611 출자출연보조금( · · )2)이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데 이는 중앙정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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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산 조 천억원의 에 해당함(156 5 ) 11.5%

- 사회보험료 조 억원를 정부 재정지원규모에 포함(44 9,099 ) 3)시킬 경우 중앙정부 준공공,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는 조 억원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 조 천62 8,710 (156 5

억원의 에 해당함) 40.2%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규 출자 및 출연금 규모 년 조 억원임(’07 ) 6 1,873

- 한국인천공항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개 공공기관에 조 억원을 신규 출자함, 10 3 1,794

- 한국과학재단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개 공공기관에 조 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함, 84 3 78

공공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년 신규 출자 현황’07
단위 백만원( : )

기관유형 정부출자 규모 해당 기관
시장형 공기업 20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1)

준시장형 공기업 2,906,436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 , ,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000 한국농촌공사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5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1)

기타 공공기관 3,000 한국수출입은행 (1)
합 계 3,179,436

공공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년 출연금 지원 현황’07
단위 백만원( : )

구 분 출연금 규모 해당 기관

일반
회계

준시장형
공 기 업 3,000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센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27,264

한국과학재단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 , ,
기술평가원 요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 , , ,
산업인력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 , ,
정보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보건산업연구원,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40,000 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연구소 1,165,342
인문사회경제분야 출연구소 개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23 ,
기술분야 출연연구소 개 및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20 ･

기타공공기관 710,116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 , ,
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 , ,
교 기능대학 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국립, , , , ,
대병원지원 국립암연구소,

소 계 2,545,722

2) 동 금액은 아래의 준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의 합계임 기금형 준정부기관 재정지원 조 억원 위탁집행형. 5 4,852 ,

준정부기관 재정지원 조 억원 정부출연연구소 출연금 지원 조 억원 기타공공기관 출연금 지원10 4,200 , 1 3,428 ,

억원 기타공공기관 신규출자 억원7,011 , 30

3) 사회보험료를 재정지원에 포함시킨 이유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항목이기 때문임.

그러나 사회보험료 조 억원 전액이 재정지원으로 할당되는 것은 아님 국민연금의 경우 징수액조성액이(44 9,099 ) . ( )

운영비예산보다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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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출연금 규모 해당 기관

기타
특별
회계

준시장형
공 기 업 80,800 컨테이너부두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3,933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 , ,
안전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정부출연연구소 177,424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 , ,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소 계 462,157

합 계 3,007,879

◦시장형 공기업은 년 결산기준으로 억원의 정부출자인천국제공항공사와’07 2,000 ( )

억원의 정부보조금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 지원됨87 ( , , )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조 억원의 정부출자와 억원의 정부출연 및2 9,064 982

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됨9,061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원지원 현황 년 기준(’07 )
단위 백만원( : , %)

기관유형 수입지출규모
(A )

정부출자
(B)

정부출연
(C)

정부보조금
(D)

B/A
(% )

C/A
(% )

D/A
(% )

시 장 형
공 기 업 56,895,631 200,000 - 8,726 0.3 - 0.01

준시장형
공 기 업 60,935,816 2,906,436 98,289 906,125 4.8 0.2 1.5

합 계 117,831,447 3,106,436 98,289 914,851 2.6 0.1 0.8

주 년도 결산 기준: 1) 2007
준시장형 공기업중 정부보조금 지원 기관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2) : , , , ,
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출자 보험료 부과금 부담금 정부출연금, , , ,

정부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에는 조 억원의 대규모 보험료31 1,636

사회보장기여금가 부과되어 중요한 재원지원 수단으로 활용됨( )

- 년 예산기준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결산자료 포함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07 ( )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총 조 억원임36 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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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년 기준(’07 )
단위 백만원( : )

정부 재정지원의 유형 재정지원 규모 해당 공공기관
정부출자금 5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험료부과금 31,163,635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근로복지공단

부 담 금 2,771,904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 , ,
연구진흥원 등

정부출연금 2,654,794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정부보조금 8,483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합 계 36,648,816

◦ 년도결산기준으로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의전체수입지출규모 조 억원’07 (42 4,889 )

의 에 해당하는 조 억원을 중앙정부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지원56.9% 24 1,663

하였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년 기준(’07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재원규모 해당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전체 수입 지출 42,488,937
정
부
재
정
지
원

정부출자금 20,000 한국농촌공사
보험료부과금 13,746,340 국민건강보험공단개인 및 법인 부담금( )
부 담 금 1,014,419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
정부출연금 4,295,667 대부분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부보조금 5,089,944 대부분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 계 24,166,370

준공공부문의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의 준조세 부담 현황(2)

◦공공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재원 확보 및 지출 충당을 위한 국민의 준조세4) 부담 규모는 매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년에 조 억원이었던 공공기관의 재원 확보를 위한. ’03 29 6,646

국민의 준조세 부담규모가 년에는 조 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시 년’05 37 5,853 , ’07

에는 조 억원으로 증가함53 5,167

4) 부담금관리기본법 에 따른 특별부담금을 협의의 준조세로 정의함 특별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 』
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 , ,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 특별부담금에 사회보험료를 추가한.

것을 광의의 준조세 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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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의’07 ･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총 조 억원의 준조세 규모 중 사회보험료가 조53 5,167 44 9,099

억원을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조 억원은 특별부담금에 해당함, 8 6,067

공공기관의 재원 확보 및 지출 충당을 위한 준조세 부담 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 )

준조세 부담의 형태 준조세 부담 규모 비 고’03 ’05 ’07

사회보험료 25,704,051 29,754,959 44,909,97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 ,
원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세입중사회보험료,
부과금

특 별
부담금

특별회계 귀속 15,441 2,308,052 2,040,405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 ,
자원사업특별회계중공공기관지원규모상당액

기금 귀속 3,212,414 4,480,727 5,360,585
공공기관이 기금관리 주체인 기금 귀속 부담금,
공공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기금 귀속 부담금
중 공공기관 지원 상당액

공공기관 수입
직접 귀속 170,300 153,385 308,627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직접 귀속되는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직접 귀속 562,400 888,271 897,160

부담금 징수액 중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

소 계 3,960,555 7,830,435 8,606,777
합 계 29,664,606 37,585,394 53,516,752

주 각 연도별 결산기준: 1)
특별회계 귀속 특별부담금 중 공공기관에 배분되는 재정규모는 각 연도별 관련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 출연금2) , ,
보조금 규모에 상응한 것으로 추정함

자료 기획예산처 와 기획재정부 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4, 2006) (2008b)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 중 공공
기관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회계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등이 있음

부담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는 특별회계의 공공기관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

특별회계의 종류 부담금 귀속 규모 지원대상 공공기관’03 ’05 ’07

교통시설특별회계 694 56,352 497,150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등

환경개선특별회계 5,745 685,648 778,972 한국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9,002 1,566,052 1,960,125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 ,
공단 등

합 계 15,441 2,308,052 3,236,247

주 각 연도별 결산 및 분담금 부과징수 실적기준임:
자료 기획예산처 와 기획재정부 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4, 2006)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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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관리 및 사용주체인 기금 또는 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금에도 부담금이 배분되고 있는 바 년, ’07

기준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개 기금에 총 조, 17 5 3,605

억원의 부담금이 배분되었음

◦부담금이 직접 공공기관의 수입원으로 귀속되어 해당 기관의 목적사업 또는 기관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바 년 기준으로 국제빈곤퇴치기금 원자력, ’07 ,

관계사업자 등 개 기금에 총 억원의 부담금이 배분되었음8 3,086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부담금 재원은 상수도특별회계 집단,

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으로 귀속되어 주로 지방공기업의,

수입원으로 활용됨

◦결론적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에 의해 년에 징수된 부담금 조 억원’07 14 3,650  중
조 억원 전체 준조세의 이 중앙정부 준공공부문 운영을 위한5 6,692 ( 39.5%) 재원
으로 할당됨
- 부담금이외에 사회보험료 년 기준으로 조 억원를 포함할 경우 중앙정부(’07 44 9,099 )

준공공부문의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국민의 준조세 부담규모는 총 조 억원50 5,791

으로 국세부담 년 징수실적 기준 조 억원의 에 해당함(’07 161 4,591 ) 31.3%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점3.

기관 수 인력과 예산 등 규모의 문제(1) ,

◦ 년도 중앙정부의 준공공부문 예산은 약 조 천억원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07 175 4

예산의 종사자는 만 천명으로 중앙정부 일반직 공무원 만 명의112.1%, 17 1 (10 976 )

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크며 예산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년도169% , (’08

예산은 전년대비 증가함15.1% )

- 년도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조 천억원의’07 (294 2 )

를 차지하며 공공기관의 종사자 만 천명의 를 차지함59.6% , (25 9 ) 66.05%

◦준공공부문의 사업 확장 자회사 설립 종사자 증가 등이 준공공기관의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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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임

◦상당수의 준공공기관은 독점구조하에서 내 외부적 경쟁 유인이 적어 수지균형의･
절박감이나 일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희박함
- 이로 인해 조직 인력이 방만함에도 이를 타파하려는 노력은 뚜렷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공공기관이 과잉 인력을 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및 관료와 준공공기관 간에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어
준공공기관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유인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준공공기관의 고객 또는 소비자인 일반국민이나 기업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원가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또는 생활편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산업진흥 및 국민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개혁을
압박하고자 하는 유인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 공기업 요금의 원가보상률 예시 고속도로 통행요금 년 기준 광역상수도 요금( ): 80.6%(’08 ), 83.1%

년 기준 전기요금 년 월 기준(’08 ), 92.5%(’09 6 )

준공공부문 운영을 위한 국민의 준조세 부담 지속 증가(2)

◦중앙정부의 준공공기관에 배분되는 준조세 부담규모가 조 억원 년50 5,791 (’07

실적기준으로 년 대비 증가하는 등 준공공부문 운영을 위한 준조세) ’03 73.9%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남
- 년도에 조 억원의 특별부담금 협의의 준조세 이 준공공부문의 수입으로’07 5 6,692 ( )

할당되었으며 이는 년도 대비 가 증가한 규모임, ’03 67.6%

- 사회보험료까지 포함 광의의 준조세 할 경우 총 조 억원이 준공공부문의( ) 50 5,791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이는 년도 대비 증가한 규모임, ’03 73.9%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준조세 부담 추이
단위 억원( : , %)

구분 ’03 ’05 ’07 B/A(% )

준공공부문
특별부담금 33,827 46,341 56,692 167.6

사회보험료 257,040 297,549 449,099 174.7

합 계 290,867 343,890 505,791 173.9

자료 기획예산처 와 기획재정부 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4, 2006)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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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기관의 규모 확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역할 증대에 따른 기금조성,◦
규모의 확대 등이 지속적인 준조세 부담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자기이익 추구적 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영역 확장과 준공공기관 신설(3)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의 자기이익 추구적 사업 추진으로‘ (self-interest seeking)‘

관련사업을 영리분야로 다각화하고 있고 신규 사업의 진출과정에서 민간영역,

까지 사업이 확대되거나 또 다른 준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있음
- 지속적 성장발전을 추구하려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해관계와 산하기관의·

신규 사업 확장을 통해 주무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정관의
설립목적사업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 출자회사 등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준공공
부문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공기업이 설립목적사업을 확장하여 자회사 등을 설립한 사례 예시( )
기관명 사업확장의 추진상황 추가 사업: 비 고

한국조폐
공 사

-당초의 기본 핵심사업 이외에 신수익 모델의 창출노력을 지속함 전자여권사업:
등 사업 인식기기사업 디지털인쇄사업 등ID , ,
면펄프 해외생산체제 구축 배송물류자회사 설립 추진 등- ,

년 본부 발족’07 ID

한국광물
자원공사

년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년 공사최초 해외자원-’78 , ’90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함 그 이후 해외사업소 설치 및 해외직접투자를 지속적.
으로 확대함

- 년 공사법을 개정하여 석재 골재산업 지원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사업을’97 ,･
목적사업 범위에 추가함

- 년 광산물비축사업에 착수 조달청과 기능중복 조정 하고 광해방지 환경’04 ( ) , ･
복원사업을 시작한국광해관리공단과 사업 중복 발생 년 공단으로 업무( , ’08
이관)함 광산물가공자금의 융자사업을 도입함.
년 공사 기능을 국내광업 지원중심에서 해외광물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08

개편하기 위해 공사법을 개정하여 공사 명칭 을 변경하고 법정자본금을 증액함

해외사업소 년- : ’94
개에서 현재 개로1 6
확대
현재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개 자회사16 ･
출자회사 보유

기관 명칭-’08.12
변경

부 산
항만공사

년 항만법을 개정하여 해외항만개발 및 운영사업을 공사의 목적사업으로-’07
추가하고 해외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함,
정부에서 위탁관리하던 경비 보안 화물관리 등의 업무가 공사로 이양되면서- ･ ･
부산항만보안공사를 전액 출자회사로 설립함

자료 각사 홈페이지와 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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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이 설립목적사업을 확장하여 출자회사 등을 설립한 사례 예시( )
기관명 사업 확장 추진 상황 추가 사업: 비 고

농수산물
유통공사

- 년 해외농업무역관을 대폭 정비 개하였으나 그 이후 농산물 수출지원기능을’98 (7 ) ,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센터를 개로 확대함aT 12
년 공사법을 개정하여 농식품 소비촉진과 식품산업육성지원사업을 목적사업-’04

으로 추가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함
년 농안법 개정으로 공사의 도매시장 수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농산물 저온-’07 ,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함

식품산업육성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설치 및
확대

KOTRA

년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국내외 기업간 산업교류-’95 ,
알선기능을 추가하고 공사 명칭을 변경함,
년 국내 외국인투자환경의 해외홍보와 국내외 기업간 투자협력 및 산업기술-’03

교류의 알선 등의 사업을 추가함 시설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 및 육성을. , ･
목적사업으로 추가함
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전문인력의 유치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추가-’09

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함

년 외국인투자-’08
유치센터개설
년-’03 Invest

출범KOREA
아카데미-KOTRA

운영 컨벤션출자,
년 글로벌전문-’08

인력센터 개설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리고 각사 홈페이지와 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2000), ,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민간부문의 사업영역에 자회사 또는 단순 출자회사를 설립·

운영함에 따라 준공공부문의 규모의 커지게 되는 요인이 됨
년 기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출자한 회사 개중 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회사로서’08 330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되고 있고 나머지 개 출자회사· , 273『 』
출자액 조 천억원는공공기관으로지정되지않은채해당공기업이나준정부기관에서자율적으로관리함( 5 8 )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의 자회사 출자회사 설립을 통한 민간영역으로 사업확장 사례 예시( )･
기관유형 및 단위기관 자회사 출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사례･

공기업
부 문

한 국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직접투자 확대로 인해 자회사 및 출자회사 지속적으로 증가
함 년 한 해 동안 개 출자회사가 신설되는 등 현재 개 출자회사 및 손자. ’07 4 16
회사를 보유함

한국석유공사 해외유전개발사업 직접 투자 확대를 위해 자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개 출자회사를 보유함22

한국철도공사 년에 공사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 자회사를 신규로 설립함’04 12
한 국
지역난방공사

국내외 지역난방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 자회사 신설 및 지분출자를 확대하여 현재
개의 자회사 출자회사를 보유함8 ･

한국관광공사 관광단지개발 및 카지노사업 수행을 위해 자회사 개를 신설하고 컨벤션사업2 ,
지원을 위해 제주국제컨벤션센타에 출자함

준공공
부 문

한 국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문경레저타운 등 개 자회사 설립을 통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을, 5
수행함

KOTRA 벡스코 킨텍스 등 컨벤션사업에 출자를 확대함,
도로교통공단 에 출자함YTN DMB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채널에 출자함SBS

자료 각사 홈페이지와 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영실적평가보고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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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자기이익 추구적 사업 확장 또는 수익창출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간에 경합하는 사업 활동 영역이 발생함
예컨대 주택공사의 일반주택 분양사업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철도공사의 자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 ,⇒
광고대행사업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시설물안전진단업무 교통안전공단의 중고자동차 점검업무 등, ,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경쟁 또는 경합하는 영역이 존재함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사업 예시( )
기관 유형 및 단위 기관 민간부문과의 경쟁 및 사업 중복 현황

공기업
부문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의 발전사업이 민간사업자 와 경쟁(IPP)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직접투자사업이 민간사업과 중복
한국석유공사 해외유전개발사업이 민간사업과 중복
대한석탄공사 민영탄광사업자와 사업영역 중복 및 경쟁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사업자와 경쟁
한국수자원공사 단지사업은 민간부문 수도사업은 다국적사업자와 경쟁,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냉방사업 전력사업이 민간부문과 경쟁, ,
대한주택공사 일반주택 분양사업이 민간건설사업자와 경쟁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사업이 민간부문과 경쟁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및 출자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영역이 민간부문과 중복 또는 경쟁

광고대행업 역세권개발 물류사업 관광사업 등: , , ,
한국감정원 담보 경매 일반거래 감정평가 등이 민간부문 감정평가사업자와 경쟁･ ･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개발사업이 민간부문과 경쟁 중복, , ･

준공공
부문

한국전기안전공사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사업 안전진단사업 안전인증사업 등이 민간, ,
부문과 경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험인증사업이 전반적으로 국내 민간부문 및 외국계 시험인증기관과 경쟁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정기검사업무가 공인 검사기관과 경쟁 사업이 민간과 경쟁관계, ISO
교통안전공단 안전검사업무가 민간지정업체와 경쟁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개발사업은 민간의 역할과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진흥원의 사업
영역중 디자인 개발사업을 재조정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관리업무가 민간부문과 경쟁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사업이 민간부문과 경쟁

한국가스기술공사 충전소 건설 집단에너지사업 조명등 설치 등이 민간부문과 경쟁LNG , ,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 부실채권 매입 정리기능이 민간기업과 경합･
우정사업진흥회 우편물 운송사업이 민간부문과 경쟁

자료 각사 홈페이지와 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영실적평가보고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

주무부처 중심의 준공공기관 운영방식으로 인한 기관 및 기능의 중복(4)

◦주무부처별로 준공공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어 유사기관간에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단위사업이 많음

◦특히 주무부처별로 준정부기관을 설립운영함에 따라 다수의 준정부기관이 동일, · ·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야중 하나가 및 디지털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IT

지원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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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디지털산업 육성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경부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IT

문체부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담당하는 업무 중 중복
적인 사업이 발생하며 및 디지털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수행시 이들 개, IT 3

기관과 방통위 소속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간 기능 중복이 발생함

및 디지털산업분야 준공공기관 간 기능 중복 사례IT
←─→

문화 콘텐츠
해외수출
지원 및
국제 협력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준정부기관( , )정보통신 국제협력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기타공공기관( , )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지원↕

↕ 국내기업 해외
시장개척지원

←─→
해외진출SW
지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지식경제부 준정부기관( , )

국산게임의 해외진출지원 등↕
KOTRA

지식경제부 준정부기관( , ) ←─→
국산게임의
수출 촉진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 )

◦주무부처 중심의 준정부기관 설립운영에 따른 기관간 기능 중복문제는 주로·

산업진흥과 관련분야에서 많이 발생함R&D

국내기업 산업 의 해외진출지원 준공공기관의 기능 중복사례 예시( ) ( )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부 준정부기관( ,

기능 중복

고유사업

KOTRA
지식경제부 준정부기관( , )

기능 중복

고유사업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
기타 공공기관)

농수산물 수출진흥사업

국내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
개척

기업 해외진출 및 해외IT
마케팅 지원

해외진출지원 및 정보조사 해외 지원센터 운영IT

가격안정사업
외국인 투자 유치 남북 교류협력추진IT

유통조성사업
정부수임사업 수행,

무역투자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센터 운영IT
식품산업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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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간 주무부처내 기능 중복 발생 준공공부문 기관 사례 종합( )･
관련 대상 기관 비 고

및 디지털산업 육성IT
지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지경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지경부 한국인터넷진흥( )/ ( )/
원방통위 한국정보보호진흥원방통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방통위 한( )/ ( )/ ( )/
국문화콘텐츠진흥원문체부 한국게임산업진흥원문체부 한국방송영상산업( )/ ( )/
진흥원문체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행안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행안부( )/ ( )/ ( )

차 공공기관2
선진화계획
통 폐합대상기관･

기초과학 기술 R&D･
사업 관리

한국과학재단 교과부 한국학술진흥재단 교과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교( )/ ( )/ (
과부)

차 선진화계획2
통합 대상 기관

산업기술 R&D
사업 관리

한국산업기술재단지경부 한국부품 소재산업진흥원 지경부 한국산업기술( )/ ( )/･
평가원지경부 한국기술거래소지경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지경부 한국에( )/ ( )/ ( )/
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지경부( )

차 선진화계획2
통합 대상 기관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지경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KOTRA( )/ ( )/
원방통위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청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문체부 한국소( )/ ( )/ ( )/
프트웨어진흥원지경부 한국게임산업진흥원문체부( )/ ( )

신용보증사업 기술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각( )/ ( )/ (
지방정부 준공공기관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중기청) ( )

우정문화보급홍보·
활동 우정사업진흥회지경부 한국우편사업지원단지경부( )/ ( )

교통안전연구홍보활동· 교통안전공단국토해양부 도로교통공단경찰청( )/ ( )

보건산업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무총리실( )/ (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리 기초기술연구회교과부 산업기술연구회지경부( )/ ( )

사회보험제도운영
보험료 부과 징수(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가족부 근로복지( )/ ( )/
공단노동부( )

장애인 고용관련 사업 재활훈련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부 근로복지공단노동부 고용촉진: ( )/ ( )/
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부: / ( )

생활체육 및 지역
체육시설 관련 기능 국민체육진흥공단문체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대한체육회( )/ /

자료 기획예산처 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0) (2008c),

상시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 활동의 효과적 추진 노력 미흡(5)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전개하지 못한 채 정권교체기마다
반복적으로 대규모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활동을 추진함
-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기능 적정성 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공공,

기관의 구조조정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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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 실태분석과 문제점.Ⅴ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설립 운영의 법적근거1. ･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그러나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는 개 개별34

법률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 , ･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

기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 , 
나머지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법률 등 개의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음33

지방정부 공기업 및 준공공부문의 설립 근거 및 사업유형 현황

설립근거 사업유형 기관수 개( )

개 개별법률34
지방공기업법 정신보건법 등( , )

상하수도 사업 정신병원∙ ∙
각종 지방공사 자원봉사기관∙ ∙
지방의료원 신용보증재단 등∙ ∙

628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기관 복지기관∙ ∙
인재육성장학회 지식산업진흥원∙ ∙ 25

민법 문화예술기관 여성관련 기구∙ ∙
연구개발산업기관 농수산물기관∙ ∙ 9

지방자치단체 조례
문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개13 )

지자체문화재단 청소년수련원∙ ∙
복지재단 장학회장학재단( )∙ ∙
인재육성재단 청소년 지원센터∙ ∙

110

합 계 개(49 ) 772

◦문화예술관련기관이나 복지관련기관 인재육성장학회 등은 독자적인 법률상의,

설립근거가 없는 경우5)인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민법, ‘ ’ ‘ ’･
제 조에 근거를 둔다고 규정하는 조례가 있거나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에 공익32 , ‘

법인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제시하기도 함 민법만을 설치근거로’ . ‘ ’･
하는 경우 여기에 법인 설립을 인가받은 관할 부처의 규칙을 포함시키기도 함

5)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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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이외에 뚜렷한 법률상의 설립근거가 없이 유사한 명칭과 규정을 가진 조례가
설립근거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음

◦조례의 규정도 없이 법인으로 설립되는 출연기관도 있음
- 예컨대 재과천시애향장학회는 관련 조례와 같은 별도의 설립근거 없이 과천시장과, ( )

관내 유지들의 협의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김제사랑장학재단 재 포항시장학회도, , ( )

장학기금 설립 조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조례상 설립근거마저 없는 경우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례임 조례에 설립 근거가 있어 시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부산디자인센터와.

광주디자인센터와는 달리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경우에는 조례상의 근거도 없어,

명확한 지원 체계가 없는 실정임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기관유형별 분류 기준과 종류2.

법적 형태별 분류(1)

◦지방공기업법 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종류를 조직형태 지방정부의 경영방식,
관리방식 지방정부의 출자지분 등을 중심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 ), , ,･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제 섹터 등으로 구분함( 3 )･ ･
- 지자체가 외청형태로 직접관리하는 것을 지방직영기업 지자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지방공사 지자체가 전액 출연한 기관을 지방공단으로,

구분함
- 지자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자체외의 자와50%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출자법인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출연법인으로( ) ( )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협의의 제 섹터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라고 함3 (‘ ’)･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유형 분류 
경영형태 지방공기업의 유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비율･ 비고
직접경영 지방직영기업 100% 정부조직 형태

간접경영

지방공단 100% 민간출자 불허
지방공사 전액출자형 100%

제 섹터형3 이상50% 광의의 제 섹터3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제 섹터( 3 )･ 미만50%
협의의 제 섹터3
주식회사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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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년 월 일 기준의 지방공사 공단 현황에는 지방정부 준공공(2008 8 31 ) ‘ ’･
부문의핵심을차지하고있는 지방공기업법을적용받지않는 출자 출연기관이누락( ) ･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도 포함되지 않고, 있음.

또한 실질적으로 제 섹터형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일부 기관이 빠진 경우도3 있음

◦금번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현황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기관유형 분류체계 외에 다음과 같은『 』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였음
- 지방정부 출연기관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지자체가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 ( )’:

법인으로 설립하여 재원을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인격을 가진 기관
- 민 관공동출자 출연법인과 지방정부 출자기관‘ ’･ ･
· 출자기업 제 섹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과: 3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

· 제 섹터형 공공기관 출자기업 중 한 유형인 제 섹터형 공공기관에는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외에 지방3 : 3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이 포함되어 있음(SPC)

민 관공동출자 출연법인과 제 섹터형 출자기관 제 섹터형 공공기관 중에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고· 3 : 3･ ･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를 민관공동출자 출연법인 후자를 제‘ ’, ‘ 3･
섹터형 출자기관으로 분류함’

· 지방정부 출자기관 지방정부 출자기업이면서도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지방정부 준공공:
부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제 섹터형 출자기관과 지방의료원을 함께 묶어‘ 3 ’ ‘ ’
이를 지방정부 출자기관으로 명명함‘ ’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이 더 높거나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 속하는 기관으로 분류함

법적 형태별 지방정부 공기업 및 준공공부문의 설립 운영 현황 년(’08 )･
단위 개( : )

합계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직접경영 간접경영 출자기관 출연기관
지방직영
기 업 소계 지방

공단
지방
공사

민 관공동출자･
출연법인･ 소계 제 섹터형3

출자기관 지방의료원 소계 사단
법인

재단
법인

772 229 149 74 47 28 50 16 34 344 35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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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 분류(2)

◦지방정부의 공기업 및 준공공부문을 사업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상 하수도사업,･
운송 및 교통관련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설관리사업 의료사업 등 개 유형으로, , , 11

분류할 수 있음

지방정부 공기업 및 준공공부문의 사업유형별 현황(’08)
사업유형 단체수 대표기관

상 하수도 사업･ 177 지자체별 상하수도 사업소∙
운송 및 교통 사업 21 서울메트로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별 교통연수원 등∙ ･ ･
도시개발사업 70 부산도시공사 공사 무안기업도시개발주 등SH ( )∙ ･ ･
시설관리사업 73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부산광역시경륜공단∙ ･ ･
의료사업 35 서울시 의료원 부산의료원 등∙ ･

문화예술체육 등, , 89 벡스코주 세종문화회관재 기념재단재 등( ) ( ) 5.18 ( )∙ ･ ･
주민복리 증진 32 지자체 별 청소년회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 ･
연구정책개발 2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 ･
교육 장학 사업, 108 은평구민장학재단재 인천장학재단재 등( ) ( )∙ ･
지역경제 활성화 134 지역개발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등∙ ･ ･

기타사업 6 부산국제교류재단 강원심층수주 마산벨리재 등( ) ( )∙ ･ ･
합계 772

지방정부 공기업과 준공공부문의 인력 및 예산 현황3.

지방공기업의 인력과 예산 현황(1)

◦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인력규모는 만 명’07 12 31 6 3,137

으로 이중 직영기업이 명 지방공사 공단에 명 그리고16,366 (25.9%), 45,578 (72.2%),･
민관공동출자 출연법인에 명 이 근무하고 있음 지방공기업의 인력1,193 (1.9%) .･
규모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만 명의 에 해당함(23 2,734 ) 27.1%

◦또한 년 당초 예산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예산규모는 조 억원으로’08 43 3,901 2008

년도 지방정부 전체 예산당초 예산기준 조 억원의 를 점하고 있음( ) 124 9,666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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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기관수 인력과 예산 현황,
구 분 계 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 민관공동출자 출연법인･

기관수개( ) (2008.8.31) 378 229 121 28
인력명( ) (2007.12.31) 63,137 16,366 45,578 1,193

년 예산억원2008 ( ) 433,901 138,127 290,449 5,325
자산규모억원( ) (2007.12.31) 1,088,790 544,819 528,531 15,440

주 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기준: 2008
자료 행정안전부 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8)

지방공기업의 인력은 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다가 지방공기업수가 증가하고’97◦
사업범위가 확장되면서 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99

- 특히 시설공단의 경우 기존의 주차 견인사업에서 체육시설 구민회관 장묘시설 등, , , ,

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관련 인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6)

지방공기업의 인력 증감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2008)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인력과 예산 현황(2)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조사결과는 아직까지 없음 여영현.

의 연구에 의하면 년 월 기준으로 개 출자출연기관에는 명의(2008) ’07 8 233 · 8,785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이것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에 해당하는 것임, 3.8% 7)

- 다만 여영현 의 연구는 지방정부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해, (2008) ･
주고 있으나 이중에는 포함되어야 할 기관이 제외된 경우도 있고 포함하지 않아야, , 할

6) 시설공단 인력 추이 명 명 명 명 명: (’03)9,869 (’04)12,719 (’05)14,123 (’06) 14,831 (’07)15,873→ → → →
7) 여영현 의 연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출자 출연기관의 규모 개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정부 준공공(2008) (233 )･
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출자 출연기관의 규모 개가 다른 것은 지방정부의 경우 표준화된 준공공부문 기관 유형분류(394 )･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준공공부문의 범위 설정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현황 조사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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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음 특히 지난 년 동안에 출자 출연기관. , 2006, 2007, 2008 ･
신설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여영현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가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정확한 인력과 자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

지방정부 출자 출연기관의 인력과 자산 현황 년 월 현재 기준(’07 8 )･
단위 명 백만원 개( : , , )

구분 종사인원 자산 형태
합계 자본 부채 출연기관 출자기관

서울 981 712,077 604,186 107,891 11 2
부산 389 598,752 530,727 68,025 8 2
대구 556 1,069,870 299,814 770,056 7 4
인천 279 711,604 595,561 116,043 5 3
광주 210 198,331 177,991 20,340 10 2
대전 281 329,617 207,096 122,521 3 3
울산 152 72,501 65,849 6,652 4 0
경기 2,219 3,040,599 1,494,087 1,546,512 37 3
강원 452 474,884 330,013 144,871 12 5
충북 391 296,882 200,794 96,088 15 2
충남 1,263 182,351 151,466 30,885 14 2
전북 353 289,596 220,954 68,642 22 0
전남 154 65,651 41,452 24,199 5 3
경북 655 727,848 473,724 254,124 24 4
경남 53 687,751 452,614 235,137 10 4
제주 397 364,249 257,994 106,255 5 2
총계 8,785 9,822,563 6,104,322 3,718,241 192 41

자료 여영현: (2008)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예산은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없고 현 단계에서 개별적인,

연구를 통한 파악이 불가능함
- 다만 여영현 의 연구에 의하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개 출연기관에, (2008) 233

출연 출자한 예산은 총 조 억원이며 년 이후 매년 평균 억원 이상5 1,679 , 2005 5,000･
출연 출자 년 결산대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2006 6.2%)･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점4.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한 실태파악 미흡(1)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 등 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 ) 378･
현황을조사하고있으나 총괄적인관리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은채 개별특별법, , ,

민법 조례 등 다양한 법령을 근거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출자 출연기관 등 지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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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음

◦지방정부는중앙정부의준공공부문에 해당하는출자 출연기관을전국적으로 개394･
출자기관 개 출연기관 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50 , 344 ) .

정부차원에서공식적인현황조사나통계작성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그정확한
규모 파악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지방공기업 및 준공공부문 규모의 지속적 확대(2)

◦지방정부는중앙정부와는달리 아직도지방공기업을지방공공서비스 전달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공기업부문의 규모가 방만하게 존재하고 있음 년. ’08

현재 직영기업과 간접경영사업 및 출자기업까지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공기업의
범주에해당하는기관수가전국적으로 개에이르고있으며 지방자치실시이후378 ,

공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년 지방공기업 설립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된 이후 지방공기업 수가 빠른 속도로’98

증가하고 있음 년에 개였던 지방공기업의 규모가 년에는 개로 증가하였고. ’80 59 ’90 181 ,

년에는 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그 결과 종사자의 인력 규모도 년 명’08 378 . ’98 43,062

에서 년 명으로 명가 증가하였음’07 61,944 43.8%(18,882 )

- 지방공기업이 지방정부의 외연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어 무분별한 수익사업 진출시
경영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민간영역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지방공기업 증가추이< >
단위 개( : )

지방공기업 종사자 증가 추이< >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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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사업범위는 점차 확대되며 최근에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관련 사업 주민복리증진 관련 사업 교육 또는 장학 관련, ,･ ･ ･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분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
설립이 확대되고 있음

◦지방정부 공기업 및 준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인력 규모는 약 만 천명 정도로7 2

전체 지방공무원 년 월 말 기준 명의 를 상회할 정도임(’07 12 351,298 ) 20% 8)

출연기관 관리의 체계성과 전문성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 취약(3)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을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 ･
법률, 자치단체의 조례 등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어･
출연기관 관리의 체계성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특히 출연기관의 이사회 구성 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파견 출연, , ,

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기관에 따라 이사장에게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요구됨에도 불구
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함

재단의 경우 명 이사진이 전 군 공무원 출신을 비롯하여 교사 출신 명 전현직 군의원 전 농협장A 9 2 , · , ,※
군 실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복지 사업 추진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이사로 지방정부의 관료들이 임명되어 출연기관의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 간 준공공부문 사업의 중복(4) , -

◦지방정부의 준공공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행정구역을 단위로 설립･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 간에 사업영역이 중복

8) 지방정부의 일반직 공무원 만 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의 인력규모는 지방공무원의(23 2,734 ) 30.9%

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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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 운송 및 교통 에너지사업 산업진흥기관 농수산업 유통관련기관( , , ,･ ･
등 또는 경합되는 부문이 발생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조정의 미흡으로 경쟁적으로 다수의 유사한 준공공
기관을 중복적으로 설립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 사업영역간
경합 또는 중복투자로 인한 시설 가동률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예를 들어 지방상수도 지자체 담당 와 광역상수도 국토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 (

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책조정의 미흡으로 매년 중복투자가 발생함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평균가동률이 년 에서 년에는 로 하락함’95 69.5% ’06 50.8%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준공공기관을 설립·

운영하여 다수의 영역에서 유사기관이 중복되어 설치됨
- 예를 들어 경기도는 도내 균형개발을 위해 광역 개발공사를 년에 설치하였으나’97 ,

용인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 개 기초자치단체가 별도의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 9

하고 있음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 및 준공공부문의 예산 낭비(5)

◦ 년 결산 결과 결산대상 지방공기업 개 중 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지방’07 , (339 ) 3

공기업이 개 에 달함91 (26.8%)

- 년 연속 적자 지방공기업의 구성 직영기업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3 : ( 31, 44, 1),

지방공사 공단 지하철 기타 공사 지방공단15( 5, 6, 4)･
- 상수도사업의 적자 원인 최근 년간 급수보급율 확대연평균 증가율 및 시설: 5 ( 0.4%)

개량 등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증대연평균 억원 등이 주요 적자 원인 년말( 6,046 ) . ’06

인구 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의 유수율은 로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30 67.4%

액이 천 천억원으로 추정됨 지자체별 장래 용수 과다예측 및 지방상수도의 독자5 8 .∼
개발 활용으로 과잉투자 및 비효율 년 전국 상수도 평균 이용률 가중 지방(’06 52.9%) .･
상수도는 만성 적자 시설투자 미흡 생산원가 상승 요금인상 압박 의 지속적“ ”→ → →
악순환이 발생함

- 하수도사업의 적자 원인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감가상각비:

년의 경우 총비용의 가 과다한 반면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요금현실(’07 42%) ,

화율은 년 에서 년 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이 주요 적자 원인임’03 56.6% ’07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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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사업의 적자 원인 초기 건설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대규모 시설의 감가: ,

상각비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요금수준 년 기준 요금 현실화율 무임승차, (’07 56.6%),

비율 증가 년의 무임수송비용은 억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의 에 해당 등이(’07 3,039 40.1% )

구조적인 적자 원인임

◦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예산의 낭비와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개혁 활동 미흡(6)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정부의 자율권 및 역할 확대 등에 기인하여 지방공기업
및 준공공부문의 규모와 역할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팽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성과 창출과 경영 및 관리의 책임성 확보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현재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이 더 많은 문제
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과 준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 높게 인식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체계적이
고 상시적인 개혁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음 중앙정부의 경우.

정권교체기마다 공기업과 준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반면 지방정부의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별 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주체인 관계로 전국적 및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및 지방준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혁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지방공기업의 설립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규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
대폭 이양된 이후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된 반면 지방정부는 산하 지방공기업,

및 준공공기관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구조
조정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작용하고 있음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도입한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구조조정계획의 작성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마련
되어 있지 않음 특히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실태조사. ,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혁 작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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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공공부문 개혁 사례 분석 및 시사점.Ⅳ

일본의 공공부문 구조 및 개혁 사례1.

특수법인의 설립 운영 현황(1) ･

◦특수법인의 정의 및 분류 광의로는 민법과 상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거하여 제한:

적으로 설립된 법인 협의로는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거.

하여 특별한 설립행위를 통해 설립된 법인총무성설치법을 의미함( )

- 특수법인 중에는 조직형태 측면에서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특수‘

회사라고 함’

- 특수법인과 유사한 형태로 인가법인은 광의로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협의,

로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설립에 있어 국가의 인가가 필요하며 설립의,

수가 하나로 한정되어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함

◦현재 일본의 특수법인은 공사 사업단 공고 금고 특수은행 특수회사 기타 등의, , , , ,･
종류가 있고 개의 특수법인 중에서 개가 특수회사로 구성되어 있음, 38 20

일본 특수법인의 종류와 기관수 현황

종 류 기관수 종 류 기관수
공 사
사 업 단
공 고
금고 특수은행･

1
1
6
3

특 수 회 사
기 타

20
7

합 계 38

주 년 월 일 현재 기준: 2006 4 1
자료: -(2007)行政管理硏究セソタ

◦ 년 개였던 특수법인이 년에는 개로 확대되었으나 년 사이’55 33 ’75 113 , ’80 ’90∼
행정개혁으로소폭감소하였고 년 특수법인등정리합리화계획 에따라 년, ’01 “ ” ’01

당시 개였던 특수법인 수를 년에는 개로 대폭 축소함74 ’05 38

일본 특수법인의 설립 운영 규모 변화 추이･
연도별 1955 1965 1975 1985 1995 2000 2005
기관수 33 104 113 98 92 77 38

자료: -(2007)行政管理硏究セソ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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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의 구조적 문제점
- 특수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민간사업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부 특수법인 존립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함에도 경영효율성이 높지 않았고 경영,

손실이 누적되면서 재정위기를 초래하기도 함
- 특수법인의 임원자리가 국가공무원 퇴직자의 낙하산 인사 대상으로 활용되는 문제‘ ’

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 년도에 특수법인에 약 조 억엔 국공채부담금 등은 제외 의 보조금 등이’01 5 2,800 ( )

지원되었고 약 조 억엔의 재정투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수법인이 정부의, 24 4,100

재정 압박을 초래함

년의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 계획의 추진(2) 2001

◦일본에서 특수법인 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개혁은 년에 각의결정된 특수’01 ‘

법인 등의 정리합리화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음’

◦이 계획에 의거하여 년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던 개 법인에 대해’05 136

폐지 민영화 독립행정법인으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년 월 일, , , ’06 4 1

현재 기준으로 일본은 개의 특수법인을 운영하게 되었음38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관련 개 공단과 우정4

공사가 민영화되었는 바 이들 기관은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법률,

을 제정하고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음

경쟁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 추진의 제도화(3)

◦일본은 년 월에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 일명’06 5 “ ”(

시장화테스트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

해 왔던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공공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화테스트제도를 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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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테스트제도는 관과 민 사이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 이 핵심원리이며 공공“ ” ,

서비스의공급을민간사업자에게넘기는사업의민간이양을목적으로하는것은아님

시장화테스트제도와 다른 방법의 비교PPP
구 분 시장화테스트 제도PFI 구조개혁특구제도 지정관리자제도
근 거 법 시장화테스트법 법PFI 구조개혁특구법 지방자치법
도입시기 2006 1999 2002 2003

대상분야 공공서비스
행정처분도 포함( )

공익시설등의
정비 사업 규제대상 분야

공공시설의 관리
행정처분 포함되는(

경우 존재)
민 간
사업자와
관 계

민법상의 계약과
시장화테스트법에
의해서 실시

민법상의 계약
민간사업자의 경우
민법상의 계약이며

특구법에 의해 제약이 존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에
의해서 관리권한 위임

관민경쟁
존재여부 ○ ○ ― ―

규제개혁
존재여부

△
법률상으로는(

규제개혁조치 있음)
△ ○

―
지정관리자 자체가(
지방자치법 조의244

의 규제개혁2 )

민간으로
위임방법
존재여부

―
○

행정재산대부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무상사용 등)

― ○

임무수행
결정방법

입찰에 의해 결정
도 참여( )官

입찰에 의해 결정 특구계획의 인정에 의해
결정 지정에 의해 결정

자료 와 에 의거하여 작성: (2007) (2006)市場化 推進協議會 新日本 株式會社テスト パブリック アフェア ズ･ ー

독립행정법인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제도의 도입 활용(4) ･

◦일본에서는 중앙성청 조직의 감량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립행정법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년 월 현재’01 , ’06 4

기준으로 개 독립행정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년부터는 지방104 . ’04

자치단체의 준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제도를 별도로 도입 시행하게･
되었고 년 현재 개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운영되고 있음, ’07 27

◦지방독립행정법인은 관과 민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좋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업무의 범위는 시험연구 대학의 설립 및 관리 수도 공업용수도. , , , ,① ② ③
궤도 자동차운송 철도 전기 가스 병원 등 사회복지사업 공공시설의 설치, , , , , , ,④ ⑤
및 관리 이상의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등으로 업무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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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현재에는 공립대학이나 병원을 중심으로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의 공공부문 구조 및 개혁 사례2.

영국의 공공부문 구조와 관리체계(1)

◦영국의 공공부문은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기관. (Public

의 범주에는 비부처공공기관 공사 국립의료Bodies) (NDPBs), (Public Corporations),

서비스기관 공영방송기관(NHS Bodies), (Public Broadcasting Authorities: BBC,

중앙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음S4C),

- 년 월 현재 기준으로 비부처공공기관 개 공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공사’06 3 836 , ,

국립의료관리기관 공영방송기관 중앙은행 등 개 기관을 포함한 총 개 공공, , 47 883

기관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국유기업에 대한 재정적 관리책임은 에 부여하고 있음“Shareholder Executive”

◦비부처공공법인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각 주무부처가(NDPB)

지고 있으나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관리지침의 제정 및 지원 활동은 내각사무처가,

담당함

비부처공공기관 의 종류별 특성(NDPBs)
구 분 집행기관형 자문기관형 심판기관형 독립적 모니터링위원회
설립근거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장관의 판단에 따라 설립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수행기능 집행 일반관리 규제, , ,

상업적 기능
장관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특정분야에 대한
준사법적 심판기능

교정기관 등에 대한
감시 기능

자체인력 자체 인력 채용 주무부처 인력 지원 주무부처 인력 지원 주무부처 인력 지원
자체예산 자체 예산 편성 주무부처 예산 지원 주무부처 예산 지원 주무부처 예산 지원

적극적인 공기업 민영화 추진(2)

◦ 년부터 단계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여 개 기업을 민영화하였고’79 4 47 ,

현재에는 개의 국유기업을 관리하고 있음29

◦국영기업의 대 비중이 년 에서 년 현재 수준으로 감소함GDP ’78 11% ’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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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민영화 정책의 특징

동기와 목적

세입 증대-
납세자의 부담 경감-
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
경쟁원리 도입에 의한 서비스 선택의 다양화-
인프라 정비를 위한 민간자금의 도입-
국민의 주식보유 촉진-

민영화 방법
및 변화 과정

를 활용한 국영기업 매각영국가스회사 영국항공 영국통신회사 등- IPO ( , , )
년대는 관민의무경쟁입찰제도 실시 그 후에는 제도로 전환- 1980~1990 (CCT) , Best Value

년대는 방법이 도입되었고 년 이후에는 로 발전- 1990 PFI , 1997 PPP

정부의 역할 년대 년까지는 가능한 한 정부부문의 관여를 없애고 민간에 위임함- 1980 ~1996
년 이후에는 가장 적절한 공급주체의 선택을 중요시 함- 1997

민 영 화
대상 분야

년대에 실시했던 민영화는 교통 에너지 수도 통신 제조업방위 항공 등- 1980 , , , , ( )･
방법의 적용범위는 의료 교육 방위 등으로 확대- PPP , ,

자료: (2004:137)野田由美子

비부처공공법인의 관리방법(3)

◦내각사무처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

◦내각사무처는 설립타당성 평가지침과 의 존치 필요성 점검지침을NDPB NDPB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설립통제 및 주기적인 기능 적정성 점검을 통한 공공기관의
성장을 억제하는 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구조 및 개혁사례3.

공기업 경영관리제도(1)

◦공기업 경영진에게는 상업적인 목표를 부여하며 경쟁중립성에 입각하여 정부와,

민간부문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

◦공기업 주무부처의 역할을 하는 를 준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CCMAU

하고 있고 공기업 내부적으로는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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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적극적인 추진(2)

◦ 년 이전에 의 를 점하고 있던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84 GDP 12%

하여 현재에는 약 개 정도의 공기업이 존재함15

- 다만 자연독점성을 내포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공기업,

으로 존속시킴

해외 사례의 시사점4.

◦정부개혁을 위한 핵심 대상으로 준공공부문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있음
- 년대 이후 현재까지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한 핵심 대상으로 준공공부문의 규모를’80

슬림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 영국과 일본의 경우 준공공부문의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공공부문 내에서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함
- 단계별 접근전략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업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잠정적인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

- 또한 준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위해 공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해 왔던 소유이전형 민영화
방식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형태의 형 민영화 방법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PPP

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함
-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및 공공부문의 슬림화 이후에도 계속 존속해야 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타당성 심사를 통한 사전통제와 함께 주기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상시적인 준공공부문의 구조조정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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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개혁방안.Ⅵ

준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목표의 접근전략1.

준공공부문의 개혁의 목표(1)

□ 준공공기관의 지속적 존립 정당성 확보 준공공기관 설립 이후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 ,
공공기관 수요구조 변화 정부 역할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준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존립 정당성과 필요성 점검

□ 국민의 부담 경감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공공기관의 기능 혁신조정·

□ 준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재구축
□ 준공공부문내 유사중복 기능의 정비 추진·

준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기능 적정성 점검 및 구조조정 방안 도출(2)

◦특정 준공공기관 전체 또는 단위 기능을 대상으로 기관의 폐지 기관 통 폐합, ,･
기능 재조정 민영화 민간위탁 기관유형분류의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함, , ( )

- 유효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 분석 활동이 선행되어야 함･
-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모델을
기관 중심 점검 모델과 단위기능 중심 점검 모델을 제시함‘ ’ ‘ ’

기능 적정성 점검 기준 개발의 접근방법①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 여부 그 자체를 점검하는 경우 와 일단 기관의 존립을” “

전제로단위기능또는역할단위별적정성여부를점검하는경우로구분하여접근함”

- 기관중심 점검모델은 단위 기관을 점검 단위로 설정하여 단위기관간 기능배분의‘ ’ ‘ ’

적정성 여부 단위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 전체를 대상으로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 정당성 여부 기관유형분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모델임,

- 단위기능중심 점검모델은 단위 기능이나 역할사업 을 점검 단위로 설정하여 해당‘ ’ ‘ ( )’

단위기능이나 역할 또는 사업 등이 기관의 설립목적사업으로서 계속 적합한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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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의 특정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는가 여부 새로운 단위기능이나 역할 또는,

사업을 수행할 필요는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임

기관 중심 점검 모델에 의거한 기능 적정성 점검기준 개발‘ ’②
◦ 기관중심 점검 모델은 단계 준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 계속 유효한가‘ ’ (1 ) ? (2⇒
단계 준공공부문이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단계중앙정부가 계속 책임을) ? (3 )⇒
져야하는가 단계중앙정부의준공공기관이직접담당해야하는가 단계? (4 ) ? (5 )⇒ ⇒
다른 준공공기관과 중복되지 않는가 단계 현재의 기관유형으로 효율적? (6 )⇒ ･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등 단계의 점검기준을 제시함? 6

- 이러한 모델에 따라 준공공기관의 폐지 민영화 지방정부 이양 정부조직에 통합, , , ,

기관 통폐합 기관유형 전환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

단위기능중심 점검 모델에 의거한 기능 적정성 점검기준 개발‘ ’③
◦ 단위기능중심 점검모델은 기관 중심 점검 모델은 단계 기능을 계속 수행‘ ’ ‘ ’ (1 )

해야 하는가 단계 기능이 준공공기관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2 ) ?⇒
⇒ 단계 중앙정부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단계 준공공기관이 직접(3 ) ? (4 )⇒
수행해야하는가 단계 다른준공공기관과중복되지않는가 단계 사업? (5 ) ? (6 )⇒ ⇒
관련 업무량 조절이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다 등 단계의 점검기준을 제시함? 6

- 이러한 모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 폐지 민영화또는 민간이양 지방정부 이양, ( ), ,

민간위탁또는 자회사 설립 기능이관또는 통합조정 기능보강 및 확대또는 축소( ), ( ), ( ,

통합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기관 중심 점검 모델과 단위기능 중심 점검 모델의 기능 적정성 점검 기준

기관중심점검모델 단위기능 중심 점검 모델
준공공기관의 설립 유효성 점검∙ 특정설립목적사업의 유효성 점검∙
준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 특정설립목적사업에 대한 준공공부문 책임성 확보필요성 점검∙
중앙정부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 특정설립목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
준공공기관의 직접 수행의 필요성 점검∙ 특정설립목적사업에 대한 준공공기관의 직접 수행의 필요성 점검∙
준공공기관간 기능중복성 점검∙ 특정설립목적사업의 행정기관 또는 다른 준공공기관과의 중복성 점검∙
기관 유형 유지의 적합성 점검∙ 특정설립목적사업 관련 업무량 조정의 필요성 점검∙



48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문제점2. ‘ ’ ‘ ’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문제를 정권 단위의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년단위의 개혁, 5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개발이 요구되는 대형 공기업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상대적으로 기관 통 폐합과 기능조정에‘ ’ ･
역점을 두고 있음

- 전력 가스 등 주요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및 지역난방부문의, , SOC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계획도 부분 민영화에 그치고 있음

◦공기업 개혁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정부‘

기업이 개혁방안 작성의 논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정사업 경영체제의 개혁 기업형 책임운영 기관의,

개혁 등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전통적인 소유이전형 민영화 방법 외에 유지관리계약 리스계약 컨세션 등 형, , PPP

민영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공공기관의 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한 형 민영화를 추진PPP･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민영화를포함한공공기관개혁을성공적으로추진하는데필요한투명하고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효율적인 지배구조 형성 등의 정책목표를 고려한 효과적인
주식매각방법의 개발 민영화 이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영화 전략 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모색되지 못함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개혁방안3.

개혁의 기본원칙(1)

◦기관 존립의 필요성이 소멸된 준공공기관은 폐지 또는 청산 사회경제적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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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필요성이 소멸되었거나 경쟁력이 없는 비핵심기능이나 사업은 폐지함

◦민간부문과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영화 민간위탁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해야 함,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고유업무나 핵심역량과 연계되지 않은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민영화

◦정부조직 또는 타 준공공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유사중복기관을 통폐합· ·

하거나 핵심기능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기능을 통폐합함·

중앙정부 준공공부문 구조조정 이슈 및 대상기관(2)

□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준공공기관 사업영역의 민간 이양 공공기관 간 기능 조정,
및 사업영역의 중복 조정 또는 기관 통폐합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 정비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준공공기관의 사업영역 민간 이양①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검사 검증기관형 준공공기관들의, ･
업무와 교통안전공단의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과 상태 점검에 관한 업무는 민간
검사 검증기관 또는 정비업체들의 사업영역과 경합하는 부분임 이런 사업영역은.･
가급적 민간부문으로 이양해야 함
- 준공공기관은 민간사업자들이 검사검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

검증기술 개발 및 보급 민간사업자들의 검사검증업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

사후 통제활동 수행에 역점을 두어야 함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준공공기관의 사업 영역 민간이양 예시( )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는 준공공기관 사업의 민간이양 및 민영화 방안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사업자와 경합하는 자가용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업무 안전진단사업 중 저압부문에 대해,
서는 민간부문으로 이양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반적으로 시험인증사업이 시장경쟁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시험원의 기능 자체를 민간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영역중 인증사업은 민간의 사업영역에 해당되므로 민간으로 이양ISO

교통안전공단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점검에 관한 업무는 민간 정비업체들의 사업영역과 경합하는 부분이
므로 동 기능을 제거하여 민간영역에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영역 재조정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개발사업은 민간의 역할과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진흥원의 사업영역중 디자인
개발사업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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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와 경쟁하는 준공공기관 사업의 민간이양 및 민영화 방안
한국가스기술공사 충전소 건설 집단에너지사업 조명등 설치 등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사업은 업무영역에서 삭제LNG , ,
우정사업진흥회 우편물 운송사업이 민간부문과 경쟁하므로 사업영역 재조정

자료 각사 홈페이지 그리고 경영실적평가보고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

준공공기관간 기능 및 사업영역의 중복 조정 기관 통폐합, ·②

◦주무부처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으로 초래되는 준공공부문 기관 상호간 기능과
사업영역의 중복 모기업과 준정부기관 간 기능 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간,

단위기능 조정이나 통 폐합 또는 기관 자체의 통 폐합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준공공기관의 기능 및 사업영역 중복조정 및 기관 통 폐합 방안 예시( )･

기능중복 사업 관련 대상 기관 개선 방안

및 디지털산업 육성IT
지원 기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지경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지경부( ),
한국인터넷진흥원방통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방통위(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방통위(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문체부( ),
한국게임산업진흥원문체부(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문체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행안부( ),
한국정보사회진흥원행안부( )

지경부 문체부 행안부 산하에 중복적으로 설립, , ･
운영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통합 일원화 필요.･
이들 기관은 제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한2
통 폐합 대상으로 이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
되었음

신용보증제도 운영기관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

기술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
지역신용보증재단각 지방정부 준공공기관 및(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중기청(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수행하는
기능중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함 또한 유사중복· . ·
기능 조정을 위해 양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산업기술
R&D

지원기능

한국산업기술재단지경부( ),
한국부품 소재산업진흥원지경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경부( ),
한국기술거래소지경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지경부( ),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지경부( )

이들 기관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 ’
화계획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
술평가원의 개 기관으로 통 폐합되었음2 ･

기초과학 기술･
지원기능R&D

한국과학재단교과부( ),
한국학술진흥재단교과부(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교과부( )

이들 기관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 ’
화 계획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으로 통 폐합되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기능
기초기술연구회교과부( ),
산업기술연구회지경부( )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중복 수행하므로
이들기능의통 폐합방안을모색해야함 또한과학.･
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관리업무가교과부와지경부의
개주무부처로이원화됨에따라당초연구회설치를2
통한정부출연연구기관지배구조를개혁하고자하는
취지가 퇴색되었으므로 폐지방안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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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중복 사업 관련 대상 기관 개선 방안

장애인
고용관련
기능

재활훈련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부과: ( )
근로복지공단노동부 고용촉진사업( ), :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부( )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재활훈련
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업인력공단의 고용,
촉진사업은 실질적인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들이
가진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관련기관의 지방,
조직을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생활체육 및
지역체육시설
설치관련 기능

국민체육진흥공단문체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생활체육과 지역체육시설 설치기능이 상호 중복
되므로 이들 유사중복기능에 대한 통 폐합 방안을· ･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교통안전연구
및 홍보활동

교통안전공단국토해양부( ),
도로교통공단지경부( )

교통방송과 도로교통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등
을 중복 수행하므로 이들 기관의 업무영역을 재
조정 중복기능을 통 폐합이 필요함, ･

대 사회보험의4
보험료 부과징수·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가족부( ),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가족부( ),

근로복지공단노동부( )

이들 기관은 유사한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므로
중복기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년 월 사회. 2009 4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
화하는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 부터 시행2011.1.1
될 예정임

우정문화보급
및 홍보활동

우정사업진흥회지경부( ),
한국우편사업지원단지경부( )

우정사업의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우정사업진흥
회와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및 한국우편사업
지원단 등은 모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출처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와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8c)

- 예시 지경부 문체부 행안부 산하에 중복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및 디지털1: , , · IT

콘텐츠 분야사업 관련 준정부기관을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 등
- 예시 대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2: 4 , ,

단기 대안 정부가 최근 입법화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통합· : ‘ ’
일원화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사회보험 급부서비스 관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개 관리기관에서, 3
별도로 수행함

중장기 대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개 기관의 사회보험 급부서비스· · : , , 3
관리기관을 통합 가칭 사회보험청 또는 사회보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

- 예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대한3:

통제기능을 중복 수행하므로 이들 기능의 통 폐합 방안을 모색해야 함 또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관리업무가 교과부와 지경부의 개 주무부처로 이원화됨에 따라2

당초 연구회 설치를 통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가
퇴색되었으므로 폐지방안을 검토해야 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자회사 신설억제 및 정비③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자회사의 신규 사업 진출 또는 자회사 등 기관신설의
타당성을 사전에 제 의 기관에서 점검하는 제 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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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 제 자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개발 자회사3 ,

설립 기관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하여 관련기관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해야 함
- 공기업과 주무부처간 공기업과 자회사간 이해관계 공유로 인한 방만경영문제를 효과,

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주기적인예 년단위 기능 평가 및 환류제도를 도입해야 함( : 5 )

-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출자한 출자자회사를 정비해야 함·

예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지상파 교통방송사업을 위해 에 출자하였으나 지상파· : DMB YTN DMB ,
교통방송사업은 공단 설립목적에 부합 않고 다른 공공기관과도 사업영역이 중복되므로 사업영역DMB

재조정 기존 출자분을 회수함,

공공기관의 운영과정에서 초래되는 준조세 부담 통제④

◦준조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규모확대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역할 증대에 따라 조성하는 기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임

◦준조세 부담을 축소하려면 공공기관의 규모와 역할 확대를 통제하는 한편 공공
기관 운영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함께 모색해야 함

◦부담금의 설치 및 존속 여부와 공공기관 운영을 상호 연계시켜 주기적인 점검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부금운용 평가시 공공기관 정비방안과 연계하여 부담금의 존치 문제를 통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과정에서 초래되는 준조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함

- 주기적인 공공기관 기능 적정성 점검제도와 부담금운용평가제도를 연계하여 통합적
으로 운영해야 함

상시적인 준공공부문 개혁 추진 시스템 구축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권교체 주기와는 관계없이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준정부부문 개혁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상시적인 준공공부문 개혁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준독립적인 공공
부문 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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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개혁방안4.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원칙(1)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준공공
부문의 인력과 자산규모에 대한 자료 파악과 전국적인 관리가 선결과제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광역기초지방정부 간 준공공부문 수비범위 재조정으로, -

정부간 역할중복 해소 및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적정역할을 설정해야 함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 책임성 확보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지배, ,

구조 선진화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경우에도 경쟁시장의 형성되어 있거나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영화 민간위탁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 ,

경제를 활성화해야 함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적자 상태에 놓여 있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함

지방공기업 및 준공공기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2)

상시적인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개혁시스템 구축①

◦지방공기업법등에 관련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기본계획 작성 및 추진 노력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야 함
-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 타당성 평가지침과 설립절차 표준메뉴얼 지침 을‘ ’( )

작성하여 중앙지방정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투자 민간영역 침해 여부 등- - ,

명확한 설립기준을 제시 공공기관을 설립하기 이전에 광역 기초자치단체간 협의. - ･
조정을 의무화하여 중복 투자 및 설립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경영효율성 제고②

◦우선적으로민영화 아웃소싱등자구노력을강화하고 수지균형확보를위해요금, ,



54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현실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충실히 하며 지방공기업 경쟁력 증대를 위해 사업,

영역의 광역화 등을 추진해야 함

◦수지균형 확보를 위해 요금현실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경쟁력 증대를 위해 사업영역의 광역화 민영화 등 추진해야 함,

-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지방공기업,

을 민영화해야 함 비핵심사업 단순노무서비스 등 지방공기업 사업의 일부를 민간부문. ,

으로 아웃소싱해야 함
- 투자재원 부족으로 지방공기업 효율성 개선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요금현실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해야 함

- 행정구역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광역화하여 규모경제를 이루고 지역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함

지방정부 출연기관 관리시스템 구축③

◦다양한 법령 민법 조례 등 을 근거로 설립되고 있는 출연기관을 통합적으로( , )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가칭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을· ‘( ) · ’

제정해야 함
-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설립에 대한 절차적 규정 출연기관의 설립운영 관련 중앙, ·

정부와 광역 기초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출연기관의 성과관리 및 사후책임성 확보- ,

방안 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등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준공공부문간 사업영역 조정예시( )④

◦중앙과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간 중복유사한 사업영역의 조정 또는 민간위탁·

경영을 확대해야 함
- 예컨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간 중복투자 낮은 시설이용률 등의 문제를 해결, ,

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간 사업영역을 재조정하거나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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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에 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규모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큰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국민경제적 비중과 역할이 과거 개발연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지금도 여전히 국민경제의 성장 발전에 직 간접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 ･
있다 따라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는 곧바로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과.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 동안 경영평가제도의 운영을 통해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고객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공기업부문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수준은 민간부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설립 이후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공공기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구조,･
의 변화 정부 역할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존립 정당성과,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존립 필요성이 소멸된 공공기관은.

폐지 또는 청산하고 민간부문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동안 공기업부문에 대해서는 그 운영 실태와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
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준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그 실태 파악은 물론이고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에 대한 연구는 더욱 그러. ,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준공공부문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준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모델 중앙, ,

정부와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방안 준조세 부담 경감방안 준공공기관의 구조, ,

조정 촉진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개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준공공부문의 개혁방안을 작성
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2.

준공공기관의 유형분류와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1)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준공공부문의
기관 유형 분류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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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기관의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의 국민소득계정 과 의 국가재정통계UN (SNA) IMF

작성의 맥락 속에서 공공부문의 구성단위 분류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과(GFSM)

학술적 관점에서 개발된 준공공기관 유형분류론을 탐색하는 접근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기관 유형 분류에 관한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소득계정과 국가재정통계 작성을 위한 기관유형 분류 틀 속에서의 준공공기관의 유형
분류와 학술적 유형분류론에 대한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의 준공공부문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등에서 채택
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기관유형에 관한 법적 분류체계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준공공부문의 기관 유형 분류에 관한 해외 사례도 간단.

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 실태조사와 문제점 분석2)

준공공부문 실태조사(1)

준공공기관의 유형분류와 역할에 관한 이론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준공공부문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구도하에 실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의 범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공공기관으로 설정한다, .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준공공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사하고 그 내용, ･
을 분석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 기관유형별 분류기준과 기관 유형의 종류 즉, ,

법적 형태별 분류 설립 근거별 분류 설립목적 및 수행기능의 특성별독자적 사업기능, , ( ,

조장 지원기능 규제기능 정부지원 기능 기타 등 분류 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 , ) .･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의 인력과 예산 규모 준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

의 예산지원 규모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에 대한 관리 및 규제 통제 방법에 관한, ( )

내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준공공부문의 문제점 분석(2)

준공공부문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설립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준공공부문은 기관의 존립 정당성과 존립 근거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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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계속 운영되고 있거나 기관의 설립 운영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준공공부문의, (･
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준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

관계로 유사 준공공기관간 기능 중복이 폭넓게 발생하고 있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

진다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의 준공공부문 운영실태 및 혁신사례 조사와 시사점 분석3)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기관 유형분류 준공공부문 설립 운영의 실태를 주요 국가와, ･
비교분석하는 것은 준공공부문 존립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준공공부문 혁신방안을,

탐색하는데 매우 유용한 준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영국 뉴질랜드 등을 사례 국가로 선정하여 이들 국가에, ,

있어서 준공공부문의 기관 유형 분류 준공공기관의 설립 운영 실태 그리고 최근의 준공공, ,･
부문 혁신 추진 사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준공공부문.

설립 운영 실태 및 혁신추진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준공공부문 개혁방안4)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설립 운영 실태조사와 문제점 분석 외국의 준공공부문 설립,･ ･
운영 실태와의 비교분석 등을 바탕으로 준공공부문 개혁방안을 설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준공공부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도하에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준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과 역할 재정립 방향 준공공부문 개혁의 가치 준거 등, ,

을 탐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준공공부문 개혁방안을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준공공부문 개혁방안의 도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준공공부문 개혁방안 도출을 위한 대안적 개혁방안은 기관 폐지 민영화 민간위탁, , , ,

유사중복기관 통 폐합 구조조정 일부 기능의 폐지 민영화 및 민간위탁 타 기관 이관, ( , , ,･
기능의 확대 인력구조조정 등 경쟁 도입시장진입규제 완화 준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 ( ,

경쟁 도입 등 현재 상태 유지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

넷째 준공공부문 개혁방안의 진단 모델에 기초하여 각 단위기관별로 혁신방안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 결과를 활용하여 혁신방안 유형별로 대표적인 혁신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혁신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제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60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다섯째 준공공부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의 경감 또는,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여섯째 준공공부문 혁신방안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추진전략 개발 및 앞으로도 계속,

준공공기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들의 관리 및 통제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전개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 준공공부문기관의 정의와 분석대상3. : ( )

준공공부문 기관 의 정의1) ( )

우리나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그림 와 같은 제도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1-1> .9) 특정
제도단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 어느 쪽에 속하느냐는 해당 제도단위에 대한 소유와
통제의 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성하.

고 있는 개별 제도단위의 유형 및 특성은 공공성과 기업성또는 수익성의 상대적 수준에( )

따라 구분할 수 있다.10) 또한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제도단위의 유형과 특성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정부와의 거리 또는 자율성의 수준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제도단위는 정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공성이 높게 요구되고 자율성은 낮아지는 경향
을 띠게 된다 반면에 정부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공성에 대한 요구는 낮아지고 자율성.

은 높아지는 경향을 띠게 된다.

그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제도단위< 1-1>
소유 통제주체 정부:･ 민간

공공성← 기업성→ 공공성← 기업성→

공공부문 민간부문
정부부문 공공기관 비영리부문 영리부문

정부부처 책임운영기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NGO)

공익법인
(NPO)

사기업
행정형
기 관

기업형
기관정부(
기업)

위 탁
집행형
기 관

기 금
관리형
기 관

준시장형
공 기업

시장형
공기업정부기업( )

기획재정부 등 국과수,
국립현대
미술관
등

국 립
의료원,
경찰병
원 등

KDI,
한국행
정연구
원 등

KOTRA,
한국소
비자원
등

국민연금
공단,

주택금융
공사 등

조폐공사,
관광공사

등

한전,
가스공사

등

참여연대
등

대한상공
회의소 등조달청,

우정사업본부 등

9) 그림 은 우리나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제도적 단위를 분류한 것이< 1-1>

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지방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10) 이러한 구분 기준은 본 연구의 제 장에서의 논의에 기초하여 도출된 것이다.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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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성체계를 놓고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인
준공공부문기관은 이를 광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림 와 같이 정부부문중앙 지방정( ) < 1-2> ( ･
부 공기업부문 순수민간부문영리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또는 기관으로 정의할 수), , ( )

있다 이 경우 준공공부문에는 중앙정부 준공공부문기관과 지방정부 준공공부문기관 외. ( ) ( )

에 민간부문의 준공공부문기관도 준공공부문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여기서 민간부문( ) .

의 준공공부문기관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대한건설협회 건설공( ) , YMCA, , ,

제조합 등 정부로부터 공익성을 인정받아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일부 받거나 사무를 수탁받
은 비영리공익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11) 이러한 민간부문의 준공공부문기관은( )

그 범위가 넓고 관련 자료의 파악이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준공공부문과 지방, ‘ ’ ‘

정부 준공공부문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

그림 정부부문 공공부문 준공공부문의 구분 예시< 1-2> , ,

공공부문

순수정부부문 준정부부문 준민간부문 순수민간부문

준공공부문
민간조직 공적기능( )＋

자료 최병선: (1993:2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공공부문을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 )

위탁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비상업적인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준공공부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준공공부문은 다시 중앙정부 준공공부문. ‘

기관 과 지방정부 준공공부문기관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준공공부문을 이와 같이 정의( )’ ‘ ( )’ .

할 경우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정부부문 준공공부문 공기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즉 준정부부문기관과 공기업부문의, ( )

기관유형 분류에 관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
의 분석대상인 준공공부문의 범위와 기관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준공공부문기관을 구성하는 기관유형의 분류에 관한 법적 기초를 제공, ( )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 ’ ,

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되고 있다 이중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을 제외한, . ( ,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중앙정부의 준공공부문으로 정의‘ ’ ‘ ’

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공기업의 자회사들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공기업의. ( )

11)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각종 조합형태의 기관 재향군인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순수, , ･
상호부조기관 정부부처 산하 각종 협회 등이 민간부문의 준공공부문기관에 포함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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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기타공공기관으로, ‘ ’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실태분석과. ･
혁신방안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공기업의 자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공공기관을 중앙정부 준공공부문기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다만 이 경우 준‘ ’ ( ) . ,

공공부문의 예산과 인력규모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12)

둘째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방직영기,

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 출연법인제 섹터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제 섹, , ( 3 ), ( 3･
터형 출자기관 지방의료원과 출연기관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이중 지방공기업, ) ( , ) .

법을 적용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제 섹터형 출자기관 지방의료원 그리고‘ ( 3 ,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사단법인 재단법인 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지방정부의 준공공‘ ( , )’

부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등에 의거. ,

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은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
나 법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만을 지방공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및 범위2)

년 현재 기준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만 개의2007 2 6,517

공익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공익법인 전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체계적,

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13)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준공공부문은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상기한 준공공부문의 정의에 부합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의 준공공기관 년 월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675 (2008 10 ) .

중앙정부의 준공공부문이 개 기관이며 나머지 개는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에 해당281 , 394

하는 기관이다.

12)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개 발전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 한수원와 한국전력기술주 한전6 ( , , , , , ) ( ),

등은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타공공기KPS , ‘ ’

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공공. ‘

기관을 준공공부문에 포함시킬 경우 준공공부문의 기관수 예산과 인력 규모가 실제보다 과대 평가될 수 있다’ , .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에는 이러한 공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 외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실질적으로 준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13)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전체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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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리나라 공공부문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준공공부문의 범위와 구성 년< 1-3> (2008 )

우선 중앙정부의 준공공기관은 총 개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281 ‘ ’

지정 고시된 준정부기관 개와 기타공공기관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준정부기관77 204 .･
개은 국가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며(77 ) , ,

기타공공기관 개에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기에 부적합한 공공기관(204 ) ,

정부출연연구소 공기업의 자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준공공기관은 총 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개와 출연394 50

기관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출자기관 개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344 . (50 ) ‘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 개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법상 주식’ 34

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지 않은 채 사업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제 섹터형 기관 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출연기관 개은 지방3 16 . (344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 개 또는 재단법인(35 ) (309

개으로 해당 기관에 출연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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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방법4.

본 연구는 우선 문헌조사 분석을 통하여 준공공부문의 기관 유형분류와 역할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준공공부문 기관유형 분류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는 사이버 검색 및 외국의 관련 선행연구결과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공공기관의 설립 운영 실태조사는 관련 법령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공공기관 총괄정책 담당기관에서 발간한 통계자료 준공공기관,

의 경영공시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심층 면접조사 하였다.

마지막으로 준공공부문 개혁방안 설계에 관한 연구는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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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부문의 기관 유형 분류에 관한 선행 연구1.

김준기 교수 의 준정부조직 유형 분류1) (2002)

김준기 교수 는 정부산하기관 으로 지칭하고 있는 우리나라 준공공부문(2002:11-18) ‘ ’

조직의 유형을 정부부처와의 관계 및 독립성의 정도 그리고 법적 근거에 따라 준정부①
부처형 정부기업위탁기관 금융기관 비금융공기업 공공법인체정부출연연구기관, ( , , ), (② ③
과 교육기관 의료기관 공공진흥기관 조합 및 협회 등의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 ), 4 .④
이중 정부기업형 의 준공공기관의 범주에는 다시 검사 평가(Governmental Enterprise Types) ･
기관 정부금융기관 공기업(Inspection Agencies), (Financial Institutions), (Governmental-owned

등 세 가지 유형의 준정부조직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공공법인조직Enterprises: GOEs) .

의 범주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Governmental-run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

의료기관 공공진흥재단 등( ) (Education and Medical Institutions), ( ) (Promotional Foundations)

을 포함시키고 있다.

표 준정부조직의 가지 유형 분류< 2-1> 4
수입 정부통제/ 관료형(Bureaucratic) 기업가형(Entrepreneuria l)

공공형
(Public)

준정부부처형
(Para-statal agencies)

일부 진흥기관 출연연구기관 공공재단, ,

상업형
(Commercial)

연금 및 기금
(Pension funds)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공기업 정부소유 금융기관, , ,
협회 및 조합

한편 이러한 준공공부문 조직 유형은 수입의 원천정부지원형과 상업형과 정부부처의, ( )

준정부조직 통제방식관료형과 기업가형을 기준으로 다시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 4 . ,

수입원천에 따라 정부의 이전지출과 보조금에 의해 재원을 충당하는 공공형 과 재화‘ (public)’

나 서비스의 판매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상업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commercial)’ .

또한 해당 정부부처의 통제방식에 따라 정부부처의 근본적인 통제가 전제되는 관료형과, ‘ ’

조직운영에 있어 상당부분 자율성을 가진 기업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 .

분류기준을 조합하면 관료적 공공형 기업가적 공공형 관료적 상업형 기업가적, , , ,① ② ③ ④
상업형 등의 가지 준정부조직의 유형이 도출된다4 .

준정부기관 은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며 이들은 정부조직과 유사한 형(para-statal agency)

태로 운영된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재단 검사기관 등은 두 번째 범주에 속한다. , , .

또한 연금 및 기금은 세 번째 범주에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정부소유기업 정부소유 금융, , ,

기관 협회 및 조합 등은 네 번째 범주에 각각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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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준기 교수는 이러한 준정부조직 유형별 기본적 형태와 그 주요 특징들을 표<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조직의 설립 근거와 소유자에2-2> .

따라 각 조직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기관별로 법적 근거가 상이하며 법인체.

성격 또한 다르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형의 경우 비법인체 성격을 띠고 있으나 공기업 등은.

법인체이다 그리고 조합 및 협회는 민간회원에 의하여 소유 및 운영되는 회원조직체이나.

나머지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통제방식은 정부기관. ,

형의 경우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조합 및 협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

여 통제를 하고 있다.

표 준정부조직 유형별 특징< 2-2>
특징 조직유형/ 정부기관형 공기업형 공공재단 조합 협회･
법적 근거 설립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설립법,
설립법상법/ 설립법상법/

법인체 성격 비법인 법인 법인 법인
소유권 정부 정부 정부 민간

정부의 통제방식 인사권 및 재정지원 인사권 및 경제적 규제 인사권 및 재정지원 계약 통한 서비스 공급

의 공공기관 유형 분류2) Flinders & McConnel(1999)

와 은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조직의 공공Flinders McConnel(1999:17-25)

성공공성과 민간성과 정부와의 거리통제와 자율성를 제시하고 있다( ) ( ) .

첫째 조직의 공공성 즉 조직의 공공성과 민간성의 수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유형이, ,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공공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관련하여 이들은 공적 공급. ‘ ’

정부 설립 권한의 지속성 이사(public supply), (government creation), (power of continuation),

임명 재원조달 책임성 실제적인 공권력(appoinment of board), (funding), , (de facto public

공적 목적 등을 제시하고 있다power), (public purpose) .

둘째 중앙정부와의 거리 즉 정부조직의 통제 수준에 따라 기관의 유형이 달라지게, ,

된다 여기서 통제의 수준은 전략적 통제 내생적 독립성 산출물의 정의 등으로 구분할 수. , ,

있다 또한 통제의 수준 또는 기관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산출물의 특성. ,

정치적 중요성 기관운영의 전문성 수준 임명과 해임 재원조달의 조건(political salience), ( ) , ,

등이 있다.

와 은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영국을 대상으로 공공Flinders McConnel(1999)

기관의 유형 분류 모델을 그림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영국에 있어서 공공기관은< 2-1> . ,

중앙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비부처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Next Step Agency), (NDPB)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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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의 공공기관 유형 분류 모델< 2-1> Flinders McConnel(1999)
공공성

민간성

조직의
공공성

중앙정부와의 거리
통제 자율성

중앙행정
기 관

Next

Step

Agency

민간기업

Executive or Tribunal NDPB

Advisory or Board NDPB

QUANGOS

의 연구3) Dunleavy(1989)

는 전체 공공부문 조직을 의회의 입법이나 위임명령에 의하여 설립이Dunleavy(1989) “

되고 국고의 지원을 받으며 의회나 행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에 따라야 하는 기관들 로 정의, ”

하고 그림 와 같은 모델에 의거하여 기관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2-2> .

그림 의 공공부문 기관유형 분류 모델< 2-2> Dunleavy(1989)
전체공공부문

공무원으로 충원 C
B

E D A
중앙행정관서

내각의 직접 통제를 받는 기관

주 중앙행정부서: A =
각료 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공무원으로 충원되지만 부처로 계산되지는 않는 기관B = (minister)
공무원으로 충원되지만 각료의 직접적 통제의 대상은 아닌 기관C =
각료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만 공무원으로 충원되지 않는 기관D =
각료의 직접적 통제도 받지 않고 공무원으로 충원되지도 않는 기관E =

자료 재인용 한상일: Dunleavy(1989:249), , (2003:275)

가 제시한 모델에 의하면 전체 공공부문은 다섯 가지 기관Dunleavy(1989) (A, B, C, D, E)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앙행정부서 를 중심으로 각료 의 직접적 통제. , (A) (minister)

여부와 공무원 신분 부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네 가지 기관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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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는 각료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공무원으로 충원되지만 부처로 분류되지 않는 기관B

이며 기관 유형 는 공무원으로 충원되지만 각료의 직접적 통제의 대상은 아닌 기관이다, C .

또한 기관유형 는 각료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만 공무원으로 충원되지 않는 기관이며D ,

기관유형 는 각료의 직접적 통제도 받지 않고 공무원으로 충원되지도 않은 기관이다E .

이러한 공공부문 기관유형 분류체계에 의하면 중앙정부 는 등 세(central state) A, B, D

가지 유형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의 중앙정부부문 기관유형 분류체계4) Gill(2002)

은 중앙정부부문의 조직유형 을Gi11(2002:27-79)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al forms)

그 법적 형태 와 경제적 실체 을 기준으로 그림 과 같이(legal form) (economic substance) < 2-3>

정부부처조직 책임행정기관 공법적 공공기관 공기업 비상업적 사법적 공공기관 기타, , , , ,

분류불가기관 등의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6 .

우선 은 정부부문의 조직 유형을 정부의 통제권 행사형태를 기준으로 직접 통제, Gill

기관과 간접 통제기관으로 크게 분류하다 그런 다음에 직접 통제기관의 유형을 정부부처.

와 책임행정기관 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간접(Ministeral Departments) Departmental Agency) ,

통제기관의 유형은 공법적 공공기관 공기업(Public Law Administration), (Governmental

비상업적 사법적 공공기관 기타 분류Enterprises), (Non-commercial Private Law Bodies),

불가기관 등의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그는 간접(Not Elsewhere Classified: NECS) 4 .

통제기관 중에서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총칭하는 조직의 유형을 공공기관‘

으로 정의하고 있다(Authorities)’ .

이러한 가지 공공부문 조직유형은 법적 형태 지배구조 통제 재6 , (governance), (control),

원 직원의 지위와 신분 자본지출 등의 측면에서 차별적인(finance), (staff), (capital spending)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은 공법적 공공기관의 유형을 정부부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부정책집행, Gill

기관 정부정책에 의해 유도되는 기관 독자적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등으로, ,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을 상업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소유기관으로 정의하는.

가운데 이윤 극대화 목표 추구 여부를 기준으로 공기업의 유형을 국영기업(State-owned

과 비영리공기업enterprises or For-profit Government Enterprise) (Not-for-profit Government

으로 구분하고 있다Enterpri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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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중앙정부부문 기관유형 분류체계와 특징< 2-3> Gill

M inisterial
Departm ent

Departm ental
Agencies

Public Law
Adm inistration

Private Law
Adm inistration

국가기구에서 분리 불가능 법률적으로 분리가능 완전히 분리

공법기관 사법기관

민간고객

민간 근로자

판매수익

정부부처 공공 민간 고객 혼합

공무원 준 공무원

조세 사용료 판매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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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공공부문 기관 유형분류에 관한 지침2.

와 의 제도단위의 유형과 공공부문의 구조1) SNA GFSM

국민경제의 구성부문과 제도단위의 종류(1)

의 년 국민계정체계 와 의 재정통계편람 은UN(1993) 1993 (SNA) IMF(2001) 2001 (GFSM)

국민경제와 공공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부문 과 제도단위 를 분류(sectors) (institutional units)

하는 데 적용되고 있는 일종의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와 에서는 한 국가의 국민경제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은 개의 상호배타적SNA GFSM 5

인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비금융기업부문 시장에서 재화와 비금융서비스를, (nonfinalcial corporation sector):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로 구성된다 비금융기업부문은 다시 비금융공기업부문과.

민간비금융기업부문으로 구분된다.

둘째 금융기업부문 시장에서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종사하는, (finalcial corporation sector):

실체들로 구성된다 금융기업부문은 다시 금융공기업부문과 민간금융기업부문으로 구분.

된다.

셋째 일반정부부문 정부기능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하는, (general government sector):

실체로 구성된다.

넷째 가계지원 비영리기관부문 가계에,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sector):

대해 비시장적인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기관 일체로 구성되며 정부가 통제,

하며 그 자금을 정부에 주로 의존하는 기관들은 제외된다.

다섯째 가계부문 동일한 거주시설을 사용하며 자신들의 소득과 부의, (households sector): ,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하고 일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집단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의 집단,

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민경제의 각 부문은 여러 유형의 제도적 단위들 로 구성된다, (institutional units) .

여기서 제도단위는 자신의 명의로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 및,

다른 실체와의 거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를 지칭한다 와 에서는. SNA GFSM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의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기업 시장에서 판매될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corporation):

법적 실체이다 이들은 소유주에게 이윤 또는 기타 금전적 이득의 원천이 된다 정부가. .

소유 통제하며 이러한 개념을 충족시키는 제도단위를 공기업이라고 부른다 모든 기업은.･
그 주된 활동의 성격에 따라 비금융기업부문 또는 금융기업부문의 구성 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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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준기업 기업으로 또는 여타 법적 지위를 갖고 설립되지는 않았, (quasi-corporation):

지만 위에서 정의한 기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이다 이들은 그 주된 활동의, .

성격에 따라 비금융기업부문 또는 금융기업부문으로 분류된다 준공공기업이 존재하기 위해.

서는 정부가 사업경영자에게 생산과정의 관리 및 자금의 사용에 대하여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비영리기관 재화와 용역을 생산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된, (nonprofit institutions): ･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이다 이들은 그 비영리적 성격 때문에 이들을 설립하고 통제하며.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단위에게 소득 이윤 또는 기타 금전적 이득의 원천이 될,

수 없다 비영리기관은 시장 또는 비시장적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시장 비영리기관은. .

기업과 준기업과 마찬가지로 비금융기업부문 또는 금융기업부문의 구성원이 된다 비시장적.

비영리기관은 어떤 단위들이 이들을 통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가계
지원 비영리기관이 되거나 일반정부부문의 구성원이 된다.

그림 와 의 국민경제부문과 제도단위의 관계< 2-4> SNA GFSM

비금융기업부문

금융기업부문

일반정부부문

가계지원비영리기관부문

가계부문
개인 가계,

사회보장기금

정부단위(government unit)

비영리기관(nonprofitinstitution)
시장적 비시장적 비영리기관( )･

준기업(quasi-corporation)

기업공기업 사기업( , )

부문< (sectors)> 제도단위< (institutional unit)>

넷째 정부단위 일차적으로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단위이다 이들, (government units): .

은 일정한 영토 내에서 다른 제도단위에 대하여 입법 사법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고 비시, , .

장적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 전체 또는 개별 가계에 제공하는 책임을 지며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이전지급을 행하고 주로 다른 부문의 단위에 대한 과세 및 기타 강제적인,

이전금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자금을 조달한다 모든 정부단위는 일반정부.･
부문의 구성원이 된다 또한 와 에서는 정부단위의 특별한 형태로 사회보장기금. SNA GF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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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금은 정부단위와는 별도로 조직되어야(social security fund) .

하며 별도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해야 하고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수행해야 한다, , .

이상에서 설명한 국민경제부문과 제도단위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와 같다2-4> .

공공부문의 구조와 기관유형 분류 기준(2)

한 국가의 공공부문 은 일반정부부문과 공기업부문으로 구성된다 일반정부(public sector) .

부문은 다시 정부단위와 공공비영리기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기업부문, ,

은 금융공기업과 비금융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금융공기업은 다시 중앙은행을.

포함한 통화금융공기업과 비통화금융공기업으로 구분된다.

와 에서는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SNA GFSM

산출물의 종류시장산출물 대 비시장산출 와 재원의 성격을( : market output : nonmarket output)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비영리기관과 공기업은 이윤추구 또는 잔여이익청구권의 보장.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한편 와 에서는 어떤 제도단위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SNA GFSM

판매하는 경우 이 제도단위가 일반정부부문에 속하는가 아니면 공기업 또는 준공기업,

부문에 속하는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그 판매가격이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

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 . ‘ ’

은 생산자의 공급 의도 물량과 구매자의 구입의도 물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U ‘ ’

으로 생산비용의 이상이 매출액으로 보전되는가를 적용하고 있다50% .

의 공공부문 분류체계3) ESA 95

생산자 제도단위의 유형과 분류 기준(1)

유럽연합이 의 에 기초하여 회원국들을 위해 작성한 국민 및 지역계정에UN 1993 SNA ‘

관한 유럽체계가 이다 에서 제도단위의 유형분류와 국민’ ESA 95 ((Eurostat, 1996). ESA 95

경제의 부문분류는 와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의 부문 분류는SNA . ,

의 개 부문에 추가하여 해외부문을 설정하고 있다SNA 5 .

에서는 가계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단위를 대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생산자ESA 95

를 구분하고 있다 즉 생산자의 유형을 공적 사적 시장생산자. , (private and public market･
자체 최종사용을 위한 민간생산자 공적 사적 비시장생산자producer), , (private 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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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other non-market producer) .

에서는 이러한 생산자 제도단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ESA 95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민간생산자 대 공공생산자 생산자 제도단위의 유형분류를 위한 첫 번째 기준은 민간, :

생산자와 공공생산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공공생산자 는 일반정부의 통제를. (public producer)

받는 생산자이다 따라서 민간생산자와 공공생산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제도단위가 일반.

정부의 통제 를 받고 있느냐 여부이다 여기서 통제는 기관장이나 관리자의 임명을‘ ’(control) .

통해 제도단위의 일반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다 기업 지분의.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통제를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다50% .

둘째 비영리기관 해당 여부 민간생산자 중 기타민간생산자 에, : (other private producer)

대해서는 비영리기관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영리기관은 그 설립자 또는 통제자.

등에게 소득과 이윤 또는 재정수입을 제공하지 않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적 실체이다‘ ’ .

따라서 두 번째 유형분류 기준은 생산자 제도단위의 법적 지위와 형태가 그 소유자 또는
통제자에게 이윤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여부에 관한 것이다‘ ’ .

셋째 매출액으로 생산비용 이상을 보전할 수 있느냐 여부 민간비영리기관과 공공, 50% :

생산자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이 생산비용의 이상을 보전할 수(sales) 50%

있는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다 매출액이 생산비용의 이상을 보전하는가의50% . 50%

여부는 당해 생산이 비시장적 생산인가 아니면 시장적 생산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매출.

액이 생산비용의 이상을 보전하지 못하면 비시장적 생산자로 분류된다50% .

표 의 제도단위 유형 분류 기준< 2-3> ESA 95
제도단위의 유형 분 류

민간 또는 공공? 비영리기관여부?
매출액이 생산비용의

이상 보전50%
여부

생산자 유형 부 문

민간생산자

가계소유 비기업적
영업가계소유준기업(

적 영업 제외)

시장적 또는 자체
최종사용 가 계

기타
민간생산자가계소유(
준기업적 영업 포함)

민간비영리기관
예 시장 기 업

아니오 기타 비시장적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비영리기관이 아닌
기타 민간생산자 시장적 기 업

공공생산자
예 시장적 기 업

아니오 기타 비시장적 일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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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적 비시장적 생산자 구분을 위한 기준 적용에 관한 원칙(2) 50%･

에서는 시장적 생산자와 비시장적 생산자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출액ESA 95

이 생산비용의 이상을 보전할 수 있느냐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sales) 50% . 50%

기준 적용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액은 조세를 제외한 판매수입금을 지칭한다 다만 전반적인 적자를 보전하기, . ,

위해 지원하는 것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지급액도 매출액에 포함된다 여기서 의 정부. EU

수지와 정부부채의 평가지침 에서 규정하고(ESA 95 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

있는 매출액에 포함되는 일반정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일반정부가 공공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이 민간생산자①
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때 즉 민간생산자가 서비스를 그 가격으,

로 일반정부에 판매할 용의가 있을 때에는 매출액으로 간주하다.

동일한 종류의 활동에 대해 민간생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정부가 공급과,②
수요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주려고 할 때 매출액으로 간주된다.

둘째 생산비용은중간재소비 임금 고정자산비용 조세등을포함한모든비용을의미한다, , , , .

셋째 기준은 여러 연도를 관찰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50% .

준공공부문의 기관 유형분류에 관한 해외 사례3.

공기업을 포함한 경우1)

뉴질랜드(1)

뉴질랜드에서는 우선 공공기관을 해당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상업성“ ”(commercial)

여부를 기준으로 기업부문 과 비기업부문 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corporate) (non-corporate) .

다음에 기업부문은 다시 상업성의 수준을 기준으로 순수한 상업성 기관 과 순수하게“ ”(SOE) “

상업성을 추구하기어려운 기관 으로 구분한다 또한 비기업부문은 기능에관한 의사”(CROC) . “

결정이정부지시를벗어날수있는가의여부 를기준으로가능한기관 과불가능한” (ACE, ICE)

기관 으로 분류한다(Government Department, Crown Agent, ACE) .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된 뉴질랜드 공공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공기업, (State-Owned Enterprises)

둘째 상업적인 환경에서 운영되지 않는 기관 또는, CROC(Crown-Owned Companies):

혼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준상업적 지배구조가 활용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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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에 의하여 결성된 기관, Trusts: Private Trust Law

넷째 정부부처로부터독립성을보장받을필요가있는기관, ICE(Independent Crown entities):

다섯째 서비스 전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연계되고 공법에 의거, Crown Agent:

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기관
여섯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구조, ACE(Autonomous Crown Entity):

가 필요하고 상업적 필요성이 덜 중요한 기관
일곱째 학교, (Schools)

스웨덴(2)

스웨덴에서는 를포괄적인개념으로설정하여부처와구분되는하나의기관유형으로Agency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은 영리추구가 필요한 관련 공기업 경쟁적 환경에 있기는. SOC ,

하지만경쟁보다정부의관리가더필요한공기업 그리고좁은의미의(Public Enterprise), Agency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스웨덴 공공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부에 의하여 규제되고 통제되는 기관, Agencies:

둘째 와 의 사이에 존재하는 기관 경쟁, Public Enterprises: Agency State-owned Company .

에 노출되어 있으나 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 기관,

셋째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State-owned Companies:

운영되는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조직

영국(3)

영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유형을 크게 비부처공공기관 공사(NDPBs), (Public Corporation),

국립의료관리기관 공영방송기관 중앙은행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공공(NHS Bodies), , .

기관의 대종을 점하고 있는 비부처공공기관 은 재원조달 기능 및 활동의 특성(NDPBs) ,

종류을 기준으로 다시 집행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 자문기관형 비부처( ) (Executive NDPB),

공공기관 심판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 독립적 모니터링(Advisory NDPB), (Tribunal NDPB),

위원회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Independent Monitoring Boards) .

미국(4)

미국은 일반관리법 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들의 활동(general management laws) ,

절차 관리등을규율하고있는점이특징이다 미국에서는공공기관을크게공기업 산하기관, . , ,

기타 준정부기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산하기관을 독립기관 독립규제위원회 등으로. ,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 준정부기관은 법률에 규정한 대로 분류 하고 있다, (Title5 of US Code) .



78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이러한 분류체계에 의해 구분되고 있는 공공기관 유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부처 외곽에 설치된 공공기관 부처와 동일한 법률적, Independent Agency: ,

제약을 받음 원칙적으로 대통령 관할이지만 실제로는 와 의회의 통제가 더 중요함. OMB

둘째 정부의 통제로부터 분리하고 다양한 리더십,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셋째 시장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 Government Corporation:

으로서 민영화의 대상
넷째, Other Agencies and Entities

다섯째, Quasi-Governmental Eentities: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agency-related non-profit organizations, venture

capital funds and congressionally-chartered, non-profit organizations

공기업을 제외한 경우2)

캐나다(1)

캐나다에서는공기업을제외한공공기관의유형을분류하기위한기준으로목적 규모 그리고, ,

중요성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크게 서비스 기관과 특별운영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되고 있는 캐나다 공공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양질의서비스전달을위하여설립된정부의많은통제를받는대규모, Service Agencies:

기관예( :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Parks Canada)

둘째 소관부처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성과, SOA(Special Operating Agencies):

목표에 의하여 통제되는 특별행정기관 고객중심성 혁신성 등을 강조, ,

셋째 예, Departmental Service Agencies( : Meteorological Services Canada)

넷째 협력적 제도 다른 정부와의 협력 비영리 기관과의 협력 민간부문과의 협력 공동, : , , ,

소유 기업(shared governance corporation)

독 일(2)

독일은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유형을 크게 공법상 행정기관과 민법상 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시 공법기관은 직접행정기관과 간접행정기관 그리고 사법적 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독일은 공공기관의 유형을 법률체계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

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고 있는 독일 공공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직접행정기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법상 기관 각종 규제, Federal Agenc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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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집행
둘째 간접행정기관, Bodies of Public Law( )

셋째, Private Law Administration

넷째, Charged Administration

네덜란드(3)

네덜란드에서는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기관유형을 크게 와 로 구분Agency ZBO

하고 있다 는 부처의 일부로서 서로 다른 행정 및 재정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기관. Agency

이다 또한 는 공법상 와 민법상 로 구분되는 바 공법의 적용을 받는 는. ZBO ZBO ZBO , ZBO

부처의 일부는 아니지만 공공조직의 일부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민법상 는. ZBO

공공부문의 일부로서 여겨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고 있는 네덜란드 공공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부처의 일부이며 다양한 방식의 행정규칙 재정관리규칙 등의 제약, Agency: ,

을 받는 기관
둘째 공법상 공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조직으로 별로 행정 및 재정관리규칙이, ZBO: ZBO

정해짐
셋째 민법상 민법에의하여관리되며민간부문에속하지만공적사무를수행하는기관, ZBO:

이러한 공공부문의 기관유형 분류체계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나타내면 표 와 같다< 2-4> .

표 네덜란드 공공부문 기관 유형 분류체계< 2-4>
공공부문(Public sector) 민간부문(P rivate Sector)

Ministry Agency
ZBO governed by

public law
ZBO governed by

civil law
Private organization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기관유형 분류4.

중앙정부의 준공공부문 기관 유형 분류1)

정투법과 정산법에 의거한 준공공부문 기관 유형 분류체계(1)

년 월 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관련2007 4 1 ‘ ’

법령에 의해 준공공부문의 기관 유형을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 , ,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중 공기업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정부출자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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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14) 다만 그 동안 공기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정부기관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여 왔다 이러한 분류체계에 의한 공기업과 정부산하.

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같다.

첫째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 50%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조 제 항에서 이 법. 2 2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은행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 , , 2 5

은 원칙적으로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기관은 기본법 적용대상. ,

기관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5)

둘째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미만을 직접 출자한 법인 중에서 정부, 50%

가 최대주주인 기관이다.16) 또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이상을 출자한 법인 중에서50%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기업도 정부출자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17)

셋째 정부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받는 기관이다.18)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 조에서는 이3

법을 적용받는 정부산하기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50①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③
이상이고 연간 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50% , 50

넷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연구기관 및,

연구회를 지칭한다.

14)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이 이상을 출자하거나 미만으로 출자하였지만 최대주주인 자회사를 재투자50% 50% ,

기관이라고 한다 재투자기관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 , ,

재투자기관을 흔히 공기업이라고 통칭한다.

15) 그 동안 정부는 이들 기관들을 정부출자기관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다 즉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이상. , 50%

을 출자한 기업체 중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을 정부출자기관으로 분류하여 왔다.

16)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통일된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개별 설립법에 의해 주무부처가 관리해 오다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이들 기관의 대부분이 정부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

17)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가스공사3 2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8) 정부출연금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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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유형 분류와 정의< 2-5>
기관의 유형 법적 근거 정 의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 조2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이 법- 5
을 적용받는 기관

정부출자기관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미만을 직접 출자한 법인 중에- 50%
서 정부가 최대주주인 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 제 조2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
영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 조2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공부문의 기관 유형 분류(2) ‘ ’

년 월 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2007 4 1 ‘ ’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표4 <･ ･
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2-6> .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4

대상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지배구조를 규율하고‘ ’

있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

공기업과거 정부출자기관 방송법을 적용받는 언론공기업( ), ‘ ’ 19) 은행법 등을 적용받는, ‘ ’

금융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 ’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 5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직원 정원이50 .

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되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50 ,

분의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을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준정부2 1 ,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조원 이상. ‘ ’( 2

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 ) , ‘ ’(

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19) 방송공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률을 개정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서 공식적‘ ’

으로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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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공기관의 지정 요건< 2-6>
공공기관 지정요건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①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분의 을 초과하는 기관2 1②

* 정부지원액은 출연금 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액 이외에 법적 독점권의 부여 법적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간접적,･
지원액을 포함
정부지원액 산정은 최근 개년 결산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 3

정부가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50% , 30%③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④ 정부와 의 기관이 합하여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50% 30%①∼③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⑤ 의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상의 지분을2 50% , 30%①∼④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⑥ ①∼④

표 공공기관 유형별 운영법 적용 내용< 2-7>
구분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 기금관리 기타공공기관

통합공시 o o o o o
고객만족도조사 o o o o o
기능조정 등 o o o o o
공공기관혁신 o o o o o
이사회구성 인이내15 인이내15 인이내15 인이내15 x
이사회의장 선임비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x
감사위원회 o x x x x
선임비상임이사 o o o o x
상임이사정수 미만1/2 미만1/2 미만1/2 미만1/2 x
임기 기관장 년 이사 감사 년: 3 , : 2･ x
연임 년 단위1 x
기관장과의 경영계약 o o o o x
임원 보수기준 o o o o x
감사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o o o o x

임명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
주무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기관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기재부 장관이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주무장관 임명→

기관규모가일정수준이상인경우※
대통령이 임명

x

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기관장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기관장 제청→
주무장관 임명→

x

비상임
이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
주무장관 임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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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 기금관리 기타공공기관

임명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기관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기재부 장관이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기관규모가일정수준이상인경우※
대통령이 임명

x

예산안 확정 이사회 의결 주무장관 승인 x
경영실적평가 o o o o x
경영지침 o o o o x
예산지침 o o o o x
감사기준 o o o o x

표 공공기관의 기관 유형 분류 기준< 2-8>
구분 지정요건 원칙( )

공기업① 자체수입비율 50%≥◦
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비율 인 기관 자산 조원이상85% (& 2 )≥▪
준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비율 50% 85%∼▪
준정부기관② 자체수입비율 < 5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③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주 자체수입비율은 최근 개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3

이상과 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정 대상‘ ’

범위 및 기관유형분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 , ,

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

법률 시행 이후에도 다른 실정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언론공기업 금융공기업 정’ , , 부
출연연구기관 등은 별도의 공공기관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 ‘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우리나라 실정법상 공공기관의 유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종류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 ( , ,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와 개별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 언론, ) (

공기업 금융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로 구분할 수 있다, , ) .

공공기관 유형의 법적 형태(3)

이러한 공공기관의 종류를 법적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민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
일반법인과 특별행정조직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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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특별법에 의한 무자본특수법인형태의 공공기관과 특별법에 의한 회사형태의 공기업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무자본특수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로 별도의 회계단위를 가지며 일반, ,

적으로 기업예산회계법 및 기업회계를 준용한다 다만 기관의 운영 및 기관이 담당하고. ,

있는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도 있다 명목상 자본금을 가지지. .

않는 특수법인이지만 대부분 기업회계원리에 따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무자본특수법인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직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중앙행정기관과. ,

완전히 다른 법인으로 기관장 및 임원 인사에 대해서만 중앙행정기관장의 통제를 받을 뿐
직원 채용 배치 등에 대해 기관장이 자율권을 가진다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연금, .

및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일정한 통제를
받게 된다.

둘째 자본금이 있는 회사형태의 공공기관은 보통 공기업이라 불리는 것으로 특별법령,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본금이 설정되어 있고 정부가 자본투자 및 출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들 공공기관은 시장형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정부예산과. .

분리되어 각 기관별로 별도의 회계단위를 가지고 기업회계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정부, .

는 대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관련 특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장 및 임원의
임면과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기관 유형 분류2)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지원 보조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 ･
있다 또한 종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운영되다 동법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된 지방의료원사업도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의 경우에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기관 유형 분류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으나 출자 출연, ･
기관 지원 보조기관 등에 대해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
않다 이처럼 현재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이 부문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준공공
부문의 기관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 공공기관 중에서 표준화된 기관 유형 분류체계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관 유형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 출연법인, , , ･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에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우에는 조직형태상 지방정부의 공공.

기관 보다는 정부부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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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고.

있는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관계 경영비용 확보 방법, ,

자본조달방법 경영자 예 결산 승인 주체 등의 기준에 따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 < 2-9>･
와 같다.

표 지방공기업의 종류별 기관특성 비교< 2-9>
구 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
성 격 행정기관 일종의 회사불하 가능( ) 일종의 공공기관불하불가( )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개 념
지자체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위하여직접 행정
조직형태로운영하는사업

지자체가 공공성확보를
위하여 이상을 출자50%
한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사업

행정이담당해야할업무를자
치단체가 출연한 법인100%
에 의해 운영하는 사업

지자체가 지자체외의 자
와공동으로자본금또는
재산의 미만을 출자1/2 ･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
하고 사업운영

업무관계 지자체 업무의 일부 독립된 사업
완전성( )

특정업무의 위 수탁･
한정성( )

독립된 사업
완전성( )

경영비용 자본금 판매수입＋ 자본금 판매수입＋ 출연금 수탁금 수수료수입＋ ＋ 자본금 판매수입＋
자본조달 공기업지방채발행 사채 민간출자＋ 공단채 발행 사채 민간출자＋
경 영 자 자치단체장관리자( ) 사장 부사장 이사, ,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 사장 부사장 이사, ,

해 산 시
자본처리 설립단체 귀속 출자자에 귀속 설립단체 귀속 출자자에 귀속

예 결산･
승 인 지방의회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자료 곽채기: (2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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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전체 규모1.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년 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만 개의 공익법인2007 1 2 6,517

이 있으나 공익법인 전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

다만 이들 중 일부가 준공공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20)

표 우리나라 전체 공익법인 현황< 3-1>
단위 개( : , %)

합계 종교 학술 장학 자선･ ･ 사회복지 학교 의료 문화 기타
26,517 16,414 2,732 2,505 1,749 452 451 2,214

(100.0) (61.9) (10.3) (9.4) (6.6) (1.7) (1.7) (8.4)

설 립
근거법 민법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초 중등･ ･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민법 특별법

자료 기획예산처: (20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년 월에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 ’ 2007 4

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은 개로서 공기업 개 준정부기관 개 기타공공298 24 , 77 ,

기관 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공공기관의 총예산은 년 기준으로 의197 . 2007 GDP

로서 정부재정의 배 수준에 달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조원 인력33% 1.2 . 672 ,

규모는 만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25 .

표 우리나라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구성 및 규모 현황 년< 3-2> (2007 )
단위 조원 천명( : , )

구 분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기관수 298 6 18 64 13 197

예 산 294.2 53.5 65.3 44.5 57.1 73.8

자 산 671.5 91.2 149.5 51.2 71.6 308.0

인 원 259 28 60 49 17 105

주 예산과 인원은 년말 자산은 년말 기준임: 2007 , 2006
자료 곽채기 외: (2008)

20)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에 의하면 년 월 현재 총 개에 달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2008.9:1) 2008 1 305 ‘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그 밖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등 언론’ , KBS, EBS･
공기업과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공공성격이 있는 기관들을 포함할 경우 총 개446

기관지방공기업 제외이 중앙정부에 의해 출자 출연 등을 통해 설립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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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에 공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당시 기획예산처가 조사한 공공기관 지정2007 4

대상 기관은 총 개였으며 이중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기관이 개로584 , 144

판정되었다 그리고 지정제외 개 지정유보 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개 기관을. 29 , 113 298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그림 년도 공공기관 지정 유형 구분 결과< 3-1> 2007 ･

자료 기획예산처: (2007a)

표 년의 공공기관 지정 유형 분류 총괄표< 3-3> 2007 ･
구분 기관수 비고

공기업 준정부기관1. ･ 101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24): (6), (18)▪
준정부기관 기금 위탁집행(78): (13), (64)

기타공공기관2. 197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지정제외 기관3. 29
상호부조 기관① 27 광복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등,▪
지자체 설립 운영② ･ 2 자치정보화조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정유보 기관4. 113
소규모기관① 86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일교육협의회 등,▪
공적자금투입기관② 10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등,▪
제한적 지배력 확보기관③ 3 기은 자산운용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증권선물거래소SG , ,▪
민간설립 공익단체 및 국제행사④

지원기관 3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한국메세나협의회2012 , ( )▪
⑤ 기관 특성 근거 법령 감안시 지정･
필요성이 적은 기관 11 한국은행 및 그 자회사 등, KBS , EBS▪
지정요건 미해당5. 144 법 제 조제 항 각호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기관4 1▪

합 계 584

자료 기획예산처: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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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에이루어진 공공기관지정 유형 분류결과를 분석해보면 공기업과준정부기관2007 4 ,･
으로 지정된 기관이 개이며 이중 공기업이 개 기관시장형 개 준시장형 개이며101 , 24 ( 6 , 18 ) ,

준정부기관은 개 기관기금관리형 개 위탁집행형 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78 ( 13 , 64 ) .

공공기관이 개기관에해당하고있다 한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의해지정제외197 . ,

기관은상호부조기관 개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여운영하고있는기관 개등 개로 확인27 , 2 29

되었다 또한 지정유보 기관은 소규모기관 개 공적자금투입기관 개 제한적 지배력 확보. 86 , 10 ,

기관 개 민간설립 공익단체 및 국제행사지원기관 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 , 3 .

년에는 전년도에 지정된 공공기관에 추가하여 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2008 7 ‘ ’

로 지정하였다 즉 주무부처에서 통보한 재료연구소 재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 , ( ) ,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정복지협력회 울산항만공사 주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만보안주, ( ) , , ( ) , ( )

등의 개 기관을 신규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신규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7 ‘ ’ .

기관 현황은 표 와 같다< 3-4> .

표 년도 신규 지정 기타공공기관 의 현황< 3-4> 2008 ‘ ’
지정당시 주무부처 기 관 명 설립일 주요기능 년 예산 억원2008 ( )

산업자원부
재한국에너지자원( )
기술기획평가원 2007.9

에너지 기술개발
자금 기획 관리･ 84

전략물자관리원 2007.6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 32
정보통신부 재우정복지협력회( ) 2000.11 우체국 시설관리 465

과학기술부 재료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

2007.4 재료분야 연구기획조사, 554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2007.7 울산항 관리 410

주부산항보안공사( ) 2007.12 부산항 경비 138
인천항만보안주( ) 2007.11 인천항 경비 130

그 결과 년도 월 현재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 2008 1 ‘ ’

기관으로 지정된 개 기관 중에서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은 개이며 개 기타공공305 24 , 197

기관 중에서 일부가 금융공기업과 공기업의 자회사에 해당한다.21) 기타공공기관 중 공기
업의 자회사계열사는 금융공기업 개 국책은행의 자회사 개와 비금융공기업의 자회사( ) (3 ) 16

개 등 모두 개이고 공기업이 일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단순출자회사모두 비금30 46 , (

융공기업 출자회사 도 개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70 . ‘ ’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언론공기업 와 및 그 자회사도 실질적인 준정부부문에‘ (KBS EBS )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 자금 등을 지원받은 개 기관도. 14

실질적인 공기업의 범주에 해당하나 이를 공기업의 형태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22)

21) 공기업의 출자회사 중에서 공기업이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회사만을30%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단순 지분출자회사의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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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현황 년 현재 기준< 3-5> “ ” (2008 )
단위 조원 천명( : , )

구 분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 타
공공기관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기관수
년 지정기준(2008 )

305 6 18 63 14 204

예 산
년 예산기준(2008 )

338.3 58.8 77.6 65.2 51.4 85.2

인 원
년말 기준(2007 )

259 28 60 49 17 105

자료 기획재정부: (2008a)

표 년도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현황< 3-6> 2008 ( )･
주무부처 시장형

공기업 (6)
준시장형

공기업 (18)
기금관리형

(14)
위탁집행형 (63) 기타공공기관(204)

기획재정부(3) 한국조폐공사(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교육과학기술부
(44)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
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
국과학문화재단 한국,
과학재단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5)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
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 ,
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 ,
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 ,
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 ,
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 ,
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 ,
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 ,
중앙연구원 고등과학원 광주과학, ,
기술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극, ,
지연구소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 ,
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
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 ,
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
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 ,
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과, ,
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
력연구원 원자력의학원 공공기술, ,
연구회폐지( )(38)

외교통상부(3)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국제협력단(3)

법무부(2)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
공단(2)

국방부(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
호국장학재단(3)

행정안전부(4)
공무원연금관
리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

22)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 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조속한 매각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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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시장형
공기업 (6)

준시장형
공기업 (18)

기금관리형
(14)

위탁집행형 (63) 기타공공기관(204)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
공단 한국문,
화예술위원
회 영화진흥,
위원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
흥원 국제방송교류재,
단 한국문화콘텐츠진,
흥원(3)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재국립( ) , ( )
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 ( ) , ( )
합창단 경북관광개발공사 국립중, ,
앙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협,
의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 ( ),
장애인체육회 신문발전위원회 신, ,
문유통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 ,
의전당 재서울예술단 재정동극, ( ) , ( )
장 저작권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 ,
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 ,
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 ,
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 ,
론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 ,
산업개발주 컴퓨터프로그램보호( ),
위원회(27)

농림수산식품부
(9)

한국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축,
산물등급판정소 한국,
농촌공사(3)

(주농지개량 가축위생방역지원본) ,
부 농림기술관리센터 한국농림수산, ,
정보센터 한국어촌어항협회, (5)

지식경제부(69)
한국가스공
사 한국전,
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
석유공사 한국지역,
난방공사

한국수출보험
공사 정보통,
신연구진흥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 국 광 해 관 리 공
단 에너지관,KOTRA,
리공단 요업기술원 한, ,
국가스안전공사 한국,
디자인진흥원 한국부,
품소재산업진흥원 한,
국산업기술시험원 한,
국산업기술재단 한국,
산업기술평가원 한국,
산업단지공단 한국승,
강기안전관리원 한국,
전기안전공사 한국전,
력거래소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우정사업진,
흥회 우체국예금보험,
지원단 한국소프트웨,
어진흥원 한국우편사,
업지원단(20)

기초전력연구원 안산도시개발주식,
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 ( ), ( )
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 ( ) ,
술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 ,
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서부, ,
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
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 ,
협력재단 한전 한전 주, KDN, KPS(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별정우체,
국연합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대덕,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
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 ,
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 ,
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 ,
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 ,
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추가(08 )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재, ( )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전,
략물자관리원 재우정복지협력회, ( )
(41)

방송통신위원
회(5)

한국인터넷진흥원 한,
국전파진흥원 한국정,
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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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시장형
공기업 (6)

준시장형
공기업 (18)

기금관리형
(14)

위탁집행형 (63) 기타공공기관(204)

보건복지가족
부(14)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국민건강보험공,
단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한국청소년상,
담원 한국청소년수,
련원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대한에이, ,
즈예방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 ,
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
가시험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한, ( ) ,
국청소년진흥센터(8)

환경부(6)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
원 한국환경자원공,
사 환경관리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상품,
진흥원

노동부(10) 한국산재의료원(1)
근로복지
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
국노동교육원 한국,
산업안전공단 한국,
산업인력공단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토해양부(37)

인천국제공항
공사 한국공,
항공사 부산,
항만공사 인,
천항만공사(4)

대한주택공사 대,
한주택보증주 제( ),
주국제자유도시개
발센터 한국감정,
원 한국도로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철도공사 한,
국토지공사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
(9)

교통안전공단 한국,
건설교통기술평가
원 한국시설안전공,
단 한국철도시설공,
단 대한지적공사 선, ,
박안전기술공단 한,
국해양수산연수원

코레일개발주 코레일애드컴주 코( ), ( ),
레일엔지니어링주 주한국건설관( ), ( )
리공사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투어, ( ),
서비스주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 ), ( ),
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식회( ),
사 코레일트랙주 코레일전기주, ( ), ( ),
주한국토지신탁 부산항부두관리공( ) ,
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울산항만공, ,
사 인천항만보안주 부산항만보안, ( ),
주( )

국무총리실(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 ,
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 ,
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한국, ,
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 ,
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 ,
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 ,
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

국가보훈처(3)
독립기념관 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 관광개발주88 ( )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산림청(1) 녹색사업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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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시장형
공기업 (6)

준시장형
공기업 (18)

기금관리형
(14)

위탁집행형 (63) 기타공공기관(204)

중소기업청(6)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신용보증재,
단연합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
단 한국벤처투자,

특허청(2)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금융위원회(19)

한국자산
관리공사 ,
기술신용
보증기금 ,
신용보증
기금 예금,
보험공사 ,
한국주택
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한국자산신탁주 주, ( ), ( )
기은캐피탈 기보캐피탈 기은신용, ,
정보주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 ), ,
은캐피탈주식회사 주아이비케이, ( )
시스템 주정리금융공사 중소기업( ) ,
은행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 ,
회사 한국산업은행,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공정거래위원
회 한국소비자원

경찰청(1) 도로교통공단
소방청(1) 한국소방검정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창의경영시스템:

공기업부문의 설립 운영 현황2. ･

금융공기업의 현황1)

금융공기업은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던 시기에도 개혁의 대상에서‘ ’

제외되어 온 나머지 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기업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공기업 가운데 시중은행의 경우 년 이후 제일은행 매각을 시작으로 민영화가, 1999

추진되어 현재는 우리금융지주회사만이 민영화되지 않고 있다이태규 또한 산업은( , 2006).

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대 국책은행은 과거 개발연대에 정책금융을 공급하기 위한, , 3

설립목적을 이미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존립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금융시장에,

진출하여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고 국책은행이 민간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불공정 경쟁을 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대 국책은행의3

민영화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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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 시중은행(1) (commercial bank)

정부가 금융기관을 재국유화하게 된 계기는 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적1997

자금을 투입한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부실기관에 대한 공적자금의 출자목적은 소유나.

지배가 아닌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의 진전과 함께 출자금융기
관의 재민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출자지분 매각을 통해서 현재 정부가 지배.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서울보증보험뿐이다이건호( , 2006).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77.97% ,

이의 관계회사로 주우리은행지주비율 우리투자증권주 지주비율 주( ) ( 100.0%), ( )( 30.50%), ( )

경남은행지주비율 주광주은행지주비율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99.99%), ( ) ( 99.99%),

주 지주비율 우리선물주 우리에프앤아이주 지주비율 등을 가지고( )( 70.00%), ( ), ( )( 100.00%)

있다.

대 국책은행(2) 3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나 지금,

은 회사채 인수 벤처투자 사모펀드 운영 등 민간금융시장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어 있다, , .

산업은행의 임직원 수는 명이고 자회사로 산은캐피탈주 대우증권주2,422 , ( )(99.92%), ( )

산은자산운용주 브라(39.09%), ( )(64.28%), KDB Ireland Limited, KDB Asia Limited, KDB

질 등을 소유하고 있다, KDB Bank(Hungary), UzKDB Bank .

구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설립연도 년1954 년1961 년1969

당초 설립목적 주요 산업자금 공급 중소기업 대출 수출자금 및 해외투자 지원
확장된
사업영역

회사채 인수 벤처투자, ,
사모펀드운영 등 가계 대출 주력 외국인 채무보증 등

자본금억원( ) 조 억원8 2,419 조 억원2 2,914 조 억원3 3,057

주요 주주 정부 100%

정부 51.00%
산업은행 12.53%
수출입은행 3.21%
기타 33.26%

정부 60.10%
한국은행 35.20%,
산업은행 4.70%

임직원수명( ) 2,422 8,680 670

자회사

산은캐피탈주( )(99.92)
대우증권주( )(39.09)

산은자산운용주( )(64.28)
KDB Ireland Limited

KDB Asia Limited
브라질KDB

KDB Bank(Hungary)
UzKDB Bank

기은신용정보주( )(100)
주기은캐피탈( ) (99.31)

기은 자산운용주SG ( )(50)
주아이비케이텍( ) (55.63)

수은영국은행(100)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100)

수은인니금융(85)
수은베트남리스금융(100)

표 대 국책은행의 현황 년 월 현재 기준< 3-7> 3 (200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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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당초의 설립,

목적과 달리 가계대출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행의 소유지분은 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직원51.00%, 12.53%, 3.21%, 33.26% .

수는 명이고 자회사로 기은신용정보주 주기은캐피탈 기은 자산8,680 , ( )(100%), ( ) (99.31%), SG

운용주 주아이비케이텍 등을 가지고 있다( ) (50%), ( ) (55.63%) .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자금 및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외국인 채무보증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된 상태이다 수출입은행의 소유지분 분포는.

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회사로 수은60.10%, 35.20%, 4.70% ,

영국은행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수은인니금융 수은베트남리스금융(100%), (100%), (85%),

등을 두고 있다(100%) .

비금융공기업의 현황2)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 발전 또는 산업정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공기업 중에서 더 이상 이러한 정책목표를 추구할 필요성이 없는 다수의 공기업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최근 공기업의 지배구조 혁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고는 하지만 정부소유권하의 지배구조가 시장,

경쟁 메카니즘의 효율성보다 우수하다고는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희박하다 따라서 산업( ) .

정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 중에서 더 이상 이러한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공기업은 신속하게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도입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장경쟁 메커니즘의 규율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 )

제고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형 공기업과‘ ’

준시장형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비금융공기업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유형 모기업 자회사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 , , ,
인천항만공사 이상 개 기관( 6 )

자회사 개12 ,
단순출자회사 개22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 , , ,
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재의료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 , , , ,
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 , , ,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조폐공, , , ,
사 이상 개 기관( 18 )

자회사 개18 ,
단순출자회사 개48

합 계 개 기관24
자회사 개30 ,

단순출자회사 개70

표 비금융공기업의 현황 년 월 현재 기준< 3-8> (2008 1 )



98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비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에너지 분야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제기
되고 있으며 또한 시장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

관련 공기업 및 그 자회사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SOC .

한편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은 다시 유형과 서비스 진흥 제조유형의 공기업으로, SOC･ ･ ･
구분해 볼 수 있다 유형의 공기업은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SOC (SOC) ,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이며 서비스 진흥 제조유형의 공기업은 일반국민 공공기관, , ,･ ･
민간기업에 대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직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공기업 유형의 분류.

결과는 표 와 같다< 3-9> .

표 유형과 서비스 진흥 제조유형의 공기업 유형 분류< 3-9> SOC ･ ･
유형 기관명

유형SOC
개(14 )

대한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 , , ,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 , , , ,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서비스 진흥 제조유형･ ･
개(10 )

대한주택보증 한국산재의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 , , , ,
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 , ,

준정부기관의 설립 운영 현황3. ･
년 현재 준정부기관으로는 위탁집행형 개 기금관리형 개 등 총 개 기관이2008 63 , 13 77

지정되어 있다 이들 준공부기관을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표. <

과 같이 검사 검증기관 문화 국민생활기관 산업진흥기관 교육훈련 연구지원기관3-10> , , , ,･ ･ ･
연 기금 운용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준정부기관의 담당사업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기준< 3-10>
유형 유형구분 기준

검사 검증1. ･ 수수료를 받고 기계 장비 시설 부품 등의 기능 성능 안전도에 대한 검사 진단을 하면서 수익, ,･ ･ ･ ･ ･ ･
활동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기관

문화 국민생활2. ･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교류 및 홍보 체육진흥 등 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공익, ,
사업을 수행

산업진흥3.
정부의 산업정책을 위탁 수행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아 산업육성 정보 제공 기술지원 지도, , , , ･
자문 품질 및 규격 표준화 등 주로 공익적 사업을 수행,

4. 교육훈련 연구지원･
재정지원 또는 교육비 등 자체 수입으로 연수 교육훈련 및 고용촉진 등 주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거나 연구 및 자금 기술지원 연구사업 평가 등을 통해 학술 및 과학기술을 지원 촉진,･ ･
하는 기능을 수행

연 기금운용5. ･ 보증 보험 상호부조등의기능을수행하면서연금및기금을관리 운용하거나위탁관리하는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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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정부기관의 담당사업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결과< 3-11>
기관유형 기관명
검사 검증1. ･

개(12 )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선박검사기술협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가스, , , , ,
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 , ,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파진흥원,

문화 국민생활2. ･
개(15 )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과학문화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 , , ,
관리공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진흥3.
개(26 )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우정사업진흥회 증권예탁결제원, , , , ,
한국농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 , , , ,
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단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 , , ,
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 , , ,
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 , , , ,
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4. 교육훈련･
연구지원

개(11 )

요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 , , , ,
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학술진흥재, , , ,
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 기금운용5. ･
개(13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문화예술, , , ,
위원회 한국수출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

합계 개77

기타공공기관의 설립 운영 현황4. ･
년 현재 기타공공기관에는 총 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타공공기관2008 204 . ‘ ’

에는 금융공기업 공기업의 자회사 국립대학병원 등 의료법인 과학기술 출연연구소 인문, , , ,

사회경제분야정부출연구소 직원 인 미만의 기타공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50 .

표 기타공공기관의 현황 요약< 3-12> ( )
구분 기관명 자산금액 백만원( ) 자체수입 비율(% )

공기업 자회사 남부발전 남동발전 강원랜드등 개, , 41 48,510,041 96.42
의료법인 강릉대병원 서울대 병원등 개, 14 2,221,026 91.07

과학 인문분야･
정부출연연구소

극지연구소 산업연구원 식품연구원, ,
등 개43

4,316,985 36.98

인 이상 기타50
공공기관

전쟁기념사업회 예술의 전당 대한, ,
적십자사 등 개40

3,662,213 36.85

인 미만 기타50
공공기관

공공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한, ,
국법제연구원 등 개66

1,816,162
총수입금액( )

명31.83
평균 인원수( )

합계 개204 60,526,427

주 년 기준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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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자회사 현황1)
기관명 자산금액 백만원( ) 자체수입 비율(% )
남동발전 3,990,032 94
남부발전 3,655,315 100
동서발전 4,512,086 99
서부발전 3,707,924 100

한국수력원자력 22,121,971 100
중부발전 3,562,418 100
코레일개발 11,131 100

코레일엔지니어링 1,449 100
한국철도유통 113,122 100
코레일네트웍스 50,062 100
코레일로지스 10,221 100

관광레저KTX 4,855 100
주택관리공단 77,524 100
철도시설산업 7,424 100
철도전기시스템 1,711 100
한국토지신탁 882,462 100
한국자산신탁 126,303 93
농지개량 7,433 100

문화진흥주식회사 45,995 100
경북관광개발공사 135,105 100
그랜드코리아레저 117,133 99
안산도시개발 88,962 69
강원랜드 1,711,967 100

한국가스기술공사 63,811 100
한국전력기술 320,104 100
한전KDN 257,920 100
한전KPS 448,113 100

한전원자력연료 285,986 100
기은캐피탈 1,622,989 100
기은신용정보 8,790 100
산은캐피탈 0 100
아이비케이텍 0 100

코스콤 192,940 100
기업데이터 61,596 100
체육산업개발 5,477 100

한국건설관리공사 40,813 100
중소기업유통센터 166,419 93
인천종합에너지 92,478 17

개38 합계 48,510,041 평균 96.42평균 1,276,580

국립대학병원 등 의료법인 현황2)

기관명 자산금액 백만원( ) 자체수입 비율(% )

강릉대치과병원 1,609 99
강원대병원 27,618 82
경북대병원 127,125 97
경상대병원 104,54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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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자산금액 백만원( ) 자체수입 비율(% )

부산대병원 169,645 88
서울대병원 755,297 96

서울대치과병원 46,740 96
전남대병원 265,433 99
전북대병원 100,983 96
제주대병원 66,947 69
충남대병원 108,383 97
충북대병원 58,736 96
원자력의학원 157,922 91
국립암센터 230,043 74

개14 합계 2,221,026 평균 91.07평균 158,64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및 인문사회경제분야 정부출연연구소3)

주무부처 기관명 직원
정원 자산금액 백만원( ) 자체수입 비율(% )

교과부 극지연구소 67 23,281 11
교과부 건설기술연구원 403 115,663 45
교과부 과학기술연구원 653 276,166 25
교과부 과학기술정보연구원 340 84,469 15
교과부 기계연구원 298 193,213 40
교과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7 127,183 10
교과부 생명공학연구원 329 140,607 27
교과부 생산기술연구원 443 373,435 39
교과부 식품연구원 171 30,156 52
교과부 에너지기술연구원 366 112,807 72
교과부 원자력연구소 1149 395,757 81
교과부 전기연구원 372 145,666 37
교과부 전자통신연구원 1998 641,891 97
교과부 지질자원연구원 428 112,477 33
교과부 천문연구원 132 45,388 19
교과부 철도기술연구원 268 77,603 49
교과부 표준과학연구원 403 147,375 28
교과부 한의학연구원 110 20,850 1
교과부 항공우주연구원 681 586,049 44
교과부 해양연구원 431 178,356 39
교과부 화학연구원 357 134,073 33

국무총리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9 2,993 15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6 21,031 18
국무총리실 국토연구원 218 33,604 32
국무총리실 산업연구원 235 10,112 44
국무총리실 에너지경제연구원 113 10,795 54
국무총리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1 106,392 89
국무총리실 통일연구원 73 1,619 9
국무총리실 한국개발연구원 325 32,921 16
국무총리실 교육개발원 113 15,621 68
국무총리실 교육과정평가원 202 20,200 32
국무총리실 교통연구원 99 13,441 63
국무총리실 노동연구원 113 8,3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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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기관명 직원
정원 자산금액 백만원( ) 자체수입 비율(% )

국무총리실 농촌경제연구원 140 11,451 14
국무총리실 보건사회연구원 153 8,496 56
국무총리실 여성정책연구원 110 1,608 19
국무총리실 조세연구원 81 13,973 91
국무총리실 직업능력개발원 118 10,302 21
국무총리실 해양수산개발원 103 13,694 45
국무총리실 행정연구원 59 6,311 17
국무총리실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46 8,638 29

개42 12,353 합계 4,316,985 평균 36.98평균 21,584.5

직원 인 이상의 주요 기타공공기관4) 50

주무부처 기관명 직원
정원 자산금액 백만원( ) 자체수입 비율(% )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75 41,970 67
문광부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54 3,961 55
문광부 예술의전당 117 284,068 88
복지부 대한결핵협회 243 16,680 75
복지부 대한적십자사 3,397 543,816 66
산자부 한국기술거래소 59 60,179 60
산자부 한국생산성본부 228 27,735 96
산자부 한국표준협회 362 29,627 53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593 20,708 63
해수부 부산항부두관리공사 397 5,131 96
해수부 인천항부두관리공사 346 10,991 89
과기부 고등과학원 137 10,700 3
과기부 광주과학기술원 228 234,002 34
과기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64 23,565 4
과기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7 23,757 41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738 558,164 39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73 2,848 0
교육부 민족문화추진회 55 5,344 4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143 23,416 8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207 18,250 0
노동부 학교법인기능대학 1,776 509,018 20
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35 0 31
문광부 재국립발레단( ) 76 2,308 37
문광부 재국립합창단( ) 57 765 17
문광부 대한체육회 156 41,116 5
문광부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75 2,041 16
문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9 5,130 28
문광부 한국언론재단 130 109,854 61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5 32,940 60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5 32,940 60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2,522 724,597 1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 559 25,930 9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486 14,827 37
법무부 한국갱생보호공단 131 27,691 21
산자부 전기전자시험연구원 160 30,65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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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기관명 직원
정원 자산금액 백만원( ) 자체수입 비율(% )

산자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65 5,637 0
산자부 한국전자파연구원 66 13,749 65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216 164,757 0
정통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51 0 2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2 6,283 19

개39 14,830 합계 3,662,213 36.85평균 93,902.9

직원 정원 인 미만의 기타공공기관5) 50
기관명 총수입금액 백만원( ) 인원수 명( )

주코레일애드컴( ) 27,667 25
공공기술연구회 8,681 15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3,620 12
기초기술연구회 6,795 15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8,946 48
산업기술연구회 7,599 1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266 46
한국사학진흥재단 29,141 35

관광개발주88 ( ) 2,997 45
한국청소년진흥센터 9,802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761 27
한국법제연구원 5,467 36
한국청소년개발원 5,528 4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290 45

호국장학재단 11,023 6
한국국제노동재단 5,650 1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8,314 49
농림기술관리센터 55,854 21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8,978 44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 11,678 9

재국립오페라단( ) 6,992 30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8,729 40
대한장애인체육회 14,270 25
신문발전위원회 25,861 5
신문유통원 9,971 20

영상물등급위원회 3,155 31
재단법인 정동극장 5,967 2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695 34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3,407 44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33 46
한국문학번역원 5,526 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2,729 20
한국영상자료원 10,294 28

대한에이즈예방협회 3,473 4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957 4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5,399 49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15,857 49

녹색자금관리단 32,331 14
기초전력연구원 15,0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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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총수입금액 백만원( ) 인원수 명(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5,584 10

재외동포재단 24,007 39
기보캐피탈 13,530 28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6,760 42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538,630 39

한국투자공사 3,108 40
별정우체국연합회 37,384 2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5,492 33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6,686 45
시장경영지원센터 8,104 26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7,815 28
한국벤처투자 13,540 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618 47
친환경상품진흥원 3,017 40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6,760 42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538,630 39

한국투자공사 3,108 40
별정우체국연합회 37,384 2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5,492 33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6,686 45
시장경영지원센터 8,104 26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7,815 28
한국벤처투자 13,540 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618 47
친환경상품진흥원 3,017 40

개64 합계 1,816,162 평균 31.83평균 28,377.1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및 국민의 준조세 부담 현황5.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체계1)

중앙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을 위해 정부는 출자 출연 보조금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 ,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공기업은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 ,

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기관의 설립 주체이기 때문에 자본금 출자.

를 통해 해당 공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이행 및 적자 보전 등을,

위해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둘째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정부 지원하에 기금. ,

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출자, . ,

사회보장기여금 징수 법정부담금 부과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기금 재원을, ,

조성하는 한편 기관의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다 셋째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자체. ,

사업수입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달하는 한편 법정부담금 재원 정부출연금 정부보조금 등을, , ,

통해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의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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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양한 공기업 또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유사한 방법으로 세입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 기관에 출연금과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이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정부 출자 출연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 지원을 위한 자금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해 확보,

되고 있다.23) 현재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있거나 공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
금은 표 과 같다< 3-13> .

년 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표2007 < 3-14>

와 같다 년에는 총 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 억원 규모의 정부 출자가 신규로. 2007 10 3 1,794

이루어졌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는 및 에너지분야 준시장형 공기업을 대. SOC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출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기.

관의 유형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기금 현황< 3-13>
기금 명칭 관리 기관 또는 지원대상 기관 비 고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관광공사 준시장형 일부지원,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 기금관리주체,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기금관리주체,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상기금
근로복지공단 기금 기금관리주체,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기금 기금관리주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기금 기금관리주체,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금 기금관리주체,
부실채권정리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 기금관리주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 기금관리주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기금 기금관리주체,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 기금관리주체,
수출보험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기금 기금관리주체,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금 기금관리주체,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금 기금관리주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기금 기금관리주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유통공사 위탁집행 기금관리 및 지원대상 기관,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과학재단 위탁집행 기금지원 대상기관,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촌공사 위탁집행 기금지원 대상기관,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위탁집행 기금 일부 지원대상 기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 기금 지원대상기관,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일부 지원,
개29 개21

23) 이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경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것은 공고, ,

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목적출자 출연 보조 등이 다양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기도 하고 회계 또는 기( , , ) ,

금별로 지원 대상이 차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특히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회계 또는 자금운용단위로 설치되기 때문에 각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 목적
과 연계된 공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핵심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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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공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년 신규 출자 현황< 3-14> 2007
단위 백만원( : )

기관유형 정부출자 규모 해당 기관
시장형 공기업 20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1)

준시장형 공기업 2,906,436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 , ,
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000 한국농촌공사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5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1)

기타 공공기관 3,000 한국수출입은행 (1)
합계 3,179,436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년 예산기준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및 기금관리형 준정2007 ,

부기관 정부출연연구소 기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조 억원 규모의 정부출연, , 2 5,457

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를 통해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부. , ,

출연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총 억원 규모의 정부출연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4,621 . 2007

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규모는 총 조 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3 78 ,

구소를 포함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표 공공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년 출연금 지원 현황< 3-15> 2007
단위 백만원( : )

구 분 출연금 규모 해당 기관

일반
회계

준시장형 공기업 3,000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센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27,264

한국과학재단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 , ,
기술평가원 요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 , , ,
산업인력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 , ,
보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보건산업연구원,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40,000 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연구소 1,165,342
인문사회경제분야 출연구소 개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23 ,
기술분야 출연연구소 개 및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20 ･

기타공공기관 710,116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 , ,
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 , ,
교 기능대학 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국립, , , , ,
대병원지원 국립암연구소,

소 계 2,545,722

기타
특별
회계

준시장형 공기업 80,800 컨테이너부두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3,933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안, , ,
전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정부출연연구소 177,424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 , ,
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소 계 462,157
합 계 3,007,879

자료 기획예산처 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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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와 내역을 다시 공공기관의 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년 결산기준으로 억원의 정부출자인천국제공항공, 2007 2,000 (

사와 억원의 정부보조금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의 지원이 이루) 87 ( , , )

어졌다 그리고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조 억원의 정부출자대한광업진흥공사. 2 9,064 ( ,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억원의, , , , ) 982

정부출연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그리고( , , ),

억원의 정부보조금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9,061 .

표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원지원 현황< 3-16>
단위 백만원( : , %)

기관유형 수입지출규모
(A)

정부출자
(B )

정부출연
(C )

정부보조금
(D)

B /A
(% )

C/A
(% )

D/A
(% )

시 장 형
공 기 업 56,895,631 200,000 - 8,726 0.3 - 0.01

준시장형
공 기 업 60,935,816 2,906,436 98,289 906,125 4.8 0.2 1.5

합 계 117,831,447 3,106,436 98,289 914,851 2.6 0.1 0.8
주 년도 결산 기준: 1) 2007

준시장형 공기업중 정부보조금 지원 기관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2) : , , , ,
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 , ,

둘째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출자 보험료 부과금 부담금 정부출연금, , , , ,

정부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

교직원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

경우에는 조 억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보험료사회보장기여금가 부과되고 있으며31 1,636 ( ) ,

부담금의 배분과 정부 출연금 지원도 중요한 재원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년. 2007

예산기준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결산자료 포함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위한 정부( )

의 재정지원 규모는 총 조 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36 6,486 .

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3-17>
단위 백만원( : )

정부 재정지원의 유형 재정지원 규모 해당 공공기관
정부출자금 5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험료부과금 31,163,635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

부 담 금 2,771,904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 , ,
연구진흥원 등

정부출연금 2,654,794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정부보조금 8,483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합 계 36,648,816

주 년도 예산 기준 단 일부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경우에는 결산자료 포함: 200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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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정부출자 보험료부과금 부담금, , , ,

정부출연금 정부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년도 결산기준으로, . 200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전체 수입지출규모의 에 해당하는 조 억원을 중앙56.9% 24 1,663

정부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지원하였다 보험료 부과금을 통한 지원이 가장 많고 정부. ,

보조금과 정부출연금을 통해서도 대규모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담금의 배분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3-18>
단위 백만원( : , %)

구분 재원규모 비율/ 해당 공공기관
전체 수입 지출 (A) 42,488,937

정
부
재
정
지
원

정부출자금 (B) 20,000 한국농촌공사
보험료부과금 (C) 13,746,340 국민건강보험공단개인 및 법인 부담금( )
부 담 금 (D) 1,014,419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
정부출연금 (E) 4,295,667 대부분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부보조금 (F) 5,089,944 대부분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 계 (G) 24,166,370
B/A(%)
C/A(%)
D/A(%)
E/A(%)
F/A(%)
G/A(%)

0.05
32.4
2.4

10.1
12.0
56.9

주 년도 결산기준: 2007

결론적으로 년 기준으로 중앙정부 준공공기관 예산 조 천억원의 인 조2007 (175 4 ) 10.2% 17

억원출자 출연 보조금9,611 ( )･ ･ 24)이 정부재정으로 지원되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 (GDP) 191

조 천억원의 수준이며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 조 천억원의 에 해당하1 19.5% , (156 5 ) 11.5%

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조 억원를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에 포함시킬 경우. (44 9,099 ) 25) 중앙,

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는 조 억원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62 8,710 (156

조 천억원의 에 해당한다5 ) 40.2% .

준공공부문의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의 준조세 부담 현황2)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

24) 동 금액은 아래의 준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의 합계임 기금형 준정부기관 재정지원 조 억원 위탁집행. 5 4,852 ,

형 준정부기관 재정지원 조 억원 정부출연연구소 출연금 지원 조 억원 기타공공기관 출연금 지원10 4,200 , 1 3,428 ,

억원 기타공공기관 신규 출자 억원7,011 , 30

25) 사회보험료를 재정지원에 포함시킨 이유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항목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조 억원 전액이 재정지원으로 할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징수액조. (44 9,099 ) . (

성액이 운영비예산보다 많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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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 정부출연 정부보조금 지급 등은 일반적, ,

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를 통해 조성된 정부세입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를 통해 확보된 세입원이 아니라 준조세 부담을 통해 확보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수입
원을 활용해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 3-19>

조세성 부담금 국외여행자납부금 등:

특별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

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조세외(
금 전
지급의무)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유도성 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준조세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

행정제재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 ,

행정요금 행정수수료 공원입장료 사용료 등: , ,

기부금 성금 각종 협회비 등,･

준조세의 범위에 대해서는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준조세를 최광의의 관점.

에서 보면 준조세는 법령상 근거를 두고 부과되는 법정부담금과 기부금 성금 등의 비자발, ･
적 부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의의 관점에서 보면 준조세부담은 법정.

부담금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정부담금은 다시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일정한 물건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
적으로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칭하는 특별부담금과 국민연금 등의 사회
보험료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금 행정수수료 등의 행정요금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준조세, , .

의 개념을 협의의 관점에서 보면 법정부담금 중 특별부담금만이 준조세의 범위에 해당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재원 확보 및 지출 충당을 위한 국민의 준조세 부담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년에 조 억원이었던 공공기관의 재원 확보를 위한. 2003 29 6,646

국민의 준조세 부담규모가 년에는 조 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시 년에는2005 37 5,853 , 2007

조 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년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53 5,167 . 2007 ･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총 조 억원의 준조세 규모 중53 5,167

사회보험료가 조 억원을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조 억원은 특별부담금에 해당44 9,099 , 8 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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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년에 징수된 총 조 억원의 특별부담금 중 에 해당하는 조 억원. 2007 14 3,650 59.9% 8 6,067

정도가 공공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투입.

되는 준조세 부담액 조 억원은 년도 공공기관 전체 수입지출 금액 조53 5,167 2007 (246 5,951

억원의 에 상당하는 것이다) 21.7% .

표 공공기관의 재원 확보 및 지출 충당을 위한 준조세 부담 규모 현황< 3-20>
단위 백만원( : )

준조세 부담의 형태 준조세 부담 규모 비 고2003 2005 2007

사회보험료 25,704,051 29,754,959 44,909,97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 ,
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세입중사회보험료부과금,

특 별
부담금

특별회계 귀속 15,441 2,308,052 2,040,405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 ,
자원사업특별회계 중 공공기관 지원규모 상당액

기금 귀속 3,212,414 4,480,727 5,360,585
공공기관이 기금관리 주체인 기금 귀속 부담금,
공공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기금 귀속 부담금
중 공공기관 지원 상당액

공공기관 수입
직접 귀속 170,300 153,385 308,627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직접 귀속되는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직접 귀속 562,400 888,271 897,160 부담금징수액중광역기초자치단체에귀속되는부담금-

소 계 3,960,555 7,830,435 8,606,777
합 계 29,664,606 37,585,394 53,516,752

주 각 연도별 결산기준: 1)
특별회계 귀속 특별부담금 중 공공기관에 배분되는 재정규모는 각 연도별 관련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 출연금2) , ,
보조금 규모에 상응한 것으로 추정함

자료 기획예산처 와 기획재정부 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4, 2006) (2008b)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 중에서 협의의 준조세
범주에 해당하는 특별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 )

대한 부담금 배분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 중 공공,

기관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표 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이중 교통< 3-21> .

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귀속되는 부담금 규모가 지원대상 공공기관이 실제 정부로부터 출자,

출연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받고 있는 재원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귀속 부담금,

전액을 공공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해당 연도에 정부로부터 출자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받은 금액에 상당한,

것을 부담금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는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지원대상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실제 확보한 정부출자 정부출연, ,

정부보조금에 상당한 금액이 부담금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부담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담금 귀속 규모가 연차별로
괄목할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년의 경우 조 억원의 부담. 2007 3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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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에 귀속되었으며 년에 비해 괄목할만하게 그 규, 2003

모가 확대되었다.

표 부담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는 특별회계의 공공기관 지원 현황< 3-21>
단위 백만원( : )

특별회계의 종류 부담금 귀속 규모 지원대상 공공기관2003 2005 2007

교통시설특별회계 694 56,352 497,150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컨테, , ,
이너부두관리공단 등

환경개선특별회계 5,745 685,648 778,972 한국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9,002 1,566,052 1,960,125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 , ,
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

합 계 15,441 2,308,052 3,236,247
주 각 연도별 결산 및 분담금 부과징수 실적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와 기획재정부 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4, 2006) (2008b)

표 공공기관이 기금관리 및 사용 주체인 기금에 대한 부담금 귀속 현황< 3-22>
단위 백만원( : )

기금 명칭 기금사용 관리주체,
연차별 기금 귀속 규모 기관유형

2003 2005 200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111,000 136,950 246,699 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12,200 609,702 400,633 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424,300 305,977 694,021 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624,900 662,771 728,001 기금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 28,500 37,205 44,972 기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원자력관련공공기관 139,800 155,476 178,499 기타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관광공사 일부 지원 -

(133,500)
54,300

(235,466)
90,200

(273,027)
준시장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29,500 34,234 40,463 기금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 - 12,450 기금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촌공사 422,700 466,772 872,149 위탁집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부 지원 61,500 60,755 61,967 위탁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수산물유통공사 - 32 1 위탁집행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에
일부 지원

981,400
(997,100)

10,029
(1,112,103)

11,032
(1,044,086)

위탁집행
기타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27,700 446,217 180,933 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702,000 1,291,489 1,548,599 위탁집행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공단 607,000 82,409 97,934 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작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4,300 126,409 152,032 위탁집행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3,500 - - 기금
합 계 개17 4,730,300 4,480,727 5,360,585

주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일부를 한국관광공사에 지원한 것은 년부터 시작되었음: 1) 2005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년에 폐지되었고 년에 다시 영화발전기금으로 신설되었음2) 2005 , 2007
정보화촉진기금 년은 년부터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변경되었음3) (2003 ) 2005

안의 숫자는 해당 준공공기관에 할당된 부담금이 아니라 해당 기금에 귀속된 전체 부담금 규모를 의미함4) ( )
각 연도별 징수실적 기준5)

자료 기획예산처 와 기획재정부 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4, 2006)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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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공공기관이 기관관리 및 사용 주체인 기금이나 부담금 등을 통해 조성된,

기금 재원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금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년도 결산기준으로 공공기관이 기금관리 또는 사용 주체인 기금에 대한 부담금. 2007

귀속 현황을 분석해 보면 표 를 통해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 기금에 총 조< 3-22> 17 5

억원의 부담금이 배분되었다 공공기관이 기금관리 및 사용 주체인 기금에 대한 부담3,606 .

금 배분 규모는 연차별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기금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준시장형 공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기금도 있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금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로 부담금이 직접 공공기관의 수입원으로 귀속되어 해당 기관의 목적사업 또는,

기관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담금 현황을 분석해 보면 표 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3-23> .

년 징수실적 기준으로 개 기금에 총 억원의 부담금이 배분되었으며 년에2007 9 3,086 , 2007

준공공기관의 수입으로 직접 귀속된 부담금 규모는 년에 비해 배 정도 증가하였다2005 2 .

또한 부담금 귀속 기관을 살펴보면 국제협력단 원자력안전기술원 개별 집단에너지사업자, , ,

환경관리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이 부담금을 통해 직접,

수입자체 수입 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는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 ,

기타공공기관 등 다양한 범주의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 재원은 표 를 통해 확인, < 3-24>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수도특별회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등 주로 지방공기업의 수입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직접 귀속되는 부담금 현황< 3-23>
단위 백만원( : )

부담금 명칭 귀속 기관 연차별 귀속 부담금 규모 기관 유형2003 2005 2007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국제협력단 - - 3,357 기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원자력안전기술원 22,600 27,315 35,302 위탁집행형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관광단지보문 중문( , ) 1,200 1,366 1,255

한국관공공사준시장( )
경북관광개발기타( )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
비용부담금

개별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 )

121,800 100,878 185,569 준시장 기타,

종말처리시설부담금 환경관리공단 - - 3,778 위탁집행형
환경시설관리공사 18,800 17,939 16,803 -

부담금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
5,900 5,887 6,218 위탁집행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 56,345

기타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기관

합 계 170,300 153,385 308,627
주 각 연도별 결산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와 기획재정부 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4, 2006)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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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 현황< 3-24>
단위 백만원( : )

사업분야 2003 2005
2007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합 계
상수도특별회계 162,100 290,354 75,190 298,676 373,866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 5,225 8,078 - 8,07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0,300 592,692 203,017 312,195 515,212

도매시장쓰레기유발부담금( ) 14 953 4
합 계 562,414 889,224 286,285 610,871 897,160

주 각 연도별 결산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와 기획재정부 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4, 2006) (2008b)

결론적으로 년에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징수된 준조세는 총 조 억원2007 ‘ ’ 14 3,650

으로 이중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수입으로 조 억원이 할당되어 전체 준조세 규모의5 6,692 ,

를 점하고 있다 특별부담금 이외에 사회보험료 년 기준 조 억원를 포함39.5% . (2007 44 9,099 )

할 경우광의의 준조세 개념 년 기준으로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재정수입 확보를( ), 2007

위한 국민의 준조세 부담 규모는 총 조 억원으로 국세 부담 년 징수실적 기준50 5,791 (2007

조 억원의 에 해당한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징수된 준조세가161 4,591 ) 31.3% . ‘ ’

공기업부문에도 지원되고 있는 바 년에 징수된 부담금 중 국가공기업에 조 억원, 2007 2 404 ,

지방공기업에 억원이 지원되어 전체 준조세의 를 차지하고 있다8,971 20.4% .

중앙정부 준공공기관의 구조적 문제점6.

기관 수 인력과 예산 등 규모의 방만성1) ,

우리나라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규모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큰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 ’

년 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은 개로서 이들 기관의 예산규모2008 1 305

는 조원에 달하며 종사자 인력 규모는 년 연말 기준으로 만명 수준을 기록하고338 , 2007 26

있다.26)

김대중 정부 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통 폐합 준정부기관의 통 폐합 등 공공기관을‘ ’ ,･ ･
대폭적으로 구조조정한 바 있으나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기관 수와 인력 및 예산규모가, ‘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개 공기업을 민영화하였고 개 자회사를 매각하였으며 정부출연8 , 67 , ･
위탁 보조기관 중 개 기관을 폐지하고 개 기관을 통 폐합하였다 또한 정부출연연구6 , 16 .･ ･
26) 공기업의 예산은 국가공기업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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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개 개별 이사회를 폐지하였으며 민간위탁 건 자산매각 건 등 강력한 구조46 , 45 , 360

조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인력 만 천명을 감축하였다 그러나 년 이후. 6 2 . 2003

다시 공공기관이 커지기 시작하였는 바 지난 년간 공공기관이 개 개, 5 (2003-2007) 45 (253 →
개 늘어났고298 ) 27) 인력은 만 천명 만 천명 만 천명 예산은 조 천억원, 6 8 (19 1 25 9 ), 88 2 (206→

조원 조 천억원이 증가하였다294 2 ) .→

그림 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 증가 추이< 3-2> (2003-2007)
단위( : %)

자료 기획재정부: (2008a)

그 결과 년도 중앙정부의 준공공부문 예산은 약 조 천억원으로 중앙정부 일반2007 175 4

회계 예산의 종사자는 만 천명으로 중앙정부 일반직 공무원 만 명의112.1%, 17 1 (10 976 )

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크며 예산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169% , .28) 또한 년2007

기준으로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예산 조 천억원의(294 2 ) 59.6%,

종사자 만 천명의 를 차지하고 있다(25 9 ) 66.05% .

중앙정부 준공공기관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준공공부문의 사업 확장 자회사,

설립 종사자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준공공부문의 확대로 인해 국민의 부담, .

이 늘어나고 시장의 기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9)

한편 상당수의 준공공기관은 독점구조하에서 내 외부적 경쟁유인이 적어 수지균형의, ･
절박감이나 일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희박하다 이로 인해 사기업부문.

에 비해 효율적 인력배분과 탄력적 조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 관점에서 조직･
인력이 방만함에도 이를 타파하려는 노력은 뚜렷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준공공기관에서
과잉 인력을 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7) 년 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수는 개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 년 간 공공기관의 규모는2008 1 305 , 5

개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52 .

28) 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2008 15.1% .

29) 공기업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와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자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위축시키고 있다감사원( , 200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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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준공공기관이 기관 수와 인력 및 예산 등의 측면에서 규모의 방만성을 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압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부처 및,

관료와 준공공기관 간에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어 준공공기관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유인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점을 그 원인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준공공기관.

의 고객 또는 소비자인 일반국민이나 기업의 경우에도 준공공기관이 규제적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원가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또는 생활편익적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30) 산업진흥 및 국민경제 활동을 조정 또는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공기관의 개혁을 압박하고자 하는 유인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준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대규모 준조세 부담 유발 및 지속적 증가2)

준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준조세 부담이 초래되고 있다.

년도 결산자료 기준으로 중앙정부 준공공기관에 배분되는 준조세 부담규모가 조2007 50

억원으로 이것은 년 대비 가 증가한 실적으로 준공공부문 운영을 위한5,791 , 2003 67.6%

준조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년의 경우 조 억원의 특별부담금협의의 준조세 이 준공공부문의 수입으로2007 5 6,692 ( )

할당되었으며 이것은 년 대비 가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광의의 준조세 부담에, 2003 67.6% .

해당하는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할 경우 총 조 억원이 준공공기관의 수입으로 귀속50 5,791

되고 있는 바 이것은 년 대비 가 증가한 실적이다, 2003 73.9% .31)

표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준조세 부담 추이< 3-25>
단위 억원( : , %)

구분 2003(A) 2005 2007(B) B /A(% )

준공공부문 특별부담금 33,827 46,341 56,692 167.6
사회보험료 257,040 297,549 449,099 174.7

합 계 290,867 343,890 505,791 173.9

자료 기획예산처 와 기획재정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4, 2006) (2008b)

전체적으로 볼 때 준공공기관의 준조세 부담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준정부기관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기업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SOC

및 에너지분야 공기업에 있어서 투자재원 조달 및 정부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30) 예를 들어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원가보상율은 년 기준 광역상수도 요금의 원가보상율은80.6%(2008 ), 83.1%(2008

년기준 전기요금의 원가보상율은 년 월 기준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원가), 92.5%(2009 6 ) .

보상율추이를 살펴보면 년 년 년 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2002 70.2% 2004 74.5% 2006 86.9% 2008 80.6% .→ → →
31) 사회보험료를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광의의 준조세로 포함시킨 이유는 사회보험료가 국민부담률 산정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전액이 재정지원으로 할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 .

면 국민연금의 경우 징수액조성액이 운영비예산보다 많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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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 부담금부과 실적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준공공기관의 규모 확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역할 증대에 따른 기금조성 규모의,

확대 등이 지속적인 준조세 부담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공공.

기관의 설립 운영에 따른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규모와 역할･
확대를 통제하는 한편 공공기관 운영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노력를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기이익 추구적 사업 수행으로 사업영역 확장 및 준공공기관 신설3)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의 자기이익 추구적 사업 수행으로 관련사업을‘ ’(self-interest seeking)

영리분야로 다각화하고 있고 신규사업 진출 과정에서 민간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하거나,

또 다른 준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또한 독점적인 사업부문에 민간의 진입을 허용한 후.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이 민간부문과 경합하기도 한다 특히 준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확대. , ‘

지향적 속성으로 인해 국민경제적 성과보다는 조직의 외형규모의 성장을 추구하는 사업’ ‘ ’

다각화 사례가 노정되기도 한다.

첫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관의 설립목적사업을 확대하고 출자회사 등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민간영역까지 파생상품과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준공공부문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설립목적사업을 확장하여 자회사 등을.

설립한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해 보면 표 및 표 과 같다< 3-26> < 3-27> .

표 공기업이 설립목적사업을 확장하여 자회 등을 설립한 사례 예시< 3-26> ( )
기관명 사업확장의 추진상황 추가 사업: 비 고
한국조폐
공 사

당초의 기본 핵심사업 이외에 신수익 모델 창출노력을 지속함 전자여권사업 등- :
사업 인식기기사업 디지털인쇄사업 등ID , ,

면펄프 해외생산체제 구축 배송물류자회사 설립 추진 등- ,
년 본부 발족2007 ID

한국광물
자원공사

년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년 공사최초 해외자- 1978 , 1990
원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함 그 이후 해외사업소 설치 및 해외직접투자를 지속적.
으로 확대함

년 공사법을 개정하여 석재 골재산업 지원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사업을 목- 1997 ,･
적사업 범위에 추가함

년 광산물비축사업에 착수조달청과 기능중복 조정하고 광해방지 환경복- 2004 ( ) , ･
원사업을 시작한국광해관리공단과 사업 중복 발생 년 공단으로 업무 이( , 2008
관함 광산물가공자금의 융자사업을 도입함) ,

년 공사 기능을 국내광업 지원중심에서 해외광물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2008
개편하기 위해 공사법을 개정하여 공사 명칭 을 변경하고 법정자본금을 증액함

해외사업소 년- : 1994
개에서 현재 개로1 6
확대
현재 해외자원 개발-
을 위한 개 자회16
사 출자회사 보유･

년 월 기관-2008 12
명칭을 광진공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

부 산
항만공사

년 항만법을 개정하여 해외항만개발 및 운영사업을 공사 목적사업으로 추- 2007
가하고 해외사업 진출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함,
정부에서 위탁관리하던 경비 보안 화물관리 등의 업무가 공사로 이양되면서 부- ･ ･
산항만보안공사를 전액 출자회사로 설립함

자료 각사 홈페이지와 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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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정부기관이 설립목적사업을 확장하여 출자회사 등을 설립한 사례 예시< 3-27> ( )
기관명 사업 확장 추진 상황 추가 사업: 비 고

농수산물
유통공사

년 해외농업무역관을 정비 개하였으나 그 이후 농산물 수출지원기능을- 1998 (7 ) ,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센터를 개로 확대함aT 12

년 공사법을 개정하여 농식품 소비촉진과 식품산업육성지원사업을 목적사- 2004
업으로 추가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함

년 농안법 개정으로 공사의 도매시장 수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농산물- 2007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함

식품산업 육성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전
담조직 설치 및 확대

KOTRA

년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국내외 기업간 산업교류- 1995 ,
알선기능을 추가하고 공사 명칭을 변경함,

년 국내 외국인투자환경의 해외홍보와 국내외 기업간 투자협력 및 산업기- 2003
술교류의 알선 등의 사업을 추가함 시설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 및 육성. , ･
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함

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전문인력의 유치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추- 2009
가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함

년 외국인투자-2008
유치센터개설

년-2003 Invest
출범KOREA
아카데미-KOTRA

운영 컨벤션출자,
년 글로벌전문-2008

인력센터 개설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리고 각사 홈페이지와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2000),

표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의 자회사 출자회사 설립을 통해 민간영역으로 사업확장한 사례 예시< 3-28> ( )･
기관유형 및 단위기관 자회사 출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사례･

공기업
부 문

한 국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직접투자 확대로 인해 자회사 및 출자회사 지속적으로 증가함.
년 한 해 동안 개 출자회사가 신설되는 등 현재 개 출자회사 및 손자회사를2007 4 16

보유함
한국석유공사 해외유전개발사업 직접 투자 확대를 위해 자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 지속적으로 확대

하여 개 출자회사를 보유함22
한국철도공사 년에 공사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 자회사를 신규로 설립함2004 12
한 국
지역난방공사

국내외 지역난방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 자회사 신설 및 지분출자를 확대하여 현재 8
개의 자회사 출자회사를 보유함･

한국관광공사 관광단지개발 및 카지노사업 수행을 위해 자회사 개 신설 컨벤션사업 지원을 위해2 ,
제주국제컨벤션센타에 출자함

준공공
부 문

한 국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문경레저타운 등 개 자회사 설립을 통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함, 5

KOTRA 벡스코 킨텍스 등 컨벤션사업에 출자를 확대함,
도로교통공단 에 출자함YTNDMB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채널에 출자함SBS
자료 각사 홈페이지와 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영실적평가보고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 32)

둘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민간부문의 사업영역에 자회사 또는 단순 출자회사를,

설립 운영함에 따라 준공공부문의 규모의 커지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3) 년 기준2008

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출자한 회사는 총 개이다 이중 개는 공기업과 준정부330 . 57

기관의 자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관리‘ ’ ･
32) 분석작업에 활용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는 참고문헌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이하에서 제시한 감사원의 감.

사결과보고서는 동일한 자료이다.

33)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에 의하면 년 월부터 년(2005.7:61) 1998 7 2001 2

월까지 차례에 걸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추진으로 년 말 현재 공기업 출자회사가 개로 줄었으나 인천3 2001 44 ,

국제공항공사 등 개 공기업에서 최근 년간 사업 확장과 수익사업 다변화 등을 이유로 개 회사에 억원11 3 19 935

을 추가 출자함으로써 년 월 말 현재로 공기업의 자회사가 개로 증가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2004 12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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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고 나머지 개 출자회사출자액 조 천억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273 ( 5 8 ) ,

해당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동안 공기업과 준공공.

기관이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민간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 표 과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3-28> .

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사업 예시< 3-29> ( )
기관 유형 및 단위 기관 민간부문과의 경쟁 및 사업 중복 현황

공기업부문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의 발전사업이 민간사업자 와 경쟁(IPP)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직접투자사업이 민간사업과 중복
한국석유공사 해외유전개발사업이 민간사업과 중복
대한석탄공사 민영탄광사업자와 사업영역 중복 및 경쟁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사업자와 경쟁
한국수자원공사 단지사업은 민간부문 수도사업은 다국적사업자와 경쟁,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냉방사업 전력사업이 민간부문과 경쟁, ,
대한주택공사 일반주택 분양사업이 민간건설사업자와 경쟁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사업이 민간부문과 경쟁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및 출자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영역이 민간부문과 중복 또는 경쟁:

광고대행업 역세권개발 물류사업 관광사업 등, , ,
한국감정원 담보 경매 일반거래 감정평가 등이 민간부문 감정평가사업자와 경쟁･ ･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개발사업이 민간부문과 경쟁 중복, , ･

준공공부문

한국전기안전공사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사업 안전진단사업 안전인증사업 등이, ,
민간부문과 경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험인증사업이 전반적으로 국내 민간부문 및 외국계 시험인증기관과 경쟁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정기검사업무가 공인 검사기관과 경쟁 사업이 민간과 경쟁관계, ISO
교통안전공단 안전검사업무가 민간지정업체와 경쟁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개발사업은 민간의 역할과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진흥원의 사
업영역중 디자인 개발사업을 재조정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관리업무가 민간부문과 경쟁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사업이 민간부문과 경쟁

한국가스기술공사 충전소 건설 집단에너지사업 조명등 설치 등이 민간부문과 경쟁LNG , ,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 부실채권 매입 정리기능이 민간기업과 경합･
우정사업진흥회 우편물 운송사업이 민간부문과 경쟁

출처 각사 홈페이지 그리고 경영실적평가보고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

셋째 공공기관이 자기이익 추구적 사업 확장 또는 수익창출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간에 경합하는 사업 활동 영역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

공기업들이 민간부문과 경쟁하거나 경합하는 사업영역을 보유하고 있고 준공공부문 중에,

서는 주로 검사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들이 민간사업자들과 경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주택공사의 일반주택 분양사업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철도공사의 자회, ,

사가 담당하고 있는 광고대행사업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시설물안전진단업무 교통, ,

안전공단의 중고자동차 점검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경쟁 또는
경합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이 경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

하는 사업 영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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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주무부처 중심의 준공공기관 운영방식으로 인한 기관 및 기능의 중복4)

우리나라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준공공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어 다수의 유사중복기관이･
존재하는 한편 기관간 기능 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있다 예를 들어, .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기관 신용보증, , ,

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 , ･
연구진흥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 에 대한 기획 평가기능R&D･ ･
담당기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업인력공단의 고용촉진사업 등 다수의 분야에서 기관간,

또는 기관의 단위사업영역간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과다한 관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

이와 같이 그 동안 주무부처 중심의 준공공기관 설립 운영으로 인한 준공공기관 상호간･
기능 중복 문제는 주로 산업진흥 및 관련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그럼R&D .

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나머지 유사중복기관의 통 폐합 및 기관간 유사･
중복기능의 통합 정비 노력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34)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부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그 동안 유사중복’

기관의 통 폐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을 대폭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관련 부처 통 폐합으로 주무부처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방식의 제약. ･
조건을 극복할 수 있게 된데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35)

현재 준정부기관을 주무부처별로 설립 운영하고 있어 다수의 준정부기관이 동일 유사･ ･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로 및 디지털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IT

사업 을 예시해 볼 수 있다 이 분야는 그림 을 통해 도식화한 바와 같이 및 디지털” . < 3-3> IT

산업 육성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
34) 김대중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개혁 중간 성과평가 작업을 통해서 공공기관 간 기능중복 문제와 통 폐합의 필요‘ ’ ･

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지원기능 중복 공적수출신용제도 중복 대 보험 기능 장애인 고용기능. , , 4 , ,

공적개발원조사업 과학기술분야 연구지원 생활체육 지역체육시설설치기능 등에 있어서 기능 통 폐합 추진의, , ･ ･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그 이후 체계적인 검토나 이행 노력은 전개되지 못하였다기획예산처, ( , 2000).

35)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제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통 폐합 대상 기관 개‘ ’ “ 2 (2008.8)” 29･
중에서 정부의 기초과학 기술관련 사업을 관리하는 개 기관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R&D 3 ( , ,･
력재단 산업기술 관련 사업을 관리하는 개 기관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 R&D 6 ( , , ,

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진흥을 담당하는 개 기관정보통신산업 진흥 분야, , ), IT 10 ( -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방송통신산업 진흥 분야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 / - , ,

흥원콘텐츠산업 진흥 분야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사업진흥원정보사회문화 진흥 분야정/ - , , / -

보사회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등은 주무부처간 또는 주무부처내 기능 중복으로 인해 통 폐합 대상으로 선정되, ) ･
었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처주의 원칙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통 폐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 차 공공. . “ 2･
기관 선진화 계획에 포함된 통 폐합 대상 기관 중 나머지 개 기관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환경기술진흥” 10 ( , /･
원 친환경상품진흥원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청소년수련원 청소년, / , / , / ,

진흥센터은 융합추세에 대응해 단일기관으로 통합하기 위해 선정되었다기획재정부) ( , 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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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중복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및 디지털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들 개 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IT 3

소속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간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및 디지털산업분야 준공공기관 간 기능 중복 사례< 3-3> IT
←─→

문화 콘텐츠
해외수출
지원 및
국제 협력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준정부기관(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기타공공기관( , )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지원↕

↕ 국내기업 해외
시장개척지원

←─→
해외진출SW
지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지식경제부 준정부기관( , )

국산게임의 해외진출지원 등↕KOTRA
지식경제부 준정부기관( , ) ←─→

국산게임의
수출촉진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 )

자료 각사 홈페이지와 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

또한 국내기업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준공공기관의 역할 수행 영역도 기관간에( )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그림 는 를 중심으로 농수. < 3-4> KOTRA

산물유통공사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간에 국내기업 산업 의 해외진출지원 기능을( )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능중복 현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각 준정부기관들은.

고유사업영역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상호간에 기능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국내기업 산업 의 해외진출지원 준공공기관의 기능 중복 사례 예시< 3-4> ( ) ( )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부 준정부기관( ,

기능 중복

고유사업

KOTRA
지식경제부 준정부기관( , )

기능 중복

고유사업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
기타 공공기관)

농수산물 수출진흥사업

국내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
개척

기업 해외진출 및 해외IT
마케팅 지원

해외진출지원 및 정보조사 해외 지원센터 운영IT

가격안정사업 외국인 투자 유치 남북 교류협력추진IT

유통조성사업
정부수임사업 수행,

무역투자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센터 운영IT식품산업육성사업

자료 각사 홈페이지와 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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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무부처 중심의 준공공기관 운영방식으로 인해 다양한 준공공기관들이 주무
부처간 그리고 주무부처 내에서 기능 중복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준공공기관 상호간에.

기능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분야로는 표 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3-30> IT

및 디지털산업육성지원사업36) 기초과학 기술 사업관리, R&D･ 37) 산업기술 사업, R&D

관리38) 국내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39) 신용보증사업, 40) 우정문화보급 홍보활동, ･ 41) 교통안전,

연구 홍보활동･ 42) 보건산업지원, 4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 44) 사회보험제도,

운영보험료 부과 징수( )･ 45) 장애인 고용관련사업, 46) 생활체육 및 지역체육시설관련기능, 47)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상시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 활동의 효과적 추진 노력 미흡5)

그 동안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전개하지 못한 채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적으로 대규모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활동을 전개하는 패턴을 유지해 왔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

를 포함한 구조조정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맞게 되었다, ‘ ’ .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는 관계없이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기능 적정성 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중장기적,

36) 이명박 정부의 제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에서 제시된 기능 중복영역이다‘ ’ “ 2 (2008.8)” .

37) 이명박 정부의 제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에서 제시된 기능 중복영역이다‘ ’ “ 2 (2008.8)” .

38) 이명박 정부의 제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에서 제시된 기능 중복영역이다‘ ’ “ 2 (2008.8)” .

39)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해외지출지원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출인큐베이터 운영강화 사
업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사업 국제 산업협력 촉진 사업 등은 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영역과 완, , KOTRA

전하게 중복되고 있다중소기업진흥공단( , 2008:66-126).

40) 신용보증사업의 기능 중복 문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2007 .

(2008: 375-376).

41) 우정사업진흥회와 한국우편사업지원단의 정관 및 설립목적사업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42) 두 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보고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4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영평가결과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4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를 위한 연구회 간 역할 차별화 및 존치 정당성 문제는 그 동안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최병선 외( , 2008:118-121).

45) 대 사회보험관리업무의 통합 문제는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된 국민의 정부 년 반 공공부문개혁 성과와 과제4 ‘ ’ “ 2 ”

보고서기획예산처 를 통해 제기된 바 있으며 그 이후 감사원 감사 학계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 , 2000:266) , ,

로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46) 장애인 고용관련 사업의 기능 중복 및 통합 필요성은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된 국민의 정부 년 반 공공부문개‘ ’ “ 2

혁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기획예산처” ( , 2000:266).

47)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간 생활체육 및 지역체육시설 설치 기능 중복 문제는,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된 국민의 정부 년 반 공공부문개혁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기획‘ ’ “ 2 ” (

예산처, 20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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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작동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표 주무부처간 주무부처내 기능 중복 발생 준공공부문 기관 사례 종합< 3-30> ( )･
기능중복 사업 분야( ) 관련 대상 기관 비 고

및 디지털산업 육성IT
지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지경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지경부 한국인터넷( )/ ( )/
진흥원 방통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방통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 )/
방통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문체부 한국게임산업진흥원문체부 한( )/ ( )/ ( )/
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문체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행안부 한국정보사( )/ ( )/
회진흥원행안부( )

차 공공기관2
선진화계획
통 폐합 대상･

기관

기초과학 기술 사업R&D･
관리

한국과학재단교과부 한국학술진흥재단교과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 )/
교과부( )

차 선진화계획2
통합 대상 기관

산업기술 R&D
사업 관리

한국산업기술재단지경부 한국부품 소재산업진흥원지경부 한국산업( )/ ( )/･
기술평가원 지경부 한국기술거래소 지경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지경( )/ ( )/ (
부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지경부)/ ( )

차 선진화계획2
통합 대상 기관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지경부 농수산물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부 정보통신국제협력KOTRA( )/ ( )/
진흥원 방통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청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체( )/ ( )/ (
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지경부 한국게임산업진흥원문체부)/ ( )/ ( )

신용보증사업 기술보증기금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 ( )/
각 지방정부 준공공기관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중기청( ) ( )

우정문화보급 홍보 활동･ 우정사업진흥회지경부 한국우편사업지원단지경부( )/ ( )
교통안전연구 홍보활동･ 교통안전공단국토해양부 도로교통공단경찰청( )/ ( )

보건산업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무총리실( )/ (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리 기초기술연구회교과부 산업기술연구회지경부( )/ ( )

사회보험제도운영 보험료(
부과 징수)･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가족부 근로( )/ ( )/
복지공단노동부( )

장애인 고용관련 사업 재활훈련사업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 ( )/ ( )/
촉진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부: / ( )

생활체육 및 지역
체육시설 관련 기능 국민체육진흥공단문체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대한체육회( )/ /

자료 기획예산처 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0) (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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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 여부가, , ･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출자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
근거 법규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중심으로 각 자치단체의 예산서를 참고하여 지방공기업
및 준공공부문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설립 운영의 법적 근거1. ･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경영사업이 아니라 간접경영사업 즉,

공사 공단 형태의 지방공기업과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제 섹터 그리고 지방정부가3 ,･
출자 출연한 기관들이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경우 대체로 지방공기업법에 설립 운영.･ ･
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 조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 조가. 49 , 76

그 설립 근거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법적 형태를 띠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지방.

공기업법 제 조의 이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개 지방의료원의 경우 년 행정77 3 . 34 2005

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관리관할권이 넘어가면서 지방공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바뀌었고,

법적 근거 또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환되었다‘ ’ .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근거가 통칙법으로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

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은 설립 근거가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의 경우 정형적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 , SH ,

물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등 개 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5 ‘ ’ ,

서울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 ’

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출자 출연한 비정형적 준공공부문의 기관들은 다양한 법률과 조. ･
례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었다.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정확
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는 개 개별법률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34 ( ) , ･
법률과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

기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개별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방‘ ’ ,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

관한 법률 등 개의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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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별 사업유형 및 기관 현황 총괄< 4-1> ( )
설립근거 사업유형 기관수 개( )

개 개별법률34
지방공기업법 정신보건법 등( , )

상하수도 사업 정신병원･ ･
각종 지방공사 자원봉사기관･ ･
지방의료원 신용보증재단 등･ ･

628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기관 복지기관･ ･
인재육성장학회 지식산업진흥원･ ･ 25

민법 문화예술기관 여성관련 기구･ ･
연구개발산업기관 농수산물기관･ ･ 9

지자체 조례
문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개13 )

지자체문화재단 청소년수련원･ ･
복지재단 장학회장학재단( )･ ･
인재육성재단 청소년 지원센터･ ･

110

합계 개(49 ) 772

표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관련 법률과 설립 사례 요약< 4-2> ( )
설립근거 유형

지방공기업법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지방공사･ ･ ･ ･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경륜공단 제 섹터3･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서울시 의료원 시립 보라매 병원 등( , )･
정신보건법 정신병원용인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등( , )･
의료법 일반병원시립어린이병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등( , )･

노인복지법 등 노인전문병원서울시립은평병원 시립서북병원 등(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교통연수원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 대구시교통연수원 등( ,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관련 기관경기문화재단 환성문화재단 등(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컨벤션전담조직부산관광컨벤션뷰로 대구컨벤션뷰로 등( , )･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기관대구북구청소년회관 구리시청소년수련관 등(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자원봉사기관서울시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단체출연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등( , )･

교육기본법 인재육성장학회수원사랑장학재단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국신용보증재단서울신용보증재단 등(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특수목적법인원주기업도시 충주기업도시 등(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서울산업통상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인천경제통( , ,･
상진흥원 등)

중소기업기본법 민법, 산업진흥기관부천산업진흥재단 등( )･
산업디자인진흥법 디자인센터부산디자인센터 광주디자인센터(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정부산업진흥원부산정부산업진흥원 등( )･
과학기술기본법 등 센터경기바이오센터BT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 테크노파크서울테크노파크 송도테크노파크 등17 (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산업진흥기관메디칼허브연구소 한국니트산업연구원 등(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연구개발산업 진흥기관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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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현황 세부< 4-3> ( )
설립 근거 유형 개별 사례

지방공기업법

제 조4 상수도사업 개 수도사업108

제 조5
하수도사업 개 하수도사업69

공영개발사업 개 공영개발사업36

제 조49 각종 지방공사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궤, , ,･
도기관 개7
서울특별시 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SH , , ,･
발공사 등 광역도시개발공사 개16
용인지방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등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창, ,･
녕군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제주관광, , , ,
공사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청도공영사업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서, , , ,
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 ,
터관리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제 조76

시설관리 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인천, , ,
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춘천, , ,
시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 공단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광주환경시, , ,
설공단

경륜공단 등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

제 조의77 3

제 섹터3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서울관광마케팅주 강남모노레일주 인천종합에너지주 한국씨이에스주( ), ( ), ( ), ( ),
수완에너지주 주제주항공 안산도시개발주 주동강시스타 주서산테크( ), ( ) , ( ), ( ) , ( )
노밸리 인천대교주 주삽교호함상공원 주아름다운인제관광 청원레저 주, ( ), ( ) , ( ) ,
식회사 재대전컨벤션뷰로 주벡스코 주엑스코 주킨텍스 창원컨벤션센, ( ) , ( ) , ( ) , ( ) ,
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주, ( ) , ( ) , ( ) , ( )
포테이토 와인코리아주농업회사법인 주홍주미트 주무안황토랑유통공사, ( ) , ( ) , ( ) ,
주완도수산물유통 경북통상주 주케이씨피드 영양고추유통공사 주경남( ) , ( ), ( ) , , ( )
무역 주하미 주케이알씨넷 주강원심층수 마산아이포트주 가온소프트, ( ) , ( ) , ( ) , ( ),
주(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
개3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서울시립은평병원 서, , , ,
울특별시립동부병원서울의료원 수탁운영 서울특별시립북부노인병원서울의( ), (
료원 수탁운영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부산의료원), , ,
대구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경기도립의료원경기도립의료원수원병원 경기, , ( ,
도립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립의료원파주병원 경기도립의료원이천병원 경, , ,
기도립의료원안성병원 경기도립의료원포천병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 ), , ,
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 , , , , ,
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원광대학교병원운영, , , ,
군산의료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경상북, , , ,
도 포항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운, , ,
영 울진군의료원 경상남도진주의료원 경상대학교병원운영 경상남도마산의료, ,
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정신보건법 제 조제 항8 1 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부산시립정신질환, , , ,
요양병원

의료법 제 조제 항제 호33 2 2 일반병원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시립어, ,
린이병원직영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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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유형 개별 사례
노인복지법

제 조 제 조 및34 35･
의료법 제 조제 항30 2

노인전문병원 서울시립은평병원서울시 직영 서울특별시립북부노인병원 시립서북병원서( ), , (
울시 직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2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42

교통연수원
개8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충청, , ,
남도교통연수원 전라북도운수연수원 광주전남교통연수원 경상북도교통연수, , ,
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문화예술진흥법 제 조3
문화예술관련

기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재경기문화재단 재화성문화재단 재구미오성문, ( ) , ( ) , ( )
화재단 재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5

컨벤션
전담조직

사부산관광컨벤션뷰로 사대구컨벤션뷰로 사광주관광컨벤션뷰로 사제( ) , ( ) , ( ) , ( )
주컨벤션뷰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관
재대구북구청소년회관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 , ( ) , ( ) ,
재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재사천시청소년종( ) , ( ) , ( )
합지원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호4 10

재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자원봉사기관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사광주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 광산구자원봉사( ) , ( ) ,
센터 사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사전라북도자, ( ) , ( ) , ( )
원봉사종합센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개1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광주, , , ,
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 , , ,
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경남발, , , , ,
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교육기본법 제 조28
인재육성
장학회

재수원사랑장학재단 재여주군인재육성장학회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익산( ) , ( ) , ( ) ,
사랑 장학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국신용
보증재단

개16

서울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 , ,
광주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울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 , ,
강원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 , ,
전남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특수목적
법인(SPC)

주원주기업도시 충주기업도시주 무주기업도시주 전남개발공사 무안기( ) , ( ), ( ), ,
업도시개발주 주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49 ,
시행령 제 조63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개13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재부산경제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광주광역시 중, ( ) , ,
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 ,
센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청북도중소, , ,
기업종합지원센터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
센터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중소기업기본법 민법,
제 조32

산업진흥기관 부천산업진흥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산업디자인진흥법 디자인센터 부산디자인센터 광주디자인센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정보산업
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재 안양지식산업진흥원, ( ) , ( )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 , ,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 )
경기도자진흥재단

과학기술기본법
제 조제 항 및21 3

생명공학육성법 제 조13
센터BT 경기바이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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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유형 개별 사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 조5

테크노파크
개17

서울테크노파크 재부산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재송도테크노파크 광, ( ) , , ( ) ,
주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 ( )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재강, , , , ( )
원테크노파크 충북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재포항테크노파크 재경남, , , ( ) , ( )
테크노파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조19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조 산업발전법 제 조2 , 8 ,
산업기반조성사업에 관한

법률 제 조18

산업진흥기관
재메디칼허브연구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 ) , ( ) , ( )
원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 , ( ) , ( )
구재단 한국니트산업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 조3

연구개발산업
진흥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문화예술관련기관이나 복지관련기관 인재육성장학회 등은 독자적인 법률상의 설립 근,

거가 없는 경우48)인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민법 제 조에 근거를, ‘ ’ ‘ ’ 32･
둔다고 규정하는 조례가 있다 아니면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에 공익법인의 설치 운영에. ‘ ･
관한 법률의 준용을 제시하기도 한다 민법만을 설치근거로 하는 경우 여기에 법인 설립’ . ‘ ’

을 인가받은 관할 부처의 규칙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을 근거로 설치된 준공공기관 요약< 4-4> ( )･
설립근거 유형 사례(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25 )

문화예술관련기관광주비엔날레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등( , )･
복지관련기관양천사랑복지재단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 )･
인재육성장학회은평구민장학재단 하남시장학재단 등( , )･
지식산업진흥원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민법 제 조 개32 (9 )

문화예술관련기관임방울국악진흥원 중원문화관광재단 등( , )･
여성관련기관경기도여성연구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등( , )･
연구개발산업진흥기관대구기계부품연구원( )･
농수산물경기농림진흥재단( )･

48)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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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을 근거로 설치된 준공공기관 세부< 4-5> ( )･
설립 근거 유형 개별 사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관련기관 재광주비엔날레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계룡군문화발전재단( ) , ,

복지관련기관 양천사랑복지재단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 )

인재육성장학회

재은평구민장학재단 재금천미래장학회 대전시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 ) , ( ) , ( )
재단 재성남장학회 재군포사랑장학회 재군포사랑장학회 재하남시, ( ) , ( ) , ( ) , ( )
민장학회 재이천시민장학회 광주시민장학회 재제천시인재육성재단, ( ) , , ( ) ,
재충청남도장학회 재당진장학회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재상주시( ) , ( ) , ( ) , ( )
장학회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사의성군장학회 사봉화군교육발전위, ( ) , ( ) , ( )
원회 사함양군장학회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 ) , ( ) , ( )

정보산업진흥원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민법 제 조32

문화예술관련기관
사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회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사무용가최승희( ) , ( ) , ( )
기념사업회 중원문화관광재단 한국국학진흥원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 , (
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조4 )

여성관련기관 재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전북여성 교육문화센터여성부소관 비영리법인( ) , (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연구개발산업
진흥기관

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 ) (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 조4 )

농수산물 관련기관 재경기농림진흥재단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 (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이외에 뚜렷한 법률상의 설립근거가 없이 유사한 명칭과 규정을 가진 조례가 설립
근거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준공공기관 현황 요약< 4-6> ( )
조례 기관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등 개, , 19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복지재단 동작구복지재단 등 개, , 7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및운영지원 조례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등 개( ) , 3
청소년수련원수련관 조례/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등 개( ) , 5
문화재연구원 설립 조례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등 개( ) , , 5
장학회장학재단 설립 조례/ 재부산진구장학회 재달성장학회 등 개( ) , ( ) 22

장학회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재인천장학회 재강화군장학회 등시민장학회 등 개( ) , ( ) , 22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조례 재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함안군 교육발전공( ) , ( ) ,
립재단 개3

인재육성 재단설립 조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재여주군인재육성장학회 등 개, ( ) 8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재정읍시민장학재단 재완주군애향장학재단 등 개( ) , ( ) 7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재보성군장학재단 강진군민장학재단 등 개( ) , 2
디지털산업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등 개, 3･

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등 개, 4
합계 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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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준공공기관 세부< 4-7> ( )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재구로문화재단 재인천문화재단 재인천, , , ( ) , ( ) , ( )
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안양공공예술재단, , , , ,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재아산문화재단 재전주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재나주시천연, ( ) , ( ) , , ( )
염색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재김해문화재단 거제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복지재단 동작구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경기복지재단 시흥시 복지재단 목포, , , , 1% ,
복지재단 재 의 섬 신안복지재단, ( )1004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및운영지원 조례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 , , ( )

청소년수련원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재평택시청소년( ) , , ( ) , ( )
교육문화원 재부여군청소년개발원, ( )

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부여군문( ) , , ( ) ,
화재보존센터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 )

장학회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재부산진구장학회 재달성장학회 재옹진군장학재단 재오산시애향장학회 재용인( ) , ( ) , ( ) , ( ) , ( )
시시민장학회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재증평군민장학회 재옥천군장학회 재공주시 한, , ( ) , ( ) , ( )
마음장학회 재아산시미래장학회 재광주북구 장학회 광산장학회 재보은군민장학회, ( ) , ( ) , , ( ) ,
재진천군장학회 재음성장학회 계룡 애향장학재단 재홍성사랑장학회 부안군나누미( ) , ( ) , , ( ) ,
근농장학재단 목포장학재단 신안 의 섬 장학재단 재구미시장학재단 재진해시장, , 1004 , ( ) , ( )
학회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 ( )

장학회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재인천장학회 재강화군장학회 재평창장학회 정선장학회 재충주시장학회 괴산군( ) , ( ) , ( ) , , ( ) ,
민장학회 재논산시장학회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재연기군장학회 춘향장학재단, ( ) , ( ) , ( ) , ,
재진안사랑장학재단 재담양장학회 재장보고장학회 재안동시장학회 재영천시장( ) , ( ) , ( ) , ( ) , ( )
학회 재경산시장학회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울진군장학, ( ) , ( ) , ( ) ,
재단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재거, ( ) , ( ) , , ( )
창군장학회 사서천사랑장학회 사군산개항 주년기념시민장학회, ( ) , ( ) 100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재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함안군 교육발전공립재단( ) , ( ) ,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재여주군인재육성장학회 강원인재육성재단 재충북인재양성재단, ( ) , , ( ) ,
재제천시인재육성재단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사광주동구인( ) , ( ) , ( ) , ( )
재육성장학회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재정읍시민장학재단 재완주군애향장학재단 임실군애향장학회 재고창군장학재단( ) , ( ) , , ( ) ,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재장성장학회( ) , ( ) , ( )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재보성군장학재단 강진군민장학재단( ) ,

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에관한조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 , ･

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
에관한조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 ,

물론 이상과 같은 조례의 규정도 없이 법인으로 설립되는 출연기관도 있다 예를 들어.

재과천시애향장학회는 관련 조례와 같은 별도의 설립근거 없이 과천시장과 관내 유지들의( )

협의에 따라 설립되었다 또한 김제사랑장학재단 재포항시장학회도 장학기금 설립 조례. , ( )

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조례상의 설립근거마저 없는 경우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대구경북디자



132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인센터이다 조례에 설립 근거가 있어 시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부산디자인센터와 광주.

디자인센터와는 달리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경우에는 조례상의 근거도 없어 명확한 지원,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기관유형별 분류기준과 종류2.

법적 형태별 분류기준과 종류1)

법적 형태별 분류기준 및 기관 현황(1)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법적 형태별 분류는 경영형태별 분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제도 내에서도 지방정부의 통제 필요성이나 해당 서비스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법에서는. ‘ ’

지방공기업의 종류를 조직형태 지방정부의 경영방식관리방식 그리고 지방정부의 출자, ( ),

지분 등을 중심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제, , ( 3･ ･ ･
섹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부서조직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의 외청( )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별도의 독립적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전자를 지방직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 ’ ,

후자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그리고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제 섹터 으로‘ ’ ‘ ’, ‘ ( 3 )’･ ･
구분하고 있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50%

설립한 법인으로서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출자가 인정되고 있다50% .49) 이에
비해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토록 하여 민간의 자본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 ’･ ･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50%

출자법인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출연법인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이를 협의의( ) ( ) .

제 섹터라고도 한다 지방공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법인 즉3 . ,･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비율과･ ･ ･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감독권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상 미만‘ 25% 50%

출자 출연법인과 지방자치단체 미만 출자 출연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 25% ’ .･ ･

49)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공기업과 같이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둘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 조에 의하면. 54

지방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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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방자치단체 이상 미만 출자 출연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5% 50% ’･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및 유형 분류< 4-8>
경영형태 지방공기업의 유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비율･ 비고
직접경영 지방직영기업 100% 정부조직 형태

간접경영

지방공단 100% 민간출자 불허

지방공사 전액출자형 100%
제 섹터형3 이상50% 광의의 제 섹터3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제 섹터( 3 )･ 미만50%

협의의 제 섹터3
주식회사 형태( )

자료 행정안전부: (2008)

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현황 년< 4-9> (2008 )

시도별 합계

직영기업 공사 공단등･
제3
섹터소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

개발
지역개
발기금 소계 지하철 도시개

발공사

시설
환경
경륜
공단

기타
공사

계 378 229 108 69 36 16 121 7 16 74 24 28

서울 33 2 1 - - 1 29 2 1 25 1 2

부산 10 3 1 1 - 1 5 1 1 3 - 2

대구 9 4 1 1 1 1 4 1 1 2 - 1

인천 16 4 1 1 1 1 11 1 1 7 2 1

광주 10 3 1 1 - 1 4 1 1 1 1 3

대전 9 3 1 1 - 1 4 1 1 1 1 2

울산 6 3 1 1 - 1 3 - 1 2 -

경기 102 68 31 23 13 1 32 - 1 20 11 2

강원 30 22 14 3 4 1 6 - 1 4 1 2

충북 17 12 6 3 2 1 2 - 1 1 - 3

충남 25 21 9 6 5 1 2 - 1 - 1 2

전북 17 15 9 4 1 1 2 - 1 1 -

전남 17 14 6 4 3 1 1 - 1 - 2

경북 29 20 12 7 - 1 7 - 1 3 3 2

경남 41 32 13 12 6 1 7 - 1 4 2 2

제주 7 3 1 1 - 1 2 - 1 - 1 2

주 기준: 2008.8.31
자료 행정안전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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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년 월 일 기준으로 발간한 지방공사 공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2008 8 31 ‘ ’･
방공기업 유형별 자치단체별 지방공기업의 설립 운영 현황은 표 와 같다 그러나 행< 4-9> .･ ･
정안전부의 이러한 지방공기업 현황 자료에는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
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출자 출연기관이 누락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가( ) ,･
관리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도 제외되어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제 섹터형 지방공기업에 해. 3

당하는 일부 기관이 빠진 경우도 있다.

한편 각 자치단체별로도 독자적으로 산하의 출연기관들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자, .

치단체마다 출연기관의 범주와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현황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이러한 현황 자료조차.

도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현황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
하여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유형 분류체계 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추
가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민법상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재원을 출연하거
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인격을 가진 기관을 지방정부의 출연기관사단법인 또는 재‘ (

단법인 으로 별도로 분류하였다)’ .

둘째로 제 섹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지방, 3

의료원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들을 출자기업으로 구분하였
다 지방정부 출자기업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 제 섹터형 공공기관에는 주식회사와 재단법. 3

인 외에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SPC) .

데 제 섹터형 공공기관 중에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3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과 구분되는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유.

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제 섹터와 그렇지 않은3

제 섹터를 분리하여 전자를 민관공동출자 출연법인으로 후자를 제 섹터형 출자기관으3 ‘ ’ , ‘ 3 ’･
로 명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 출자기업이면서도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제 섹터형 출‘ 3

자기관과 지방의료원을 함께 묶어 이를 출자기관으로 명명하여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 ’ ‘ ’

에 속하는 기관유형의 하나로 분류하고자 한다.

셋째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우에는 출,

자비율이 더 높거나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개의 준공공기관5 50)들이 있는 바 이처럼 공동설립한 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50) 대구경북연구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구경북한방산업연구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북통상주 경북 대구( , ), ( , ), ( )( ,

시 재남도장학회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주전남교통연수원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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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작성시 중복계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이러한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분류체계에 따라 년 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2008 10

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시 도별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 즉 공공기관의 설립 운영 현황은,･ ･
표 과 같다 전국적으로 개의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직영기업 개< 4-10> . 772 , 229 ,

공사 공단 개 출자기업 개 출연기관 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21 , 78 , 344 .･

표 시 도별 지방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의 설립 운영 현황 년 월 기준< 4-10> (2008 10 )･ ･
시도별 합계 직영기업

간접경영사업 출자기업 출연기관
소계 공사 공단 소계 제3

섹터
지방
의료원 소계 사단

법인
재단
법인

계 772 229 121 47 74 78 44 34 344 35 309

서울 광역 19 2 5 4 1 2 1 1 10 1 9
기초 33 - 24 24 1 1 8 8

부산 광역 22 3 5 2 3 3 2 1 11 2 9
기초 2 - 2 2

대구 광역 23 3 4 2 2 4 3 1 12 2 10
기초 2 1 1 1

인천 광역 22 4 6 4 2 3 2 1 9 1 8
기초 8 5 5 - 3 3

광주 광역 24 3 4 3 1 3 3 14 2 12
기초 6 - - - 6 4 2

대전 광역 14 3 4 3 1 2 2 5 5
기초 1 - - - 1 1

울산 광역 10 3 2 1 1 - 5 5
기초 2 - 1 1 - 1 1

경기 광역 32 3 3 3 7 1 6 19 1 18
기초 136 65 29 9 20 2 2 40 40

강원 광역 16 1 1 1 7 2 5 7 1 6
기초 43 21 5 1 4 3 3 14 14

충북 광역 14 1 1 1 2 2 10 1 9
기초 27 11 1 1 4 4 11 11

충남 광역 20 1 2 2 - 5 1 4 12 1 11
기초 39 20 - - 2 2 17 1 16

전북 광역 15 1 1 1 3 1 2 10 2 8
기초 37 14 1 1 1 1 21 2 19

전남 광역 12 1 1 1 - 2 2 8 1 7
기초 37 13 - 5 4 1 19 2 17

경북 광역 24 1 1 1 5 2 3 17 2 15
기초 45 19 6 3 3 2 1 1 18 3 15

경남 광역 13 1 1 1 5 3 2 6 1 5
기초 62 31 6 2 4 2 2 23 5 18

제주 광역 17 3 2 2 4 2 2 8 1 7
기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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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영기업(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

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 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이다상수도 하수도 공영개, ( , ,･
발 지역개발기금 등 년 월 일 기준으로 개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 2008 8 31 229 ( 108, 69,

지역개발기금 가 설치되어 있다36, 16) .

표 지방직영기업형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현황 기준< 4-11> (2008.8.31 )･
세부사업별 단체수 단 체 별

계 229

상 수 도 108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의정부남양주평택광명, , , , , , , , , , , , , , , , , ,
시흥군포화성파주이천구리포천군광주안성하남의왕양주군오산여주군양평군동두천과, , , , , , , , , , , , , , , ,
천가평김포연천군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군정선군철원군영월군평창군인, , , , , , , , , , , , , , , ,
제군고성군청주충주제천옥천군청원군음성군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예산군당진군, , , , , , , , , , , , , , , ,
홍성군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부안고창목포여수순천나주영암군광양포항경주, , , , , , , , , , , , , , , , , ,
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울진군경산칠곡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 , , , , , , , , , , , , , , , , ,
제양산창녕군거창군함안군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 , , ,

하 수 도 69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성남부천안산의정부광명구리과천시흥포천오산여주용, , , , , , , , , , , , , , , , , ,
인군포의왕남양주안성광주안양김포가평평택화성춘천속초강릉충주청주제천공주천안, , , , , , , , , , , , , , , , , , ,
아산서산보령당진전주익산정읍완주나주목포순천영암경주상주구미영천경산안동영주, , , , , , , , , , , , , , , , , , ,
진해창원김해진주사천마산통영밀양양산거제거창창녕제주, , , , , , , , , , , ,

공영개발 36
대구달성군인천강화군수원성남고양의정부남양주평택시흥구리안성의왕오산고양관광문, , , , , , , , , , , , ,
화단지판교 업무지구조성춘천원주강릉속초충주음성군계룡천안보령아산연기군익산목, IT , , , , , , , , , , , , ,
포순천광양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밀양, , , , , , , ,

지역개발기금 16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 , , , , , , , , , , , ,

자료 행정안전부: (2008)

지방공사 공단(3) ･
지방자치단체가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50% ,

자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년 월 일 기준으로 공사 공단 총 개가 설치. 2008 8 31 47, 74, 121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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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공사 공단형 지방공기업의 설립 운영 현황 기준< 4-12> (2008.8.31 )･ ･
법적
형태별 사업 기관별･ 단체수 단 체 별

계 121

지 방
공 사

소 계 47

궤도 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2), , , , ,

도시개발 16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SH, , , , , , , , , , , , , ,

남 제주,

기타공사
지자체(

출자100% )
2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지방, , , ,
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경기관광공사 광주지방공사, , , ,
용인지방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시도시공사 평택지방, , , ,
공사 화성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구미원예수출공, , , ,
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 , ,

기타공사 3 경기평택항만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

지 방
공 단

소 계 74

시설 환경･ ･
경륜공단 74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 , , , , , , , , ,
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 , , , , , , , ,
중랑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부산 대구 인천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인천, , , , , , , , , ,
부평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대전 울산 울산남구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 , , , , , , , ,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 , , , , , , , ,
파주시 양주시 안산시 군포시 가평군 연천군 춘천시 속초시 동해시 정선군 청, , , , , , , , , ,
주시 전주시 구미시 안동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부산환경, , , , , , , , ,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 , ,

출자기업(4)

행정안전부가 년도에 발간한 지방공기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방공사 공단 외의2008 ‘ ･
출자 출연법인제 섹터 으로 총 개 기관이 제시되어 있다 이중 개 기관이 지방자치( 3 )’ 28 . 17 ‘･
단체 이상 미만 출자법인이고 나머지 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미만25% 50% ’ 11 ‘ 25%

출자법인이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출자기업에는 이러한 개 기관 외에도28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제 섹터형 공공기관으로는 총 개 기관이 있는 것3 44

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중 개 기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제 섹터형 지방. 28 3

공기업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민관공동출자 출연법인의 범주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 ’･
분류되며 나머지 개 기관은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에 속하는 제 섹터형 출자기관으로, 16 ‘ 3 ’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

공공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개 지방의료원의34

경우에도 지방정부 출자기업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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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정부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총 개 출자기업 중에서 개의 제 섹터78 16 ‘ 3

형 출자기관과 개의 지방의료원을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에 속하는 기관 유형 중의 하’ 34 ‘ ’

나인 출자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설립 운영 현황 기준< 4-13> (2008.8.31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출자
기업

특수
공공
법인

34

지방의료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서울시립은평병원 서울특[ ]: , , , ,
별시립동부병원서울의료원 수탁운영 서울특별시립북부노인병원서울의료원 수탁운영 서울대( ), ( ),
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경기도립의, , , ,
료원경기도립의료원수원병원 경기도립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립의료원파주병원 경기도립의( , , ,
료원이천병원 경기도립의료원안성병원 경기도립의료원포천병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 , ), , ,
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 , , , , , ,
원 홍성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원광대학교병원운영 군산의료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전, , , , ,
라남도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 , , ,
료원 경북대학교병원운영 울진군의료원 경상남도진주의료원 경상대학교병원운영 경상남도마, , ,
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제3
섹터

5
특수목적법인[ (SPC)]: 주원주기업도시 충주기업도시주 무주기업도시주 무안기업도시개발( ) , ( ), ( ),
주 주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 ( )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한국니트산업연구원

37

주식회사 서울관광마케팅주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 주벡스코 주부산관광개발 주엑스[ ]: ( ), , ( ) , ( ) , ( )
코 경북통상주 인천대교주식회사 주광주광역정보센터 한국씨이에스주 수완에너지 주식, ( ), , ( ) , ( ),
회사 주대전농산물유통센터 주케이알씨넷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주강원심층수 주아름, ( ) , ( ) , , ( ) , ( )
다운인제관광 청원레저 주식회사 와인코리아주농업회사법인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주삽교, , ( ) , ( ) , ( )
호함상공원 주홍주미트 주무안황토랑유통공사 주완도수산물유통 주케이씨피드 주경, ( ) , ( ) , ( ) , ( ) , ( )
남무역 가온소프트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제주항공, ( ), ( ) , ( ) , 주이시아폴리스 인천종합에너( ) ,
지주 주킨텍스 주포테이토 주동강시스타 주서산테크노밸리 주문경레저타운 마산아( ), ( ) , ( ) , ( ) , ( ) , ( ) ,
이포트주 주하미 창원컨벤션센터( ), ( ) ,

1 재단법인 재대전컨벤션뷰로[ ]: ( )

주 밑줄 친 부분은 제 섹터 기관들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제 섹터형 출자기관에 해당함: 3 “ 3 ”

출연기관(5)

지방자치단체가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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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설립 운영 현황 년 기준< 4-14> (2008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출연
기관

사단
법인 35

사서울특별시시자원봉사센터 사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사부산관광컨벤션뷰로 사대구( ) , ( ) , ( ) , ( )
광역시 교통연수원 사대구컨벤션뷰로 사충장공 어재연 장군기념사업회 사광주관광컨벤션, ( ) , ( ) , ( )
뷰로 광주전남교통연수원 사광주동구인재육성장학회 사광주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 광산, , ( ) , ( ) ,
구자원봉사센터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사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무용가최승희기념사업회 충, ( ) , ( ) , ( ) ,
청북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사서천사랑장학회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사전라북도, , ( ) , , ( )
자원봉사종합센터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사군산개항 주년기념시민장학회 사고흥군교, ( ) , ( ) 100 , ( )
육발전위원회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경상북도교통연수원 사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 ) , , ( ) ,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사의성군장학회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 ) , ( ) , ( ) ,
원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사함양군장학회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 ( ) , ( ) , ( ) , ( )
회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사제주컨벤션뷰로, ( ) , ( )

재단
법인 30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세종, , , , ,
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테크노파크 중구문화재단 마포문, , , , ,
화재단 재구로문화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재동작복지재단 재은평구민장학재단 재금천, ( ) , , ( ) , ( ) , ( )
미래장학회 서대문문화원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재부산디자인센터 재부산, , ( ) , , ( ) , ( )
경제진흥원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재, , , , , ( )
부산테크노파크 재부산진구장학회 재부산북구장학회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북연구원, ( ) , ( ) , ,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재대구북구청( ) , , ( ) , ( )
소년회관 대구테크노파크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경북자동차, , ( ) , ( ) ,
부품산업진흥재단 재달성군장학회 재인천장학회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발전연구원 인천, ( ) , ( ) , , ,
경제통상진흥원 재인천세계도시축전 재인천문화재단 재송도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 ( ) , ( ) , ( ) ,
원 재강화군장학회 옹진군 장학재단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광주발전연구원 재광, ( ) , , ( ) , , ( )
주디자인센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재빛고을장학재단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재, , ( ) , , ( )
광주비엔날레 재광주세계광엑스포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재 기념재단 광주테크노, ( ) , , ( )5 18 ,･ ･
파크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남도학숙 재남도장학회 재광주북구장학회 광산장학회 대전, , /( ) , ( ) ,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발전연구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문화산업진흥, , , ,
원 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재울산발전연구원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 , ( ) , ,
재단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재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재남구장학재단 경기개발연구, ( ) , ( ) , ( ) ,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재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 , , ( ) , ,
자진흥재단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재경기영어마을 경기바이, ( ) , ( ) , ( ) ,
오센터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재경기농림진흥재단 재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 ) , ( ) , ( ) ,
경기복지미래재단 재경기테크노파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재, ( ) , ( ) , ( ) , (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시흥시 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이기도 함 재, ( ) , 1% ( ), ( )
수원사랑장학재단 재성남장학회 재구리시민장학회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재하남시민장학, ( ) , ( ) , ( ) , ( )
회 재이천시민장학회 재김포시민장학회 재광명애향장학회 재광주시민장학회 재시흥, ( ) , ( ) , ( ) , ( ) , ( )
시교육발전진흥재단 재군포사랑장학회 재오산시애향장학회 재용인시민장학회 재포천시, ( ) , ( ) , ( ) , ( )
인재장학재단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재여주군인재육성장학회 부천문화재단 재고양문화재, ( ) , ( ) , , ( )
단 재화성문화재단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재용인시축구센터 재안, ( ) , ( ) , ( ) , ( ) , ( )
양시청소년육성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재, , ( ) , ( ) , ( )
평택시청소년교육문화원 부천산업진흥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수원화, , , ,
성운영재단 성남문화재단 안양공공예술재단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 , , ( ) ,
재안양지식산업진흥원 하남문화예술회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인재육성재( ) , , , ,
단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강원테크노파크 강원문화재단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 ( ) , , ( ) ,
재평창장학회 정선장학회 재화천군나라축제조직위원회 화천군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 재철( ) , , ( ) , , ( )
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메디컬허브, ( ) , ( ) , ( )
연구소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재원주국제따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강릉문화예술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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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출연
기관

재단
법인 309

흥재단 재 기념사업회 충북개발연구원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 ( )3 3 , , ( ) , ,･
인재양성재단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테크노파크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오, , , ( ) ,
송바이오진흥재단 충북학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재충주시장학회 재제천시인재육성재, , , ( ) , ( )
단 재옥천군장학회 재진천군장학회 재보은군민장학회 재증평군민장학회 괴산군민장학, ( ) , ( ) , ( ) , ( ) ,
회 재음성장학회 중원문화관광재단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 ( ) , , ( ) , ,
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재충청남도장학회 재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 , ( ) , ( ) ,
테크노파크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재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 ) , ,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재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재연기군장학, ( ) , ( ) , ( )
회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재아산시미래장학회 재서산인재육성재단 재논산시장학회, ( ) , ( ) , ( ) , ( ) ,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재홍성사랑장학회 재당진장학회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백제문화( ) , ( ) , ( ) . ( ) ,
제추진위원회 재충남동물자원센터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재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재, ( ) , ( ) , ( ) , ( )
부여군청소년개발원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전라북, ( ) , , , ( )
도인재육성재단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재전북테크노파크, , , ( ) ,
재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전라북도 전( ) , , ( ) ( ,
주시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재정읍시민장학), , ( ) , ( ) , ( )
재단 익산사랑장학재단 재춘향장학재단 진안사랑장학재단 재애향교육진흥재단 김제사랑, , ( ) , , ( ) ,
장학재단 재완주군애향장학재단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재임실군애향장학회 재순창, ( ) , ( ) , ( ) , ( )
군옥천장학회 재고창군장학재단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재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 ( ) , , ( )
원회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재전주문화재단 전남발전연구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테크, , ( ) , , ,
노파크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전라남도문화산업진흥원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재장흥군버, , , , ( )
섯연구소 목포장학재단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재나주교육진흥, , ( ) , ( ) , ( )
재단 재담양장학회 재장성장학회 재보성군장학재단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장보고장학, ( ) , ( ) , ( ) , , ( )
회 신안군 섬 장학재단 목포복지재단 목포문화재단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1004 , , , ( ) ,
재 의 섬 신안복지재단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재함평세계나비 곤충엑스포 조직위( )1004 , ( ) , ( ) ･
원회 경북신용보증재단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북중소기업지원센터 재문화엑스포 경, , ( ) , , ( ) ,
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학숙 재경북장학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 ) , , ,
경북테크노파크 한국국학진흥원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경상, , ( ) , (
북도 영천시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재포항시장학회 재구미시장학재단 재안동시장학, ), ( ) , ( ) , ( ) , ( )
회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재영천시장학회 재상주시장학회 재경산시장학회 재청송, ( ) , ( ) , ( ) , ( ) , ( )
군인재육성장학회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재울진군장학재단 포항테크노파크 재신라문화, ( ) , ( ) , , ( )
유산조사단 재안동축제 관광조직위원회 재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 구미오성, ( ) , ( ) ,･
문화재단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재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 , ( ) , ,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재하동녹차연구소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재바이오 센( ) , ( ) , ( ) , ( ) 21
터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재김해문화재단 남해마늘연구소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재진해, ( ) , ( ) , , ( ) , ( )
시장학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하동군장학재단 재거창군장, , ( ) , , ( )
학회 함안군교육발전공립재단 재통영국제음악제 창원문화재단 거제문화예술재단 재경남, , ( ) , , , ( )
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재마산밸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하이, ( ) , , , ( )
테크산업진흥원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문화예술재, ( ) , ,
단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과천한마당축제전문문화예술법인이기도 함( )

설립목적 및 수행기능의 특성별 분류2)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설립목적 및 수행기능을 크게 조장 지원기능 규제기능 독자적, ,･
사업기능 정부지원기능으로 나누었을 때 규제기능이나 정부지원기능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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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조장 지원기능을 하며 일부 부가적으로 독자적 사업기능이 있거나 상법상 주식, ,･
회사 형태의 출연기관의 경우 독자적 사업기능을 핵심기능으로 갖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정부의 준공공기관이 행사하고 있는 대민간 규제활동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의미 있는
활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설립목적 및 수행기능별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사례 예시< 4-15> ( )
설립목적 및 수행기능 특성 준공공부문의 예

조장 지원기능만을 핵심기능으로･
하는 경우

서울문화재단 등 각종 문화재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개 지방연구원15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대부분의 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개 신용보증재단16･
서울복지재단을 비롯한 각종 복지재단･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각종 자원봉사센터( )･
양천사랑복지재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장학회 등･

핵심기능은
조장 지원기능･

부가적 기능이
규제기능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 ,
터관리공사

부가적 기능이
독자적 사업기능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원광대학교병원운영 군산의료, , ,･
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등, , ,･
대부분의 운송 및 교통관련사업기관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제주관광공사, ,･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가온소프트주, ( )･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 ( )･

규제기능만을 핵심기능으로 하는
경우

핵심기능은
규제기능

부가적 기능이
조장 지원기능･
부가적 기능이
독자적 사업기능

독자적 사업기능만을 핵심기능으로
하는 경우 주하미( )

핵심기능은
독자적
사업기능

부가적 기능이
규제기능

부가적 기능이
조장 지원기능･

서울관광마케팅주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 주경남무역 주제주항공( ), , ( ) , ( )･
서울특별시 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도시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SH , , ,･
사 전북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제주, , , , ,
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기관

정부지원기능만을 핵심기능으로 하는
경우

핵심기능은
정부지원기능

부가적 기능이
조장 지원기능･
부가적 기능이
규제기능

부가적 기능이
독자적 사업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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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 분류3)

지방정부의 공기업 및 준공공부문을 사업유형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 준공공.

부문의 경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유형을 분류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을,

사업유형별로 분류한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여기에서는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을.

상 하수도사업 운송 및 교통관련사업궤도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주택사업 토지개발, ( ), ( ,･
사업 포함 의료사업 시설관리사업환경시설관리운영 경륜사업 포함 체육시설업 또는), , ( , ),

관광관련사업 문화예술관련사업 주민복리증진 관련사업복지 봉사 청소년 관련기관의, , ( , ,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촉진 관련사업 센터 첨단 고부가가치산업), (BT , , IT･
관련사업 에너지 관련사업 항만물류 농수산물 기타 사업 포함 연구정책개발사업연구, , , ), (

개발을 주로 하는 기관의 경우 교육 또는 장학관련사업으로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아래), .

분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라 현재 기준이며 나머지(2008) 2008.8.30 ,

준공공부문의 경우 현재 기준이다2008.9.30 .

표 사업유형별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현황 요약< 4-16> ( )
사업유형 단체수 대표기관

상 하수도 사업･ 177 지자체별 상하수도 사업소･
운송 및 교통 사업 21 서울메트로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별 교통연수원 등･ ･ ･
도시개발사업 70 부산도시공사 공사 무안기업도시개발주 등SH ( )･ ･ ･
시설관리사업 73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부산광역시경륜공단･ ･ ･
의료사업 35 서울시 의료원 부산의료원 등･ ･

문화예술체육 등, , 89 벡스코주 세종문화회관재 기념재단재 등( ) ( ) 5.18 ( )･ ･ ･
주민복리 증진 32 지자체 별 청소년회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 ･
연구정책개발 2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 ･
교육 장학 사업, 108 은평구민장학재단재 인천장학재단재 등( ) ( )･ ･
지역경제 활성화 134 지역개발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등･ ･ ･

기타사업 6 부산국제교류재단 강원심층수주 마산벨리재 등( ) ( )･ ･ ･
합계 772

표 사업유형별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현황 세부< 4-17> ( )
사업유형 세부사업별

유형 단체수 단체별

상 하수도사업･ 상수도 108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의정부남양, , , , , , , , , , , , , , ,
주평택광명시흥군포화성파주이천구리포천군광주안성하남의왕양주군오, , , , , , , , , , , , , , ,
산여주군양평군동두천과천가평김포연천군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 , , , , , , , , , , , , , ,
홍천군정선군철원군영월군평창군인제군고성군청주충주제천옥천군청원군, , , , , , , , , , , ,
음성군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예산군당진군홍성군전주군산익산정읍남, , , , , , , , , , , , , ,
원김제완주부안고창목포여수순천나주영암군광양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 , , , , , , , , , , , , , , ,
영주영천상주문경울진군경산칠곡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 , , , , , , , , , , , , , ,
제양산창녕군거창군함안군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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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세부사업별
유형 단체수 단체별

상 하수도사업･ 하수도 69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성남부천안산의정부광명구리과천시흥포, , , , , , , , , , , , , , ,
천오산여주용인군포의왕남양주안성광주안양김포가평평택화성춘천속초, , , , , , , , , , , , , , , ,
강릉충주청주제천공주천안아산서산보령당진전주익산정읍완주나주목포, , , , , , , , , , , , , , , ,
순천영암경주상주구미영천경산안동영주진해창원김해진주사천마산통영, , , , , , , , , , , , , , , ,
밀양양산거제거창창녕제주, , , , ,

운송 및
교통관련사업

궤도사업 7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 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인, , , ,
천광역시 지하철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운송 및
교통 에너지･
관련기관

6
강남모노레일주 인천종합에너지주 한국씨이에스주 수완에너지주 경기평( ), ( ), ( ), ( ),
택항만공사 주제주항공, ( )

교통 연수원 8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 , ,
교통연수원 전라북도운수연수원 광주전남교통연수원 경상북도교통연수원 경상, , , ,
남도교통문화연수원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 36
대구달성군인천수원성남고양의정부남양주평택시흥구리안성의왕오산고양, , , , , , , , , , , , ,
관광문화단지판교 업무지구조성춘천원주강릉속초충주음성군계룡천안보령, IT , , , , , , , , , ,
아산연기군익산목포순천광양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밀양, , , , , , , , , , ,

도시개발 34

서울특별시 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도시공사 주이시아폴리스 인천SH , , , ( ) ,
광역시도시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울산광역시도, , ,
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용인지방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 , , , ,
사 광주지방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양평지방공사 안산, , , , ,
도시개발주 강원도개발공사 주원주기업도시 주동강시스타 충북개발공사( ), , ( ) , ( ) , ,
충주기업도시주 충청남도개발공사 주서산테크노밸리 전북개발공사 무주기( ), , ( ) , ,
업도시주 전남개발공사 무안기업도시개발주 주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경상( ), , ( ), ( ) ,
북도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

시설관리사업 시설관리 67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 , ,
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성북구, , , ,
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은, , , ,
평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 , ,
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도시, , , ,
시설관리공단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 , ,
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부, , , ,
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 , ,
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 ,
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 , ,
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수원시, , ,
시설관리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용, , , ,
인시시설관리공단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 , ,
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화성시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군포시시설관, , , ,
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 , , ,
설관리공단 의왕시시설관리공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연천, , , ,
군시설관리공단 춘천시시설관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시설관리공, , ,
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김해시시설관리공단 거제시시설관, , , ,
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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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세부사업별
유형 단체수 단체별

시설관리사업
환경시설
관리 4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광주환경시설, , ,
공단

경륜공단 2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의료사업 3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경기도립의, , , ,
료원경기도립의료원수원병원 경기도립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립의료원파주병( , ,
원 경기도립의료원이천병원 경기도립의료원안성병원 경기도립의료원포천병원, , , ),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 , , , , ,
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 , , , ,
원광대학교병원운영 군산의료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목포, , ,
시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 , , ,
북대학교병원운영 울진군의료원 경상남도진주의료원 경상대학교병원운영 경상, ,
남도마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문화예술체육관
광관련사업

문화예술
재단

관련기관
24

재서울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재구로문화재단 재인천문화재( ) , , , ( ) , ( )
단 재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재경기문화재단, ( ) , , ( ) ,
성남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안양공공예술재단 재화성문화재단, , , , ( ) ,
재강원문화재단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재아산문화재단 재전주문화재단 목( ) , , ( ) , ( ) ,
포문화재단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재구미오성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 ) , ( ) , ,
재김해문화재단 거제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 , ,

문화예술,
체육관광
시설

관련기관
10

재세종문화회관 인천대교주 재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화성운영재단 재경( ) , ( ), ( ) , , ( )
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 ) , ( ) ,
하남문화예술회관 재용인시축구센터 주삽교호함상공원, ( ) , ( )

문화예술
관광 활동
및 행사
관련기관

16

서울관광마케팅주 서울시립교향악단 주부산관광개발 사충장공 어재연 장( ), , ( ) , ( )
군 기념사업회 재 기념재단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재영어마을 주아름, ( )5 18 , ( ) , ( ) , ( )･
다운인제관광 재 기념사업회 청원레저 주식회사 문경관광진흥공단 주문, ( )3 3 , , , ( )･
경레저타운 통영관광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

28

서대문문화원 재인천세계도시축전 재광주비엔날레 재광주세계 엑스포 지, ( ) , ( ) , ( ) ,光

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재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경기도자진흥재단 과천, ( ) , ,
한마당축제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재원주국제따뚜 사무용가최승희 기념사업, ( ) , ( ) , ( )
회 재화천군나라축제조직위원회 중원문화관광재단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 ) , , ,
재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재군산국제자동차엑스( ) , , ( )
포조직위원회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명량대첩 기념사업회 재함평세계나, ( ) , , ( )
비 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재문화엑스포 재안동, ( ) , ( ) , ( )･
축제 관광조직위원회 재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 청도공영사업공, ( ) ,･
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재통영국제음악제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 , ( ) , ( )
직위원회 등

컨벤션
전담조직 및
컨벤션 센터

11

사부산관광컨벤션뷰로 사대구컨벤션뷰로 사광주관광컨벤션뷰로 사제주컨( ) , ( ) , ( ) , ( )
벤션뷰로 재대전컨벤션뷰로, ( )
주벡스코 주엑스코 김대중컨벤션센터 주킨텍스 창원컨벤션센터 주제주( ) , ( ) , , ( ) , , ( )
국제컨벤션센터

주민복리증진
관련사업

복 지
관련기관 9

서울복지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동작구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경기복지재단, , , , ,
시흥시 복지재단 목포복지재단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재 의 섬1% , , ( ) , ( )1004
신안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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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세부사업별
유형 단체수 단체별

주민복리증진
관련사업

청소년 활동
또는 시설
관련기관

16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재대구북구청소년회관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 , ( ) , ( )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재구리시, , ( ) , ( )
청소년수련관 재평택시청소년교육문화원 충북학사 재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 ( ) , , ( )
터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재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재부여군청소년개발, ( ) , ( ) , ( )
원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재사천시청, ( ) , ( ) , ( )
소년종합지원센터

자원봉사
기 관 7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사광주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 광산구자원봉사센( ) , ( ) ,
터 사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사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 ( ) , ( ) , ( )
센터 사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 )

연구 정책･
개발사업

출연 연구원 1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광주발전, , , ,
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 , , , ,
개발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 , , ,
제주발전연구원

여성가족
관련기관 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충청, , ( ) ,
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문화재연구
관련기관 6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 , ( ) ,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한국국학진흥원, ( ) ,

교육 또는
장학관련사업 108

재은평구민장학재단 재금천미래장학회 재부산진구장학회 재부산북구장학( ) , ( ) , ( ) , ( )
회 재달성장학회 재인천장학회 재강화군장학회 재옹진군장학재단 재, ( ) , ( ) , ( ) , ( ) , ( )
빛고을장학재단 재광주북구 장학회 광산장학회 남도학숙 재남도장학회 동구, ( ) , , /( ) ,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재남구장학재단 재수원사랑장학재단 재성남장학, ( ) , ( ) , ( )
회 재구리시민장학회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재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 재, ( ) , ( ) , ( ) , ( )
군포사랑장학회 재하남시민장학회 재이천시민장학회 재김포시민장학회, ( ) , ( ) , ( ) ,
재광명애향장학회 광주시민장학회 재오산시애향장학회 재용인시시민장학( ) , , ( ) , ( )
회 포천시인재장학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재여주군인재육성장학회 강원인, , , ( ) ,
재육성재단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재평창장학회 정선장학회 재충북인재양, ( ) , ( ) , , ( )
성재단 재충주시장학회 재제천시인재육성재단 재보은군민장학회 재증평, ( ) , ( ) , ( ) , ( )
군민장학회 재옥천군장학회 재진천군장학회 괴산군민장학회 재음성장학, ( ) , ( ) , , ( )
회 재충청남도장학회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재아산시미래장학회 서산인, ( ) , ( ) , ( ) ,
재육성재단 재논산시장학회 계룡 애향장학재단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재, ( ) , , ( ) , ( )
홍성사랑장학회 재당진장학회 재연기군장학회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 ) , ( ) , ( )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익산사랑 장학재단 춘향장학재( ) , ( ) , ,
단 재정읍시민장학재단 김제사랑장학재단 재완주군애향장학재단 재진안사, ( ) , , ( ) , ( )
랑장학재단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임실군애향장학회 재순창군옥천장학회, , , ( ) ,
재고창군장학재단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목포장학재단 재여수시인재육( ) , , , ( )
성장학회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재담양장학회 재, ( ) , ( ) , ( ) , ( )
보성군장학재단 강진군민장학재단 재장성장학회 재장보고장학회 신안, , ( ) , ( ) , 1004
의 섬 장학재단 경북학숙 재경북장학회 재포항시장학회 재구미시장학재단, /( ) , ( ) , ( ) ,
재안동시장학회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재영천시장학회 재상주시장학회( ) , ( ) , ( ) , ( ) ,
재경산시장학회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울진군( ) , ( ) , ( ) ,
장학재단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재진해시장학회 재밀양시민장학재단, ( ) , ( ) , ( ) ,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하동군장학재단 함안군 교육발전공립재단 재거창군, , , ( )
장학회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 사광주동구인재육성장학회 사서천사랑장학, ( ) , ( ) , ( )
회 사군산개항 주년기념시민장학회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사군위군, ( ) 100 , ( ) , ( )
교육발전위원회 사의성군장학회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사고성군교육발, ( ) , ( ) , ( )
전위원회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사함양군장학회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사합, ( ) , ( ) , ( ) , ( )
천군교육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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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세부사업별
유형 단체수 단체별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촉진
관련사업

지역개발
기 금 16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 , , , , , , , , , , , ,

지역신용
보증재단 16

서울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광주, , , ,
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울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강원신용, , , ,
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 , , ,
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 ,

산업진흥기관
중소기업종(
합지원센터)

15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재부산경제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광주광역시 중소, ( ) , ,
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강원도중소기업, , ,
종합지원센터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 , ,
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중, ,
소기업종합지원센터

디자인센터 3 재부산디자인센터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재광주디자인센터( ) , ( ) , ( )

첨단 고부가･
가치산업
진흥기관
정보산업(
진흥원)

16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광주정보, ( ) , , ･
문화산업진흥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고양지식정보, , ( ) ,
산업진흥원 재안양지식산업진흥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 ( ) , , ( )
진흥원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남디지털문화산, ( ) , ,
업진흥원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 ( ) ,

바이오 생명･
의료산업
관련기관

센터(BT )

12

경기바이오센터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메디칼허브연구소 오송바이오진, ( ) , ( ) ,
흥재단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재충남동물자원센터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재, , ( ) , ( ) , (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 ( ) , ( )
원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재바이오 센터, ( ) , ( ) 21

테크노파크 17

서울테크노파크 재부산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재송도테크노파크 광주테, ( ) , , ( ) ,
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 , ( ) , ,
진테크노파크 재강원테크노파크 충북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 ( ) , , ,
파크 전남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재포항테크노파크 재경남테크노파크, , , ( ) , ( )

연구개발･
산업진흥기관 24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대구, ( ) , ,
경북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재, ( ) , ( ) , (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화, ( ) , ( ) ,
천군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주청주테크노폴리, ( ) , ( )
스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재전라북도자동차부품, ( ) , , ( )
산업혁신센터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재장흥군버섯연구소 재포항지능로봇, , ( ) , ( )
연구소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하동녹, ( ) , ( ) , ( )
차연구소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재제주하이테크산, ( ) , ( ) , ( )
업진흥원

농수산업･
유통

관련기관
15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재경기농림진흥재단, , ( ) ,
주포테이토 와인코리아주농업회사법인( ) , ( ) ,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주( )
무안황토랑유통공사 주홍주미트 주하미 주완도수산물유통 구미원예수출공, ( ) , ( ) , ( ) ,
사 경북통상주 주케이씨피드 영양고추유통공사 주경남무역, ( ), ( ) , , ( )

기타 사업 6
부산국제교류재단 주케이알씨넷 주강원심층수 마산아이포트주 가온소프트, ( ) , ( ) , ( ),
주 재마산밸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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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세부 사업유형별 기관 현황3.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유형을 기관의 세부사업유형에 따라 설립주체와 법적 형태 설립,

근거 그리고 설립일자를 밝혀 분석한다 구체적인 설립목적 및 사업의 범위해당 기관의, . (

역할과 기능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등 기관의 인력과 예산규모 대 민간부문 규제활동, ), ,

실태 등은 뒤의 부록에 수록하기로 한다.

표 지방자치단체 준공공부문의 세부사업유형별 기관 현황 요약< 4-18> ( )
사업유형 기관수 개( ) 사업유형 기관수 개( )

궤도기관 7 자원봉사 7

운송 및 교통에너지 6 지자체 출연 연구원 20

교통연수원 8 여성가족 7

도시개발공영개발포함( ) 70 문화재 연구 6

시설관리 73 인재육성 137

지방의료원 35 지역신용보증재단 16

문화예술 29 산업진흥 17

문화예술 체육관광 시설, 10 디자인센터 4

문화예술관광 활동 행사, 42 첨단 고부가가치 진흥･ 17

컨벤션 센터 등 11 센터BT 13

복지관련 13 테크노파크 17

청소년 활동 17 연구개발 산업진흥･ 28

농수산 유통･ 15 기타 6

지역개발기금 134 합계 772

운송 및 교통관련 사업기관1)

궤도기관(1)

지하철 관리 및 운영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궤도기관은 울산을 제외한 전국 개 광역시에6

개가 운영 중이며 모두 지방공사이다7 , .

궤도기관 중에서 가장 처음 설립된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년 월2005 10

일에 사명을 변경한 것이며 부산교통공사는 년 월 부산교통공단이라는 지방공단27 , 1988 7

으로 설립되었다가 뒤늦게 공사화되었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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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자치단체의 궤도기관 운영 현황< 4-19>
출연 자치단체 기관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서울메트로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81.09.01
서울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94.03.15
부산시 부산교통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6.01.01
대구시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95.11.20
인천시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98.04.15
광주시 광주도시철도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2.11.02
대전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5.01.01

운송 및 교통 에너지 관련기관(2) ･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송.

및 교통 에너지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출연기관을 만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운송 및 교통 에너지 관련 기관 운영 현황< 4-20> ･
출자지자체 기관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강남구 강남모노레일주(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4.11.12

인천시 인천종합에너지주(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4.06.10
광주시 한국씨이에스주(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1999.03.24
광주시 수완에너지주(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7.01.03

경기도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1.07.16
제주도 주제주항공(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5.01.25

교통연수원(3)

전국의 교통연수원은 서울교통연수원 서울교통문화교육원 경기도교통연수원 부산교통, , ,

문화연수원 대구교통연수원 인천교통연수원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경북교통연수원 광주, , , , , ･
전남교통연수원 충남교통연수원 충북교통연수원 전북운수연수원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 , , .

분 사단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위 수탁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별표 의 공직유관단체 현재 즉 정부 또는2 1 1 (2008.9.30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단체인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의해 설립된 인천교통연수원(1999-08-16 )

의 운영은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어 사,

단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교통연수원의 설립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 , 42

조를 들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운수종사자의 교육등는 시 도지사는 여. 25 ( ) “ ･
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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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경영자 연수교육는 국토해양부장” , 42 ( ) “

관 또는 시 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

있다 고 규정하여 교통연수원을 출연기관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

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연수원 운영 현황< 4-21>
출 연
자치단체 연수원 명 설립근거 개원일자

부산시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 제 조제 항25 3

2002.04.02

대구시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대구광역시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등에관한조례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제 조 제 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25 3 , 42

1988.06.24

충북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제 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5 3 ,
제 조42

1990.05.24

충남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2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42

1988.06.13

전북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25 , 42 1990.10
광주시,
전라남도 광주전남교통연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25 , 42 1988.03.14

경북 경상북도교통연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25 , 42 1991.09.27
경남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25 , 42 1988.02.27

도시개발사업기관 공영개발 포함2) ( )

도시개발기관은 모든 광역시 도에 하나씩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시공사 설립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년 월 일에는 춘천 미군공여. 2008 10 31

지역 주변 종합개발 등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을 전담할 춘천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발족일자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늦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바,

이것은 그전에 있었던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이다.

개발법인인 주이시아폴리스는 봉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포스코( )

건설을 주관사로 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방 등 개 주주사로 구성된 민간사업자인 포스코, , 9

건설컨소시엄이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인데 행정안전부의 년 지방공기업(SPC) , 2008

현황에서 빠져 있다.

한편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대과제 중의 하나로 낙후지역의 개발을 통해 지역간의, 7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도시제도를 도입하였
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주체가 되면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 ,

면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년 월 전국경제인연합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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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51)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인 근거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은 민간기업이 산업 연구 관광 레저분야에 걸쳐 계획적 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 , , ,｣
시를 개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이 투자,

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신순호 원열 이에 근거하여 관광레저형태안 무주 해남 영암 광양 하동( , 2006). ( , , , , , ,･
사천 지식기반형충무 원주 산업교역형무안이 신청하여 관광레저형무주 지식기반형), ( , ), ( ) ( ),

충주 원주 산업교역형무안의 개 지역이 시범기업도시로 지정되었다( , ), ( ) 4 .

표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 공영개발 기관 운영 현황< 4-22> ( )
출자 지자체 기관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서울특별시 공사SH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89.02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91.01.25

대구시 대구광역시 도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88.08.17

대구시 주이시아폴리스(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6.5.15

인천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3.05.2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99.06.01

대전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93.02.20

울산시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7.02.07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97.12.01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3.09.05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7.11.15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8.03.17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8.03.26

광주시 광주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0.01.01

김포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7.03

하남시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0.08.10

양평군 양평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8.06.10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97.01.10

강원도 원주시, 주원주기업도시(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006.12.22

영월군 주동강시스타(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6.05.15

충북 충북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6.01.16

충주시 충주기업도시주(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007.05.30

충남 충청남도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7.02.06

충남 서산시 주서산테크노밸리(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 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77 3,
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2007.02.09

전북 전북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98.12.31

전북 무주군 무주기업도시주(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007.09

51) 전경련은 년 월 일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 을 개최하고 기업도시 건설방안과 특별법 제정을2004 6 15 < > ,

건설교통부에 공식으로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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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지자체 기관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전남 전남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4.06.14

무안군 무안기업도시개발주(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개발사,
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05.11.16

무안군 주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개발사,
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05.12.23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97.07.01
경남 경상남도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96.12.31
창녕군 창녕군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4.07.02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95.03.09

기업도시 추진은 태안기업도시와 같이 민간기업현대건설주이 단독추진하는 경우도 있( ( )

으나 전담기업 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다 무주 충주 원주는 무주기업도, (SPC) . , ,

시주 주충주기업도시 주원주기업도시와 같이 전담기업을 개 구성하여 추진 중이며( ), ( ) , ( ) 1 ,

무안은 주무안기업도시개발 주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의 개 전담기업을 구성하였다 민( ) , ( ) 2 .

간기업과 공공부문이 공동시행할 경우 공공부문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
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제 섹터형 출자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3 .

무주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는 무주군 과 대한전선주 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4%) ( )(96%)･
전담법인 무주기업도시 주가 년 동안에 조 억원을 들여 무주 안성면( ) 2008 2020 1 4,171∼
공정리 금평리 덕산리 일대에 레저휴양지구 시니어휴양지구 비즈니스지구 관광위락시설, , ,

등이 들어서는 관광 레저형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최근 대한전선주이 사실상 사업, ( )･
포기 의사를 밝혀 기업도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사실상 사업.

포기를 한 경우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 이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없어서 지난 년간‘ ’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전할 법적 책임
근거도 없어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권 피해와 행정력 낭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도모했던 무안기업도시의 경우 기반조성단계에서 약 조 천억2 7

원도시개발 수십조원이 소요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 조에 근거하여 총투자( ) , 14

액의 인 억원 이상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을 설립했으며 무안군은 개20% 5,400 (SPC) , 2

전담기업 에 억원을 지분출자하였다 무안은 개의 기업도시 중에서 지원조례를(SPC) 300 . 4

제정하였다.

간접경영방식의 공영개발사업이 지방공사인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해 직접경영방식으로 행하는 지방직영기업형 공영개
발사업은 시도의 공영개발사업단과 시군의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

는 직접경영방식의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도시개발공사로 전환
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도시개발과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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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의 계로 운영되고 있다유금록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1 ( , 2005). ,

조성 공유수면매립 주택건설 주택관리 등 토지 및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를 중, , ,

심으로 수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관광지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사업 등 토지개발 이후의, ,

사후관리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직영방식의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 ’

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며 그 범위는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그5 , , ,

부대사업 그리고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13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직영사업으로서 공영개발사업 설치를 규정한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상당히 많지만,

올해 진행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개이다 최근 경기도의 경우 한류우드로 알려진 고양36 .

관광문화단지와 판교 업무지구 조성사업에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IT

조례 제정와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2004.08.09. )

제정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를 적용하였으며 년에는 경기도 고덕국제화(2004.11.29. ) , 2008

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와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2008.03.17. )

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 조 및(2008.3.17 ) ‘ ’ 126

지방공기업법 제 조에 따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고 지방공기‘ ’ 5 , ‘

업법 제 조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해 조’ 13 .

성사업을 전담하는 특수목적법인 을 설립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SPC) .

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 수행 현황< 4-23>
기관명 설립근거

대구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의정부 평택시 시흥시 구리시 남, , , , , , , , ,
양주시 안성시 의왕시 오산시 고양관광문화단지 판교 업무지구조성 춘천시 원주시, , , , , IT , , ,
강릉시 속초시 충주시 음성군 계룡시 천안시 보령군 아산군 연기군 익산시 목포, , , , , , , , , ,
시 순천시 광양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밀양군, , , , , , , ,

지방공기업법 제 조5 ,
각 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시설관리 사업기관3)

시설관리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 조 규정에 근거하여 대부분 지방공단의 법적 형태를‘ ’ 76

지니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자치단체 내의 다양한 시설물들을 관리, ･
운영하고 있다 광역시가 독자적인 시설관리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 ,

초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설립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공단이라는 틀로 함께 묶.

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시설관리기관에 환경시설공단과 경륜공단도 포함시켜 파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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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기관 운영 현황< 4-24>
기관유형 출자 지자체 기관수 기관명 설립근거

시설관리
공 단

소계 67

지방공
기업법
제 조76

서울시 해당,
자치구 25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성, , ,
동구도시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 , ,
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원구시설관, , ,
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 , ,
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금천, , , ,
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동작, , ,
구도시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 , ,
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

부산시 1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시 1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해당,
자치구 6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 ,
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 ,
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전시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시 2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경기도
해당시군 20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부천시시, , ,
설관리공단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 , ,
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화성시시설관리공단 파, , , ,
주시시설관리공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 , ,
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의왕시시설관리공, , ,
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 ,

강원도
해당시군 4

춘천시시설관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정선, , ,
군시설관리공단

충북 청주시 1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전북 전주시 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북 해당시 2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남 해당시 3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김해시시설관리공단 거제시시설관리공단, ,

환경시설공
단

소계 4
부산시 1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구시 1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인천시 1 인천환경공단
광주시 1 광주환경시설공단

경륜공단
소계 2
부산시 1 부산광역시경륜공단

경남 창원시 1 창원경륜공단

지방의료사업기관 지방의료원4) ( )

지방의료원은 년 자혜병원으로 시작하여 년 월 지방공사공기업를 거쳐 년1910 1982 7 ( ) 2005

월에 제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년 월에 소관부처가7 2005 9｢ ｣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은 지방의료원을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특수공공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료원을 지방공사가 아니라 출연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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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전 광주 울산을 제외한 개 시 도에 개 지방의료원이 소재하고 있는데 모두, , 13 34 ,･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서울 광역시 개 시 지역 개 군 지역 개: 4 (11.8%), : 26 (76.5%), : 4 (11.8%)∙ ･
종합병원 개 병원 개 수원 이천 순천 강진 김천 울진 진주 제주: 26 (76.5%), : 8 (23.5%) - , , , , , , ,∙

표 지역별 지방의료원 운영 현황< 4-25>
지역 계 의료원명 비고
총계 35
서울 1 서울의료원
부산 1 부산의료원
대구 1 대구의료원
인천 1 인천의료원
경기 7 수원 성남 의정부 안성 이천 파주 포천의료원･ ･ ･ ･ ･ ･
강원 5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삼척의료원･ ･ ･ ･
충북 2 청주 충주의료원･
충남 4 천안 공주 홍성 서산의료원･ ･ ･
전북 2 군산 남원의료원･
전남 3 순천 강진 목포의료원･ ･
경북 4 포항 안동 김천 울진의료원･ ･ ･
경남 2 마산 진주의료원･
제주 2 제주 서귀포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는 지방의료원이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 7

있다.

지역주민의 진료사업1.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2.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3.

의료인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4.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7.

사업의 수행 및 관리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정책마당의 지방의료원 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역할이 제시되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 평가를 담당하고. ･
있는 만큼 이를 공식적인 역할로 파악해도 좋을 것이다.

취약계층 및 취약지 의료소외계층에 의료서비스 제공◦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등 유사시 비상진료 등 대처,◦
특수질환자 전담치료로 사회 안전망 기능수행◦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공공의료사업 수행◦

52) 서울특별시 기관별 정보 사이트 참고. http://www.seoul.go.kr/info/organ_info/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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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의료원은 대부분 광역자치‘ ’

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원의 임명 또한 광역자치단체장이 하게 된다 기초자치, .

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의료원으로는 목포시의료원과 울진군의료원이 있다 현재 성남시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추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 .

한편 지방의료원 중 개 기관은 위 수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 운영하고 있다군산, 3 (･
의료원원광대의대 마산의료원경상대의대 울진군의료원경북대의대- , - , - ).

표 지방의료원 운영 현황< 4-26>
출연자
치단체 지방의료원 명 설립근거 비고

서울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 조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4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06.05.04 )

부산시 부산광역시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 조 부산광역시의료원설립4 ,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06.03.08 )

대구시 대구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 조 대구광역시의료원설립4 ,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06.04.10 )

인천시 인천광역시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 조 인천광역시의료원설립4 ,
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06.03.20 )

경기도 경기도립의료원수원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경기도립의료원 설립4 ,
및 운영 조례 전문개정(2005.09.26 )

경기도 경기도립의료원이천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경기도립의료원 설립4 ,
및 운영 조례 전문개정(2005.09.26 )

경기도 경기도립의료원파주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경기도립의료원 설립4 ,
및 운영 조례 전문개정(2005.09.26 )

경기도 경기도립의료원안성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경기도립의료원 설립4 ,
및 운영 조례 전문개정(2005.09.26 )

경기도 경기도립의료원포천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경기도립의료원 설립4 ,
및 운영 조례 전문개정(2005.09.26 )

경기도 경기도립의료원의정부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경기도립의료원 설립4 ,
및 운영 조례 전문개정(2005.09.26 )

성남시 성남시 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06.03.31 )

성남시의료
원설립추진
위원회 운영

강원도 강원도강릉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2006.04.07 )

강원도 강원도속초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2006.04.07 )

강원도 강원도삼척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2006.04.07 )

강원도 강원도영월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2006.04.07 )

강원도 강원도원주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2006.04.07 )

충북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충청북도지방의료원설립및,
운영조례 전문개정(2006-05-12 )

충북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충청북도지방의료원설립및,
운영조례 전문개정(200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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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치단체 지방의료원 명 설립근거 비고

충남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2006-04-20 )

충남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2006-04-20 )

충남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2006-04-20 )

충남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2006-04-20 )

전북 원광대학교병원운영
군산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 전라북도지방의료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2006.07.14 )

원광대학교
병원과

위 수탁제 기3･
계약 체결

(2005.01.01)

전북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 전라북도지방의료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2006.07.14 )

전남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 전라남도지방의료원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2006.07.14 )

전남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 전라남도지방의료원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2006.07.14 )

전남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목포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 개정(2006.04.03 )

경북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 경상북도지방의료원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2006.03.16 )

경북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 경상북도지방의료원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2006.03.16 )

경북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 경상북도지방의료원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2006.03.16 )

경북
울진군

경북대학교병원운영
울진군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문 개정(2006.05.12 )

경북대학교
병원과
위 수탁･
운영계약
체결

(2002.06.05)

경남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 경상남도의료원설립및운영,
조례 전부 개정(2006.06.01 )

경남 경상대학교병원운영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 경상남도의료원설립및운영,
조례 전부 개정(2006.06.01 )

경상대학교
병원과

위 수탁운영･
협약체결

(1996.11.19)

제주도 제주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주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
조례 제정(2006.04.0512 )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주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
조례 제정(2006.0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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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체육 관광 관련 사업기관5) ･ ･
문화예술재단 관련 기관(1)

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경기도가 억원의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한1997 334

이래 지금까지 각 시 도에서 개의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최근에 부쩍 확대되는24 ,･
추세에 있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 설립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문화예술분야에서 증가하는 정책적 수요에 대한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별도의 설립근거법률은 없으.

나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조례에 의해 설립된다 조례에 공익, , .

법인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제시하기도 한다.･
재단 설립의 목표를 보면 대부분 문화예술진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의‘ ’ ,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지원 문화예술, , ,

국제교류 등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다양한 문화정책과 재원을 갖고 있어도 모든 문화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이 전문성을 살려 자치단체, ( )

로부터 사업을 수탁받는 것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검토되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주요 대상사업인 경우가 많다 서울 중구청이 출연하여 설립한 중구.

문화재단은 복합 문화시설을 갖춘 충무아트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포문화재단마포문화, (

체육센터 구로문화재단구로문화예술회관 부천문화재단부천시민회관 성남문화재단), ( ), ( ),

성남아트센터 성남시시민회관 고양문화재단덕양어울림누리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 ), ( ),

부평문화예술회관 김해문화재단김해문화예술회관 창원문화재단성산아트홀 거제( ), ( ), ( ),

문화예술재단거제문화예술회관 등도 주된 기능이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이다 하지만( ) .･
대부분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설립목표로 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재단 운영 현황< 4-27> ･
출 연
자치단체 문화재단명 설립 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재서울문화재단( )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2004.03.15
서울시
강남구 재강남문화재단(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07.11.09 )

2008.09.23
발기인총회

서울시
중구 중구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4.07.10

서울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01.01

서울시
구로구 재구로문화재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7.08.01

대구시 대구문화재단53)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2008-05-30 ) 조례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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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연
자치단체 문화재단명 설립 근거 설립일자
대구시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2008.05.30 )

208.07.18
발기인대회

인천시 재인천문화재단(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4.12.10

인천시
부평구

재인천광역시부평구( )
문화재단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2006.12.04

광주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2004.12

경기도 재경기문화재단( )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문화예술진흥법, 1997.07.03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4.12.22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4.01.15
부천시 부천문화재단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2001.10.01
안양시 안양공공예술재단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06.12

화성시 재화성문화재단( )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08.08.01
정 문화예술진흥법 제 조), 3

2008.09

강원도 재강원문화재단( )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1999.12.28

춘천시 재춘천시문화재단( )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2008.05.30 )
2009.01
설립예정

강릉시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민법 제 조, 32 1998.11,03

정선군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8.06.16
제정 발기인 총회), 2008.7.14

2008.12
창립예정

아산시 재아산문화재단( )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민법 제 조, 32 2008.07.10
전주시 재전주문화재단( )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5.12
목포시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2006.06.28

나주시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
민법 제 조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32 ,
조례 2006.04.10

구미시 재구미오성문화재단( )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
관한 법률 2001

창원시 창원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02.20
김해시 재김해문화재단( )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5
거제시 거제문화예술재단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2003.10.07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 2000.12.31

광주광역시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하고 있다.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은 강릉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시설을 지원
하고 강릉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취지로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년 월1998 11

53) 대구문화재단은 지난 년 월 시민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된 뒤 본격 추진되었지만 재원 마련 문제로 어려‘ ’ 2004 10

움을 겪다가 지난 년 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이어 지2008 5 ‘ ’

난 월 일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대구문화재단 적립금7 15

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이에 따라 대구문화재단은 대회 잔여예산 억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억원 등150 . U 150 44

총 억원을 기본 재원으로 년 월께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194 200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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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설립되었다.

문화예술재단은 각 자치단체마다 적립하고 있는 문화예술육성기금 또는 문화예술진흥( )

기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역문화단체로부터의 건의에 의해 설립되기도 한다 년. 2009

월 설립 예정인 춘천시문화재단의 경우도 지역문화예술계에서 제기해왔던 기금의 선택과1 ‘

집중의 문제 기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 ‘ ’

적 장치로서 검토되어 왔다.54)

문화예술시설 체육 관광시설 관련 기관(2) ･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색을 살리는 것을 문화에서 찾았고 지역 사람들을 위해

문화예술공간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 문화예술공간은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건립 초기에는 각 지자체가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을 지원한 뒤 개관 년 뒤에1 2∼
는 독립 법인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예술공연장은.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도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등에 못지않는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다.

년 월 개관한 세종문화회관은 과거에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서 서울시 공무원에 의해1978 4

운영되고 있었으나 동 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경직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어 년1999

도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 그 당시 공연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기본 방침 아,

래 비슷한 시기에 신설된 서울시 산하 다른 재단과 달리 조례에 공무원파견규정을 제외하
였다 그러나 년 관련 조례 개정시 공무원 파견 규정을 신설하였다. 2005 .55) 자치단체의 출
연기관이 법인화되면서 공무원파견은 효율성 및 경비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파악되기
도 하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파견이 자치단체의 개입으로,

인식되어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년 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대2004 6

극장 석 중극장 석을 갖춘 공연장이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년 월 일에 개1,600 , 516 . 2001 4 6

관하였다가 운영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년 재단법인 체제로 전환하였다2007 .

년 월 개관한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은 안산시에서 여억원을 들여 만든 종합2004 10 1,000

예술공간으로 년에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07 .

용인시축구센터는 그동안 용인시가 여억원을 출자하여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재용300 ( )

54)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에 제정되었고 년 월 중순 춘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 ’ 2008.5.30 , 2008 10 ‘

용조례 폐지조례안 이 통과됨에 따라 춘천문화재단은 억 여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월( )’ 8 6,000 , 10 30

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55) 제 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17 ( ) 30 4

법인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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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시축구센터와 교육생만 관리하는 운영법인 주용인축구센터로 나눠 운영하였는데 운영( ) ,

법인56)의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누적이 심화되자 년 월말 주용인축구센터에 재계약2006 8 ( )

해지를 통보하고 센터의 운영권도 재단에서 흡수하였다 현재는 재용인시축구센터가 직, . ( )

영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재단의 경우에는 기존에 각 자치단체마다 존재하는 문화원과의 차별성이 문제( )

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원시가 설립한 수원화성운영재단의 경우 시 직영의 사업소와의,

업무 중복이 문제된다 수원시는 기존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 을. ( )華城

관리 복원할 목적으로 화성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한다며 사업소와 별도로 화성사업소 일부 관리 업무 등을 대행할 수원화성운영재단을

월 출범시켰다 하지만 수원화성운영재단의 담당 업무가 기존 화성사업소에서 담2007. 9 . ,

당했던 업무가 대부분인데다 수원시는 운영재단을 설립한 뒤에도 화성사업소를 계속 운영
하고 있어 재단 설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수원시에서 화성을 관리하는.

경우 담당 직원이 자주 바뀌는 등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성관리
를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사업소는 복원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시설 운영 현황< 4-28>
출 연
자치단체 기관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재세종문화회관( )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 운영조례･ 1999.07.01
인천시 인천대교주(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1999.12.23
경기도 재경기도문화의전당( )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 민법 제 조, 32 2004.06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 민법제 조, 32 2007.09.01
경기도,
수원시

재경기도( )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운영및지원조례 민법제 조, 32
및 문화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 조5

2000.03.03

의정부시 재의정부예술의전당( )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2007.06.05
안산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2007.01.01
하남시 하남문화예술회관 하남시문화예술회관법인설립및운영지원조례 2007.05

용인시 재용인시축구센터( )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7.03.01
직영운영

충남,
당진군 주삽교호함상공원(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2.0411
개장

문화예술관광 활동 및 행사 관련 기관(3)

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법인에 출연금을 내거나 스스로 문화 관광사업을 하,

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나 사임방울국악진흥회. ( ) ( ) ,

56) 주용인축구센터는 년부터 년까지 매년 억원의 적자가 발생 적자누적액만 총 억원에 달하는 것( ) 2002 2006 3 4 , 15∼
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년에는 재용인시축구센터에 시설 임대료 억 만원조차 납부하지 못했다. 2005 ( ) 1 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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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기념사업회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3 3･
을 지급하고 있거나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임방울국악진흥회이나 재단의 기본( , )

자산 조성을 위한 출연임방울국악진흥회 기념사업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 , 3 3 ) .･
한 범주에 해당하는 아래 기관들은 지방정부의 준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관광 활동 및 행사 관련 기관 현황< 4-29>
출 연
자치단체 기관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서울관광마케팅주(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77 3,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07.12.26 )

2008.02.04

서울시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 운영조례･ 2005.06
부산시 주부산관광개발(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1997.01.10

인천시 사충장공 어재연( )
장군 기념사업회

민법 제 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32
감독에 관한 규칙 제 조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4 ,
관한 조례

광 주
광역시 재 기념재단( )5 18･ 민주화 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기념5 18 , 5 18･ ･

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1994.12.22

광주시
광산구 사임방울국악진흥회( )

민법 제 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32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단법인 국창임방울4 ,
선생기념문화재단 지원 조례

1999.10.11

경기도 재영어마을( ) 민법 제 조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32 , 2003.04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2.05.21
강원도
인제군 주아름다운인제관광(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3.05.13

태백시 태백관광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1.12.08

정선군 재 기념사업회( )3 3･ 정선군 재단법인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공익법인의 설립3 3 ,･ ･
운영에 관한 법률 2006.03.29

충북
청원군 청원레저 주식회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2.12.11

경북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지방공기업법 제 조76 2007.03.25

경북
문경시 주문경레저타운(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3.02.25

경남
통영군 통영관광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7.04.25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8.07.02

한편 문화예술관광 행사 관련기관 중에서 하나의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엑스,

포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들이다 예를 들어 재인천세계. ( )

도시축전은 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2009 ,

년 월 국제박람회기구 측의 문제제기로 인해 행사가 국제적 이슈로 대두됨에2008 2 BIE( )

따라 과감하게 사업 변경을 시도하여 월에 행사 명칭과 함께 재단명칭을 재인천세계도, 8 ( )

시엑스포에서 변경한 것이다.57) 또한 경기도자진흥재단은 국내에서 유일한 도자관련 전문

57) 비공인 엑스포인 인천 엑스포가 년 중국 상하이 엑스포의 도시라는 주제와 유사하고 기간 일도 공인 엑2010 ‘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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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다 이 재산은 년 월에 설립된 재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를 년에. 1999 3 ( )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이후에 해체하고 년 월에 재세계도자기엑스포로 개편‘ 2001’ 2002 1 ( )

한 바 있고 다시 년에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경기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2005 ( )

경기도도자진흥재단으로 승계되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행사들이 엑스포의 명칭을 표방하고 개최되어 왔다 무주.

전통수공예 세계엑스포 부천 세계무형문화유산 엑스포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 2010 ,

여수시의 세계박람회 등 실제 많은 자치단체들이 공인 비공인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2012 ･
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문화예술축제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형태의 준공공기관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표 과 같다< 4-30> .

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축제 개최를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운영 현황< 4-30>
출 연
자치단체 기관명 행사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예술제 뚜렷한 설립근거 없이 법인화함 2001.10.26

인천시 재인천세계도시축전( ) 인천세계도시축전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
례 제정(2006-11-20 )

2006.08

광주광역시 재광주비엔날레( ) 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지원 조례
제정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1995.06.21 ),

1995.0401

광주광역시 재광주세계 엑스포( ) 光 광주세계 엑스포光
광주광역시재단법인 광주세계 엑스포 설립 및 지光

원 조례 제정(2008-02-15 )
2008.02.22

대전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
과학공원 대전엑스포 지방공기업법 제 조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49 ,

포과학공원 설치조례 1999.07.01

울산시 재울산세계옹기문화( )
엑스포

울산세계옹기문화
엑스포

재단법인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제 조 제 항 민법 제 조4 2 , 32

2008.01

경기도 경기도자진흥재단 세계도자기엑스포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제 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3 , ･
법률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광주시재단, ,
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이천시 재단법인세,
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
자기엑스포지원조례

1999.03.09

과천시 과천한마당축제 과천한마당축제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2003.12.26
고양시 재고양국제꽃박람회( )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58) 1999.01.13
강원도
원주시 재원주국제따뚜( ) 원주국제따뚜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 2004.03

강원도
홍천군

사무용가최승희( )
기념사업회 최승희 춤축제

민법 제 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32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조 홍천4 ,
군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스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 엑스포 단어 삭제 주제 변경 국제기구의 협찬과 세계 주요△ △ △ △
도시의 전시배제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이름을 인천세계도시축, ‘2009 ’ ‘2009

전 으로 변경하고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유치대상도 도시에서(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 . ‘ ’

기업으로 바꿔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 대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로 하였고 사업비는 전체 억원에서 국‘ ’ , 1,994

가 시 예산 억원 입장료 수입 등 천억원으로 축소하고 예상 관람객수도 천만명에서 만명으로 줄였다370 , 1 , 1 700 .･
58) 재고양국제꽃박람회는 뚜렷한 설립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양시가 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적인 꽃박( )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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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연
자치단체 기관명 행사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강원도
화천군

재화천군나라축제( )
조직위원회 화천군나라축제 화천군나라축제조직위원회육성조례 2005.03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충주세계무술축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조 충주시 중원문화관광4 ,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08.29

충남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백제문화제
민법제 조및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32 4‧
조 충청남도재단법인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설립및,
지원조례 부여군재단법인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지,
원 조례 제정(2007.06.20 )

2007.03.26

충남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계룡세계군
문화엑스포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
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2006-03-20 )

조례만 제정

충남 재안면도국제꽃박람( )
회조직위원회

안면도국제
꽃박람회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2007-12-31 ),

2008.02.05

계룡시 계룡군문화발전재단 계룡군문화축제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 제 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32 , ･
조4

2008.04.10

전북
군산시

재군산국제자동차( )
엑스포조직위원회

군산국제
자동차엑스포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민법 제 조, 32

2007.07

전북
장수군

사의암주논개정신( )
선양회 의암주논개대축제 장수군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지원조례 2000

전남 명량대첩 기념사업회 명량대첩축제 전라남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설립 및 지
원 조례 2008.04

함평군 재함평세계나비 곤( ) ･
충엑스포 조직위원회

함평 세계
나비 곤충엑스포･

재단법인 함평 세계 나비 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2005.08.09
/ 05.10.02
공식 출범

전남
담양군

사담양대나무축제( )
위원회 담양대나무축제 담양군 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지원조례 2006

경북 재문화엑스포( )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경상북도재단법인문화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 1996

안동시 재안동축제 관광( ) ･
조직위원회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재단법인안동관광 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
례 2007.02.10

상주시
재(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
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
마선수권대회

민법 상주시 재단법인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 2010
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2008.08.13
제정)

조례만 제정

울진군 재울진세계친환경농( )
업엑스포조직위원회

울진세계친환2009
경농업엑스포

재단법인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 설
립 및 지원 조례 제정(2003.04.22 )

2003.08.25

청도군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소싸움 지방공기업법제 조 청도군공영사업공사설치조례49 , 2003.10.01

경남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

제 차10
람사르총회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2008.07.01

경남
통영시 재통영국제음악제( ) 59) 통영국제음악제 통영시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지원조례 2002.03

고성군 재경남고성공룡세계( )
엑스포조직위원회

경남고성공룡2009
세계엑스포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
회 설립 및 지원조례 2004.04.01

람회를 개최한 후 년에 한번씩 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꽃박람회의 효율적인 준비와 함께 무역과 경영개념을 도3

입한 행사로 발전해 나가고자 경기도 지사로부터 재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재단법인설립 허가를 얻어( )

출범하였다 년 재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라는 명칭을 재고양국제꽃박람회로 정식 변경하였다. 2007 ( ) ( ) .

59)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는 명량대첩 기념사업회와는 달리 통영시가 경상남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한( ) ‘ ’

산대첩제전위원회를 해체하고 서울과 통영 및 미국 등 곳에 사무소를 둔 문화관광부 승인의 재한산대첩, LA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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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설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재단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이들 재단.

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등의 형태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물론 설치조례가 없이 만들어진 재단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 조에 의해 지방자. 14

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파견근, 30 4(

무 조항도 있으나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다 더 투명한 재정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형태로 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해 유지되는 기관의 경우 뚜.

렷한 법률상의 근거나 설치조례가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출연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컨벤션 전담조직 및 컨벤션센터(4)

컨벤션이란 정보교환 상품판매 등을 목적으로 특정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회의 세미, ( ,

나 전시회 축제 및 박람회 등를 말하며 컨벤션산업이란 컨벤션의 유치 및 개최에 따른, , ) ,

기획 준비 진행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컨벤션은 국제회의 관광 전시회 이벤트 등 각, , . , , ,

종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호텔업 항공업 운송업 유통업 식음료업 등 관련산업의 동, , , ,

반 발전을 가져와 회의 개최 지역의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미래형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
업이다 이러한 컨벤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마케팅 전담조직국제. (

회의 전문조직이 바로 컨벤션뷰로이다) .

컨벤션뷰로는 컨벤션유치의 효율성 컨벤션산업 투자를 위한 공동재원의 마련과 지역 내,

에서 추진 중인 문화 관광산업 인프라 및 자원과의 연계 등 통합적 마케팅 기구로서의 필,

요성과 지역의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관광산업을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er)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의 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이Business leads

필요하다김흥식 이런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컨벤션센터전시장와 함께 컨벤( , 2006). ( )

션뷰로를 설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외 컨벤션뷰로의 설립 사례를 분석해 보면 컨벤션산업이 성숙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순수민간기구로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의 형태로 컨벤션뷰로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반.･
면에 아시아권에서는 국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직형태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에는 싱가포르 관광위원회 산하의 행정기구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대다수 컨,

벤션뷰로는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컨벤션센터를 위탁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김(

기념사업회로 승격하여 년 월 일에 재설립된 순수민간재단이다 그 지원조례는 이후인 월 일에 제정’ 2005 4 28 . 11 17

되었는데 통영시의회의 제정과정에서 설치근거도 없이 설립된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 대해 통영시가 재정지, ( )

원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는 재통영국제음악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지원조례에서 통영시장. ( ) , “

은 재단의 국제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현금을 출자하거나 시유재산 중 잡종재산 의장권 상품권 및 물품에 대, ,

하여 현물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기관으로 포함시켜 파악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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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식, 2006).

현재 국내에는 컨벤션센터 개서울 일산 대구 부산7 ( COEX, KINTEX, EXCO, BEXCO,

광주 김대중센터 창원 제주 와 컨벤션뷰로 개서울 대구 부산 제주, CECO, ICC JEJU) 6 ( , , , ,

광주 대전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다 컨벤션뷰로는 컨벤션전담조직의 총괄을 한국관광, ) .

공사의 코리아컨벤션뷰로에서 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등 개 지역의 컨, 5･ ･ ･ ･
벤션뷰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대전컨벤션뷰로만이 재단법인으로 출,

범하였다 특히 센터와 뷰로가 다른 주체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컨벤션센터는.

컨벤션유치를 컨벤션뷰로는 개최 지원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컨벤션 유치, .

와 컨벤션 개최 지원의 업무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로 마케팅 활동시 센터와 뷰로
의 업무가 일정부분 중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는 서울관광공사와 부산관광공사를 설립하여 현재의 컨벤션뷰로
의 기능과 역할을 관광공사로 이관하려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된 상황에,

있었는데 서울컨벤션뷰로는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 ) .

부산시의 경우 관광 및 컨벤션 지원 기능이 부산시 관광진흥과 사부산컨벤션뷰로 부, ( ) ,

산시관광협회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부산관광개발주 등 여러 곳에 분산되, , ( ), TPO

어 있어 이런 상태로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광과 컨벤션을
전담하는 별도 법인인 부산관광공사를 설립하려 했으나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자본금 확‘ ’

보의 어려움과 여건 미성숙 등이라는 장애에 부딪혀 이를 중단하였고 부산컨벤션뷰로에,

관광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즉 년 월 시산하 행정조직국제협력과에서. 2001 5 ( )

운영지방자치단체로서 한국 최초로 컨벤션뷰로를 설립했다고 홍보하고 있음하다가( ) 2005

년 월 사부산컨벤션뷰로를 개소하였고 년 월 일 기존 컨벤션뷰로에 관광마케팅1 ( ) , 2008 4 29

기능을 추가60)하여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정관을 개정하고 부산관광 컨벤션뷰로로 공식, ‘ ’･
출범한 것이다 부산관광컨벤션뷰로는 부산시관광협회 등 관광관련 기관 및 여행업계와.

협조하여 각종 국제회의나 국내 기업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특화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개별 회의의 성격에 맞는 관광상품들을 유치단계에서부터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회의유치 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구컨벤션뷰로는 컨벤션의 유치부터 개최까지 원스톱서비스 를 제공하(one-stop service)

며 대구를 컨벤션 개최 최적지로 국내외 시장에 마케팅하는데 힘쓰고 있는데 년 월, 2003 4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관광협회 및 지역의 컨벤션 관련업계 등이 민 관, , , EXCO ･
합동으로 설립하였다국내 제 호 컨벤션뷰로 년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컨벤션뷰로가( 1 ). 2008

60) 년 관광전담법인 설립용역 결과 관광컨벤션뷰로 설립안이 가장 타당성 높은 안으로 채택되었으며 관광과2007 ( ) ,

컨벤션이 결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관광과 컨벤션의 통합 마케팅으로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시
키고자 조직을 확대하였다 기존의 컨벤션 기능 뿐 아니라 관광마케팅 기능을 추가하여 도시마케팅 전문기구로.

서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갖춘 실용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언론사 신규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 상, , ,

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 컨벤션도시 마케팅 전담기구로 그 기능을 보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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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출연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다.61)

대전시는 도시마케팅과 컨벤션산업진흥 컨벤션센터의 운영주체로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설립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공공성과 영리성의 동시 확보를 위하여 지방, ｢
공기업법 제 조의 의 규정에 따라 주위너스마인드국제회의전문기획사외 개사와 공동77 3 ( ) ( ) 4｣
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형태의 출연법인인 컨벤션뷰로를 설립하였으며 추후 컨벤션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함으로써 컨벤션유치와 개최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재대전컨벤션뷰로는 출연기관이 아니라 제 섹터 중의 하나로 분류하였는데 그 이유는( ) 3 ,

행정안전부 가 대전컨벤션뷰로를 지자체가 미만 출자한 제 섹터로 분류하(2008) ‘ 25 50% 3 ’∼
고 있기 때문이다.62)

지방자치단체가 컨벤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벤션뷰로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처음
부터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 형태의 컨벤션뷰로를 설립하기보다는 자치단체의 기존 조직
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단계별 컨벤션뷰로의 설립이 바람직할 것이다.63)

표 지방자치단체의 컨벤션뷰로 설립 운영 현황< 4-31>
출 자
자치단체 기관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부산시 사부산관광( )
컨벤션뷰로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 조 부산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5 ,
관한 조례 2005.01

대구시 사대구컨벤션뷰로(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 조 대구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5 ,
관한 조례 2003.04

광주시 사광주관광( )
컨벤션뷰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7.10

제주시 사제주컨벤션뷰로(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 조및제 조 제주특별자치도국제회5 14 ,
의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05.03.30

대전시 재대전컨벤션뷰로(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 민법 제 조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77 3, 32 ,
관한조례 대전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제정, (2008-06-20 )

2005.12.13

컨벤션 전담조직 현황에서도 보이듯이 최근 들어 컨벤션센터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고 있는데 각 지자체들마다 일단 전시장을 짓고 보자는 생각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 ‘ ’

다 현재 지자체에서 출연하고 있는 전시장으로는 벡스코 엑스코 김대중. (BEXCO), (EXCO),

61) 제 조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시장은 법률 제 조에 의하여 설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6 ( ) 5①
필요한 경비 및 국제회의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조례.( 2008. 9. 10

제 호3967 )

62) 대전컨벤션뷰로의 대전광역시의 출연비율은 기본재산의 이다45% .

63) 경기도의 경우에는 단계에는 한시적으로 경기관광공사 내에 컨벤션뷰로를 설립하고 단계에는 경기도가 국제1 , 2

회의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민관합동 형태의 재단법인으로 확대 발전시키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복합기능을 갖, 3･
춘 전시컨벤션센터의 추가적인 건립시기에 맞춰 경기도관광협회와 통합된 형태의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된,

컨벤션센터를 경기컨벤션뷰로에서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독자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김흥식(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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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대전컨벤션센터 킨텍스 등이 있다, CECO, , (KINTEX), ICC JEJU .

하지만 벡스코 정도만 현상유지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전시장들은 적자상태이다 엑스코.

의 경우 가동율이 정도이며 년 억원의 적자를 봤고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경우68% , 2006 87 ,

년 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창원컨벤션센터 의 경우 코엑스에 년간 위탁경2006 75 , (CECO) 5

영중인데 적자상태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도 년부터 년간 누적적자가 억. 2003 4 68

원에 이른다.

표 국내 전시장 현황< 4-32>
단위( : )㎡

전시장 위치 개장연도 운영기관 법적 형태 시설규모
센터aT 서울 2002.12 농수산물유통공사 하부조직 7,422

COEX 서울 1998.9 코엑스 무역협회 출자 별도
법인 36,027

SETEC 서울 1999.5 KOTRA 하부조직 7,948
BEXCO 부산 2001.9 주벡스코( ) 주식회사 26,508

제2BEXCO 부산 예정2012.6( ) 주벡스코( ) 주식회사 20,000
EXCO 대구 2001.4 주대구전시컨벤션센터( ) 주식회사 11,616

제2EXCO 대구 예정2011.5( ) 주대구전시컨벤션센터( ) 주식회사 12,000

송도 컨벤시아 인천 2008.10 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위탁운영 54,053

영종전시복합단지 인천 예정2017( ) FIEX 특수목적법인 200,000
김대중센터 광주 2005.9 김대중컨벤션센터 지방공사 9,072
KOTREX 대전 1995.5 KOTRA 대전무역전시관 4,200

대전국제컨벤션센터 대전 2008.4 재대전컨벤션뷰로( ) 하부조직 2,520
KINTEX 고양 2005.4 주킨텍스( ) 주식회사 53,541
창원컨벤션센CECO(
터)

창원 2005.9 경남도창원시/ 코엑스 위탁운영 년(5 ) 7,826

ICC JEJU 제주 2003.5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식회사 2,394

주엑스코의 경우 설립시의 지분구성은 대구시 민자 로서 주식회사의 요건을( ) 49%, 51% ,

충족하고 있으나 증자 상황을 보면 대구시 민자 로서 주식회사의 요건을 아니, : 54%, : 46%

라 지자체가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가 되어버리는데 이런 경우 법적 형태를 어떻게50% ,

파악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주벡스코의 경우 관련조례인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부. ( ) ‘

산전시 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에서 시가 주식회사에 출자할 금액의 한도’ “･
는 주식회사 자본금의 미만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1/2 ” .

를 넘어선 엑스코의 경우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전시장시설로는 독특하게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지방공사로 설립 년되어 년 월(2004 ) 2005 9

일에 개관하였다 주킨텍스는 년 월 한국국제전시장주 법인으로 설립되어6 . ( ) 2002 12 ( ) 2005

년 월 일에 개장하였으며 년 월 한국국제전시장 주식회사에서 주킨텍스로4 29 , 2006 12 ‘ ’ ‘( ) ’

사명이 변경되었다 주킨텍스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임에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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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년 지방공사 공단 현황에서 빠져있다 현재 주킨텍스의 출자2008 . ( )･
비율은 산자부 억원 경기도 억원 고양시 억원 등으로32.52%(760 ), 33.74%(788 ), 33.74%(788 )

자치단체의 지분이 를 넘지만 지식경제부가 위임한 가 전적으로 운영을 책임67% KOTRA

지고 있다 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전시장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이사선임권의. KOTRA 51%

를 보장경기도와 고양시의 선임이사 인원수보다 명 많게 한다한다는 협약을 맺고 있기( 1 )

때문이다.64) 또한 주킨텍스는 제 섹터 형태의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 3

받게 되어있을 뿐 킨텍스 운영에 대해 경기도나 고양시가 감사 등을 통해 개입할 수도 없
는 형편65)이며 행정안전부의 년 지방공사 공단 현황에서도 빠져있다 자치단체가 주, 2008 .･
식회사 형태의 제 섹터 설립을 추진할 경우 이와 같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3

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표 컨벤션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 사례 및 설립 근거< 4-33>
출 자
지자체 기관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부산시 주벡스코(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1995.12.05
대구시 주엑스코(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1995.07.24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지방공기업법 제 조 광주광역시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설치조례49 , 2004.11.16
경기도,
고양시 주킨텍스(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2.12.18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 주 위탁운영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 )COEX , 77 3 2005.09.09

제주도 주제주국제( )
컨벤션센터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 지원에관한조례77 3, ･ 2003.03

창원컨벤션센터 는 건립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담당하(CECO) 770

였고 운영은 주코엑스에 위탁하여 년부터 년 동안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 ) 2005 5 ,

공공부문에서 건립하고 민간부문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법적 형태, .

는 현재 따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어 파악하기 어렵지만 여기에서는 상법상의 주식회,

사로 본다.66)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는 리조트형 컨벤션센터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 (ICC JEJU) , 50%

이상 출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현황자료에는 지자체 미만출25 50%∼
자의 제 섹터로 분류되어 있다 현 출자비율을 유지하려면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비슷한 성3 .

64) 고양시의 경우 법인설립을 위한 지분출자 외에 전시동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조성비 등 억원의 재원을3,956

부담했지만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던 고양세계꽃박람회의 대관료 할인혜택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인일보, . ,

남의 손에 넘어간 그림의 떡“ ‘ ’”, 2006-05-24.

65) 경기도는 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년 경영평가 기관장 업무평가를 진행하면서 킨텍스의 경우 상법상2008 2007 ,

주식회사를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66) 민자는 투입되지 않았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출자했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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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가진 기타공사로 파악하면서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빼고 설립근거 또한 지방공기업,

법 제 조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출자비율을 미만으로 낮추어49 . 50%

야 한다 전반적으로 컨벤션센터의 법적 형태는 모호한 편이다. .

주민복리증진 관련 사업기관6)

복지재단(1)

년 월 기준으로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2008 8

복지재단으로는 서울복지재단 서울 동작구복지재단 서울(2003.12.31), (2004.7.22),① ② ③
양천사랑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경기도 복지미래재단(2005.11.30), (2006.3.24),④ ⑤

전남 광양시사랑복지재단 전남 의 섬 신안복지재단(2007.10.19), (2008.4.3), 1004⑥ ⑦
목포복지재단 등 개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흥시의 복지(2008.6.10), (2008.8.7) 8 . 1%⑧

재단 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조만간 평택복지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다(2005.12.23) . .

복지재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설립 과정에서 많은 사회복지관련 단체
와 학계의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예를 들어 목포복지재단은 그 설립근거가 되는 목포. ‘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입법 예고되었을 때 지역사회복지단체들이 이에( )’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검토되거나 공론화.

되지 않은 채 목포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복지재단의 설립을 추진할 때마다 대부분의 지.

역에서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앞서 공청회 주민의견수렴 등의 민주적 절,

차를 통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무시된 채 추진되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복지재단 출연금을 확보하는가 하면 목포시 의회 또한
이를 그대로 승인해줌으로써 의미 있는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67)

또한 신안군이 억원을 출연하여 년 월 일 출범한 의 섬 신안복지재단의20 2008 9 26 ‘1004 ’

경우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행복한 복지구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되었으나 이사회,

구성과 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이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부족하였고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전국에서 일곱, .

번째 군 단위 최초의 농어촌형 재단임을 신안군이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67) 목포경실련은 출연금 억원만으로는 재단운영비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20

의미있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재단사업도 목포시의 고유사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차이가 나타나,

지 않고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위탁사업체로서의 역할도 재단이 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또 다른 위탁사,

업체 하나를 더 만드는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였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 목포복지재단. , ‘

추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200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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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을 출범시킨 것은 또 다른 부실 관급단체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소통하면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68)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진지하고 폭넓은 의견수
렴 과정이 요구된다 특히 경기복지재단과 같이 도직영 센터 형태로서 설립하되 운영권은.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주체와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단 설립 운영 현황< 4-34>
출 연
자치단체 복지기관명 설립 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2003.12.31
서울시
양천구 양천사랑복지재단 민법 제 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서울특별32 , 4 ,

시양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5.11.30

서울시
동작구 동작구복지재단 민법 제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32 , 2004.07.22

서울시
구로구 구로구희망복지재단 민법 제 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32 ,

조례 제정(2008.07.18 )
조례만 제정

부산시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06.03.24

대구시 달성복지재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08.07.10 )

조례만 제정

광주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2008.10.31 ).
민법제 조32

조례만 제정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7.11.13

평택시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 제 조, 32
2008.10.13
발기인총회

시흥시 시흥시 복지재단1%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5.12.23
목포시 목포복지재단 목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2008.08.07

광양시 재광양시( )
사랑나눔복지재단

민법 제 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광양시 사랑나눔복32 , ,･
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08.04.03

신안군 재 의 섬( )1004
신안복지재단 민법 제 조 신안군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32 , 2008.06.16

청소년 활동 또는 시설 관련 기관(2)

일반적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다 그러나 표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지방. < 4-35>

자치단체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양시의 경우 안양시청소년수련관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였다가 안양시 청‘

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년 월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명’ 2008 3･
칭을 변경하여 안양시 내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군포시의 경우에도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단법을 설립하

68) 신안신문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 반응 시큰둥, “ , ... ‘ ’”,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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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도 청소년들의 활동진흥 위기청소년의 상담 지원. ( ) , ･
및 긴급구조 보호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

대구청소년활동진흥센터 대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청소년쉼터의 개 단체센, , 3

터를 통합운영한다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또한 기존에 각각 운영돼 오던 청소년 상. ( )

담지원 활동 지원 긴급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년, , , 2007

창원시 늘푸른전당에 설립되었다.

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청소년시설 운영 자치단체의 현황< 4-35>
출 연
자치단체 기관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대구시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 민법 제 조(2008-03-05 ), 32

2008.04

대구시
북구 재대구북구청소년회관( )

청소년기본법 제 조제 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27 1 ,
및운영조례

2000.12.28
개관

경기도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 2001.07.01

성남시 성남청소년육성재단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08.11.17
출범예정

안양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1999.02.01
군포시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2004.08.16

안산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3.11.20
개관

구리시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
청소년기본법 제 조제 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27 1 , ･
조례

2003.02.28
개관

평택시 재평택시청소년교육문화원( )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 운영조례･ 2000.02.14
충북 충북학사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1991.12.11

충남 재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
문화체육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지원 계획통‘ ･
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호’(1996), 4 10

2008. 03

충남
홍성군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

청소년기본법 제 조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26 ,
조례 2002.03.29

홍성군 재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
청소년기본법 제 조 홍성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18 ,
영 조례 2004.07.01

부여군 재부여군청소년개발원( ) 부여군청소년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2001.04.01

경북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
청소년기본법 제 조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27 ,
법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경상북도 청소년, ,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2002.05.01

경남 재경상남도청소년( )
종합지원본부

민법 제 조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32 ,
및 운영 지원조례 2007.01

경남
사천시 재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

민법 제 조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32 ,
운영지원 조례 청소년기본법 제 조의 및 청소년활동진흥, 46 2
법제 조7

2008.03

경북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재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이 년 월 일 자로 공포된( ) 2007 11 5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에 의거하여 법인명칭이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 ” ( )

재단으로 변경되었고 기관명칭도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에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로,

변경되었다 현재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은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와 경상북도청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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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지원센터를 운영중69)이며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내에 경상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있다 평택시도 재평택시청소년교육문화원을 설립하여 지. ( )

역에 있는 평택청소년문화센터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북부 청소년문화의집 팽성 청소년, , ,

문화의집 원평 청소년문화의집 안중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케 하고 있다 재충청남도청, , . ( )

소년육성센터는 년 월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설치되어 년 월에 충청남도청1997 12 2006 7

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변경 및 기능개편한 후 년 월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는2008 3

데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자원봉사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정부가 수립한 청소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 청소년종합
지원센터의 하나로 개원하여 사천시가 사천 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위탁했다가, YWCA

년 월에 사천시가 직영으로 전환한 후 사천시가 자본금 억원을 출자하여 년2004 6 3 2008 3

월에 재단법인화한 것이다.

자원봉사기관(3)

년 월 일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자원봉사활동지원2006 2 5 ‘ ’

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광역 기초를 불문하고 모든 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 ’･
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 ’

있는 관계로 지역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도 한다‘ ’ .

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례< 4-36>
출 연
자치단체 자원봉사기관 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사서울특별시자원( )
봉사센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 자원봉사활(2000.05.20 ),
동 기본법 2006.01.18

광주시
동구

사광주광역시동구자원( )
봉사센터

광주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001.04.20

광산구 광산구자원봉사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002.02.09

경기도 사경기도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조 제 항 경기도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19 1 , 2006.12

광명시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03.12.18

경북 사경상북도종합자원( )
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003.12

전북 사전라북도자원봉사( )
종합센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97.6.20 설립
07.04 법인

69) 이와 함께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의 법인격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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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자원봉사센터는 민법에 의한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원봉사센터가 자치단체가 경비를 출연한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런데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광주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 광산구자원. ( ) , ( ) ,

봉사세터 사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사경상북도종합자원, ( ) , ( ) , ( )

봉사센터 등은 자치단체가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경기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국 최초로 사단법인으( )

로 설립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공기관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엄밀하게 보아 위 수탁기관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구 정책개발사업 관련 기관7)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원(1)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설립 및 등기 등에 의해‘ ’ 3 ( )

개 시도에는 개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만을 둘 수 있다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이 통합1 1 . ･ ･
연구원을 운영하여 전국의 시 도연구원은 개였다가 년 월 에 광주전남발전연구14 2007 3 14･
원이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되면서 현재 개의 시 도연구기관이 운영15 ･
중이다 설립 당시에 대부분의 시 도연구원들이 시 도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년. 2000･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법적 근거를 가‘ ’

지게 되었다 그러나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우는 년 월에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1994 6 .

현행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연구원 설립이 불가능하다 현.

재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치단체의 연구소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하
고 있으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 연구원을 설립하는, .

것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남시와 경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성남발전연구소의 실패 사례를 체‘ ’

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성남발전연구소는 성남시의 정책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성남시와 경원대학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설립되었다 문제는 협약.

서와 다르게 성남시는 억원을 투자했으나 경원대는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에 성50 .

남시 의회에서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년 월에 통과되었2008 9

고 성남시는 성남발전연구소에 투자한 억원을 회수하게 되었다, 50 .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성남시의 성남발전연구소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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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출연 연구원으로는 영도발전연구소부산광역시 영도구와 고신대학교가 공동으로 설(

립 영도연안연구센터부산시 영도구와 한국해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 사상발전연구), ( ),

소부산광역시 사상구와 동서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 수원발전연구센터수원발전연구기( ), (

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수원시와 아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 용인발전연구센터용), (

인시와 강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 거창미래전략연구소거창군과 경남도립 거창전문대), (

학이 공동으로 설립 창원발전연구센터창원시와 창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 등이 있다), ( ) .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조례에서 구청장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연구비 및 운영경비는 대학과 구청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출연금을 자치단체에서 부( )

담하고 있으나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법적 형태 또한 대학,

소속 연구소로 존재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안에 설치된 안동시 콩연.

구소 경북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와 영주시농업기술센터가 협약을 체결하여 영주 농, ( ) ( )

업 발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업선진화 술개발연구소 경북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 )

와 영천시농업기술센터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천시농촌발전연구소 등은( )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간주,

되고 있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원 설립 운영 현황< 4-37>
출 연
자치단체 연구원 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92.07.14

부산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92.07.18

경상북도,
대구시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91.06

인천시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
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95.08.03

광주시 광주발전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7.07.06

대전시 대전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1.03.14

울산시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0.12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02.07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94.09.01

충청북도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990.04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발전연구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
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9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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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연
자치단체 연구원 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
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03.10

전라남도 전남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7.07.23

경상남도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92.08,05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97.03.19

부산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1998.03

부산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시
사상구 사상발전연구소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2008.05.20

성남시 성남발전연구소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 1999.06.30
전주시 전주시정발전연구소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제정(2000.06.30 ) 2001.04

법인격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노정된 경우
로 전주시정발전연구소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전주시는 편법적으로 전주시사이버시정발.

전연구소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논란을 야기시켰다 연구소의 성격 자산 정관 임원 내. ･ ･ ･ ･
규 등을 규정하지 않은 채 직제 규정도 없이 사실상 공무원 증원과 같은 의미를 갖는 연구
원 명을 위촉하여 인건비 등으로 천여만원의 경비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3 8 .

년 예산에 명분상근 비상근 억 천여만원의 인건비를 예산항목에도 부합하지2008 6 ( 2, 4) 1 6

않는 보상금 항목에 편법으로 반영하여 추가 채용계획까지 수립한 바 있다.70)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었던 여, ‘ ’

성정책개발원 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시 도 출연연구원 개소2 14･ 71)에 대해서는 년2007 12

월에 경영평가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시도출연연구원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 ‘‧
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연구원의 경영 전반에’ 19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연구원의 책임경영체제를 구
축하는 한편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정책의 방향설정 및 지방혁신의 중추기능을 담
당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70) 이와 같은 전주시의 사이버시정발전연구원 편법운영에 대해 전라북도는 지난 년 종합감사를 통해 문제점을2006

지적하고 관련공무원 명 문책 부당지출예산 천여만원 회수 등의 처분조치를 취했으나 전주시는 또다시3 , 2 2007

년 월 연구원 명을 위촉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전통문화 산업경제 등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의 효율적3 5 3 . , ,∼
운영을 위한 최초 의도와는 달리 행정학이나 정치학 분야 연구원을 위촉하여 운영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또한.

년의 도 감사에서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정책연구 과제물중 가 전주시정과 관련이 없2006 35%

거나 정책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연구성과물로 밝혀졌다전주일보( , 2008.04.30).

71)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분리되기 전이어서 개이다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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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관련 기관(2)

여성가족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근거 법률로.

서는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출연금의 교부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본‘ ’ ‘･
법이 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가족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형태의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 운영 현황은 표 과 같다 이중 서울특별시의 여성가족재단은< 4-38> .･

년 월 재서울여성으로 설립되었으며 년에 재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로2002 1 ( ) , 2005 ( )

기능적으로 분리된 바 있다 그 이후인 년 월에 조례 개정과 함께 다시 재서울여성. 2007 7 ( )

과 서울여성플라자를 통합하는 한편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현재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
단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또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년 월에 재부산광역시여성. 2002 9 ( )

센터로 개원하였다가 년 월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2008 5 .

연구원의 경우에는 년 월에 경기여성개발원에서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으로 그 명칭2005 3

을 변경하였고 다시 년 월에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하였다, 2008 7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 가족관련 준공공기관 중에서 서울시･
의 여성가족재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그 만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주민복지의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가족 관련 재단법인 설립 운영 현황< 4-38> ･
출 연
자치단체 기관명 설립 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2.01

부산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민법 제 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32 , 2002.04.30

경기도 재경기도( )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민법 및 여성부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05.05

충남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1999.06.24

전북 전북여성
교육문화센터

민법 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북여성교육, ,
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2005.07.28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1997.12

강원도 재한국여성수련원( )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2008-09-26 ) 조례만 제정

문화재 연구 관련 기관(3)

년대부터 국립박물관 대학 및 관련연구소 등에서 전담하고 있던 문화재조사 수요1990 ,

가 급증하자 문화재조사를 전담하는 기관들이 년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의 설립을1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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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전국 각 시 도에 설립되었다 년 월 현재 문화재청이 허가한 매장문화재 발. 2006 6･
굴 전문법인은 개이며 해당 시도의 허가법인까지 포함하면 총 개의 매장문화재법인21 , 37

이 설립되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재충청북도문화재. ( )

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재경북문화재연구원 신라문화유산조사단 등이 있다, , ( ) , .

문화재 연구관련 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출범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원래.

년 월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부로 출범하였다가 충남도내에 산재해 있는 도정역사1996 6

와 문화 사료를 집대성한다는 목적으로 년 월에 재충청남도역사문화원이라는 명칭2004 4 ( )

으로 설립되었다 출범 초기부터 위인설관의 논란과 함께 인원은 줄어들면서도 인건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다시 충남발전연구원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제
기된 바 있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연구관련 기관 설립 운영 현황< 4-39>
출 연
자치단체 연구기관 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충청북도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5.11.07
충청남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2004.03.11
경상북도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1997.12.19
충남
부여군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민법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06.12.18

경주시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 경주시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및지원조례 2004.11.15
경북 한국국학진흥원 문화관광부 인가 비영리 재단법인 1995.12.07

인재육성장학회 사업기관8)

최근 년부터 자치단체들 사이에 우후죽순격으로 장학회가 설립되고 있다 이는 자2006 .

치단체간의 장학금 마련 경쟁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인재유출의 우려 때문,

에 신설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장학회는 최근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학자금을 제때 못내.

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환영받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뚜,

렷한 재원도 없이 무리하게 장학금 확충에 나서는 것처럼 보인다.

인재육성장학회는 자치단체가 설립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
우가 과반수에 가까우며 기금의 형태로 운용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

체가 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학회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와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두고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우수 인재 연수 및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무국의 업무를 자치단체, .

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겸하는 경우도 있다 장학회 설립에 필요한 재산은 시 도 시 군 구. ,･ ･ ･
의 출연금과 민간 출연금 자체 수익사업 수입금 등으로 형성되며 경비는 보조금과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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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최근 설립되는 장학회의 형태는 재단법인이 많은데 기금의 형태가 아닌 재단법인이 될,

경우 자치단체의 출연금 외에 주민 출향인사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금이 대폭 확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에 기금운영방식으로 운영하던 장.

학기금장학회 인재육성기금을 장학재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이( ), .

때 기존 기금은 설립 조례에 의해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충남 천.

안시천안장학회 천안사랑장학재단 김천시김천시장학회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경( ), ( ),→ →
남 사천시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경우 장학회 설립 및( )→
운영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거나 제정하여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아래 표에서 음영한 것은 모두 아직 설립근거로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장학회는 설립
되지 않은 경우이다.

장학회가 사단법인의 형태를 띤 경우도 있다 사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사. ( ) , ( )

서천사랑장학회 사군산개항 주년기념시민장학회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사군위, ( ) 100 , ( ) , ( )

군교육발전위원회 사의성군장학회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 ( ) , ( ) , ( )

회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사함양군장학회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사합천군교육발전위, ( ) , ( ) , ( ) , ( )

원회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의 경우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 , ‘

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익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의 형태’ ,

를 가지도록 하였다.

사단법인 장학회의 경우 설립된지 년이 넘은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다시 사단법인 장10 ,

학회가 서립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이 재단법인으로 변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장학회의 경우에는 그 역의 경향성을 보인다 재단법인이 장학기금, .

민간모금 활동에 제한을 받는 반면 사단법인은 회원들의 납부회비에 의한 안정적이고 고,

정적인 교육발전 기금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에 사단법인의 형태가 선호되고 있
는 것이다 특히 고흥군은 고흥군인재육성장학회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에 의해 설. ‘ ’

립된 재고흥군인재육성장학회를 해산하고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사( ) , ( ) . ( )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의 경우 설립근거로 조례가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
법률을 제시하고 있다’ .

장학회 설립을 자치단체 전반에 걸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대구시 달성군의 경우. 2008

년 월부터 읍 면 장학재단 설립 사업을 진행해왔다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월 장학기3 ‘ ’ . 8･
금 억원으로 하빈면이 재단법인 정목하빈장학회 다사읍이 다사장학회를 각각 설립 완3 ‘ ’, ‘ ’ ･
료하고 법원 등기까지 마쳤다 유가면 유가청담장학회와 옥포면 옥포경복장학회도 장학. ‘ ’ ‘ ’

기금 억원으로 월 장학재단 설립을 완료했다 화원읍 화원장학회와 현풍면 현풍현암장3 9 . ' ' ‘

학회도 억원의 장학기금으로 발기인총회를 거쳐 현재 대구시교육청에 장학재단설립을’ 3

신청해 놓고 있다 논공읍도 월 중으로 재단설립 허가 신청까지 할 계획이며 구지면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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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올해 안에는 장학재단 설립을 완료할 작정이다.72) 달성군은 이에 따라 월 중으12

로 설립이 완료된 읍 면 장학회에 군비 억원씩을 출연키로 했는데 결국 읍 면 장학재단4 ,･ ･
설립에 군비로 억을 출연하는 셈이다32 .

표 달성군 읍 면 장학재단 설립 현황< 4-40>   ･      
현재 단위 원(2008. 10 , : )

지역 장학재단명 이름 직 책  금 액  설립시기

화원 화원장학회

최수부 광동제약회장 억1

월중10

문희지 유신세라믹회장 억1

문정국 신성염직회장 천만3

나춘호 예림당대표 천만3

박재덕 로얄정공대표 천만2

김진권 서울청우라이온스클럽이사 천만2

논공 미정 차종태 전진성고교이사장  억 천만현물출자4 7 ( ) 월중10 11∼

다사 다사장학회

이직노 다사새마을금고이사장 천만7

월8

신영철 전다사우체국장 천만5

김익태 명신건설대표 천만5

배명호 부동산소개업 천만1

이성환 자영업 천만1

손중헌 원조논메기매운탕대표 천만1

이상도 동신특수인쇄대표 천만1

정수헌 대진섬유대표 천만1

엄준호 다사농협장 천만1

신상식 자영업 천만1

천희욱 천일공조대표 천만1

한국전력 천만5

옥포 옥포경복장학회 김정도 툴스텍경복대표 억3 월9

유가 유가청담장학회 김윤철 서광산업대표 억3 월9

현풍 현풍현암장학회 김징완 삼성중공업대표 억3 월10

구지 미정 박철웅 대하레미콘회장등 명   8 천만2 연내제갈재봉 구지새마을금고이사장등 명   10 억 만1 500

가창 이우장학회 여우균 재경달성군향우회장  억20 기설립

전반적으로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기존의 장학회에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장학기금
을 뒷받침하는 데 머무르는 것보다 장학회 자체를 바꾸면서 근거조례를 만드는 것이 장학
회의 역할을 추동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후자의 경우 대부분 최근에 만들. -

어졌다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사업을 투명하게 하면서 다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

72) 영남일보 달성군 읍 면 장학재단 마무리 단계, ‘ ’ , 2008.10.13.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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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테면 충청북도의 경우 충청북도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제정가. (2004.12.31 )

있었지만 년 월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설립되면서 도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장학, 2008 2 ,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청풍장학회 기금 전체를 충북인재양성재단으로 증여하였으
며 청풍장학회 이사회에서 청풍장학회의 해산을 의결하고 청주교육청의 해산허가를 얻은,

후 해산등기가 완료 됨에 따라 년 월에 충청북도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2008.8.26) , 2008 10

성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경우도 년 월에 전. 1992 3

라북도장학회로 설립되어 년 월 전라북도꿈나무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1997 9

년 월 일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라북2006 10 20 ,

도 서울장학숙과 전라북도 전주장학숙의 운영도 함께 맡는 쪽으로 기능을 확대해왔다.

한편 지역출신 우수한 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수도권 지역등에 유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숙에는 현재 강원학사,

남도학숙 충북학사 전북장학숙 등이 있다 강원학사의 경우에는 지역대기업의 전액출자, , .

로 설립되어서 주유소 주차장 등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충북학사는 도 시 군비 출, , ･ ･
연 및 지역기업인 주민 등의 모금을 통한 현물출자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

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장학사업은 충북인재육성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직속기관으로 장학숙을 운영하든지 외부에 위탁을 맡.

기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달리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재단이 장학숙과 같은 장학시설 운영을 장학사
업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주인재육성재단 진안사랑장학재단 밀양시민장학재단, , , ,

충청남도장학회 논산시장학회 홍성사랑장학회 춘향장학재단 김제사랑장학재단 신안군, , , , ,

섬 장학재단 재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사함양군장학회의 경우가 그러하다 특히1004 , ( ) , ( ) .

전북장학숙 전주의 경우는 에는 그 기능 사업 중에 장학시설 운영을 포함시키고 있다 특, .･
히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전라북도 서울장학숙과 전라북도 전주장학숙의 운영을 재, ( )

남도장학회는 남도학숙의 운영을 재경북장학회는 경북학숙의 운영을 전담하기 위해 설, ( )

립된 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도학숙이나 경북학숙은 직접적인 법인은 아니며 재남. , ( )

도장학회공동이사장 광주시장 전남도지사와 재경북장학회( : , ) ( ) 73) 이사장 경북도지사를( : )

통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당초 자치단체의 재산출연은 장학회가 아닌 남도학숙.

과 경북학숙에 행해진 것이며 출연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경, ･
우에도 장학회가 아니라 이들 남도학숙과 경북학숙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73) 년까지는 시군별 출연금 부담비율에 따라 경북학숙 입사생이 선발되었으나 년부터는 그러한 기준이 사2007 , 2008

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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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 현황< 4-41>   ･  
출 연
자치단체 장학회 명 설립 근거 설립일자 장학기금

조성목표

서울시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2008.05.29
제정)

미설립

광진구 광진장학회 서울특별시광진구 장학재단 지원 조례 제정(2004.12.29 )
아직 법인은

아님

은평구 재은평구민( )
장학재단

은평구민장학재단설립 운영에관한조례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2

2007.09.17
년2016

억원100

금천구 재금천미래장학회( )
서울특별시금천구재단법인금천미래장학회지원조례 공익,
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2007.11 억원100

부산시
영도구 재행복영도장학회( )

부산광역시영도구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2006.12.29
제정)

하반기에
설립예정 억원100

부산진구 재부산진구장학회(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 1996.05.03

동래구 재동래장학회(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2･

2008.10.30
발기인총회 억원200

부산시북
구 재부산북구장학회( ) 부산광역시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1997.11.13 억원30

대구시
달성군 재달성장학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2000.04.04

인천시 재인천장학회( )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1984
년2014
억원1000

강화군 재강화군장학회( ) 강화군 장학회육성 등에 관한 조례 2003.01.18
년2009

억원50
옹진군 재옹진군장학재단( )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7.03 억원50
광주광역

시 재빛고을장학재단( ) 광주광역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2002.10 억원80

광주시
북구 재광주북구 장학회( ) 광주광역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7.11.07

년2011
억원80

광주시
광산구 광산장학회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2000.09

년2010
억100

광주시,
전남도

남도학숙 /
재남도장학회( )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조례/ 1994.02.28

대전시
동구

동구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

대전광역시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
조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2008.07.18

년2010
억원10

울산시
남구 재남구장학재단(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
단지원조례 2005.01.05

수원시 재수원사랑( )
장학재단

수원시수원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 교육지원법,
제 조28

2006.04.03 억원400

성남시 재성남장학회( )
성남시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 1999.02.25

부천시 부천장학재단 부천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 제정 교육기본(2008.10.02 ),
법 제 조28

조례만 제정 년2013
억원200

구리시 재구리시민장학회( ) 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 1995.08

과천시 재과천시애향( )
장학회 과천시장과 관내 유지들의 협의에 따라 설립 199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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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연
자치단체 장학회 명 설립 근거 설립일자 장학기금

조성목표

시흥시 재시흥시교육발전( )
진흥재단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2004.09

군포시 재군포사랑장학회( )
군포시재단법인군포사랑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 교육기본,
법 제 조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28 , , ･ 2007.08.13 억원100

하남시 재하남시민장학회( )
하남시재단법인하남시민장학회지원조례 공익법인의설,
립 운영에 관한 법률･ 2006.04.14

이천시 재이천시민장학회( )
재단법인이천시민장학회설립 운영에관한조례 공익법인,･
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996.04 억원100

김포시 재김포시민장학회( )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 조례 1997.12.11
광명시 재광명애향장학회( ) 광명시 애향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1999.10.05

광주시 광주시민장학회 광주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1999.03.29 억원100

오산시 재오산시애향( )
장학회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5.10.07 억원100

용인시 재용인시시민( )
장학회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1.12.21 억원100

포천시 포천시인재장학재단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6.12 억원100
화성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2006.08.30 억원100

여주군 재여주군인재육성( )
장학회

여주군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교육기본,
법 제 조28

2007.08.20
년2010

억원100
강원도 강원인재육성재단 강원도 미래인재 육성 및 지원조례 2001.10.17 억원100

태백시 재태백시민향토( )
장학회 재단법인태백시민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1994

평창군 재평창장학회( )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1987
정선군 정선장학회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1987.10.13

충청북도 재충북인재양성( )
재단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민법 제 조, 32 2008.03.18

년2017
억원1000

충주시 재충주시장학회( )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1990
년2012

억원100

제천시 재제천시인재( )
육성재단

제천시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 교육기본법제, 28
조 민법 제 조, 32

2007.12.13 억원100

보은군 재보은군민장학회( ) 보은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4.09.07
증평군 재증평군민장학회( )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5.10.21
옥천군 재옥천군장학회( )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2007.12.04
진천군 재진천군장학회( ) 진천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74) 1993

괴산군 괴산군민장학회 괴산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1997.03
년2010

억원50
음성군 재음성장학회( )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1991.12.1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장학회( )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 공익법인의설립및운,
영에 관한 법률 2000.02.10

공주시 재공주시한마음( )
장학회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민법, 2007.12 억원100

아산시 재아산시미래( )
장학회 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05.12.16 억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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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연
자치단체 장학회 명 설립 근거 설립일자 장학기금

조성목표

서산시 서산인재육성재단 서산시인재육성재단지원조례 민법제 조민간주도재단, 32 (
에 후원하는 형태)

1991.10.10

논산시 재논산시장학회( ) 논산시장학회지원조례 1998
계룡시 계룡 애향장학재단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6.05 억원20

부여군 재부여군굿뜨래( )
장학회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2001

홍성군 재홍성사랑장학회( ) 홍성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05.04.27 억원100

당진군 재당진장학회( )
당진군장학재단설립 운영및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공익법,･
인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 2003.08.18

연기군 재연기군장학회( ) 연기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2007.06
년2010

억원71

전라북도 재전라북도인재( )
육성재단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운영및지원조례 전라북도장학숙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92.03.16

년2008
억100 조성

전주시 재전주인재( )
육성재단

전주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 교육기본법제, 28
조 민법 제 조, 32

2006.02
년2015

억원200

군산시 재군산교육발전( )
진흥재단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2005.03

익산시 익산사랑 장학재단 익산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 교육기본법제, 28
조 민법 제 조, 32

2007.12
년2016

억원200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 1995.05.19

정읍시 재정읍시민( )
장학재단 정읍시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2000 억원 이상30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없음 2007.08.16
년2010

억원278

완주군 재완주군애향( )
장학재단

재단법인완주군애향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
조례 1997.06.03

진안군 재진안사랑( )
장학재단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2004.06

장수군 장수군애향
교육진흥재단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2000 억원50

임실군 임실군애향장학회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
제정(2000.06.22 )

1995

순창군 재순창군옥천( )
장학회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순창군옥천인재숙설,
치및운영에관한조례 2003.05

고창군 재고창군장학재단( ) 재단법인고창군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 2000

부안군 부안군나누미근농
장학재단 부안군애향장학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2004.12 억원100

목포시 목포장학재단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2008.08.07
년2015

억원50

74) 진천군은 기존의 재진천군장학회가 있는 상황에서 진천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 ) ‘ ’

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전 설립 운영중인 진천군장학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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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연
자치단체 장학회 명 설립 근거 설립일자 장학기금

조성목표

여수시 재여수시인재육성( )
장학회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 2000.11

순천시 재순천시인재육성( )
장학회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2001.03.19

년2020
억원100

나주시 재나주교육( )
진흥재단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 조례 1993.09.14

담양군 재담양장학회( ) 담양장학회육성조례 1994 억원40
보성군 재보성군장학재단( ) 보성군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2008.07.28 억원100

강진군 강진군민장학재단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조례 2005.04
년2008

억원100

장성군 재장성장학회( ) 장성군재단법인장성장학회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 1992.10
년2009

억원20

완도군 재장보고장학회( ) 완도군 장학회 지원조례 2007.05.25
년2011
억100

신안군 신안 의 섬1004
장학재단 신안군 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1004 2008.03,14

년2013
억원100

진도군 재진도군인재육성( )
장학회 설립계획중 년2014

억원100

경북 경북학숙 /
재경북장학회( )

경상북도 경북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1994.12.02

포항시 재포항시장학회( ) 장학기금 관련조례도 없음. 1990.07.10
년2010

억원300

구미시 재구미시장학재단( )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008.06
년2010

억원100

김천시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김천시인재양성재단설립및운영조례 제정 민(2008.09.25 ),
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2009.01
설립예정

년2011
억원50

안동시 재안동시장학회( ) 안동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08.06.03
년2018

억원100

영주시 재영주시인재육성( )
장학회

영주시인재육성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2008.01.15

년2017
억원50

영천시 재영천시장학회( ) 영천시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2002.12
년2012
억100

상주시 재상주시장학회( )
상주시장학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공익법인의설립 운, ･
영에 관한 법률 2008.01.15

년2017
억원100

경산시 재경산시장학회( )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2006.12.26
년2015

억원200

청송군 재청송군인재육성( )
장학회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2005.06

년2016
억원100

영양군 재영양군인재육성( )
장학회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08.07.07 )

발기2008.10.01
인총회

년2012
억원50

영덕군 재영덕군교육발전( )
위원회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06.12

울릉군 사울릉군교육발전( )
위원회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2008.03.11
제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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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연
자치단체 장학회 명 설립 근거 설립일자 장학기금

조성목표

예천군 예천군민장학회 예천군민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제정(2007.03.02 ), 2007.
월 발기인대회 개최 기금 억원 확보4 , 30

미설립 억원50

울진군 울진군장학재단 울진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2005.5

창원시 창원시인재육성
장학재단 창원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조례 제정(2005.12.30 ) 미설립

사천시 사천시인재육성
장학재단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08.05.09 )

미설립

양산시 재양산시인재육성( )
장학재단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2006.12.18

년2011
억원200

진해시 재진해시장학회( ) 진해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8.07.11 억원500

밀양시 재밀양시민( )
장학재단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 조례 2003.02

창녕군 창녕군인재육성
장학재단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 2003.10

년2010
억원100

하동군 하동군장학재단 하동군인재육성장학재단재정출연에관한조례 2003.08 억원100

함안군 함안군
교육발전공립재단 함안군교육발전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2007.09 억원100

거창군 재거창군장학회( )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2005.12.29 억원100

제주도 재제주국제화( )
장학재단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00.12.28 억원100

광주시
동구

사광주동구( )
인재육성장학회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2007.03.06

년2010
억원100

서천군 사서천사랑장학회( ) 서천군 서천사랑장학회 지원 조례 1999
년2003

억원100

군산시
사군산개항( )
주년기념시민100
장학회

군산개항 주년기념시민장학회지원조례100 1999

고흥군 사고흥군교육발전( )
위원회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고흥군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 2007.12

년2010
억원100

군위군 사군위군교육발전( )
위원회 군위군향토인재육성조례 1999

년2010
억원100

의성군 사의성군장학회( )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2002.12.24 억원50

봉화군 사봉화군교육발전( )
위원회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2001.06.14 억원100

고성군 사고성군교육발전( )
위원회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 2003.08.06 억원50

남해군 사남해군향토( )
장학회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2004.0311 억원70

함양군 사함양군장학회( )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2002.01 억원100

산청군 사산청군향토( )
장학회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99.08.12 억원100

합천군 사합천군교육발전( )
위원회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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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형태의 장학회는 다른 자치단체의 출
연기관들과는 달리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체적인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자치단체에서 장학회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설립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이사회 등의 실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금운용도 투명하지 않은 형편이다 물론 여기에 자치단체가 관여하고 있거나 관, .

여했다는 점은 파악되지만 구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의 규모나 공무원들의 참,

여 정도 등은 파악하기 어렵다.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다 재단법인.

이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으면서도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고 지방,

자치단체가 장학기금 조성에 많은 출연금을 제공했으면서도 민간의 모금이 저조하여 장학
사업이 곤경에 처하게 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장학회가 장학금지원사업 뿐만 아니.

라 각종 교육진흥사업 장학숙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위탁운영관리사업 기타‘ ’, ‘ ’, ‘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 규정할 경우 이에 대’

한 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밖에 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

의 여러 장학회에 재원을 출연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자치단체에서 장학기금의 상당액을 출연했음에도 장학회의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여 논
란이 된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장학회가 자치단체의 관여로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었다.

장학재단에서는 이사회 구성이 중요하다 이사회가 장학기금의 운용을 결정하기 때문이.

다 장학회가 공공성 확보라는 목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학회의 장학사업을 비롯한 운.

영을 전담하게 될 이사회 임원진에 자치단체의 행정부 의회 교육계 관계자가 당연직이사, ,

로 선임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

러나 장학재단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촉진 관련 사업기관9)

지역개발기금(1)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
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설치되는 지역개발기금은 각 광역자치단체에 하나씩 설치된,

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지역개발기금 특별. ･
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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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2)

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 호 제정에 의해 시 도를 업무영역으로 하여( 6022 , 1999. 9. 7 ) ･
각 지역별로 설립되는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
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조에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재단법. 3 “ ”

인이 아닌 공공특별법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등을 재, ,

원으로 하여 조성되며 정부는 기본재산의 확충을 위하여 시 도에 보조한다 전국신용보증, .･
재단연합회(http://www.icredit.or.kr 에 각 재단의 현황이 나와 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은 년 월 일에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1996 2 26

며 년 월 일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신용보증조합이 재단으로, 2000 3 1

명칭이 변경되었는데,75) 사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 외에는 모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 )

다 울산 전남 전북 제주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후에 재단으로 설립되었다. , , , .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중앙정,

부 출연금은 매년 축소되고 있어 보증공급 규모를 늘릴 방법이 없어 설립이 늦은 신보의
경우 기금 고갈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년 억원이던 정부지원금이. 2002 36

년 억 년 억원 년 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년2003 27 , 2004 16 , 2005 10 . 1996 2000∼
사이에 신용보증조합으로 설립된 지역신보의 경우 충분한 기금확충이 이뤄진 반면 설립,

이 뒤늦은 지역신보의 경우 재정여건이 취약하다 이것은 각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규모가.

동일하지 않은데도 정부의 출연금이 각 지역신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하여 금융. “

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1/10000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금융” , “

기관 출연금의 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 ･
도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 하도록 하였다” .76)

7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재단설립과 함께 기존의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7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조 제 항 제 항7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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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운영 현황< 4-42> ･  
출연

자치단체 신용보증재단 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1999.06.07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997.06.09
대구시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996.11.02
인천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997.12.29
광주시 광주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996.06.17
대전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997.03.27
울산시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조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9 , 2000.04.03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조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9 , 1996.02.26
강원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조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9 , 1999.04.10
충북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조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9 , 1999.03.26
충남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998.09.12
전북 전북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조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9 , 2002.12.03
전남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001.05.28
경북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999.12.29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996.04.30
제주 제주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003.08.02

산업진흥기관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3) ( )

각 자치단체의 산업진흥 내지 중소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출연기관들은 법인으
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출연기관들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균. ‘

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를 근거법률로’ 49 63

제시하고 있으며 모두 민법 제 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종합, 32 .

지원센터의 명칭을 띄고 있었으나 점차 진흥원 또는 진흥재단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년 월에 명칭을 변경하였고 부산경제2005 3 ,

진흥원은 년 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2008 1

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년 월 에 명칭이 변경되. 2008 8 26

었다 광역시 도 중에서 대구광역시의 경우 설립을 위한 근거조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 ･
며 전남과 경남의 경우에는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전남중, (

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와2006

있다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

한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소 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 ･
진흥재단을 설립하기도 하는데 그 근거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이다, ‘ ’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들 산업진흥기관들은 모두 웹사이트를 마
련하고 사업내용과 입주기관 및 시설 등을 안내하고 있고 조직도에 각 부서의 업무까지, ,

나와 있으나 인력과 재원 등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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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진흥관련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 현황< 4-43> ･  
출연자
치단체 산업진흥기관 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49 ,
제 조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설립 운영조례63 , ･ 1998.03.31

부산시 재부산경제진흥원( )
민법 제 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32
제 조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63 ,

2000.11.17

인천시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63

1996.06.25

광주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 및 운영조례 1995.05.29

대전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
합지원센터

민법 제 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제 조32 , 49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 제 조 대전광63 ,
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1995.07.11

울산시 울산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민법 제 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32 ,
제 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63 ,

1999.03.08

경기도 경기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49 63

1997.07

부천시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중소기업기본법 민법 제 조, , 32 2002.04.10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 조례 제정 중소기업기본법(2002.05.02 ), ,･
민법 제 조32

2001.05.22

강원도 강원도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 1997.07

충북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1997.07.04
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 49
은 법 시행령 제 조63

1997.09

충남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8.09.05 ),

제 조와 동법 시행령 제 조49 63
1998.12.02

전북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와 동법 시행령 제 조49 63

1996.11.12

전남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2006.09.27
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와 동법), 49
시행령 제 조63

미설립

경북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
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와 동법 시행령 제 조49 63

1997.11

경남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2006.09.27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와 동법 시행49
령 제 조63

미설립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
업종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와 동법 시행령 제 조49 63

199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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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센터(4)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디자인사업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자인센터를 재
단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디자인센터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용이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디자인센터의 건물 유지 관리와 인건비 등 운영비로. ･
한 해 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임대 수입과 위탁사업 관리 등 자체 수입으로20 , 5

억원 정도는 충당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억원 정도의 운영비 마련이 과제이다 현재 지식15 .

경제부 측은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긴다는 방침이므로 초기,

사업비를 지원했던 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센터 설립 운영 현황< 4-44> ･  
출연자
치단체 디자인센터 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재서울디자인재단( )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설립및운영조례 제정(2008.09.30 )
2008.11
설립예정

부산시 재부산디자인센터( )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산업디자인진흥법, 2006.06
대구시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 2007.08.01

광주시 재광주디자인센터( )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디자인센터설립및운영조례 산업디자인진흥법,
2005.09.23
개원( 06.03)

부산디자인센터와 광주디자인센터의 경우 조례에 설립 근거가 있어 시가 예산지원을 하
고 있지만 이것도 부족하여 각종 사업 진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디자, . ,

인센터의 경우는 조례상의 근거도 없어 명확한 지원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77)

정보산업진흥원(5)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정보문화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들을 다수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문화산업진흥관련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특정한 근거 법률은.

없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 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치 및. 32 , ･
운영에 관한 근거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산.

업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 장비 및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추9 , .

진 근거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의 를 제시할 수 있다18 5 .

정보사업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관은 보통 재단법인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형태로 존속하다가 관련조례의 제정과 함께 재정보문화산업진흥( )

77) 김태년의원이 년 월에 대표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재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2006 12 ･
중인 지역디자인센터의 법인격을 동법에 설립근거를 둔 특별법인 형태로 규정하고 국 공유재산을 출연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디자인산업의 관련 활동과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 실태분석.Ⅳ  191

원 등으로 개편되었다 예를 들어 대구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으. ( )

로 바뀌었으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경우 년 월 개원한 청주시문화사업단이, 2001 2

년 월에 확대개편된 것이다 년 월 월에 설립된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2001 12 . 2004 1 25 ( )

원도 년 개소한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법인화한 것이다2002 .

해당기관이 입주한 테크노폴리스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소개되는 경우도 많은데( ) ,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경우 충북의 등 첨단 벤처 중소기업을 직접 육성하( ) IT BT･ ･
고 오창 오송단지 활성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오창벨리와 해당기･
관을 동일시하고 있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산업진흥원 설립 운영 현황< 4-45> ･  
출연자
치단체 기관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부산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조9

2002.07

대구시 재대구디지털산업( )
진흥원 대구광역시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 2001.12.01

인천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2002.07

광주시 광주정보 문화산업･
진흥원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지원등에 관한조례･ 2002.06

대전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7.08.16

경기도 재경기디지털( )
콘텐츠진흥원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문화(2001.03.05 ),
산업진흥기본법 제 조3

2001.08.29

고양시 고양지식정보산업
진흥원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2004.01.25

안양시 재안양지식산업( )
진흥원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프트웨어산업 진,
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

개원2003.05

용인시 용인시디지털산업
진흥원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05.07.26

춘천시 재강원정보문화( )
진흥원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조17

2002.07

충청북도 재충청북도( )
지식산업진흥원

민법 제 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충청북도32 , ,･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3.07.25

청주시 청주시문화산업
진흥재단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제, 3
조 및 제 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조14 , 3

2001.02

충청남도 충남디지털문화산업
진흥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3
조 및 제 조와 같은 법 시행령19

2005.07

전북
전주시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 2001.09.01

전남 재전남문화산업( )
진흥원

전라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조 제 조와 같은 법 시행령3 , 19

2008.08.26

경북
안동시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재단법인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2008.06.12 )

2008.09.01
발기인총회

제주도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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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생명의료산업 관련기관 센터(6) (BT )･
바이오 생명의료산업 관련기관에는 연구기관과 진흥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센터의 유형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BT .

우선 한 기관이 여러 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생물산업이 전라남도BT .

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이래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의 경우 그 안에 나주시( )

소재의 전라남도식품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와 화순군 소재의 전남생( )←
물의약연구원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 .← 78)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와‘ ’

바이오벤처프라자를 통합하여 년 월 독립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재춘천바이오산업‘ ’ 2003 1 ( )

진흥원도 이러한 유형에 속하며 센터 하나만이 단독으로 법인화하는 경우도 있다, BT .

두 번째는 센터가 테크노파크 산하에 있는 경우이다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BT . ( )

업육성센터 재대전테크노파크의 대전바이오벤처타운바이오센터 충북테크노파크의 보, ( ) ( ),

건의료산업센터 전통의약산업센터가 그 예이다, .

세 번째는 다른 산업과 통합하여 운영되는 센터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제주하이테BT ,

크산업진흥원이 그 예이다.

강원도 홍천군의 경우 생명건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홍천군 건강 생명산업진흥원과 재메디칼허브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 )･
례를 제정하는 등 생명 건강 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홍천군 건강 생명산업진흥원은 근거조례만 제정되었을 뿐 설립은 확정되지 않은 것･
으로 보이며 대신 홍천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내에 홍천생명건강연구센터가 개소하였다, .

재메디칼허브연구소는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인 홍천 메디컬허브자원산업화연구소 육( ) ‘ ’

성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년 당시 산자부의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으로 선정. 2007

된 홍천 메디칼 허브자원 산업연구소 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 강원도와 홍천군이 사업비‘ ’ ,

를 지원하여 강원대학교가 주관하고 한림 대학교 상지대학교 재춘천바이오진흥원 화진, , ( ) ,

화장품주 및 주래디안 등이 참여하여 년 월까지 년간에 걸쳐 단계로 추진한다( ) ( ) 2012 6 5 3 .

년까지 국 도비 등 총 억 만원이 투자돼 홍천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고 있는2011 147 6,200･
인삼 산양산삼 당귀 두충 도라지 아로마허브 등 식물자원의 기술혁신 및 지역특산품 개, , , , ,

발과 브랜드의 명품화 등을 연구할 예정으로 있다.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은 년 월 일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법인등기재( ) 2000 10 28 (

단법인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를 하고 년 월 일에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2004 8 1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년 월에 재경북 내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 ) 2003 1 ( ) TP

센터로 운영되다가 년 월에 재단법인으로 개원하였다 경북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2005 10 .

의 경우 경상북도가 사업비 억원을 들여 울진군에 설립한 것으로 지역의 관련 업체들236 ,

78)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연구원은 전라남도 수산시험연구소가 명칭 변경한 것으로 전라남도 소속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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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울진군 경북 해양바이,

오 연구원에 입주한 업체는 여개에 불과하고 상당수 연구 시설이 남아 도는 것으로 지20 ,

적되었다 경상북도가 사전에 입주 희망업체 등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연구원.

건립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바이오 생명의료산업 관련 기관 설립 운영 현황< 4-46> ･ ･  
출연

자치단체 기관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경기도 경기바이오센터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과학기술기본법 제 조제, 21 3
항 및 생명공학육성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13 , 12

2005.05.07

춘천시 재춘천바이오산업( )
진흥원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2003.01.24

홍천군 홍천군
건강 생명산업진흥원･ 홍천군 건강 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2005.05.10 )･ 미설립

홍천군 재메디칼허브연구소( )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산업(2008.09.26 ),
기술혁신 촉진법 제 조19

2008.09.29

충청북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4.01
충청남도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충청남도재단법인충남농업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조례 2003.10.22
충남
논산시 재충남동물자원센터( )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2004.05.29

전북도,
전주시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2005.08

전북 재전라북도생물산업( )
진흥원 민법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 2000.10.28

전남 재전라남도생물산업( )
진흥재단 민법 제 조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조례32 , 2002.08

경북,
안동시

재경북바이오산업( )
연구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조 산업발전법 제 조 산업집적 활성화 및2 , 8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3 , 3 2 7 3

04.06 등기,
개원05.10

경북,
울진군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 )
연구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조 산업발전법 제 조 산업집적 활성화 및2 , 8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3 , 3 2 7 3

2005.11

진주시 재바이오 센터( ) 21 진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01.06.11

테크노파크(7)

지방화시대에 지역혁신을 통한 지방의 발전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산업기술단지‘ ’79)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산업자원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주요과제로 산 학 연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인프라 조성 및 다양한 혁신･ ･
지원기능이 연계된 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내 지역기술혁신체.

79) 이는 산 학 연 등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신기술, , ,･ ･
보육 및 창업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시험생산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일단의 토지 건, , , ･
물 시설의 집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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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대만Surrey Research Park, Sophia-Antipolis,

과학공업단지 등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년부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1997新竹

추진되었다.

대학 연구소 기업 지자체가 협력해 첨단보육시설 연구시설 경영지원 시설 등을 한 곳, , , , ,

에 집적시킴으로써 지역기술혁신을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년1997 12

월에 개시도를 시범 조성사업자로 선정경기 송도 대구 경북 충남 광주하여 연간6 TP ( , , , , , )

억원의 국비지원 억원 을 하였다 이어서 년 월에 민간주도의 를 지정50 (250 /TP) . 2000 12 TP

부산 포항하여 년도부터 국비지원 억원을 하였으며 년 월에는 강원 충북( , ) 2003 (25 ) , 2003 12 , ,

전북 전남의 개 년 월에는 경남 울산산업진흥 년는 민간주도의 경, 4 TP, 2004 12 TP, TP, 2005

기대진 서울 그리고 년 월에는 대전 를 신규지정하여 현재TP(2005.3), TP(2005.9), 2008 3 TP

총 개 가 지정되었다민간주도형 개 이러한 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지식경제17 TP ( 3 ).

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제주를 제외한 개 시 도 모두에 가 설립되어 다양한 지역산업16 TP･
진흥사업을 통하여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기관이 난립함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효
율적 사용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80)

테크노파크의 법적 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 조 및 제 조으로 도‘ ’( 2 4 ) ,

시형공장설립 특례조항 및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테크노.

파크 설립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경우도 있고 조례 없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

례법만을 근거로 한 곳도 있다’ .

테크노파크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형태는 출연금으로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1

개의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만 재정지원하며 기간을 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 5 .

라 전국 테크노파크 중 선발 개 는 국비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지원방식은 국비 지방6 TP . ,

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으로 국비는 총사업비의 까지 지원하고 시설구축비와, , 50%

장비구축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비는 총사업비의 이상 부담한다 그동안, 15% .

투입된 예산은 선발 에 억원 후발 에 억원 등 총 억원이며 이 예산TP 1,500 , TP 1,000 2,500 ,

으로 지역별 벤처동과 시험생산동 건립 창업보육산업 교육 훈련 장비활용사업 시험생산･ ･ ･ ･
등이 활발히 이뤄졌다 하지만 후발 개 의 경우 선발 의 에 불과한 국비지원으로. 8 TP TP 50%

인한 창업보육공간 부족으로 재정자립화는 선발 보다 낮을 전망이다TP .

이에 테크노파크 단계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의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업무 및 중소기2 TP

업 지원업무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년 년 년간 총사업2008 2012 (5 )∼
비 억원안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자 하였다940 ( ) .

이러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같이,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다른 출연기관들과 함께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80) 개 지역특화센터 개 전략산업기획단 개 지역혁신센터 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단 개TP(17 ), (82 ), (13 ), (109 ), (7 ),

산학협력중심대학 개 등(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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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테크노파크 조성 현황< 4-47>
선발 개TP(6 )□
구 분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위 치 송도
매립지

한양대
안산( )

경북대 영남대 첨단
산업단지 천안

부지( )㎡ 452,895 198,348 37,696 152,067 99,174 199,118

건 물
본부동

시험생산동
벤처빌딩

기술고도화동
지원편의동
플랜트동(2)

대구벤처센터
벤처센터E-

벤처공장(2)
첨단산업지원센터

테크노빌딩

본부동
시험생산공장(2)

동POST-BI
태양열에너지개발지

원센터

본부동
생산동

사업화동(4)
시험생산동
벤처지원센터

본부동
창업보육센터

동POST-BI (2)
창업보육센터

기술혁신지원센터
장 비 건45 건45 건1,033 건91 건280 건71

참여기관
개기관(4 )
인천시
대학(2)
연구소(1)

개기관(8 )
경기도
안산시
대학(6)

개기관(4 )
대구시
대학(3)

개기관(7 )
경북도
경산시
대학(5)

개기관(10 )
광주시
전남도
대학(8)

개기관(16 )
충남도
천안아산,
대학(11)
기타(2)

년 이후 지정 개2000 TP(11 )□
구
분 포항 부산 전북 충북 전남 강원 울산 경남 경기

대진 서울 대전

위치 포항공대
인근

부산
강서 전주 오창

과학단지
율촌

산업단지
춘천 원주, ,
강릉

울산
북구 창원 대진

대학교
산업
대학교

대전
유성구

부지 187,323 229,330 23,957 44,975 33,058 115,703 167,604 70,082 99,174 175,207 53,018

건물 본부동
벤처동(4)

본부동
POST-BI

동
시험생산동

지원시설
동

벤처동(2)
생산시설

동

본부동
벤처동

본부동
생산동
벤처동(2)

본부동
벤처동
시험생산

동

본부동
기술혁신

동
시험생산

동

본부동
벤처동
시험생산
동(2)

종합지원
센터

기술고도
화센터
시험생산

동

스마트
하우스

기업연구동
(3)

테크노
마트
전용IT

벤처타운

장비 건26 건20 건23 건30 건10 건120 건30 건30 - - -

참여
기관
현황

개(26 )
포항시등
지자체(2)
대학(5)
기업(19)

개(33 )
부산시등
지자체(1)
대학(11)
기업(21)

개(6 )
전북도 등
지자체(2)
대학(4)

개(24 )
충북도등
지자체(4)
대학(12)
기업(7)
연구소(1)

개(13 )
전남도등
지자체(4)
대학(6)
기업(2)
기타(1)

개(18 )
강원도 등
지자체(4)
대학(12)
기타(2)

개(8 )
울산시등
지자체(1)
대학(2)
기업(4)
연구소(1)

개(32 )
경남도 등
지자체(5)
대학(9)
기업(16)
연구소(2)

개(6 )
경기도 등
지자체(2)
대학(4)

개(31 )
서울시 등
지자체 (3)
대학(15)
기업(10)
연구소(3)

개(9 )
대전시,
대학(2)
연구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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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자치단체 테크노파크 설립 근거 및 설립 시기< 4-48>
출 연
자치단체 테크노파크 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서울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2004.12
부산시 재부산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999.12
대구시 대구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1998.12

인천시 재송도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
조례 1998.06.18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광주광역시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
크 운영지원 조례 1998.12.07

대전시 대전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02-10-30
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2002.12

울산시 재울산산업진흥테( )
크노파크

민법 제 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재단법인 울산산업32 , ,
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2003.01.28

경기도,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 ｣

운영지원 조례 1998.09.17

경기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민법 제 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32 , 2005.01

강원 재강원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 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7
제 조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19 ,

2003.12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조 산업, 2 ,
발전법 제 조 민법 제 조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8 , 32 ,
지원에 관한 조례

2003.12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998.12.07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2003.12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 조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 19
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의 및, 3 , 3 2
동법시행령 제 조의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7 3,
조례

2003.12.24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998/08.27

경북
포항시 재포항테크노파크( )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 제정(200.01.12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 조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17 ,
률 제 조5

2000.04.20

경상남도 재경남테크노파크( )
민법 제 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 조 및 산업기술32 , 17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 조 재단법인 경남테크노 파크 설치 및5 ,
운영조례 제정(2000-06-10 )

2000.06.10

국비지원이 행해지지 않는 민간주도형 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 계속 파악해TP

야 하는지의 여부는 자치단체의 출연지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 를 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에TP ,

대한 업무평가와 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기도의 출연지분이 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1/4

경기 와 경기대진 를 제외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까지도 출연기관에 포함TP TP . ,

시켰다.

서울테크노파크는 년 월 산업자원부에서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200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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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재서울테크노파크로 공식지정되었2005 9 ( )

다 국립서울산업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소재 개 대학 기업 연구소가 생산 연구 교육에. 14 , , , ,

참여하는 융합기술 혁신클러스터로 민간주도형이다NIT , .

테크노파크 안에는 다양한 하부센터들이 들어와 있는데 재대구테크노파크의 경우 대, ( )

구테크노파크사업단 대구전략산업기획단 나노부품실용화센터 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 바, , , ,

이오산업지원센터 대구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 한방산업지원센터 등을 포함한다( ), .←
대전테크노파크의 경우 년 월에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산업자원부로2002 12

부터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가 년 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2008 1

자 지정 승인을 얻고 월에 대전테크노파크 정관을 승인받음 에 대전테크노파, 2 (2008. 2.15

크로 명칭변경으로써 월에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테크노파크가 제시하는) 3 .

설립일자와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 지정 지정일자는 다르게 된다 재울산산업진흥(TP ) . ( )

테크노파크의 경우 울산산업진흥재단으로 설립되었다가 년 월 일에 테크노파크2004 12 27

사업 승인과 함께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의 명칭변경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를 했음( )

을 웹사이트에서 명시하고 있다 재경남테크노파크도 재경남미래산업재단에서 년. ( ) ( ) 2005

월 일에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였다3 10 .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와 안산시 등이 협력하여 년 설립한 재안산테크노파크를1998 ( )

모태로 년 신축 건물 개관과 함께 년 월 일에 경기테크노파크로 법인 명칭을, 2003 2003 5 16

변경하였다.

국비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오다가 년 월에 충북정보통신진흥재단과 충북바이2006 12

오산업진흥재단 그 산하의 반도체센터 전자정보센터 전통의약센터 보건의료센터 등을 통, ･ ･ ･
합하여 통합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충북테크노파크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테크노파,

크와 바이오산업진흥재단 그리고 정보진흥재단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는 산 학 연 관 연계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대구 와 대구경북벤처기업연합회 영남TP . TP ,･ ･ ･
이공계대학 중소기업협력단 등과 개 기업이 유비쿼터스 활성화 포럼을 공동 운영하며, 16

제품 개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한 성과가 대표적이다 또한 광주 는 개 입주업체 중 창. TP 60

업보육 센터를 거쳐 창업 후 보육포스트 공간으로 입주한 사례가 개가 되는 등(BI) ( -BI) 25

전체의 에 달할 정도로 창업보육센터와 테크노파크 간 뛰어난 기능 연계성을 나타내41.7%

고 있다.81) 재경기대진 의 경우 전체 출연금의 를 대진대학교에서 출연하고 있어( ) TP 85%

공적 기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민간기관에 가깝다.

포항테크노파크는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테크노파크로서 자력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단순히 단지 조성 개념으로 출발한 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혁신을 추진하는‘ ’ TP ‘ ’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 지역산업 기술 혁신 체제 구축으로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는 경제. ‘

81) 테크노파크 디지털 강국 이끄는 풀뿌리 경제 중심축etnews, “ , ”,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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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는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

서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창구 기능과 의 자립화 지역산업 특성을 반TP ,

영한 지역별 맞춤형 테크노파크 구현이라는 미션을 단계 핵심사업으로 정해 다양한 사업2

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 산업진흥기관(8) ･
연구개발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촉진 관련사업은 경계가 모호하다 자치.

단체 수준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사업은 순수 연구개발사업일 수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촉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해 각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출연 연구원을 제외’ 3

한 다른 연구소 연구원의 경우에는 산업진흥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여기에서는 정보산업진흥원과 바이오 생명의료산업 관련기관 그리고 테크노파크를 제. ,･
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산업진흥기관을 별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개발 산업진흥기관에 속하는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경우 건립주체는 경기도( )･

이지만 운영주체는 서울대학교로서 민관학협력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가, .

천 억원을 들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에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1 425 2 , 16 ,

만 천 규모로 건설했으며 서울대가 운영 및 관리를 맡고 경기도가 년간 운영비를5 8 551 , 7㎡
지원한다 나노 바이오 자동차 로봇 등의 최첨단 기술로 미래의 핵심원천기술을 만들. , , IT, ,

어내는 바이오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연구개발이 산업진흥과 연결되,

고 있다.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년 월에 설립된 재강릉해양바이오진흥원 재강릉해( ) 2003 1 ( ) ( ( )→
양생물산업진흥원과 월에 설립된 재강릉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합한 통합법인으로서) 2 ( )

넌 월에 설립되었으며 기존의 재단법인은 동년 월에 해산하였다2007 7 , 10 .

재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은 기업체와 대학교 그리고 단양군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 ,

를 구축하여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역량 제고와 에너지 절약 및 대체원료 개발 등 기술경
쟁력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단양군의 지
원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경우 년 월 재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을 해산하고 전문생산2004 12 ( )

기술연구소 설립결의와 함께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산업기반조성사업에 관
한 법률 제 조에 근거하여 년 월 전문생산기술연구소18 2005 2 82)로 설립근거를 변경하면서

82)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정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해 중소기업의 생산기술분야 연구개발18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자립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대구의 섬유개발연구원이나 염색연구.

소 진주의 견직연구원 등의 경우 연간 억원 가량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한전의 전기공급 약,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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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년 월 제정된 한국니트산업연. 2004 11 ‘

구원설립및운영조례는 폐지되지 않은 채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을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한국섬유기계연구소와 같이 재단법인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되는 경우.

도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 지원을위한조례에 의해서 지역산업을 가지로3･
나눠 첫째 자동차부품혁신사업을 위해 재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를 설립하고, , ( ) ,

둘째 기계산업리서치사업을 위해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구성 운영전주시조례하, ( )･
였으며 셋째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 사업을 위해 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 구성 운, , ･
영군산시조례 재전라북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하였다( , ( ) ) .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는 남해시가 년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연구소 지2007 ‘

원사업에서 선정되어 년까지 년 동안 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설립되’ 2012 5 14

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철강을 기반으로 한 지역 부품 소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
결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위해 포항시가 년 산업자원부 지역혁신기반 구축사업의 일2006

환으로 스틸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한 후 년 월말 설립한 재단법인이다2007 9 .

전남에는 민법 제 조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32 ,

서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조 전라남도 생물산업 및 신소재산업 육성조례4 , (2002.04.20

제정 등을 설립근거로 하여 년 월 재전남신소재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되었으나) 2002 6 ( ) ,

년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지침에 의거하여 전남테크노파크 중심의2007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라남도신소재산업진흥재단을 재전남테크노‘ ’ ( )｢
파크 직속기관으로 통합운영하기로 하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 ‘｣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신소재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규정을 추’

가하고 전라남도 생물산업 및 신소재산업 육성조례도 신소재산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 ,

조례 제명도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조례로 변경히였다‘ ’ .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하에는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제주생, ,

물종다양성연구소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단 제주마클러스터사업단 제주용암해수사업단, , ,

등이 속해있다.

한편 한국실크연구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섬유기계연구소와, , ,

같이 대구 경북지역에 소재하면서 소재의 지식경제부 산하의 비영리 재단법인민법 제( 32

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산기반조성법 제 조로서 경상북도나 대구시 기타 시 군이) ( 18 ) , , ･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일부를 출연하고 있는 경우 과연 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 볼 수 있
는가 관련된 논의가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나 이런 기관들의 경우 공공기관으. ,

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에 따라 산업용 전력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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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산업진흥 관련 기관 설립 운영 현황< 4-49> ･
출 연
자치단체 연구기관 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대구시,
경북

대구경북한방산업
진흥원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6.07

대구시 재대구기계부품( )
연구원

민법 제 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32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 조4

2001.08.17

대구시,
경북

대구경북과학기술
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2003.12.11 )→
법 제 조3

2004.09.07

대구시 대구경북자동차부품
산업진흥재단 뚜렷한 설립근거 발견 곤란 2008.04.02

광주시 주광주광역정보센터(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1996.12.30

광주시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광주광역시 재단법인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민법 제 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2008.10.01 ), 32 , ･ 조례만 제정

경기도 재나노소자특화팹( )
센터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 조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1 ,
원 조례 2003.12

경기도 재차세대융합기술( )
연구원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국가과학기술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 조 및 경기도 과학기술10
진흥 조례 제 조16

개원2008.03

강원도
강릉시

재강릉과학산업( )
진흥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7.07

강원도
원주시

재원주의료기기( )
테크노밸리 민법 제 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32 , 2003.08

강원도
영월군

재영월청정소재산업( )
진흥원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8.11

설립예정
강원도
화천군

화천군청정산업문화
진흥재단 화천군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 지원 육성조례･ 2005.11.24

강원도,
철원군

재철원플라즈마산업( )
기술연구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2005.12.23

청주시 주청주테크노폴리스(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8.06.12

충북
단양군

재한국석회석신소재( )
연구재단

산업발전법 제 조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5 ,
조례 제정(2003.06.21 )

2003.07.15

전라북도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산업기반조성사업에 관한 법률,
제 조18

2005.02

전북 재전라북도자동차부( )
품산업혁신센터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2003.01.22

전북,
전주시

전주기계산업
리서치센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조 산업발전법 제 조 산업집적 활성화 및2 , 8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민법 제 조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3 , 32 , ･
지원을위한조례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2003.03

전북
진안군 진안홍삼연구소 진안홍삼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2008-05-09 ) 법인화 과정

전남
장흥군 재장흥군버섯연구소( ) 장흥군 버섯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2006.10.02

경상북도,
포항시

재포항지능로봇( )
연구소

민법 제 조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32 ,
한조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조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지방과, 10 ,
학기술혁신사업계획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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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연
자치단체 연구기관 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포항시 재포항금속소재산업( )
진흥원 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2007.09.29

경북도,
영천시

재경북하이브리드( )
부품연구원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7.04

경남
남해시 남해마늘연구소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2008.10

설립등기예정
경남
하동군 재하동녹차연구소( ) 하동녹차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2006.04.05

경남
거창군

재거창화강석연구( )
센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006.12

창녕군 재창녕양파장류( )
연구소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2007.12.26 ) 2007.11

제주시 재제주하이테크산업( )
진흥원 민법 제 조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운영 조례32 , 2003.01

농수산업 유통 관련기관(9)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업 유통관련 기관은 표 과 같다< 4-50> .･

이중 년 월에 설립된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은 그 동안 강릉시가 의 지분을 가1999 11 ( ) 49%

지고 있었으나 년 월 강릉시가 보유주식을 강릉원예농협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더, 2008 1

이상 제 섹터라고 할 수 없다3 .

경기농림진흥재단은 푸른경기 프로그램 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핵심 추‘ Green 21’

진주체로서 민 관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출범시킨 재경기녹지재단의 활동에 농특산물 소( )･
득 및 유통사업을 추가하여 년 월에 재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2007 7 ( ) .

전라남도의 출자금 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억 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그동10 30 7

안 농수산물 수출기능을 담당해 왔던 주전남무역도 무리한 중계무역( ) 83)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경영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년 월 일 주주총회에2007 9 18

서 설립 년 개월 만에 최종 청산결정 되었다 전남무역이 최종 청산됨에 따라 전남무역11 6 .

은 억여 원의 출자금을 상실하고 전라남도는 전남무역의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10 ,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83) 전남무역은 캐나다와 일본을 상대로 돼지고기 중계무역을 벌이다 일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 억여원을 받150

지 못해 경영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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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업 유통관련 기관 설립 운영 현황< 4-50> ･
출자지자체 기관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서울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84.04.10

구리시 서울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97.06.09

경기도 재경기농림진흥재단( )
민법 제 조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32 ,
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2005.04.18

춘천시 주포테이토(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1997.09.24
충북 영동군 와인코리아주농업회사법인(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4.06.10

충남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2004.02.14
충남 홍성군 주홍주미트(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1997.11.13
전남 무안군 주무안황토랑유통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4.07.30
완도군 주완도수산물유통(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3.11.07

대구시 경북, 경북통상주(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1994.09.17

경북 주케이씨피드(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7.03.07
상호변경

구미시 구미원예수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49 1997.08.13
영양군 영양고추유통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6.09.28

경남 마산시 주경남무역(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4.05.06
경남 함양군 주하미(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4.02.05

기타 사업수행 기관(10)

마지막으로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지만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관들로 묶기
어려운 기관들을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사업수행 공공기관의 설립 운영 현황< 4-51>
출연자치단체 기관명 설립 근거 설립일자

부산시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05.11.15
경기도 광명시 주케이알씨넷(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0.04.01
강원도 고성군, 주강원심층수(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6.03.06
경남 마산시, 마산아이포트주(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4.05.25
경남 마산시 가온소프트주(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77 3 2000.11.07
경남 마산시, 재마산밸리( ) 민법 제 조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32 , 2002.07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광역 시 도별 현황4. ･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현황을 개 시 도별 각 시도별 광역과 기초 포함 로 구분하여16 ( )･

살펴보고자 한다 표 는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현황을 개 시 도별로 분류하여. < 4-52> 16 ･
제시한 총괄표이다 이를 각 광역 시 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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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광역 시 도별 현황 요약< 4-52> ( )･
구분 직영사업 간접경영 출자기관 출연기관 합계
서울시 2 29 3 18 52
부산시 3 5 3 13 24
대구시 4 4 4 13 25
인천시 4 11 3 12 30
광주시 3 4 3 20 30
대전시 3 4 2 6 15
울산시 3 3 0 6 12
경기도 68 32 9 59 168
강원도 22 6 10 21 59
충청북도 12 2 6 21 41
충청남도 21 2 7 29 59
전라북도 15 2 4 31 52
전라남도 14 1 7 27 49
경상북도 20 7 7 35 69
경상남도 32 7 7 29 75

제주특별자치도 3 2 4 8 17
합계 229 121 79 348 777

주 대구경북연구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구경북한방산업연구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북통상주 경북 대구시 재: ( , ), ( , ), ( )( , ), ( )
남도장학회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주전남교통연수원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개은 중복 계산됨( , ), ( , ) 5

서울특별시1)

표 서울특별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53>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 접
경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2 광역 서울상수도 서울지역개발기금[ ]: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전액출자형( ,
제 섹터형3 )

4
광역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 공사 서울특별시 공사 서울특[ ]: , , SH ,
별시농수산물공사

지방공단 25

광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기초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광진[ ]: , , ,
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 , ,
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은, , , ,
평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 , ,
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 , ,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 ,
중구시설관리공단 개- 24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1 광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제 섹터주식회사 또는3 (
재단법인)

2
광역 서울관광마케팅주[ ]: ( )
기초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 ]

출연기관

사단법인 1 광역 사서울특별시시자원봉사센터[ ]: ( )

재단법인 17

광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복[ ]: , , ,
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 , , ,
향악단 서울테크노파크 개, - 9
기초 중구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재구로문화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재[ ]: , , ( ) , , ( )
동작복지재단 재은평구민장학재단 재금천미래장학회 서대문문화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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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본청과 자치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직영사업 개 지방2 ,

공사 개 지방공단 개 민 관공동출자법인제 섹터형 지방기업 개 등의 지방공기업4 , 25 , ( 3 ) 2 ,･
그리고 출자기관 개와 출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 18 .84)

부산광역시2)

부산광역시의 경우 본청광역과 자치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직영사( )

업 개 지방공사 개 지방공단 개 민 관공동출자법인제 섹터형 지방기업 개 등의 지3 , 2 , 3 , ( 3 ) 2･
방공기업 그리고 출자기관 개와 출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1 13 .

부산광역시 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산하 투자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부산국제교류재단
이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부산광역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54>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 접
경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
지역개발기금 3 광역 부산상수도 부산하수도 부산지역개발기금[ ]: ,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2 광역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 ,

지방공단 3 광역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부산광역시경륜공단[ ]: , ,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1 광역 부산의료원[ ]:
제 섹터3 2 광역 주벡스코 주부산관광개발[ ]: ( ) , ( )

출연기관

사단법인 2 광역 사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사부산관광컨벤션뷰로[ ]: ( ) , ( )

재단법인 11

광역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재부산디자인센터 재부산[ ]: ( ) , , ( ) , ( )
경제진흥원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여, , , ,
성가족개발원 재부산테크노파크, ( )
기초 재부산진구장학회 재부산북구장학회[ ]: ( ) , ( )

표 부산광역시 산하 투자기관 개소 현황< 4-55> (17 )
구 분 기 관 명 인력 예산
계 5,500 31,375

공 기 업
개소(5 )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시설관리공단 부산시환경시설공단 부산, , , ,
시경륜공단 4,479 28,909

출자기관
개소(3 )

주벡스코 주부산관광개발 부산의료원( ) , ( ) , 557 959

출연기관
개소(9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 ,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디자인센터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시, , , ,
교통문화연수원

464 1,507

자료 부산광역시: (2008)

84) 성북구가 서울특별시성북구주식회사쎄텍스설치조례 제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기관으‘ ’(1997-04-23 )

로 주쎄텍스를 설립했으나 현재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설립근거가 되는 조례는 남아 있다( ) , . .

서울테트노파크의 경우 아직까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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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3)

대구광역시의 경우 본청광역과 자치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직영사( )

업 개 지방공사 개 지방공단 개 민 관공동출자법인제 섹터형 지방기업 개 등의 지4 , 2 , 2 , ( 3 ) 2･
방공기업 그리고 출자기관 개와 출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2 13 .

는 년 월에 설립된 재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2004 9 ( ) (DGIST)

한 출연기관이라기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지역 소재 국가 출연연구기관으로 분류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출연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였으며 연구원 스스로도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기타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으로 분류, ( )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 제정는 출자기관 을 지방공사와‘ ’(2008.10.30 ) “ ”･
지방공단이 아닌 자로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출자한 기관 또는
법인으로 출연기관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아닌 자로서 민법 제 조 지방공기업법, ‘ ’ 32 , ,

특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출자 출연기관은 아래 표와 같은데 여기. ,･
에는 지방공사 공단 개와 제 섹터 형태로서 대구광역시가 출자하고 있는 주식회사4 , 3 3･
개85)가 빠져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인 재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 그리, ( ) ,

고 대구광역시가 출자하고 있는 사대구컨벤션뷰로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재대( ) , ( ) , ( )

구북구청소년회관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경북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도 제외되어, ( ) ,

빠져 있다.

표 대구광역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56>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4

광역 대구상수도 대구하수도 대구지역개발기금[ ]: , ,

기초 대구달성군[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2 광역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대구광역시 도시공사[ ]: ,

지방공단 2 광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 ,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1 광역 대구의료원[ ]:

제 섹터주식회사3 (
또는 재단법인)

3 광역 주엑스코 주이시아폴리스 경북통상주 경상북도 대구시[ ]: ( ) , ( ) , ( )( , )

출연기관

사단법인 2 광역 사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사대구컨벤션뷰로[ ]: ( ) , ( )

재단법인 11

광역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북연구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재대구경[ ]: , ( , ), ( )
북디자인센터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대구시 경북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 ( , ), ( )
센터 재대구북구청소년회관 대구테크노파크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 , , ( )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경북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 ,
기초 재달성군장학회[ ]: ( )

85) 주이사아폴리스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현황 자료에도 빠져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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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구광역시 경영평가대상 출자 출연기관< 4-57> ･
출 자 기 관 출 연 기 관
대구의료원 재대구신용보증재단(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재대구테크노파크(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자료 대구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 별표: .･

인천광역시4)

인천광역시의 경우 본청광역과 자치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직영사( )

업 개 지방공사 개 지방공단 개 민 관공동출자법인제 섹터형 지방기업 개 등의 지4 , 4 , 7 , ( 3 ) 1･
방공기업 그리고 출자기관 개와 출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12 .

표 인천광역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58>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4 광역 인천상수도 인천하수도 인천공영개발 인천지역개발기금[ ]: , ,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4
광역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 ]: , , ,
천광역시관광공사

지방공단 7

광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 ,
기초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 ]: , ,
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 ,
시설관리공단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1 광역 인천광역시의료원[ ]:
제 섹터3 2 광역 인천대교 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 ]: , ( )86)

출연기관

사단법인 1 광역 사충장공 어재연 장군기념사업회[ ]: ( )

재단법인 11

광역 재인천장학회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경제통상진[ ]: ( ) , , ,
흥원 재인천세계도시축전 재인천문화재단 재송도테크노파크 인천정, ( ) , ( ) , ( ) ,
보산업진흥원
기초 재강화군장학회 옹진군 장학재단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 ( ) , , ( )

광주광역시5)

광주광역시의 경우 본청광역과 자치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직영사( )

업 개 지방공사 개 지방공단 개 민 관공동출자법인제 섹터형 지방기업 개 등의 지3 , 3 , 1 , ( 3 ) 3･
방공기업 그리고 출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

86) 인천종합에너지주는 지역난방공사가 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로서 공공기관운영법( ) 50% ,

상의 기타공공기관에도 속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 실태분석.Ⅳ  207

표 광주광역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59>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3 광역 광주상수도 광주하수도 광주지역개발기금[ ]: ,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3 광역 광주도시철도공사[ ]: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지방공단 1 광역 광주환경시설공단[ ]: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

제 섹터주식회사3 (
또는 재단법인)

3 광역 주광주광역정보센터 한국씨이에스주 수완에너지 주식회사[ ]: ( ) , ( ),

출연기관

사단법인 6
광역 사광주관광컨벤션뷰로 광주전남교통연수원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 ) , ( , )
기초 사광주동구인재육성장학회 사광주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 광산[ ]: ( ) , ( ) ,
구자원봉사센터 사임방울국악진흥회, ( )

재단법인 14

광역 광주발전연구원 재광주디자인센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재빛고을장학[ ]: , ( ) , , ( )
재단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재광주비엔날레 재광주세계광엑, , ( ) , ( )
스포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재 기념재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문화, , ( )5 18 , ,･ ･
예술진흥위원회 남도학숙 재남도장학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 ( , )
기초 재광주북구장학회 광산장학회[ ]: ( ) ,

대전광역시6)

대전광역시의 경우 본청광역과 자치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직영사( )

업 개 지방공사 개 지방공단 개 민 관공동출자법인제 섹터형 지방기업 개 등의 지3 , 3 , 1 , ( 3 ) 2･
방공기업 그리고 출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6 .

표 대전광역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60>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3 광역 대전상수도 대전하수도 대전지역개발기금[ ]: ,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3
광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대전엑스[ ]: , ,
포과학공원

지방공단 1 광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

제 섹터주식회사3 (
또는 재단법인)

2 광역 주대전농산물유통센터 재대전컨벤션뷰로[ ]: ( ) , ( ) 87)

출연기관

사단법인 -

재단법인 6
광역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발전연구원 대전[ ]: , , ,
테크노파크 대전문화산업진흥원,
기초 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

87) 재대전컨벤션뷰로를 출연기관으로 하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 가 지자체가 미만 출자한 제 섹터( ) (2008) 25 50% 3∼
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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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7)

울산광역시의 경우 본청광역과 자치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직영사( )

업 개 지방공사 개 지방공단 개 등의 지방공기업 그리고 출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3 , 1 , 2 , 6

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울산광역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61>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3 광역 울산상수도 울산하수도 울산지역개발기금[ ]: ,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1 광역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지방공단 2 광역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
기초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
제 섹터3 -

출연기관
사단법인 -

재단법인 6
광역 재울산발전연구원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 ( ) , , ,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재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 , ( )
기초 재남구장학재단[ ]: ( )

경기도8)

경기도의 경우 도 본청광역과 산하 시 군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 ･
직영사업 개 지방공사 개 지방공단 개 민 관공동출자법인제 섹터형 지방기업68 , 12 , 20 , ( 3 ) 2･
개 등의 지방공기업 그리고 출자기관 개와 출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7 59

있다.

표 경기도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62>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68

광역 지역개발기금 고양관광문화단지 판교 업무지구조성후자 개는 공[ ]: , , IT ( 2
영개발)
기초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 , , , , , , , , , , ,
시흥 군포 화성 파주 이천 구리 포천군 광주 안성 하남 의왕 양주군 오산, , , , , , , , , , , , ,
여주군 양평군 동두천 과천 가평 김포 연천군이상상수도 개 수원 성남, , , , , , ( 31 ), , ,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구리 과천 시흥 포천 오산 여주 용인 군포 의왕, , , , , , , , , , , , ,
남양주 안성 광주 안양 김포 가평 평택 화성이상하수도 개 수원 성남, , , , , , , ( 23 ), , ,
고양 의정부 남양주 평택 시흥 구리 안성 의왕 오산 이상 공영개발 개, , , , , , , , , ( 11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12

광역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 평택시[ ]: , , ( )･
기초 용인지방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 ]: , , , ,
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양평지방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 , , ,
시장관리공사구리시 서울시 개(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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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단 20

기초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부천시시[ ]: , , ,
설관리공단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의, , , ,
정부시시설관리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화성시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 , ,
공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 , , ,
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의왕시시설관리공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가, , , ,
평군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6

광역 경기도립의료원경기도립의료원수원병원 경기도립의료원의정부병원 경[ ]: ( , ,
기도립의료원파주병원 경기도립의료원이천병원 경기도립의료원안성병원 경기, , ,
도립의료원포천병원)

제 섹터주식회사3 (
또는 재단법인)

3
광역 주킨텍스경기도 고양시[ ]: ( ) ( , )

기초 주케이알씨넷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 ( ) ,

출연기관

사단법인 1 광역 사경기도자원봉사센터[ ]: ( )

재단법인 58

광역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재경기도문화의전당[ ]: , , , ( )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자진흥재단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재, , ( ) , (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재경기영어마을 경기바이오센터 재나노소자특화, ( ) , , ( )
팹센터 재경기농림진흥재단 재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경기도, ( ) , ( ) ( ,
수원시 경기복지미래재단 재경기테크노파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재차), , ( ) , ( ) , ( )
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개, ( ) - 18

기초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시흥시 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이기도 함[ ]: ( ) , 1% ( ),
재수원사랑장학재단 재성남장학회 재구리시민장학회 재과천시애향장학( ) , ( ) , ( ) , ( )
회 재하남시민장학회 재이천시민장학회 재김포시민장학회 재광명애향, ( ) , ( ) , ( ) , ( )
장학회 재광주시민장학회 재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 재군포사랑장학회, ( ) , ( ) , ( ) ,
재오산시애향장학회 재용인시민장학회 재포천시인재장학재단 재화성시( ) , ( ) , ( ) , ( )
인재육성재단 재여주군인재육성장학회 부천문화재단 재고양문화재단 재, ( ) , , ( ) , ( )
화성문화재단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과천한마당축제전, ( ) , ( ) , (
문문화예술법인이기도함 재용인시축구센터 재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군포), ( ) , ( ) ,
시청소년수련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재평택시, ( ) , ( ) , ( )
청소년교육문화원 부천산업진흥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 , ,
원 수원화성운영재단 성남문화재단 안양공공예술재단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 , ,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재안양지식산업진흥원 하남문화예술회관 개( ) , ( ) , - 40

강원도9)

강원도의 경우 도 본청광역과 산하 시 군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 ･
직영사업 개 지방공사 개 지방공단 개 민 관공동출자법인제 섹터형 지방기업 개22 , 2 , 4 , ( 3 ) 2･
등의 지방공기업 그리고 출자기관 개와 출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 8 21

다.88)

88) 원주시가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 제정에 의해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원주시 보조금을 교‘ ’(2007.06.29 )

부하는 재대한걷기연맹의 경우는 민간단체이므로 출연기관에서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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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강원도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63>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22

광역 강원지역개발기금[ ]:

기초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군 정선군 철원군[ ]: , , , , , , , , , ,
영월군 평창군 인제군 고성군이상 상수도 개 춘천 속초 강릉이상, , , ( 14 ), , , (
하수도 개 춘천 원주 강릉 속초이상 공영개발 개3 ), , , , ( 4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2
광역 강원도개발공사[ ]:

기초 태백관광개발공사[ ]:

지방공단 4
기초 춘천시시설관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정선[ ]: , , ,
군시설관리공단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5 광역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 , , , ,

제 섹터주식회사3 (
또는 재단법인)

5

광역 주강원심층수강원도 고성군 주원주기업도시강원도 원주시[ ]: ( ) ( , ), ( ) ( , -
특수목적법인인 SPC)

기초 주아름다운인제관광 주포테이토 주동강시스타[ ]: ( ) , ( ) , ( )

출연기관

사단법인 1 기초 사무용가최승희기념사업회[ ]: ( )

재단법인 20

광역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인재육성재단 강원도중소기[ ]: , , ,
업종합지원센터 재강원테크노파크 강원문화재단, ( ) ,

기초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재평창장학회 정선장학회 재화천군나라[ ]: ( ) , ( ) , , ( )
축제조직위원회 화천군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 , ( )
구원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메디컬허브연, ( ) , ( ) , ( )
구소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재원주국제따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 ( ) , ( ) , ( )
리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재 기념사업회 개, , ( )3 3 -14･

충청북도10)

충청북도의 경우 도 본청광역과 산하 시 군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 ･
직영사업 개 지방공사 개 지방공단 개 민 관공동출자법인제 섹터형 지방기업 개12 , 1 , 1 , ( 3 ) 3･
등의 지방공기업 그리고 출자기관 개와 출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21 .

충북도내 도 출자 출연기관은 년 월 현재 충북개발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2008 4 , ,･
개발공사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 , , ,

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충북학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재충청북도문화, , , , , ( )

재연구원 오송 바이오지흥재단 등 개가 있으며 모두 명이 근무중이다, 13 , 527 .89) 이러한 현
황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출자 출연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89) 충북도는 도내 개 도 출자 출연기관의 자립능력 확보를 위해 년부터 성과중심의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13 2008 ‘ ’･
로 하였다 행정부지사와 출자 출연기관장이 년간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 1･
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 그 결과로 기관장의 연임여부와 연봉조정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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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충청북도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64>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12

기초 충북 지역개발기금[ ]:
기초 청주 충주 제천 옥천군 청원군 음성군이상 상수도 개 충주 청[ ]: , , , , , ( 6 ), ,
주 제천이상 상수도 개 충주 음성군이상 공영개발 개, ( 3 ), , ( 2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1 광역 충북개발공사[ ]:
지방공단 1 기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2 광역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 ,

제 섹터주식회사3 (
또는 재단법인)

4
기초 청원레저 주식회사 와인코리아주농업회사법인 주청주테크노폴리[ ]: , ( ) , ( )
스 충주기업도시주, ( )(SPC)

출연기관

사단법인 1 광역 충청북도교통연수원[ ]:

재단법인 20

광역 충북개발연구원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 ]: , ( ) , ,
인재양성재단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테크노파크 재충청북도, , , ( )
지식산업진흥원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충북학사 개, , - 9
기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재충주시장학회 재제천시인재육성재단[ ]: , ( ) , ( ) ,
재옥천군장학회 재진천군장학회 재보은군민장학회 재증평군민장학( ) , ( ) , ( ) , ( )
회 괴산군민장학회 재음성장학회 중원문화관광재단 재한국석회석신소, , ( ) , , ( )
재연구재단 개- 11

충청남도11)

충청남도의 경우 도 본청광역과 산하 시 군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 ･
직영사업 개 지방공사 개 민 관공동출자법인제 섹터형 지방기업 개 등의 지방공기21 , 2 , ( 3 ) 2･
업 그리고 출자기관 개와 출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5 27 .

표 충청남도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65>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21

광역 충남지역개발기금[ ]:
기초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예산군 당진군 홍성군이상 상수도[ ]: , , , , , , , , (
개 공주 천안 아산 서산 보령 당진이상 하수도 개 계룡 천안 보령9 ), , , , , , ( 6 ), , , ,
아산 연기군이상 공영개발 개, ( 5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2 광역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 ,
지방공단 - -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4 광역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 , , ,

제 섹터주식회사3 (
또는 재단법인)

3
광역 주삽교호함상공원충청남도 당진군[ ]: ( ) ( , )
기초 주홍주미트 주서산테크노밸리[ ]: ( ) , ( )

출연기관

사단법인 2 광역 충청남도교통연수원[ ]:
기초 사서천사랑장학회[ ]: ( )

재단법인 27

광역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재충청남[ ]: , , , ( )
도장학회 재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농업테크노파, ( ) , ,
크 재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디지털문, ( ) , ,
화산업진흥원 재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개, ( ) - 11
기초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재연기군장학회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재아[ ]: ( ) , ( ) , ( ) , ( )
산시미래장학회 재서산인재육성재단 재논산시장학회 재부여군굿뜨래장, ( ) , ( ) , ( )
학회 재홍성사랑장학회 재당진장학회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백제문화제, ( ) , ( ) . ( ) ,
추진위원회 재충남동물자원센터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재홍성용봉산청, ( ) , ( ) , ( )
소년수련원 재부여군청소년개발원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개, ( ) , (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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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12)

전라북도의 경우 도 본청광역과 산하 시 군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 ･
직영사업 개 지방공사 개 지방공단 개 등의 지방공기업 그리고 출자기관 개와 출15 , 1 , 1 , 4

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31 .

표 전라북도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66>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15

광역 전북지역개발기금[ ]:
기초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부안 고창이상 상수도 개[ ]: , , , , , , , , ( 9 ),
전주 익산 정읍 완주이상 하수도 개 익산공영개발, , , ( 4 ), (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1 광역 전북개발공사[ ]:

지방공단 1 기초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전라북도 익산시[ ]: ( , )
직영지방의료원광역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 ]:
수탁운영지방의료원광역 원광대학교병원운영 군산의료원[ - ]:

제 섹터3 1 기초 무주기업도시주[ ]: ( )(SPC)

출연기관

사단법인 4
광역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사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 , ( )
기초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사군산개항 주년기념시민장학회[ ]: ( ) , ( ) 100

재단법인 27

광역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전라북도[ ]: , , ( )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라북, , ( ) , ( )
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개, - 8
기초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재전[ ]: ( ) ( , ), , ( )
주인재육성재단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재정읍시민장학재단 익산사랑장, ( ) , ( ) ,
학재단 재춘향장학재단 진안사랑장학재단 재애향교육진흥재단 김제사랑장, ( ) , , ( ) ,
학재단 재완주군애향장학재단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재임실군애향, ( ) , ( ) , ( )
장학회 재순창군옥천장학회 재고창군장학재단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 ) , ( ) , ,
재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재전주문화재( ) , , ( )
단 개- 19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제정에 의하여‘ ’(2007-09-28 )

년 월 도 출연기관 등 개 기관출연기관 위 수탁기관 보조단체 에 대한2008 4 5 17 ( 9, 7, 1)∼ ･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조례에서 규정한 출연기관은 표 과 같다 이 중에서 년. < 4-67> . 2008

경영평가 대상이었던 출연기관 개은 전북발전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자동차부(9 ) , ,

품혁신센터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 , , ,

북도인재육성재단 저북여성교육문화센터 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지방의료원 개와 전, , , 2

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가 빠졌다 위 수탁기관 개 중에서 법인격을( ) . 7･
가지고 있어 출연기관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전라북도 운수연수원과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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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라북도 경영평가 대상기관 단체< 4-67> ( )
공 기 업 출 연 기 관 위 수탁 기관･ 기타 보조지원 단체

전북개발공사 재전북발전연구원(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라북도체육회
재전북인재육성재단( ) 자 연 환 경 연 수 원
재신용보증재단( )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재전북테크노파크( ) 소상공인지원센터

재자동차부품혁신센터( )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 전라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라남도13)

전라남도의 경우 도 본청광역과 산하 시 군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 ･
직영사업 개 지방공사 개 민 관공동출자법인제 섹터형 지방기업 개 등의 지방공기14 , 1 , ( 3 ) 2･
업 그리고 출자기관 개와 출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5 27 .

표 전라남도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68>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14

광역 전남지역개발기금[ ]:
기초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영암군 광양이상상수도 개 나주 목포 순천[ ]: , , , , , ( 6 ), , , ,
영암이상 하수도 개 목포 순천 광양이상 공영개발 개( 4 ), , , ( 3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1 광역 전남개발공사[ ]:

지방공단 -

출자기관
지방의료원 3

광역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 ,
기초 목포시의료원[ ]:

제 섹터주식회사3 (
또는 재단법인)

4
기초 주무안황토랑유통공사 주완도수산물유통 무안기업도시개발주 주[ ]: ( ) , ( ) , ( ), ( )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후자 개기업은( 2 SPC)

출연기관

사단법인 3
광역 광주전남교통연수원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 , )
기초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 ( ) , ( )

재단법인 24

광역 전남발전연구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테크노파크 명량대첩기념사업[ ]: , , ,
회 남도학숙 재남도장학회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문화산업진흥원, /( ) ( , ), ,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개- 7
기초 재장흥군버섯연구소 목포장학재단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재순[ ]: ( ) , , ( ) , ( )
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재담양장학회 재장성장학회, ( ) , ( ) , ( ) ,
재보성군장학재단 강진군민장학재단 재장보고장학회 신안군 섬장학( ) , , ( ) , 1004
재단 목포복지재단 목포문화재단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재 의, , , ( ) , ( )1004
섬신안복지재단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재함평세계나비 곤충엑스포조, ( ) , ( ) ･
직위원회 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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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14)

경상북도의 경우 도 본청광역과 산하 시 군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 ･
직영사업 개 지방공사 개 지방공단 개 민 관공동출자법인제 섹터형 지방기업 개20 , 4 , 3 , ( 3 ) 2･
등의 지방공기업 그리고 출자기관 개와 출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5 35 .

표 경상북도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69>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20

광역 경북지역개발기금[ ]:

기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울진군 경산 칠곡군이상[ ]: , , , , , , , , , , , (
상수도 개 경주 상주 구미 영천 경산 안동 영주이상 하수도 개12 ), , , , , , , ( 7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4
광역 경상북도개발공사[ ]:

기초 구미원예수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 , ,

지방공단 3 기초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 , ,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4

광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 , ,

기초수탁운영 경북대학교병원운영 울진군의료원[ ]:

제 섹터주식회사3 (
또는 재단법인)

3
광역 경북통상주 경북 대구시 주케이씨피드[ ]: ( )( , ), ( )

기초 주문경레저타운[ ]: ( )

출연기관

사단법인 5
광역 경상북도교통연수원 사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 , ( )

기초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사의성군장학회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 ( ) , ( ) , ( )

재단법인 30

광역 대구경북연구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북신용보증재단 재경상북도문화[ ]: ( , ), , ( )
재연구원 경북중소기업지원센터 대구경북한방산업연구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 , ),
재문화엑스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학숙 재경북장학회 경북바이오산업연구( ) , , /( ) ,
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한국국학진흥원 재경상북도청소, , , , ( )
년육성재단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경상북도 영천시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 , ), ( )
경상북도 포항시 개( , ) -15

기초 재포항시장학회 재구미시장학재단 재안동시장학회 재영주시인재육성[ ]: ( ) , ( ) , ( ) , ( )
장학회 재영천시장학회 재상주시장학회 재경산시장학회 재청송군인재육성, ( ) , ( ) , ( ) , ( )
장학회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재울진군장학재단 포항테크노파크 재신라문, ( ) , ( ) , , ( )
화유산조사단 재안동축제 관광조직위원회 재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조직위, ( ) , ( )･
원회 구미오성문화재단 개, - 15

경상남도15)

경상남도의 경우 도 본청광역과 산하 시 군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 ･
직영사업 개 지방공사 개 지방공단 개 민 관공동출자법인제 섹터형 지방기업 개32 , 3 , 4 , ( 3 ) 2･
등의 지방공기업 그리고 출자기관 개와 출연기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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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경상남도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70>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32

광역 경남지역개발기금[ ]:
[기초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군 거창군 함안군이]: , , , , , , , , , , , , (
상 상수도 개 창원 김해 진주 사천 마산 통영 밀양 진해 양산 거제 거창13 ), , , , , , , , , , , ,
창녕이상 하수도 개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밀양이상 공영개발 개( 12 ), , , , , , ( 6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3
광역 경상남도개발공사[ ]:
기초 통영관광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 ,

지방공단 4 기초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김해시시설관리공단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 , , ,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2
직영 경상남도진주의료원[ ]:
수탁운영 경상대학교병원운영 경상남도마산의료원[ ]:

제 섹터주식회사 또는3 (
재단법인)

5
광역 주경남무역 가온소프트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마산아이포트주 경[ ]: ( ) , ( )( , , ), ( )(
상남도 마산시, )
기초 주하미 창원컨벤션센터경상남도 창원시[ ]: ( ) , ( , )

출연기관

사단법인 6
광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
기초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사함양군장학회 사합천[ ]: ( ) , ( ) , ( ) , ( )
군교육발전위원회 사산청군향토장학회, ( )

재단법인 23

광역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재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람사르환경[ ]: , , ( ) ,
재단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 )
기초 재하동녹차연구소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재바이오 센터 재창녕양[ ]: ( ) , ( ) , ( ) 21 , ( )
파장류연구소 재김해문화재단 남해마늘연구소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재진해시, ( ) , , ( ) , ( )
장학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하동군장학재단 재, , ( ) , , ( )
거창군장학회 함안군교육발전공립재단 재통영국제음악제 창원문화재단 거제문, , ( ) , ,
화예술재단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재마산밸리 개, ( ) , ( ) - 18

제주특별자치도16)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직영사업 개 지방공사 개 민3 , 2 , ･
관공동출자법인제 섹터형 지방기업 개 등의 지방공기업 그리고 출자기관 개와 출연기( 3 ) 2 , 2

관 개의 준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8 .

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운영 현황< 4-71> ･ ･
구분 법적 형태 단체수 단체별

직영사업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3 광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상수도 제주하수도 제주지역개발기금[ ]: ( ), ( ),

간 접
경영사업

지방공사 2 광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 ,
지방공단 -

출자기관 특수공공법인 2 직영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
제 섹터3 2 광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제주항공[ ]: ( ) , ( )

출연기관
사단법인 1 광역 사제주컨벤션뷰로[ ]: ( )

재단법인 7
광역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 , ( ) ,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문화예( ) , ,
술재단 제주지식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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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공기업과 준공공부문의 인력 및 예산 현황5.

지방공기업의 인력과 예산 현황 및 경영성과1)

지방공기업의 인력 및 예산 현황(1)

년 월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 공단 지방직영기업 등 개가 운영2008 8 , 378･
중이다 년 지방공기업의 설립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지방공기업의 기관. 1998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90)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에 종사하2007 12 31

는 인력규모는 만 명으로 이중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공단에 만 명 그리고 민6 3,137 6 1,944 ,･
관공동출자 출연법인에 명이 근무하고 있다 년 당초 예산기준으로 지방공기업1,193 . 2008･
의 예산규모는 조 억원으로 년도 지방정부 전체 예산당초 예산기준 조43 3,901 2008 ( ) 124

억원의 를 점하고 있어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9,666 34.7%

다 그리고 년 결산기준 지방공기업의 자산규모는 조 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2007 108 8,790 .

표 지방공기업의 기관수 인력과 예산 현황< 4-72> ,
구 분 계 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 민관공동출자 출연법인･

기관수개( ) (2008.8.31) 378 229 121 28

인력명( ) (2007.12.31) 63,137 16,366 45,578 1,193

년 예산억원2008 ( ) 433,901 138,127 290,449 5,325

자산규모억원( ) (2007.12.31) 1,088,790 544,819 528,531 15,440

주 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기준: 2008
자료 행정안전부 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8)

참고로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공단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인력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인력은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하였다가< 4-1> . IMF(1997)

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 수가 매년 증가하1999 ,

고 있으며 사업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공단의 경우 지역주민에. ,

대한 공공서비스 분야 확대에 따라 기존의 주차 견인사업에서 체육시설 구민회관 장묘시, , ,

설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신규수탁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체육강사 지,

도사 등 전문인력해당자격증소지자 등을 강화하면서 인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

다.91)

90) 개 개 개 개 개7 (1970) 59 (1980) 181 (1990) 306 (2000) 378 (2008)→ → → →
91) 시설공단 인력 추이 명 행정안전부: (2003)9,869 (2004)12,719 (2005)14,123 (2006) 14,831 (2007)15,873 .→ → → →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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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방공기업의 인력 증감 현황< 4-1>

주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공단 기준: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2008)

또한 지방공기업민관공동출자 출연법인 포함의 예산규모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
바 년에 조 억원이었던 예산규모가 년에는 조 억원으로 증가하였, 2003 22 5,516 2008 43 3,901

다 이러한 급격한 예산규모 증가는 도시개발공사가 대규모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의 사업. ,

을 추진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92)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2)

행정안정부 지방재정세제국 이 작성한 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자(2008) 2007｢ ｣
료를 활용하여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도 결. 2007

산대상 지방공기업의 수는 개 기준였다339 (2007.12.31 ) .93)

우선 결산대상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 조 억원 부채 조 억, 107 3,350 , 41 2,885

원자산의 자본 조 억원자산의 이다 년도 지방공기업 총자산은( 38.5%), 66 465 ( 61.5%) . 2007

총 조 억원으로 년도 조 억원보다 조 억 증가하였으며107 3,350 2006 95 3,494 12.6%(11 9,856 ) ,

매년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도시개발부문의 택지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 ,

등 확대에 따라 재고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도시개발공사는 공무원이 운영하.

는 행정기관이나 지방직영기업과 달리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업무상의 전문성과 자본조달의
용이성 및 고도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자치단체의 정
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설립되고 있으며 다른 지방공기업과는 달리 상당,

히 양호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한 자치단체에서 설립하면.

합리적인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 없이 맹목적으로 무조건 따라서 개발공사를 창
설하는 현상도 노정되고 있다.94)

92) 도시개발공사 예산액 추이 억원: (2003)34,139 (2004)50,980 (2005)67,809 (2006)146,418 (2007)134,545 .→ → → →
93) 직접경영 개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간접경영 개지하철 도시개발228 ( 108, 68, 36, 16), 111 ( 7, 16,

기타공사 시설공단 이다 설립기간 개월 미만하수도 개 기타공사 개 시설공단 개 및 사업 미운영19, 69) . 6 ( 1 , 5 , 5 )

기관 제 섹터 개는 결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28 ) .

94) 이를 여영현 이상철 은 지방공기업 설립의 정치성과 연쇄설립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0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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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방공기업의 사업별 자산규모 년말 기준< 4-2> (2007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2008)

년도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총 조 억원으로 년도 조 억원2007 41 2,885 , 2006 35 7,421

보다 조 억원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업별로 보면 도시15.5%(5 5,464 ) , .

개발 지역개발 지하철 순으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

그림 지방공기업의 사업별 부채규모 년말 기준< 4-3> (2007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2008)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조 억원 총부채의 해당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20 2,044 , 48.9% )

데 부채규모가 큰 이유는 사업초기 투자비용을 공사채 국민주택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 ･
부터 차입하는 업무특성에 기인한다 지하철공사 부채 조 억원 총부채의 해. (6 4,781 , 15.7%

당는 초기건설비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요금 인상 년) , , (2007

원 인상과 지자체의 추가 출자로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100 ) .95)

자본규모의 경우 년도 지방공기업 자기자본은 조 억원으로 년도 조2007 66 465 2006 59

억원보다 억원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업별로 보6,073 10.8%(64,391 ) , .

면 상수도 조 억원 하수도 조 억원 순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큰데 이는 정(19 6,206 ), (17 4,170 ) ,

수장 하수처리장 등 시설투자 재원을 국고보조금 타회계부담금 등을 받아 운영하는 데에, ,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5) 지하철 부채 추이 억원: (’03)68,370 (’04)62,529 (’05)60,273 (’06)68,814 (’07)64,78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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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업별 자본규모 년말 기준< 4-4> (2007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2008)

결산 대상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면 년도 결산결과 총 억원의 적자를 보았2007 696

으나 적자규모는 전년 억원 대비 억원라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6,618 ) 89.5%( 5,922 ) .△ △
직영기업은 억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공사 공단은 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3,902 , 4,598･
다 지방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는 대부분 예산을 통해서 집행되며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경영 실적
이 개선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공영개발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택,

지개발 주택건설 등의 분양수익금 증가로 공영개발사업 억원 도시개발공사 억, 3,983 , 3,138

원의 흑자를 시현함에 따라 적자폭이 대폭 감소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년도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4-73> 2007
단위 억원( : )

구 분
사업별

자 산 부 채
자 본

부채
비율
(% )

계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계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직
영
기
업
+
공
사
･
공
단

합 계
직영 공사 공단( + )･ 1,073,350 322,216 751,134 412,885 112,247 300,638 660,465 62.5

직
영
기
업

소 계 544,819 96,894 447,925 135,859 37,119 98,740 408,960 33.2
상 수 도 211,291 18,166 193,125 15,085 3,048 12,037 196,206 7.7
하 수 도 188,170 17,721 170,449 14,000 1,798 12,202 174,170 8.0
공영개발 50,282 47,749 2,533 26,054 17,927 8,127 24,228 107.5

지역개발기금 95,076 13,258 81,818 80,720 14,306 66,374 14,356 562.3

지
방
공
사
･
공
단

소 계 528,531 225,322 303,209 277,026 75,128 201,898 251,505 110.1

지 하 철 214,165 18,391 195,774 64,781 16,870 47,911 149,384 43.4

도시개발 279,774 197,348 82,426 202,044 52,761 149,283 77,730 259.9

기타공사 26,769 7,309 19,460 7,243 3,824 3,419 19,526 37.1

시설 환경 경륜･ ･
공단 7,823 2,274 5,549 2,958 1,673 1,285 4,865 60.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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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업별 자본규모 년말 기준< 4-5> (2007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2008)

한편 적자의 대부분이 지하철 사업 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 7,579 )△
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은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

개년도 이상 적자기업이 년도 개에서 년도 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급수보급3 2006 75 2007 91 ,

률 확대 시설투자비용 증가 대규모장치산업의 특성상 감가상각비 과다 등과 요금인상억, ,

제 등의 이유로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분야에 적자 공기업 수가 가장 많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4-74> 2007
단위 억원( : )

구 분
사업별

총 수 익 총 비 용 당 기
순이익

총수지
비 율

(% )

단체수 개( )

계 영업
수익 기타 계 영업

비용 기타 계 흑자 적자

직
영
기
업
+
공
사
공
단

합 계
직영 공사공단( + )

133,770 122,732 11,038 134,466 125,588 8,878 696△ 99.5 339 190 149

직
영
기
업

소 계 61,128 54,401 6,727 57,226 53,540 3,686 3,902 106.8 228 109 119
상 수 도 32,172 29,977 2,195 30,749 29,554 1,195 1,423 104.6 108 56 52
하 수 도 10,807 8,560 2,247 13,475 12,258 1,217 2,668△ 80.2 68 9 59
공영개발 14,666 13,088 1,578 10,683 9,409 1,274 3,983 137.3 36 28 8

지역개발기금 3,483 2,776 707 2,319 2,319 - 1,164 150.2 16 16 -

지
방
공
사
공
단

소 계 72,642 68,331 4,311 77,240 72,048 5,192 4,598△ 94.0 111 81 30
지 하 철 20,537 17,645 2,892 28,116 26,231 1,885 7,579△ 73.0 7 - 7
도시개발 37,535 36,563 972 34,397 31,457 2,940 3,138 109.1 16 14 2
기타공사 3,989 3,715 274 3,971 3,742 229 18 100.5 19 10 9

시설 환경 경륜･ ･
공단 10,581 10,408 173 10,756 10,618 138 175△ 98.4 69 57 12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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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인력 및 예산 현황2)

지방공기업과는 달리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체계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한 적이 없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서 부분적으로 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마다 출연기관의 범주와 분류가 다를,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현황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전반적인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여영현 의 연구에서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한 현황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 (2008)

시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년 월 현재 기준으로 자치단체 산하기관은 모두 개이. 2007 8 379

며 체계적 관리를 받지 않은 비정형적 기관만도 개에 달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233 .

이들 비정형적 기관이 출자 출연기관으로 그 총 자산은 조 억원에 이르며 그 중 자9 8,225･
본은 조 억원 부채는 조 억원으로써 부채비율이 로 지방재정에 상당한6 1,043 , 3 7,182 60.9%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지방정부의 출자 출연기관 현황에 관한 사례 연구 결과< 4-75> ･
단위 명 백만원 개( : , , )

구분 종사인원 자산 형태
합계 자본 부채 출연기관 출자기관

서울 981 712,077 604,186 107,891 11 2
부산 389 598,752 530,727 68,025 8 2
대구 556 1,069,870 299,814 770,056 7 4
인천 279 711,604 595,561 116,043 5 3
광주 210 198,331 177,991 20,340 10 2
대전 281 329,617 207,096 122,521 3 3
울산 152 72,501 65,849 6,652 4 0
경기 2,219 3,040,599 1,494,087 1,546,512 37 3
강원 452 474,884 330,013 144,871 12 5
충북 391 296,882 200,794 96,088 15 2
충남 1,263 182,351 151,466 30,885 14 2
전북 353 289,596 220,954 68,642 22 0
전남 154 65,651 41,452 24,199 5 3
경북 655 727,848 473,724 254,124 24 4
경남 53 687,751 452,614 235,137 10 4
제주 397 364,249 257,994 106,255 5 2
총계 8,785 9,822,563 6,104,322 3,718,241 192 41

주 년 월 현재기준: 2007 8
자료 여영현: (2008)

여영현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 개 출자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규(2008) 233 ･
모는 총 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출자한 예산은 총8,785 . ･
조 억원이며 년 이후 매년 평균 억원 이상 출연 출자 년 결산대비5 1,679 , 2005 5,000 (2006･

하였으나 부채비율이 이상인 기관이 개이며 그 가운데 자본이 잠식된 기관6.2%) 10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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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4 .

이처럼 여영현 의 연구는 지방정부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해(2008) ･
주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는 포함되어야 할 기관이 제외된 경우도 있고 포함하지 않아야. ,

할 기관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특히 지난 년 동안에 출자 출연기관 신. , 2006, 2007, 2008 ･
설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여영현 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가 지방정부 준(2008)

공공부문의 정확한 인력과 자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준공.

공부문의 올바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인력과 자산 규모
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가 선결과제이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점6.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현황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준
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구조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한 실태 파악 미흡1)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 등 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현황을( , ) 378･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총괄적인 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개별 특별법 민, ,

법 조례 등 다양한 법령을 근거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출자 출연기관 등 지방정부 준공공, ･ ･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출연기관을 전국적으로
개 정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344 .

인 현황 조사나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정확한 규모 파악 자체가 어려운 실
정이다 이것이 가장 원천적인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 및 준공공부문 규모의 지속적 확대2)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아직도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공서비스 전달방식으로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공기업부문의 규모가 방만하게 존재하고 있다 년 현재 직영기. 2008

업과 간접경영사업 및 출자기업까지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공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기
관 수가 전국적으로 개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공기업 규모는 지속적으378 ,

로 증가하여 왔다 년 지방공기업 설립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된 이후 년 지방. 199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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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설립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된 이후 지방공기업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년에 개였던 지방공기업 규모가 년에는 개로 증가하였고 년에는 다시1980 59 1990 181 , 2008

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종사자의 인력규모민관공동출자 출연법인 제외도378 . ( )･
년의 명에서 년에는 명으로 명가 증가하였다 이 과정1998 43,062 2007 61,944 43.8%(18,882 ) .

에서 지방공기업이 지방정부의 외연 확대수단으로 활용되어 무분별한 수익사업 진출시 경
영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민간영역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그림 지방공기업 규모의 증가 추이< 4-6>
지방공기업 수의 증가 추이< >

단윈 개( : )

지방공기업 종사자의 증가 추이< >
단원 명( : )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출자 출연기관을 전국적으로 개394･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차.

원에서 공식적인 현황 조사나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정확한 규모 파악 자
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사업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에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관련 사업 주민복리증진 관련 사업 교육 또는 장학 관련 사업, , ,･ ･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설립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의 공기업 및 준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인력 규모는 현재 약 만 천명. 7 2

정도로 전체 지방공무원 년 월 말 기준 명의 를 상회할 정도로 그 규모(2007 12 351,298 ) 20%

가 방대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확대는 지방정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공･
부문의 팽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 출연기관에서 그. ･
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에 특히 많이 분포한 각종 장.

학재단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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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관리의 체계성과 전문성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 취약3)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을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단체의 조. , ,･
례 등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어 출연기관 관리의 체계성 및 지･
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특히 출연기관의 이사회 구성 출연기관에 대한. , ,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파견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배,

구조 구축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 , ,

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에서 개별적으로 산하 준공공부문에 대한 현황 파악과, , ,

함께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혁신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광역( ) .

시 도에서 출연한 준공공부문의 경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목적 연혁 기능 및 사업, , ,･
인력 재원 등을 밝히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상당수의 출연기관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공, ,

개되어 있지도 않으며 따라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대부분 보조, . ･
지원기능인 까닭에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놓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이 이,

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아닌 자로서 민법 제 조 지방공기업법 특별법 기타 관‘ 32 , , ,

계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 또는 법인’96) 또는 민법 제32

조 특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기타 관계인이 설립하고 도지사가 출연, , ,

금 등을 지원하는 법인’97)으로 정의되는 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
과는 달리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관여와 통제의 통로가 되
는 이사회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지방정부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이사회 등이 정부 관여 및 통제의 통로
가 된다 이 때 이사장을 자치단체의 장이나 부단체장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에. ,

따라서 이사장에게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는 이사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이러한 문제는 의 섬 신안복지재단이나 구로문화재단 등과 같은 복지재단과 문‘1004 ’ ‘ ’

화예술재단의 설립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다 신안복지재단의 경우 명 이사진이 전 군( ) . ‘ ’ 9

공무원 출신을 비롯하여 교사 출신 명 전 현직 군의원 전 농협장 군 실과장 등으로 구2 , , ,･
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복지 사업 추진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서 지방정부의 관료들이 임명될 경우 출연기관의 의사결정,

을 실질적으로 이들이 좌우할 수밖에 없는 관료지배적 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96) 대구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2008.10.30 3977 )･
97)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제정 조례 제 호( 2007.09.28 3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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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당연직 이사제도는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
에서 당연직 이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출연기관의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고 재단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

가 집단이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모든 유형의 출연기관이 그러한지 등에 대한 체계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재단 이사진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 능통하고 실질적.

인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발굴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여부･ ･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출연기관의 인력구성 특히 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파견 문제와 관, ,

련해서도 논란이 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공무원의 파견은 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다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

고 지방정부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상호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 ,

분은 지방정부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출.

연금이 적어서 운영비가 많지 않은 경우나 출연기관이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출,

연기관의 경우 공무원의 한 부서가 사무국을 대신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출연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을 재단의 경비 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

면 자치단체의 개입통로가 되기 때문에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하
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전문문화예술 인력의 확보가 중.

요한데 그 만큼 의미가 부여된다면 이를 조례나 정관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 .

지만 이 경우 자칫 운영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 섹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구성 등에 있어3

법적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출자 자본금 또는 재산이.

이상이면서 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함께 설립한 경우 그 법적 형태를 어떻게 봐야 하50%

는지의 문제가 있다 주엑스코의 경우 설립시의 지분구성은 대구시 민자 로서. ( ) : 49%, : 51%

주식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증자 상황을 보면 대구시 민자 로서 주식회, 54%, 46%

사의 요건을 아니라 지자체가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가 되어버리는데 이런 경우 법50% ,

적 형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주벡스코의 경우 관련조례인 부산광역. ( ) ‘

시의 주식회사 부산전시 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에서 시가 주식회사에 출’ “･
자할 금액의 한도는 주식회사 자본금의 미만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1/2 ” .

불구하고 출자한도를 넘어선 엑스코의 경우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재대전컨벤션뷰로는 출연기관이 아니라 제 섹터 중의 하나로 분류하였는데 그 이유는( ) 3 ,

행정안전부 가 대전컨벤션뷰로를 지자체가 미만 출자한 제 섹터로 분류하(2008) ‘ 25 50% 3 ’∼
고 있기 때문이다.9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전광역시선관위원장의 년 월 일 질2008 3 11

의에 대해 대전컨벤션뷰로는 대전광역시의 조례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98) 대전컨벤션뷰로의 대전광역시의 출연비율은 기본재산의 이다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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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재단법인으로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같은 공기업으로 볼 수 있,

으므로 그 단체가 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는 대전시선관위”

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주킨텍스의 경우 출자비율은 산자부 억원 경기도 억원 고양시( ) 32.52%(760 ), 33.74%(788 ),

억원로 자치단체의 지분이 를 넘지만 지식경제부가 위임한 가 전33.74%(788 ) , 67% KOTRA

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전시장 운영과 관련한 이사. KOTRA

회 이사선임권의 를 보장경기도와 고양시의 선임이사 인원수보다 명 많게 한다한다51% ( 1 )

는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99) 또한 주킨텍스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외부감( )

사를 받게 되어있을 뿐 킨텍스 운영에 대해 경기도나 고양시가 감사 등을 통해 개입할 수
도 없는 형편이다 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형태의 제 섹터 설립을 추진할 경우 고려해야 할. 3

사항이다.100)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관리체계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각종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등에 대한 예. ,

산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다는 점에서 경영평가시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는 출,

연기관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시 도별 부설 의원이 조례에 의해 설립되어 있. ･
다 하지만 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하고 진료비.

수입을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하기 때문에 출연기관으로 볼 수 없다.

이밖에 기관 명칭과 법인 명칭이 상이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재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이 년 월 일 자로 공포된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 2007 11 5 “

설치 및 운영조례 에 의거하여 법인 명칭이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으로 변경되었고” ( ) ,

기관 명칭도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에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홈.

페이지 상으로는 청소년수련센터가 가시화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활동,

하게 된다 남도학숙과 재남도장학회 경북학사와 재경북장학회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 ) , ( )

기관 명칭과 법인 명칭이 상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경영평가 등의 경우에는 정작,

법인이 아니라 기관 운영을 살펴보게 되어 투명한 경영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 간 준공공부문 사업의 중복4) , -

지방정부의 준공공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행정구역을 단위로 설립 운영하고･
99) 고양시의 경우 법인설립을 위한 지분출자 외에 전시동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조성비 등 억원의 재원을3,956

부담했지만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던 고양세계꽃박람회의 대관료 할인혜택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인일보, . ,

남의 손에 넘어간 그림의 떡“ ‘ ’”, 2006-05-24.

100)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경우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제 조자본금 제 항에서4 ( ) 1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조원으로 하고 대전광역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 1 . ,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분의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2 1

있다고 규정하여 공사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계를 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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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 간에 사업영역이 중복상하수도사업 운송( ,

및 교통 에너지사업 산업진흥기관 농수산업 유통관련기관 등 또는 경합되는 부문이 존, , )･ ･
재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조정의 미흡으로 경쟁적으로 다수의 유사한 준공공기
관을 중복적으로 설립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사업영역 간 경합 또, ,

는 중복투자로 인한 시설 가동률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중앙.

정부의 광역상수도사업과 지방공기업의 핵심 영역을 점하고 있는 지방상 하수도사업은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간 사업영역이 중복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우리나라 수.

도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사업부문간 통합 또는 구조조정의 필요성
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사업부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되어 있어 체계,

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상수도지방자치단체 담당와 광. ( )

역상수도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의 시설 설치에 관한 정책조정의 미흡으( )

로 인해 매년 중복 투자가 발생하여 상수도 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년 에서, 1995 69.5%

년에는 로 하락하였다2006 50.8% .

또한 최근 지방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개발 촉진 관련 사업분야에서 지방
공기업 또는 출자 출연기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공공･
부문 기능의 중복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농수산. , ,

업 유통관련분야에서 그러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준공공부문 사업영역이 중복되고 있어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

를 들어 인천종합에너지주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의( )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로서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
류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와 안산시도 일부 지분을 출자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출자
법인의 범주에도 포함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으.

로 파악해야 할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중복적 또는 경합적인 준공공기관, -

설립 및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 내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지.

방공기업을 포함한 준공공부문의 사업영역 또는 기능배분 문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익을 앞세워 동일한 사업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경
쟁적 중복적으로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출자 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분야. ,

에서 이러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시개발분야 개 지방공기업 중에. 33

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관련 지방공기업을 중복적으로 설립하
여 운영하고 있다.101) 특히 경기도의 경우 도 본청에서 도내 균형개발을 위해 광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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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년에 설치하였으나 그 이후 용인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1997 , , ,

별도의 개발공사를 설치하여 년 현재 경기도 본청 외에도 도 관내 개 기초자치단체2008 9

가 시군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 및 준공공부문의 예산 낭비 등5)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공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직영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자치단체. ,

를 막론하고 자주적 경영의 결여 채산성 유지 곤란 행정구역을 초월한 업무수행의 한계, , ,

책임의식의 희박 관리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

상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이들 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상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소규모 영세기업이,

나 공급구역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가공.

기업과는 달리 지방공기업은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공공서
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적 한계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은 사업범위가(locality)

협소하고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로 지방공기업이 기업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경영의 자, ‘ ’

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 관리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전. ‘

적 통제방식을 지양하고 사후적 통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영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 ’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직영기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

머지 인사 조직 예산 회계관리 및 운영상의 자율성과 기업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 ･
많다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관리자의 조직인사운영상의 권한 명시 전문직열제도 등을 도. ,‧
입하여 경영의 자율성전문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경직적인 관료적 관리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경영효율성 증대
를 제약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사공단형 공기업의 경우에도 자율적 경영범위가 극히 협소. ‧
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기업운영에 필요한 창의성과 신축
성을 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공단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하도록 되.

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단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예산.

을 의결하더라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
렵다 결국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 관리제도를 사전적 통제방식에서 사. ‘ ’ ‘

후적 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하던 권한이 지방자’

치단체장에게로 대폭 이양되었으나 이것이 실질적인 지방공기업의 경영자율성 확대를 가,

101) 경기도 외에 강원도의 경우에도 도청에서 설립한 강원도개발공사춘천 프로젝트사업와 춘천시에서 설립한( G5 )

춘천도시개발공사가 중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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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로 관청답습적인 조직구조와 관리행태도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약하는 요,

소의 하나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업무 가운데 사업적 성격을 가진 것만을. ,

대상으로 조직을 설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업무와 본사기능의 미분리 본사기능의,

상대적 과다 분권화의 미흡과 명령통제적 경영방식 업무분장과 실제업무의 불일치 조직, , ,

진단 및 인력진단의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넷째로 지방공기업 관리자와 직원들의 관련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하고 빈번, ,

한 인사이동으로 경영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
는 주요한 요인이다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 전문성과 기업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

이 많지 않고 특채방식을 통해 퇴직공무원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순환보직과 연공, ,

주의적 승진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등 인사관리제도의 낙후성으로 인해 성과지향적인
지방공기업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

한 실정이다 공정보수주의가 가미된 원가보상주의에 입각한 요금수준 결정과 물가관리를.

위한 지방공기업 요금 통제 경영평가 기능의 미흡 등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경영자와 직원,

들에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의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지방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경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하수도와 지하,

철사업 분야에서 적자 규모가 크다 또한 개년도 이상 적자기업이 년도에 개로 나. 3 2007 91

타나는 등 지방공기업은 경영상의 비효율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 년 연속 적자. 3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 개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방공사 공단 개지하76 ( 31, 44, 1), 15 (･
철 기타 공사 지방공단 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5, 6, 4) .

분야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하철사업을 대상으로 적자 원인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 ,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수도사업의 경우 최근 년간 급수보급율 확대연평균 증가율 및 시설개량, 5 ( 0.4%)

등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증대연평균 억원 등이 주요 적자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6,046 ) .

년말 기준으로 인구 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의 유수율은 로 연간 누수2006 30 67.4%

로 인한 손실액이 천 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 장래 용수 과다 예측5 8 .∼
및 지방상수도의 독자 개발 활용으로 인한 과잉투자 및 비효율 년 전국 상수도 평균(2006･
이용률 도 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현재 지방상수도사업52.9%) .

은 만성 적자 시설투자 미흡 생산원가 상승 요금인상 압박 의 지속적 악순환이 발생“ ”→ → →
하고 있다.

둘째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감가상각비,

년의 경우 총비용의 가 과다한 반면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요금현실화율(200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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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년 에서 년 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이 주요 적자 원인으로 작용2003 56.6% 2007 45.0%

하고 있다.

셋째 지하철사업의 경우에는 초기 건설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대규모 시설의 감가, ,

상각비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요금수준 년 기준 요금 현실화율 무임승차비율, (2007 56.6%),

증가 년의 무임수송비용은 억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의 에 해당 등이 구조적(2007 3,039 40.1% )

인 적자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 중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
으며 이들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적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예산의 낭비와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재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인건비 지출의 적정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출연기관에 상, . ,

근 사무기구를 둘 경우 이와 관련한 인건비가 출연기관의 운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아산문화재단의 경우 당연직인 시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명의 이사회 임원17

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팀장 명 팀원 명 등 명의 인력으로 년 월에 출범하였는데2 , 2 5 2008 7 ,

업무직의 인건비102)와 임원 및 자문위원들의 수당 여비 등 경비가 연간 수억원을 넘을 것,

으로 예상되어 재단설립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재단 수입.

은 기본재산과 사업수입 출연금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운영되는데 사업수입 및 민간의, , , ,

출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산시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103)

또한 사업예산의 부족은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 수행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 운영재산 이외에 기본재산재단기금이 이자수익만으로 재단이 의도하였던 본래 목. ( )

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복지재단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 ( )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단들의 경우 기본재산재단기금의 이자수익은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

전액 사용하고 사무국 운영과 또 다른 사업비는 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금혹은 민간경상, (

보조비으로 받는다 그러나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과 같이 기금의 이자수익만으로 모든 지) .

출을 해결해야 하고 행정부와 시의회 또한 이자수익만을 수입 및 지출의 전부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104)

102) 정관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공무원 급 팀장은 급 팀원은 급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고 필요시 일용직을 두기5 , 6 , 9

로 되어 있다.

103) 충청일보 아산문화재단 측근 밥그릇 의혹, “ , ”, 2008/07/30.

104)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은 강릉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강릉시에 땅을 기증했던 재일교포의 유지를 받
아 강릉시가 토지 판매로 조성한 억원의 자산으로 설립하였다 그러나 강릉시는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10 .

이후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억원의 이자수익만으로 재단사무국이 운영되어왔다 년 강릉시가 조성해 온10 . 2007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강릉문화재단 기금과 통합하는 문제와 재단기금의 이자수익만으로는 재단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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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경우 재단법인과는 달리 설립하는데 기본재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자치단
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경우에도 출연금이 요구되지 않으며 사단법인의 고유사업을 촉,

진하거나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없이 지방정부가 재단법인 형태의 출연기관에 대해 재원을,

보조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설치조례가 없어도 지방재정법 제 조에 의해 지방. 14

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조를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파견근무 조항도 있으나 지원조례를 제정함, 30 4( ) ,

으로써 더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재단법인의 형태로 자치단체의 출연에 의.

해 유지되는 기관의 경우 뚜렷한 법률상의 근거나 설치조례가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출연
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와 같은 민간. ( )

재단의 경우 출연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6)

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2001

결과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에서도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약관 경쟁제한적이거나,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 등을 담은 조례 규칙 등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자신들의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개혁 활동 미흡7)

결론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정부의 자율권 및 역할 확대 등에 기인하여 지
방정부의 공기업 및 준공공부문의 규모와 역할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팽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성과 창출과 경영 및 관리의 책임성 확보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현재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이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과 준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 높게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
적인 개혁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정권교체기마다.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을. 50

억원 조성한다 해도 현재의 금리로는 운영자금을 제외하고 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단설립 취지
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강릉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유보시킨 결과 강` '

릉문화예술진흥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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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준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반면 지방정부의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별 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주체인 관계로 전국적 및 범･
정부적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및 지방준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혁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설립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규제 권. , ･
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된 이후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된 반면 지방정
부는 산하 지방공기업 및 준공공기관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공기업의 경우에는 년 월부터 년 월‘ ’ 2008 8 2009 3

까지 차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기업 개혁 활동을 전개6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하. 2008

여 경영성과가 부진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경영진을 실시하였고 이에 기초하,

여 년 월에 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결정한 것 외에 체계적인 지방2009 2 15

공기업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정부 공기업부.

문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시스템 구축 노력을 더욱 집
중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년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 대상 기관 및 결정 내용< 4-76> 2009
진단기관명 결 정 내 용 진단기관명 결 정 내 용

청도공영사업공사 년 소싸움경기 정상화 미이행시 청산’09 거창군상수도 자체 경영개선 추진
정수장이용율제고 회계감사인교체등- ,

태백관광공사 년 자금조달계획 미이행시 사업축소’09
또는 매각 오산시하수도 조직재설계 및 인력조정

사업조직 통합-

경기관광공사 년 추정영업수익 미달성시 사업 인’09 ･
력축소 아산시하수도 조직재설계 및하수도특별회계운영개선

사업조직 통합 회계감사인 교체 등- ,

삼척시상수도 자체경영개선 추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설개선 등- ,

진해시 하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개선
회계전산화 자산대장 비치 등- ,

고성군상수도 개월내 전문기관 위탁 마무리 및 시설6
개선 용산구시설공단 조직축소 인력조정 미이행시 임원 인사･

조치
보령시상수도 자체경영개선노후관 개선 미흡시 전( ),

문기관 위탁관리 추진 강서구시설공단 조직재설계 및 인력조정
조직통합 인사 객관성 강화- ,

하남시상수도 자체경영개선 추진
노후관 정비계획 수립 등-

연천시설공단 인사관리 개선 및 재무 회계 전문성 강화･

남원시상수도
자체경영개선 추진
위탁추진 중단에 따른 노후관 개선경- ,
영합리화 방안 추진 등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9.2.9)

한편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도입한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구조조정계획 작성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
고 있다 특히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실태조사마저도 이루어지. ,

지 않고 있어 개혁 작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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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공부문 구조 및 개혁 사례1.

공공부문의 범위와 준공공부문의 구성체계1)

일본의 공공부문을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일반정부부문과 공기업 부문으SNA ( )公的企業

로 구분한 다음에 중앙정부 공기업부문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표 과 같다 공기업< 5-1> .

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의해 소유 지배되고 있는 기업으로서 상법 등에 의한 법( )公的企業 ･
인격을 갖고 있는 공적법인기업 등을 말하는 것이나 특별회계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

구체적으로 일본 중앙정부가 소유 지배하고 있는 공기업의 범위에는 일반회계의 공무원･
임대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일부사업 특수법인 독립행정법인 기타 등이 포함되어 있, , , ,

다.105)

표 일본 중앙정부 공기업부문의 구성체계 년 월말 현재 기준< 5-1> (2005 3 )
일반회계 공무원임대주택:▪
특별회계 국유임야사업 지진재보험 농업공제재보험 산림보험 어업재보험 및 어업 공제보험 무역재보험 국립: , , , , , ,▪
고도전문의료센타 식량관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산업투자 도시개발자금융통 재정융자자금, , , , ,
공사 일본우정공사:▪
공단 공고 특수은행 특수회사, , ,▪
독립행정법인 조폐국 국립인쇄국 이화학연구소 일본스포츠진흥센타 일본예술문화진흥회국립극장은 별도 구: , , , , (▪
분 일본학생지원기구 복지의료기구 국립병원기구 농축산진흥기구 녹 자원기구 일본무역보험 신에너지 산), , , , , ( ) , ,綠 ･
업기술종합개발기구 일본무역진흥기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철도건설 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 국제관광 진흥기, , , ,･
구 수자원기구 도시재생기구 국립대학법인부속병원, , ,
기타 일본원자력연구소 일본중앙경마회 연금자금운용기금 일본은행: , , ,▪

주 일본우정공사는 년 월에 민영화되어 특수법인의 한 유형인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회사로 전환되었음: 1) 2007 10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은 대부분 일반정부부문에 속하는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독립행정법인 중 일부 기관들은2) ,
실질적인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자료: (2007)出井信夫 參議院總務委員會調査室･

일본 공공부문의 구성체계를 정부예산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

예산의 종류는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정부관계기관예산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 , .

기서 정부예산의 한 형태인 동시에 공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정부관계기관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을 전액 정부출자를 통해 조성한 기관이다 따라서 정부관.

계기관의 예산은 국회 의결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106) 년 현재 기준으로 개의 정책2007 7

105)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은 년 현재 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직원신분이 비공무원인 비특정독립2006 104 .

행정법인이 개로 다수를 점하고 있고 직원신분을 공무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특정독립행정법인도 개가 있93 , 11

다 넓은 의미에서 독립행정법인으로서 일반정부부문에 포함되는 국립대학법인 개와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87

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4 .

106) 정부관계기관이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개별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은 예산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기업적 경영을
통한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관계기관의 사업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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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정부관계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정부 또는 공기업부문으로 분류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의 경우에는 예산
이나 중기계획 등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존재하지만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공기업부문의 핵심을 점하고 있는 정부관계기관 이외의 특수법인과 인가법인의 경우
에는 그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에 대해 국회가 관여하는 영역국회의 의결을 필요하지 않(

음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

이처럼 공기업부문에 포함되는 정부관계기관 정부관계기관 이외의 특수법인 독립행정, ,

법인 인가법인 등의 기관 유형과 국가 예산의 관계는 그림 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5-1> .

그림 공공부문의 구성단위와 국가예산의 관계< 5-1>

일 반 회 계 예 산

특 별 회 계 예 산

정부관계기관 예 산

예산이나 중기재정계획
등에 대해 국회가 관여함
국회 의결은 불필요( )

독립
행정
법인

인가
법인

정부관계
기 관
이 외 의
특수법인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에
대해 국회가 관여함
국회 의결은 불필요( )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없음

주 특수법인의 한 종류인 일본방송협회의 사업 수지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 .
자료: (2007)林信光

특수법인의 설립 운영 및 관리 현황2) ･
특수법인의 정의와 유형(1)

특수법인의 정의①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러 형태의 기관들 중에서도 일본의 가장 전형적인 공기업
제도는 특수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특수법인은 법률상 통일적인 정의가 있는 용.

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광의로는 민법과 상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거하여 제한적으로 설.

립된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협의로는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의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국가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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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거하여 특별한 설립행위를 통해 설립된 법인총무성설치법을 의미한다 여기( ) .

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한 특별한 설립행위를 통해 설립된 법
인이라는 의미는 그 법인의 신설 설립목적과 업무범위의 변경 그밖에 해당 법률에서 정, ,

하고 있는 제도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총무성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한 설립행위를 통해 설립된 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을. ‘ ’

결정하고 설립근거법에 의해 정부가 임명한 설립위원이 행하는 특별한 설립행위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즉 여기서 특별한 설립행위란 정부가 임명한 설립위원이 행한. , ‘ ’

설립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특수법인 중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은 공사형 공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과거,

공사로 존재하였던 일본 국유철도 일본 전신전화공사 일본 전매공사 일본 우정공사 등이, , ,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특수법인은 정부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또는 업무가 기업적 경
영에 적합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 이 사업 또는 업무를 통상의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되,

면 각종 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능률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치된다 특수법인은 국가적 책임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감독.

을 받기는 하지만 그 밖의 측면에서는 가능한 경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인정하여 능률적
인 경영을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특수회사②

일본의 특수법인 중에는 조직형태 측면에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바 이를 통상 특수회사라고 부르고 있다 특수회사는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조직 업무운, ‘ ’ . ･
영을 수정하여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 주식회사라는 조직형태를 취하게 되고 특수법인의‘ ’ ,

자립적 경영기반이 확립된 단계에서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과 해당 회사에 대한 정부 관여
의 배제를 통해 완전 민영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회사도.

특수법인의 일종으로서 총무성설치법에 의거하여 특수회사의 설립 근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신설 개폐 등에 대해서는 총무성행정관리국이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 .･
특수회사의 설립 운영 사례를 예시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공사로 운영되었. 3･

던 일본 국유철도 일본 전신전화공사 및 일본 전매공사의 경우 년대에 민영화를 추진, 1980

한 결과 특수회사 각 여객철도주식회사 및 일본 화물철도주식회사 일본 전신전화주(JR),〔
식회사 일본 담배산업주식회사 로 전환되었고 기업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조(NTT), (JT) ,〕
직 업무 운영방식을 개혁하였다 그 이후 중에서 동일본회사 서일본회사 동해회사 등. JR , ,･
개 회사의 경우에는 자립적 경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정부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3

특수법인으로서의 설립근거법을 폐지하여 완전 민영화되었다 나머지 특수회사들은 현재.

에도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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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법인③

일반적으로 특수법인은 민 상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타 법인으로서 그 설립･
형식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특수법인에 대한 개혁 논의에서는 특수법.

인 이외에 소위 인가법인도 함께 개혁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인가법인은 특수법인‘ ' . ‘ ’

이외에 민 상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 수가･
제한되고 국가에 의한 출자 보조금 그 밖에 재정조치 임원 임명에 관한 관여 등 정부의, , ,

관여 형태에 있어서 특수법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법인과 함께 개혁의 검토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가법인도 법률상 통일적인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광의로는 특별법‘ ’ .

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에 있어서 소관 관할기관장의 인가를 요하는 법인을 가리키,

고 있으며 최광의로는 설립에 있어 도도부현 지사 등의 인가를 요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

다 그러나 협의로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설립에 있어 국가의 인가가 필요하며. ,

설립의 수가 하나로 한정되어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가법인의 사례로서는 일본은행 일본 상공회의소 국가공무원 등의 공제조, ,

합연합회 등 각종 공제조합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 등이 있다 이러한 인가법인에 대해서, .

도 년 월 일에 결정된 특수법인 등의 정리합리화 계획 각의 결정에 의거하여2001 12 19 ‘ ’( )

업무나 조직형태의 존재방식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국가공무원 등의.

공제조합연합회 등의 각종 공제조합은 공제유형법인으로 앞으로는 인가법인과 구별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대부분은 인가법인은 폐지 민영화 독립행정법인화 되었고. , , ,

년 월 현재 기준으로 인가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개 법인에 불과한 실정이다2005 8 7 .

인가법인과 특수법인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법인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 ‘ ’ ,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인가법인은 원래 국가 이외의 자가 특정의 사무 또는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 등의 관계자가 자주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설립여부나 설
립에 따른 정관 등의 내용은 해당 법인의 설립 기초가 되는 법률의 규정 및 주무대신의 인
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설립 발기인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특수법인은 국가의 의사에 따라 강제적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인가법인과는 법률상
구별된다 다만 이러한 설립형식 이외의 측면 즉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국가의 관여 국. , , ,

가의 출자 보조 등에 대한 법령 제도상의 제약은 없고 각 법인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 ,･ ･
여 구체적으로 해당 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적용되고 있다.

인가법인은 대체로 년대 후반 이후 특수법인의 신설이 억제되는 상황 속에서 설립1960

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특수법인의 설립 억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가법인을 신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국회 등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제 차 임시행정. 2

조사회 에서도 인가법인이 특히 년대 후반 이후에 실질적으로(1981-1983)( ) “ 1960第二臨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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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과 다르지 않는 법인이 많이 설립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처음으로 행정개혁 대”

상에 인가법인을 정식으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는 정부가 행정개혁을 논의하.

면서 특수법인을 다룰 때에는 인가법인도 함께 논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인가법인은 특수법인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총무성설치법에 의거한 직접적
인 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인가법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개혁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

에서 년 이후부터 인가법인에 대한 신설 억제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또한 총무성은1984 .

인가법인의 신설이 추진될 경우 이를 특수법인으로 신설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은 아닌
가 하는 관점에서 점검을 행하고 있다.

특수법인의 설립 운영 현황(2) ･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러 형태의 기관들 중에서도 일본의 가장 전형적인 공기업

제도는 특수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특수법인의 종류와 기. 2006 4 1

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표 과 같다 특수법인에는 공사 사업단 공고 금고 특수은< 5-2> . , , , ･
행 특수회사 기타 등의 종류가 있고 이중에서도 특수회사가 그 대종을 점하고 있다 전, , , .

체 개의 특수법인 중에서 개가 특수회사로 구성되어 있다38 20 .

표 일본 특수법인의 종류와 기관수 현황< 5-2>
종 류 기관수 종 류 기관수

공 사
사 업 단
공 고
금고 특수은행･

1
1
6
3

특 수 회 사
기 타

20
7

합 계 38

주 년 월 일 현재 기준: 2006 4 1
자료: -(2007)行政管理硏究セソタ

일본에 있어서 특수법인의 설립 운영 규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면 표 을 통해< 5-3>･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년에 개였던 특수법인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여 년대1955 33 1970

에는 지속적으로 개 내외를 유지할 정도로 괄목할만하게 팽창되었다가 년에 단행110 1980

되었던 행정개혁 작업으로 특수법인 정리 노력이 전개되면서 규모가 점차 축소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년대에서 년대에 걸쳐 추진되었던 수차례에 걸친 행정개혁 활동. 1980 1990

에도 불구하고 특수법인의 규모는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그러다가 년의 정리합리. 1997

화계획에 의해 특수법인 개혁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결정적으로,

는 년의 정리합리화계획을 통해 당시 개였던 특수법인 설치 규모가 년에는2001 74 2005 38

개로 대폭 슬림화되었다 년 월 각의에서 결정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 계획에. 2001 12 ‘ ’

의해 개의 특수법인 등에 대하여 원점 에서 사업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폐지163 (zero-base) ,

민영화 독립행정법인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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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 특수법인의 설립 운영 규모 변화 추이< 5-3> ･
연도별 1955 1965 1975 1985 1995 2000 2005

기관수 33 104 113 98 92 77 38

자료: -(2007)行政管理硏究セソタ

표 특수법인 설립 운영 현황 년 월 일 현재 기준< 5-4> (2006 4 1 )･
특수법인의 종류 기 관 명 설립일자
공 사 개(1 ) 일본우편공사 2003. 4. 1

사업단 개(1 ) 일본사립학교진흥 공제사업단･ 1998. 1. 1

공 고 개(6 )

오끼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공영기업금융공고
국민생활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주택금융공고

1972. 5.15
1957. 6. 1
1949. 6. 1
1953. 4. 1
1953. 8.20
1950. 6. 5

특수은행 개(3 )
국제협력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
상공조합중앙금고

1999.10. 1
1999.10. 1
1936.11.30

특수회사 개(20 )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서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일본우정주식회사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
관서국제공항주식회사
북해도여객철도주식회사
규슈여객철도주식회사

시코쿠 여객철도주식회사( )四國

일본화물철도주식회사
동경지하철주식회사

나리타 국제공항주식회사( )成田

동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서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수도고속도로주식회사
한신고속도로주식회사

혼슈 국연락고속도로주식회사4
일본알콜산업주식회사

일본환경안전사업주식회사

1985. 4. 1
1999. 7. 1
1999. 7. 1
2006. 1.23
1985. 4. 1
1984.10. 1
1987. 4. 1
1987. 4. 1
1987. 4. 1
2004. 4. 1
2004. 4. 1
2005.10. 1
2005.10. 1
2005.10. 1
2005.10. 1
2005.10. 1
2005.10. 1
2006. 4. 1
2006. 4. 1

기 타 개(7 )

일본방송협회
방송대학학원
일본중앙경마회
지방경마전국협회
일본자전거진흥회

일본소형자동차진흥회
재일본선박진흥회( )

1950. 6. 1
1981. 7. 1
1954. 9.16
1962. 8. 1
1957.10. 1
1962.10. 1
1957.10. 1

자료: -(2007)行政管理硏究セソ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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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특수법인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특수법인의 종류 및2006 4 1 ･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표 와 같다 또한 특수법인에 포함되는 기관< 5-4> .

으로서 국회의 예산 심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별도의 기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는
정부관계기관의 내역은 표 와 같다 이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관< 5-5> .

계기관은 정책금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정부관계기관의 현황 년 현재 기준< 5-5> (2007 )
기 관 명 설립연도 설립 목적

농림어업금융공고 1953 농림어업 생산력의 유지 증진 자금의 융통･
중소기업금융공고 1953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공영기업금융공고 1957 가스 수도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오끼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1972 오끼나와 개발을 위한 자금 공급
국제협력은행 1999 일본 및 국제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

일본정책투자은행 1999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 및 지역경제의,
자율적 발전에 공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장기자금의 공급

국민생활금융공고 1949 일반국민의 사업자금 및 환경위생관계 영업에 대한 융자
자료: (2007)林信光

특수법인의 운영 및 관리제도(3)

특수법인은 국가가 출자하고 설립근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와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 세제상의 특례 등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는 동시에 그 적정한 운영,

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근거법 등에 의거하여 정부의 감독 국회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

예산과 결산①

특수법인은 일반적으로 매년 예산 사업계획 자금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주무부장, , (

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당 인가와 관련하여 주무대신은 재무대신에게 협) .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상 정부관계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고 은행의. ( ),公庫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정 범위에서 이용 유용 이월 예비비의 사용 등에 대해서 주, , ,

무대신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 등 탄력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결산에 있어서는 재무제표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작성하여 주무대신( , , )

의 승인을 받고 주무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

업무와 권한②

특수법인 중에는 법률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기관
도 있으며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는 강제징수권 토지수용권 등 행정기관과 동일한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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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고 있는 기관도 있다 한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는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문건을. ,

작성하여 주무대신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수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에 대한 가격요금 대부금리 등은 일반적으로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결정된다 그리고( , ) .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사업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 , , ,

이 비과세되는 법인이 대부분이다.

자금의 조달③

특수법인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있어서 재정적 기초는 정부로부터의 출자를 통해 확보하
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 , .

로 사업자금은 요금 등의 사업수입 재정투융자 자금의 차입 정부보증채의 발행 등을 통, ,

해 확보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법인도 많다 자금의 차입 채권발행. . ,

에 대해서는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직원의 임명 및 신분④

특수법인의 임원은 주무대신이 임명하거나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법인의 장이 임명한
다 그리고 직원의 채용과 임명은 법인에 위임하고 있다 특수법인은 국가의 행정기관이. .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일본우정공사의 경우 직원에게 국가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였으며. , ,

일부 규정을 삭제한 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 바 있다 따라서 특수법인의 직원 채용은.

법인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직원의 복무 신분에 있어서도 법령상 비밀유, ･
지의 의무 등 최소한의 제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법인에게 위임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근무조건은 노사교섭에 의해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급여의. . ,

경우 법인의 인건비에 관한 예산사항으로서 재무성과의 협의가 요구되는 법인이 많다.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 성격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과하고
있는 법인이 많은 것 외에도 법인의 임직원에게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직
무에 대해서 국가의 업무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형법의 벌칙공문서 위조 공( ,

무상 비리 공무집행방해 등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

규정을 두고 있다.

주무대신의 감독⑤

주무대신은 법률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수법인의 업무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으로부터 보고를 요구하고 선행 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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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직무상 업무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주무대신은 해당 사무에.

대한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을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평적인 통제와 조정⑥

특수법인에 대한 감독은 일차적으로 주무대신이 수행하지만 통일적 수평적 관점에서, ･
제도 인사 재무 등에 대해서는 내각관방 재무성 총무성 등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 , ,

있다 내각관방은 특수법인 임원의 인사와 보수 퇴직금 등에 관여하고 있고 총무성은 특. ,･
수법인의 신설과 제도의 개정 폐지에 대한 심사 특수법인의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
한 재무성은 법인의 예산 등 재정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고 있고 회계검사원은 국가가 자,

본금의 분의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회계검사회계검사원법 제 조 제2 1 ( 22 5

호 및 제 호를 실시하고 있다6 ) .

특수법인의 정비 및 민영화 추진3)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일본은 개의 특수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년2006 4 1 38 . 1975

에 개로 최고를 기록하였던 특수법인의 수가 그 동안의 지속적인 정비 및 민영화 노력113

을 통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감소된 것이다 여기서는 특수법인 설립의 역사와 구조적.

문제점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 동안 전개되어온 특수법인의 정비 및 민영화 활동 실적
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수법인 설립의 역사 및 구조적 문제점(1)

특수법인 설립의 역사①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의 행정활동 가운데 기업적 경영에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기업
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일본에서도 메이지 정부에 의한 관영. ( )明治

공장의 설립을 효시로 하여 제 차 세계대전 중 후에 걸쳐서 각종 경제규제를 담당하는 공, 2 ･
단 등이 설립되었다 그 이후 전후 부흥과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국가의 행정기능이.

사회경제 여러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각종 특수법인이 차례로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특수법인 설립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제 차 세계대전의 특수법인 설립 경위(a) 2

제 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관업 특수법인 등의 형태로 주로 다음과 같은 개 분야를 중2 3･
심으로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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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산업육성의 관점에서 산업이 미발달한 분야에서 민간의 자본력 위험 부담능, , (risk)

력 기술력 등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가 선행적으로 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특수법,

인들을 설립하였다 메이지 초기의 부강 제사공장 심천 시멘트공장 년에 설. ( ) , ( ) , 1901富岡 深川

립된 제철소 년에 설립된 일본통운과 제국석유 등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한다 그 외에. 1934 .

메이지 이후 순차적으로 설립된 특수은행으로서 특정의 정책목적을 위한 금융업무를 수행
하는 은행 은행 은행 일본흥업은행 등이 있다 이러한 특수법, , , .橫浜正金 北海道拓殖 日本勸業

인들은 민간자본이 성숙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민영화되었고 재벌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

둘째 국가정책 수행의 관점에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각종 군수공장 담배 염전매사업, , ･
등이 있다 또한 교통 통신사업도 국가가 경영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
셋째 사회정책적 관점 등에서 민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특수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러, .

한 사례로서 년에 설립된 상공조합중앙금고 년에 설립된 일본육영회 등이 있다1936 , 1944 .

제 차 세계대전 이후의 특수법인 설립 경위(b) 2

제 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어서 특수법인 설립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개의 시기로 구분2 4

할 수 있다.

종전 년 부흥과 통제의 시대1948 :㉮ ∼
패전에 의해 괴멸상태가 된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부흥금융공고 산업부흥영단 무역, ,

공단 등을 설립하였다 또한 통제경제하에서 중요물자의 가격조정과 일원적인 공급을 행.

하기 위해 주류배급공단 비료배급공단 식료배급공단 석유배급공단 등을 설립하였다 이, , , .

러한 특수법인들은 생산기반과 시장기능의 정비에 따라 년까지 모두 폐지되었다1952 .

년 년 공공기업체공사의 설립1949 1955 : ( )㉯ ∼
이 시기에 공사일본전신전화공사 일본전매공사 일본국유철도가 공공기업체공공기3 ( , , ) (

업체등 노동관계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형태로 정부의 직할기관정부부처 형태의 공기2 1 1 ) (

업에서 독립하였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 격화되었던 노동문제 대책이라고 말할 수) .

있다 공공기업체 설립의 계기가 된 것은 년 월의 맥아더 서한이고 미국에서 성공한. 1948 7 ,

가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서한에서는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

철도 통신 염전 인삼 담배에 관한 정부사업에 한해서는 그 직원들을 일반 공무원에서“ , , , ,

제외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적당. ,

한 방법에 의해 공공기업체가 조직되어야만 한다 고 서술하고 있다” .

년 년 고도경제성장과 사회간접자본 복지의 충실1955 1965 :㉰ ∼ ･
이 기간 동안 총 개의 특수법인이 설립되었다 대규모 공공사업의 실시주체인 일본주76 .

택공단 일본도로공단이 설립되었고 지역별 산업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북해도동북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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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영기업금융공고 의료금융공고가 설립되었다 또한 공적연금 사회보험의 적립금, , . ,

증대에 따라 적립금의 환원 융자 및 복지 운영을 위한 법인으로 연금복지사업단 노동복지,

사업단 고용촉진사업단 등이 설립되었다 그 이후 연구소나 조사 개발기관적 성격이 강한, . ･
법인 등 각종의 법인이 설립되었다.

년 이후 설립의 억제와 정리합리화1965 :㉱
상기한 바와 같은 특수법인의 증가는 특수법인이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립을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이 반드시 효율적이지 않고 특수법인의 임원이 국가,

공무원 퇴직자의 재취직소위 낙하산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 등이 노정되면서( ‘ ’)

기관 남설에 대한 비판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년에 행정관리청설치법을 개정하여. 1963

특수법인의 신설 등에 대해서 행정관리청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년에는 제. 1964 1

차 임시행정조사회의 답신을 통해 특수법인 등의 개혁이 제시되었다.

한편 특수법인의 설립이 억제된 결과 소위 인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

이러한 상황에서 설립된 인가법인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특수법인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
는 숨어 있는 특수법인이 있다는 의문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 .

년의 제 차 오일쇼크 이후 일본경제가 고도경제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이행하고1973 1 , ,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구조적인 재정사정의 악화라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부의 역할
자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었다 그 일환으로서 제 차 임시행정조사회 등에서 특수법인의. 2

개혁이 제안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의 합리화 및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

특수법인의 구조적인 문제점②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년을 전후하여 특수법인이 안고 있는 구조적1965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설립 억제와 정리합리화 노력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특수법인의 수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팽창하였다 년에 개였던 특. 1946 21

수법인의 수가 년에는 최대 개까지로 늘어났다 이처럼 특수법인의 규모가 팽창하1975 113 .

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리합리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된 특수법인은 행정 수요의 다양화 고도화에 대응하고 공공사업, ,･
정책금융 연구개발 등 폭넓은 분야에서 각 성청 등과의 긴밀한 제휴 아래 다양한 정책실,

시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특수법인 중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설립 당시의 사회적.

수요를 대체적으로 달성하여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역할이 변질 저하되었다 또한 민간사.･
업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 관여의 필요성이 저하되는 등 특수법인 존립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활동이 수차에 걸쳐,

전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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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경영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성이 높지 않았고 경영손실이 누적되면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특수법인도 존재하였다 또한 특수법인의 임원은 국가공무원 퇴직자의 낙하산 인사 대상. ‘ ’

으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수법인이 안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련하여 년 월에 정리된 행정1997 12

개혁회의 최종보고에서는 경영책임의 불명확성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불투명성 조, ,① ② ③･
직 사무의 자기증식성 경영의 자율성의 결여 등을 제시하였다, .④･
한편 특수법인 등에 대해서는 년도 예산기준으로 약 조 억엔국공채부담금, 2001 5 2,800 (

등은 제외의 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고 약 조 억엔의 재정투융자금을 받는 등) , 24 4,100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재정지출차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지출의 감축효· ·

율화나 재정투융자 개혁 등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법인 등특수법인 외에 인가법인이 포함됨의 개혁은 특수법인 등이 안고 있( )

는 상기한 구조적 문제점에 근거하여 중요한 국가기능을 유효하게 수행하기에 적합한 간‘
소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 구조개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특수법인 등의 합리화 민영화 추진 활동(2) ･

과거의 특수법인의 개혁①

일본에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법인의 정립 및 합리화 활동이 시작된 것은 년1960

대 이후이다 년대 이후 특수법인 개혁을 위한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 .

첫째 제 공사 공단 등 특수법인의 남설 경향과 운영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1 :臨調 ･
특수법인의 기준의 수립과 해당 기준에 기초하여 정리합리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그 결과.

개 법인의 폐지 통합 민간법인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다19 , , .

둘째 년의 행정개혁 년에 행해졌던 행정개혁은 일본철도 건설공단과, 1980 81 : 1980 81･ ･
국제전신전화주식회사에서 부조리 발생 등을 배경으로 일률적 삭감방식에 의한 법KDD( )

인의 통 폐합 방안이 제안되었다 즉 소관법인이 개까지인 성청에서는 개 법인 개. , 10 1 , 11･
법인 이상의 성청에서는 개 법인 이상의 삭감을 목적으로 하여 통 폐합계획을 입안하도2 ･
록 하였다 그 결과 개 성청의 개 법인이 삭감되었다 이 외에 법인 임직원의 인사 급여. 10 18 . ,

등의 적정화 특수법인에서의 국고 납부 등이 도모되었다, .

셋째 제 년 월 년 월 국철 등 공사의 개혁을 시작으로 하는 특수법인, 2 (1981 3 83 3 ): 3臨調 ∼
등에 관한 개혁방안이 채택되었고 수차에 걸쳐 답신이 제출되었다 공사개혁에 대해서는, .

공사의 민영화 합리화를 제언하였고 특수법인 등 개혁에 대해서는 개 법인의 통 폐합3 , , 7 ,･
개 법인의 민간 법인화 개 법인의 사업의 축소 등이 제언되었다20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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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년의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 여당에서 특수법인 개혁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1995 : ,

모든 특수법인에 대해서 사업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조직형태에 대해서 통 폐합 민영화와, ,･
사업의 감축을 포함한 사업의 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특수법인 등의 정리합리화 계획이‘ ’･

년 월 일에 각의결정되었다 이 각의결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통 폐합 민영화1995 2 24 . ,･
등의 조직형태 개혁이 추진되었다.

신기술사업단과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의 통합 년 월 일 시행(1996 10 1 )￭
소금전매제의 폐지와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의 소금전매사업의 민영화 년 월 일(1997 4 1￭
시행)

사립학교교직원 공제조합과 일본사학진흥재단의 통합 년 월 일 시행(1998 1 1 )￭
사회보장연구소의 폐지기능은 후생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이관됨( )￭
축산사업단과 사탕류가격안정사업단의 통합 년 월 일 시행(1996 10 1 )￭
석탄공해사업단과 신에너지 사업기술종합 개발기구 의 통합 년 월 일(NEDO) (1996 10 1￭ ･
시행)

아시아경제연구소와 일본무역진흥회 의 통합 년 월 일 시행(JETRO) (1998 7 1 )￭
철도정비기금과 선박정비공단의 통합 년 월 일 시행(1997 10 1 )￭
중소기업퇴직금 공제사업단과 건설업 청주제조업 임업퇴직금 공제조합의 통합 년(1998￭ ･ ･
월 일 시행4 1 )

소방단원 등 공무재해보상 등 공제기금의 민간법인화 년 월 일 시행(1997 4 1 )￭
이 이외에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의 재편 년 월 일 시행 국제전신전화주(NTT) (1999 7 1 ),￭
식회사 의 완전민영화 년 월 일 시행 일본국유철도 청산사업단의 폐지(KDD) (1998 7 30 ),

년 월 일 등이 행해졌다(1998 10 22 ) .

한편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의 통합에 대해서도 년 월 일에 각의, 1995 3 31

결정되었고 년 월 일 시행 특수법인의 재무내용 등의 공개를 추진하고 투명성의(1999 10 1 ), ,

확보를 위한 특수법인의 공시제도가 각의 결정되었다 년 월 일‘ ’ (1995 12 19 ).

년에 각의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 방침의 경우에는 그 후 동년 말의 행정1995 ‘ ’

개혁 대강과 년 월 일에 각의 결정된 행정개혁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개혁의1996 12 25 ‘ ’

실시 시기가 정해지는 등 충실한 추진이 도모되었다.

다섯째 년의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 년에는 여당에서 특수법인 개혁의 의논을, 1997 : 1997

근거로 하여 특수법인의 정리 합리화에 대해서 차에 걸친 각의결정이 행해지고 법인의, 3 ,

폐지 통합 민간법인화가 결정되었다, , .

년 월 일에 각의 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 계획에서는 국립교육회관1997 6 6 ‘ ’ ,￭
연금복지사업단 농지정비공단 고용촉진사업단 주택 도시정비공단의 폐지 전원개발, , , ,･
주식회의 민영화 등의 방침이 결정되었다 또한 인가법인에 있어서는 농업공제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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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구조개선사업협회 조선업기반정비사업협회의 폐지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 ,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의 민간법인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월 일에 각의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 계획에서는 일본개발은행 북1997 9 24 ‘ ’ ,￭
해도동북개발공고의 폐지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의 통합 년 월, (1995 3

각의 결정의 확인 국민금융공고와 환경위생금융공고의 통합 중소기업신용보험공고), ,

와 중소기업사업단의 통합 상공조합 중앙금고의 자립화 등의 방침이 결정되었다, .

￭ 년 월 일에 각의결정된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 계획은 지금까지의 여당에서1997 12 26 ‘ ’

특수법인개혁의 집대성을 근거로 하여 결정된 것이고 공통사항과 개별법인의 정리,

합리화 사항의 부로 구성하여 개혁의 방침을 제시하였다2 .

년의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 계획의 추진2001②

일본에서 특수법인 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개혁은 년 각의결정에 의해 확정된 행2000 ‘

정개혁대강에서 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던 특수법인 등의 개혁을 위하여 년에’ 2001

각의결정된 특수법인 등의 정리합리화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 .

년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던 개 법인에 대해 폐지 민영화 독립행정법인으로2005 136 , ,

전환 등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일본은 개의 특수법인을, 2006 4 1 38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년의 특수법인 정리합리화 계획의. 2001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 문.Ⅰ　

개혁의 진행방식(1)

이번 개혁은 개의 특수법인 및 인가 법인을 대상으로 작년 월에 내각에서 결정된163 12

행정개혁 대강 및 앞의 통상 국회에서 성립한 특수법인 등 개혁 기본법 등에 근거해 진｢ ｣ ｢ ｣
행되고 있다 즉 이번 개혁은 개별 법인의 조직 형태 그릇 겉모습의 재검토에 머무르. , = ( )｢ ｣
는 것이 아니고 내용 내부모습으로서 특수법인 등의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매, ( )｢ ｣
우 중요하다라는 인식 아래 사업의 의의가 저하되지 않았는지 현저히 채산성이 낮① ②
은 것이 아닌지 민영화가 효율적인가 등의 기준에 근거해 우선 이전법인의 사업에 대③
한 철저한 재검토 즉 사업의 내용은 물론 그 외 자회사 등을 포함한 사업 실시 방법 등을,

포함해 향후 사업에 대한 재검토 실시와 함께 그 사업 재검토 결과를 근거로 특수법인 등
의 조직 형태 폐지 민영화 등에 대한 재검토 실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

또한 개혁을 진행시킬 즈음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수법인 등 개혁 추진 위원회｢ ｣
를 설치해 각 특수법인등의 사업 및 조직 형태에 대해 강구한 조치를 정하는 특수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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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합리화 계획 을 책정해 동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늦어도 년말까지 집중 개혁2005｣ ｢
기간 내에 법제상의 조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결정되었다.｣

정리합리화계획 작성의 경위(2)

특수법인 등 개혁기본법은 월에 제정되었고 제 차 특수법인 등 개혁추진 위원회는 월6 , 1 6

일에 개최되었다 월 일에 개최한 제 회 회의에서는 특수법인 등의 개별사업 재검토22 . 8 10 2

방향을 공표했다 또한 월 일에 개최한 제 회 회의에서는 개별사업 재검토 방향에 근거. 10 5 3

해 년도 개산 검증 결과와 각 법인 조직의 재검토 방향 등을 공표했다2002 .

월 일에 개최한 제 회 회의에서는 이번의 개혁 전체를 견인하는 관점에서 정부의11 27 4

재정지출이 크고 국민의 관심도 높은 일본도로공단 수도고속도로공단 한신고속도로공단, , ,

혼슈시코쿠연락교공단 도시기반정비공단 주택금융공고 석유공단 등 개 법인에 대해서, , , 7

다른 법인에 앞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리합리화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과 함께 전국 개소에서 실시한4

행정개혁포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각 분야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계자 등에 의한 여러
가지 조정을 실시해 왔다.

정리 합리화 계획 및 그 시행(3)

본 계획은 개의 특수법인 및 인가 법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사업 및 조직 형태를 재163

검토함과 동시에 각 특수법인 등에 관한 공통적인 개혁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 계획에 따라 현재 개의 특수법인 등은 큰 폭으로 정리되어 정부정책 실시 기관 이163

외의 법인으로서 정리해야 할 공제조합 개 법인을 제외한 개 법인 중 개 법인은45 118 17

폐지 개 법인은 민영화 등 개 법인은 개의 독립 행정법인화를 실시하게 된다, 45 , 38 36 .

아울러 조직 형태별 성격을 감안하여 임원 급여퇴직금의 적정화나 공시의 철저 등을, ·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향후 특수법인 등의 개혁은 정리 합리화 계획 상의 실시 단계로 이행한다 실시에 임, .｢ ｣
해서는 각 법인 소관부처가 책임을 져 대응하게 되지만 년도 사업에 대해 계획한 조2002

치를 구체화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조직 형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년 중에 법2002

제상의 조치와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년에 구체화하는 것으로 한다2003 .

재정지출에 관해서는 정리 합리화 계획 의 재검토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 한 년도2002｢ ｣
예산에 포함시켜 과감한 삭감을 실시하고 동시에 출자금의 재검토 등으로 예산의 투명성
향상을 꾀한다.

붙여 정리 합리화 계획을 진행시킬 때 당 위원회 아래에 그 진척 상황을 평가감시하기·

위한 조직을 새롭게 설치하여 적절히 한다follow-up .

정리 합리화 계획 은 집중개혁기간 내에 추진되어야 할 특수법인 등의 재검토 등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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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 외 긴급적인 사태로 인해 특수법인 등이 어쩔 수 없이 임, , ,

시적잠정적 역할을 완수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또 특수법인 등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특수법인 등 개혁 기본법의 부대 결의에,

있는 바와 같이 특수법인 등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안정도 배려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수법인 등의 개혁을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와 그 외의 필요 사항.Ⅱ

취 지

특수법인 등인가법인 포함은 폐지되는 기관이외에는 조직 형태를 재검토해 민영화(1) ( ) ,

특수 회사화 민간 법인화 완전 민영화 독립 행정법인화 등을 하게 되지만 각각의 조직( , , ), ,

형태의 일반적인 모습은 이하대로 한다 덧붙여 법인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 독립 행정법인화 등을 실시하는 경우 어느 형태에 대해서도(2) , , ,

특수법인 등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폐해 경영책임의 불명확성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 조( , ,

직업무의 자기 증식 경영 자율성의 결여 등를 가능한 한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 ,

및 운용상 유의한다.

현재의 특수법인 등에의 공무원의 재취직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퇴직금이 너무 높(3) , ,

은 것은 아닌지 각 부성 인사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처우에 실적이, OB ,

반영되어 있는지 등 국민의 엄격한 비판에 처해 있다 공무원의 재취직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은 공무원 제도 개혁에 관한 종합적 관점으로부터 결론이 나야할 문제이지만 이번 특,

수법인 등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엄격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대응책을 마련하,

는 것으로 한다.

민 영 화

기본적 사고(1)

사업의 채산성이 높고 국가가 관여할 필요성이 낮은 법인 기업적 경영이 보다 사업을, ,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인 민간으로 이양되어도 동종의 사업이 가능한 법인은 원칙,

으로서 민영화한다.

특수 회사(2)

필요한 경우 국가 등의 주식 보유 의무에 대해 법으로 정한다 또 필요한 조건 정비1. . ,

등을 실시하여 순차적으로 주식 공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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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후의 법인과 상근 임원 법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내부발탁 등을 포함 민간인2. ,

의 적극적인 기용에 노력한다 특히 감사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이외의 사람 및 외부인. ,

의 등용에 노력한다.

주무 장관은 회사 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 법률에 근거해 신주3. , ,

발행 사채 모집 장기차입의 인가 대표이사 등의 해임 인가 정관 변경 등의 인가 사업, , , , ,

계획의 인가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행위 규제 부과등을 통해 특수 회사의 업무가 독점의 폐해를 낳는 일이4.

없게 유의한다.

민간 법인화된 특수법인인가 법인(3) ·

민간 법인화된 특수법인인가 법인은 임시 행정개혁 조사회 최종 답신 년 월1. · , (1983 3 14

일에 있어서의 자립화의 원칙 에 준거한 것으로 한다) .｢ ｣
덧붙여 민간 법인화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근거하는 법인 특별법에 근거하는 법인① ②

에서 법률상 수를 한정하지 않는 것 특별법에 근거하는 법인에서 법률상 수를 한정하③
는 것의 순서로 민간 법인화에 대한 가부를 검토한다.

덧붙여 행정대행 업무 외에 경쟁이 부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개의 경우에2.

는 제도적 독점에 의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

도적 독점을 인정한다.

해당 업무가 해당 법인의 종인 업무에 머무르는 경우①
사단 성격의 법인이 해당 법인의 구성원의 비용 부담에 의해서 구성원을 대상으로,②

실시하는 공익적인 업무로 해당 업무 운영에 구성원에 의한 통제가 확보되고 있는 경우
덧붙여 상기 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종인 업무에 대한 제도적 독점에 의해 법인 업무,①

전체가 실제적으로 독점인 경우에는 종인 업무에 대한 제도적 독점은 상기 에 관계없이①
인정받지 못한다.

제도적 독점을 배제해도 더 실제적으로 독점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위 규제를 부과,

하는 등에 의해 법인의 업무가 독점의 폐해를 낳는 일이 없게 유의한다, .

공익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기준에 근거해 임원 인사 디스크로저 등에 관3. , (disclosure)

한 정부차원의 통일적인 지도 감독 기준을 정한다.

특히 감사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이외의 사람 및 외부의 사람의 등용에 노력한다, .　
완전 민영화(4)

회사의 업무가 독점의 폐해를 낳는 일이 없게 유의한다.　
지방 공동법인가칭(5) ( )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 이익이 되는 사업 등 그 성격상 공공단체가 주체적으로 담당1.

해야 할 사업으로 국가정책 실시기관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실시 주체의 선택사항
의 하나로 해당 특수법인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지방공동법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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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법인격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한다2. .

자본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 한다.　
법인의 임원은 자주적으로 선임 한다3. .

법인 내부에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합의제 의사결정기4.

관내지 심의 기관을 둔다.

상기한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근거로 해 실시 주체에 대해 다른 조직5. ,

형태를 채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독립행정법인

기본적 구상(1)

폐지 또는 민영화할 수 없는 사업으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성이 높고 채산성이 낮고1. , ,

업무 실시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실시한 다음 원칙적으로 독립행정법인통칙법 및 개별법에 근거하는 독립 행정, ｢
법인 화한다.｣

특수법인 등을 독립행정법인화 하는 것에 있어서는 독립 행정법인 제도의 이하와 같2. ,

은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설계주무 장관의 개별적 관여 예산 조치 등 한다( , ) .

주무 장관과 법인의 판단책임 사항을 구별해 각각이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A. ·

하기위해,

국가가 법인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달성 상황을 평가해 미a. ,

비한 실적에 대해서는 법인의 장에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로 할 것.

국가에서 부여한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의 일반적 감독권을 배제하여 주무b.

장관에 의한 관여를 최소한으로 한정한 다음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무 장관과 법인,

의 판단책임 사항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과 동시에 법인의 업무 운영의 재량권을 확보하·

는 것.

정기적중 목표 기간 종료 시 매년으로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B. ( =3 5 )∼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조직업무의 유지 확대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독립 행정법인의 존· , ,

폐민영화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

기업회계기준의 도입이나 정보 공개에 의해 경영 내용의 투명화를 도모하는 것C. .

조직 및 운영의 기본(2)

독립 행정법인 조직 및 운영의 기본은 이하 외에 독립행정법인통칙법 및 중앙부1. 2. ｢
처등 개혁의 추진에 관한 방침 년 월 일 중앙부처 등 개혁 추진 위원회 결정에 의(1999 4 27 )｣
한다.



주요 국가 공공부문의 구조 및 개혁 사례 분석.Ⅴ  253

주무 장관은 중기 목표 기간 종료 시에 그 조직 및 업무의 전반에 걸친 해당 법인의2.

존폐민영화를 포함한 검토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임원 급여 등의 지급기준을 정해 외부 전무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3.

매 사업년도 종료 후 및 중기 목표 기간 종료 후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독립 행정법인 통칙법이 정하는데 따라 보수임원 급여퇴직금의, ( ·

대폭 삭감을 포함나 임원 인사해임을 포함에 반영시킨다) ( ) .

주무 장관이 독립 행정법인에 대한 감독 외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에 정하는4.

것에 한정한다 법인 감독에 관한 일반적인 감독 규정은 마련하지 않는다 주무 장관은 독. .

립 행정법인의 적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법 또는 작용법에 근거해 개별,

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덧붙여 주무 장관의 개별적 관여는 국가와 독립 행정법인간의 판. ,

단책임 사항의 분담에 적합하도록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

독립 행정법인의 적립금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정한다 개별법에서는 법5. .

인의 업무 재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적립금 등의 국고 납부에 대해 정한다, , .

독립 행정법인에 대한 국가의 예산 조치방법운영비 교부금 및 시설비 등 이외에 보6. (

조금등에 의한 조치도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에 대해서는 개개 독립 행정법인의 업무재.) ·

무적 특성 등을 감안해 정한다 이 때 예산 조치에 수반하는 재정 통제와 국가와 독립 행.

정법인간 판단책임의 분담과는 서로 모순되지 않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

국가의 예산 조치 방법의 다양화 등과 함께 독립 행정법인 회계기준 에 대해 필요한7. ｢ ｣
재검토를 실시한다.

특수법인 등을 독립행정법인화하는 경우 임직원은 원칙으로서 비국가공무원으로 한다8. , .

특수법인 등을 독립행정법인화하는 경우 임직원수는 사업 재검토 후의 사업 내용 등9. , ,

에 따라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다.

금번 특수법인 등의 개혁에서 독립행정법인으로의 이행이 결정된 법인에 대해서도10.

연도 중에 아래와 같이 로의 대응을 실시한다2001 4(2) .

고령 임원의 취임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특수법인 등에 관한 규제에 준한 규제를11. ,

도입한다 임원 보수퇴직 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독립 행정법인 통칙법에 따라 모. ·

두 공표한다.

그 외(3)

특수법인 등 중 법인의 연간 예산이 국회 의결승인의 대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1. ·

국회 의결승인의 취지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해 그에 적합한 제도 설계를 실시한다· , .

의 법인이면서 성격이 다른 복수의 업무를 실시하는 특수법인 등 중 특히 아래와 같2. 1 ,

이 에 의해 민영화 또는 독립 행정법인화 이외의 조직 형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4

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 분할 독립 행정법인화로 일부 업무를 목적외① ②
업무로 정리 해당 특수법 등의 업무 중 독립 행정법인화에 적합한 업무에 대해 독립행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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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인통칙법의 규정에 준한 관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한다.

그 외

특별한 조직 형태 등(1)

공제 조합 유형의 법인 법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의 일부를 운영하1. (47 )

는 기관에서이면서도 주무성의 정책 실시 기관과는 성격이 다른 것을 감안해 특수법인 등,

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한다.

정부로부터의 고도의 자주성이 인정되고 있는 법인 현시점에서는 임시적특례적으로2. , ·

추가된 업무가 많아 평상시와는 조직 및 업무의 기본적 형태가 크게 다른 법인 등에 대해
서는 각각 철저한 사업 재검토를 실시한 다음 현재의 조직 형태로 존속하는 일도 선택사,

항으로 한다.

국가직할화 는 국가의 관여 필요성이 높고 채산성이 낮은 사업이며 다른 실3. ( ) , ,國直轄化

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한 경우에 대한 선택사항으로 한다 국가직할화. (國直轄

에는 국가 스스로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 외에 사업의 주요 부분을 외부에 위탁하여)化

위탁자로서의 업무만을 국가가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가직할화 를 실시하는. ( )國直轄化

경우에는 기존 업무와의 일체화 등 효율적효과적인 사업 실시를 도모하여 행정 조직의· ,

비대화가 유발되지 않게 유의한다.

공통적 사항(2)

내각은 특수법인 등특수 회사를 포함한다 민간 법인화된 특수법인인가 법인 및 독1. ( .) ·

립 행정법인의 임원 인사 및 처우의 기본 방향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룰을 정해 공표하
는 것과 동시에 그 실시여부에 대해 각 부처를 적절히 감독하는 체제를 강화한다.

특수법인 등의 임원 퇴직금은 연도 중에 대폭 삭감을 결정한다 특수법인 등의2. 2001 .

임원 급여는 공무원 및 특수법인 등의 직원 및 민간기업의 임원 급여의 수준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연도 중에 삭감을 결정한다 상기의 대응을 실시한 후 특수법2001 . ,

인 등의 임원 급여퇴직금의 지급 기준을 공표한다· .

특수법인 등특수 회사를 제외하다 및 독립 행정법인으로 국가 공무원 출신자가 취3. ( .)

임할 때는 임원 출향 의 길을 연다 그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단기간 재직하는 것으( ) .出向

로 하여 용이하지 않게 한다 덧붙여 임원 출향에 의하지 않는 경우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한다.

각 독립 행정법인 등독립 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대상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 해4. ( )

당 법인은 퇴직 공무원 및 독립 행정법인등의 퇴직자의 상황을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자회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위탁처의 임원에 대해서 퇴직 공무원 및 해당 독립 행정법인,

등의 퇴직자의 현황을 파악해 공표하도록 노력한다 내각은 공표된 사항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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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등특수 회사를 포함한다 민간 법인화된 특수법인인가 법인 및 독립 행정5. ( .) ·

법인 중 상기 이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그 법인의 임원에 종사하고 있는 퇴4.

직 공무원의 상황을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자회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위탁처의 임원,

에 종사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 및 그 법인의 퇴직자의 상황을 파악해 공표하도록 노력한
다 내각은 공표된 사항을 정리한다. .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등과거에 행해진 것을 포함한다 에 따라 잉여금 등의 국고 납6. ( .)

부 규정을 정비한다.

이번 조직 형태의 재검토에 의해 조직 변경되는 특수법인 등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7.

해서는 적절히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수지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에 의도하지 않은 국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8.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주무 장관이 사업의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수지 전망과의 괴리가 생겼을 경우에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상의 년 특수법인등정리합리화계획에 의한 특수법인등의 폐지 통 폐합 민영화2001 , ,･ ･
독립행정법인으로의 전환 등 구조개편체계를 도식화해서 나타내면 그림 와 같다< 5-2> .

년의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 계획 이후의 특수법인 개혁 활동2001③

년의 특수법인 등의 정리합리화 계획이 년까지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된2001 2005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정비 우정공사의 민영화 년 월 등의 개혁활, (2007 10 )

동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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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 계획에 의한 구조개편체계< 5-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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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민영화 완전민영화 민간법인화의 특징(3) ,･
일본에서 민영화라는 용어에 법률상의 통일적인 정의는 없다 종래의 특수법인 등의‘ ’ .

개혁에서는 현재 국가와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등의 공적 섹터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

사무와 사업을 민간 섹터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옮기고 있는 과정 그것을 민영화라고 지‘ ’

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가장 광의에서는 공적 섹터의 사무 사업을 민간 섹터로. ･
위탁민간위탁하는 것을 가지고 민영화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 ,

조직형태 또는 경영형태의 민간 섹터로의 이관 또는 그 방향성에의 이행을 가지고 민영화
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영화 완전민영화① ･
그 동안 전개되어 왔던 행정개혁에서는 종래 국가와 특수법인 등의 공적 섹터가 담당하

고 있던 사무 업무에 대해서 조직 경영형태를 주식회사 형태로 이행하는 것을 가지고 민, ‘･ ･
영화라고 하고 있다 또 조직 경영형태를 민법상의 공익법인 등으로 하는 경우와 후술하’ . ･
는 민간법인화 경우에 대해서도 민영화의 한 유형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 ’ .

예를 들어 국철과 전전공사의 민영화에 있어서는 구 공사의 조직형태를 상법회사법상, ( )

의 주식회사로 이행하는 것주식회사화을 민영화로 인식하였다 이 경우 새로운 회사에( ) .

대한 정부출자주식보유는 유지되고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국철과 전전공사가 민유민( ) , ‘

영의 법인으로 이행한 것은 아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특수법’ .

인에 대한 행정개혁에서는 민유민영의 조직으로 되는 것은 없고 그 방향으로 이행하는‘ ’ ,

것을 민영화라고 지칭하고 있다‘ ’ .

민영화를 단행한 이후 일본공항 사동일본 서일본 동해와 같은 자립적인, KDD, JR 3 ( , , )

경영기반이 확립되고 정부가 보유하는 모든 주식을 매각하는 방침이 결정된 단계에서는,

민영화 된 특수법인의 설립근거법을 폐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완전 민영화라고 말. ‘ ’

한다.

참고로 이와 같은 민영화와 완전 민영화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일본국철특수법인 공‘ ’ ‘ ’ ( :

사과 여객회사민영화된 기업 간의 차이점 그리고 전전공사특수법인 공사와 민영) ( ) , ( : ) NTT(

화된 법인 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표 및 표 과 같다) < 5-6>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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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철과 여객회사의 비교< 5-6> JR
구 분 일본국철 여객회사

근거법 일본국유철도법
소화 년 법률 제 호( 23 256 )

여객철도회사 및 일본화물철도주식회사에 관한 법률
소화 년 법률 제 호( 61 88 )

법인격 공법인정부조직과 거의 동일함( ) 특수회사민법 상법의 적용( , )

사업의
범위 철도사업 등 법상 명기된 것에 한함 철도사업 외 인가를 받아서 그 밖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국가에 의한
규제

임원의 임명▪
총재내각 부총재 이사인가( : , : )･
국회에 의한 예산의 결의▪
결산의 국회에의 제출▪

운임법정주의▪
재정법 일본국유철도운임법 등( , )
예정노선의 법정철도부설법( )▪

사업의 양수허가:▪
운영선의 양수원칙 금지:▪

신주발행 사채모집 차입금의 인가,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고의 결의의 인가▪

사업계획의 허가국철 사업법( )▪
운임인가제▪

사업종별 노선별의 면허,▪
사업의 양수 양도허가:▪ ･

노동관계 공기업체 등 노동관계 법 등의 적용 노동조합법의 적용
자료: ( 2007:104)石井陽一

표 전전공사와 와 비교< 5-7> NTT
구 분 전전공사 NTT

근거법 일본전신전화공사법공사법( ) 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법 법(NTT )

법인격 공법인 특수회사
민법 상법 회사법의 적용도 있음( , )･

사업의 범위
공중전기통신사무▪

부대업무▪
목적 달성 업무▪
수탁업무한정적( )▪

국내전기통신사업▪
부대사무성령( )▪

목적달성업무우정상 인가 그 밖에 주식회사로( ).▪
인정되어 있는 업무는 가능출자 차입 사채 보증( , , , ,

자금운용 등)

국가에 의한
규제

총재 부총재는 내각이 임명▪ ･
감사는 경영위원회가 임명

예산은 우정상을 거쳐 국회가 의결▪
결산은 우정상이 승인▪

중요한 전기통신시설의 양도는▪
국회가 의결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의무▪

대표이사 감사의 임면은 총무상의▪ ･
인가 외국인은 배제･

정부는 주식의 분의 이상 보유3 1 ,▪
외자는 분의 미만3 1

매년도의 사업계획은 총무상의 인가▪
결산은 총무상에게 보고▪

중요한 전기통신 시설의 양도는▪
총무상이 인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의무▪
노동관계 공기업체 등 노동관계법 등의 적용 노동 법의 적용3

자료: ( 2007:114)石井陽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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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등의 민간법인화②

제 의 최종답신에서 특수법인 등 개혁의 한 방법으로 민간법인화를 제시하였다 국2 ‘ .臨調

가로부터의 출자를 폐하고 업무운영에 대한 국가의 관여도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것에 의,

해 법인의 자립적인 운영으로 이행시키는 것이고 완전한 민영화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 ,

비슷한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제 의 최종답신에 의하면 자립화는 특수법인 등이 정부출자 등에 의존하는 체질2 , ‘ ’ ,臨調

에서 탈피하여 자립적으로 운영을 행하는 것이고 민간화법인은 그 사업이 제도적으로, ‘ ’

독점되지 않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법 또는 민법상의 법인으로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출자가 제도상 및 실태상A. ,

없는 것
이외의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률상 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B. A , ,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출자가 제도상 및 실태상 없는 것
및 이외의 법인에서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것C. A B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출자가 제도상 및 실태상 없는 것(a)

직원의 선임이 자주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b)

사업의 경영적 운영에 요하는 경비가 그 사업에 의해 수입으로 주어지고 있고(c) , ,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부터 보조금 등에 의존하지 않는 것

민간법인화 된 법인은 여전히 형식상으로는 특수법인 또는 인가법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위에서 제시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자립화를 도모하고 실질적으로 민간, ,

법인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 의 답신에 의해 개의 특수법인 등이 민간법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2 20臨調

을 받아 이중 개의 법인이 그 후 민간법인화 되었다 그 후의 특수법인 등 개혁에서도17 .

이 민간법인화 수법은 활용되었으며 년 특수법인등정리합리화 계획에서는 민간법인, 2001

화 된 특수법인 인가법인은 제 제 차 답신 년 월 일에서 자립화의 원칙에2 5 (1983 3 14 ) ‘ ’臨調･
준하는 것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민상법에 기초하는 법인 특별 법률에 기초하는 법인,① ②
으로 법률상 수를 한정하지 않는 것 특별 법률에 기초하는 법인으로 법률상 수를 한정, ③
하는 것 순으로 민간법인화의 가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고 이를 받아서 새로운 대부분, ,

의 법인이 민간법인화 되었다 또 민간법인화된 특수법인과 인가법인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을 통일적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관점에서 특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민간법인의 운영, ,

에 관한 지도감독기준 년 월 일 각의결정이 정해져 있다(2002 4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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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 추진의 제도화4)

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개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장화테스트제도(1) “ ”

일본에서는 년 월 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일명 시장화2006 5 “ ”,

테스트법을 제정하여 그 동안 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해 왔던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관
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화테스트제도
를 도입하였다.

현재 일본에는 시장화테스트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 하나는 경. “

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관민경쟁입찰과 민간경쟁”

입찰이 실시되는 시장화테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법에 근거가 없는 자율적 시장화테스트,

이다 자율적 시장화테스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 ) .自主市場化テスト
독자적으로 관민경쟁방법을 제도화하여 실시하는 시장화테스트이다(市場化 推進協議テスト

여기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시장화테스트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2007: 59-60). .會

일본에서는 년 월 내각부에서 규제개혁 민간개방추진 개년계획 을 통하여 시장2004 3 “ 3 ”･
화테스트제도의 도입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기로 처음 결정하였다 그 이후 규제개.

혁 민간개방추진회의를 중심으로 검토를 추진하였고 년에 개 분야 개 사업에 대한, 2005 3 8･
모델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년 월에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2006 5 “

개혁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게 되었다” ( , 2007:60).出井信夫

시장화테스트는 그 동안 관이 독점해왔던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관정부기관과 민민간( ) (

사업자이 대등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가격과 질 양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자가 그)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장화테스트의 본래 목적은 그 동안 독.

점시장으로 존재해 왔던 행정서비스에 적절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
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시장화테스트제도는 관과 민 사이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 , “ ”

이 핵심원리이며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사업의 민간이양을 목적으,

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시장화테스트의 주요 목적은 경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

성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 삭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의 담당자가 공적주체인지 민간사업자인지를 묻지 않고 가장 적합한 자에게 서
비스 제공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만일 시장화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낙찰받.

은 경우에도 사업이 독점화되어 경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도 경쟁이 지속되
는 시스템이다 또한 시장화테스트제도 하에서는 공적주체도 끊임없이 효율화 노력을 도.

모해야만 계속해서 공공서비스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 2007:54).市場化 推進協議會テスト
시장화테스트는 경쟁 도입을 통한 행정개혁이 목적이지 공공사업의 민간 개방만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화테스트의 제도설계 및 운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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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중요시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적,

절한 경쟁원리의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화테스트는. ,

첫째 사업의 효율성과 창조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을 실현하고 둘째 공공기관 인적자원의 적정배분 퇴직자 등 인적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 ,

통하여 행정조직의 체질을 전환하여 진정한 행 재정개혁을 실현하며 셋째 시장경제의 확, ,･
대를 통해 경제사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장화테스트의 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중립적이며 공평한 경쟁조건하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
에 대한 관민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가격과 서비스의 질 양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주체가
낙찰을 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시장화테스트제도의 기능 및 역할은 경쟁원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내재적(

기능과 제도운용 과정에서 다른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발휘되는 기능외재적 기능으로) ( )

구분해 볼 수 있다 내재적 기능으로는 경영개선기능 방만경영견제기능 민간개방촉진기. , ,

능 규제개혁촉진기능 등이 발휘된다 그리고 외재적 기능과 역할로는 정보공개 주민참여, . , ,

관민협동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2007:55-56).市場化 推進協議會テスト

기존의 민간개방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방법과 시장화테스트제도의 비교(2)

기존의 민간개방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 방법“ ”①

가 지정관리자제도.

지정관리자제도 는 년 월에 지방자치법 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 ) 2003 6 “ ”指定管理者制度

으로 그 동안 행정이 수행하여 온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물적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개방( )

하는 제도이다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실시되어 왔던 관리위탁제도에 의하면.

문화시설 의료 복지시설 레크레이션 스포츠시설 산업진흥시설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시, , ,･ ･
설의 위탁관리주체는 제 섹터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공법인 또는 외곽단체3

등 공공단체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지정관리제도에 의해 주식회사 사회복지법인 등의 공. ,

익법인 법인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민간사업자에게도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업무, NPO ( ) ･
를 개방하게 되었다.107) 민간사업자인 지정관리자에게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함으로
써 민간부문의 경영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정부담
의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 , 2007:140).東洋大學大學院經濟學硏究科

도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방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국①
가의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지정관리자제도에 의한 공공시설관리의 민간, ②
개방은 지방자치법상의 공공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다른 공물관리법
107) 총무성에서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정단체의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재단2004 6 1 , ,

법인 사단법인 공공단체 공공적단체 단체 등이 있다, , , , NPO ( , 2007).市場化 推進協議會テ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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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
공시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市場化テス

, 2007:38).推進協議會ト

나. PFI

는 공공시설 등의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
경영능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이 방식은 국가나 지방자치, PPP .

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는 쪽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
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년에 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1999 “

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사업의 핵심 수단(PFI )” , PPP

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정부나 지( , 2007:130).東洋大學大學院經濟學硏究科

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주체를 관리자로 정의하고 있는 이른바 공물관리법‘ ’ ‘ ( )’公物管理法

에 근거하는 도로 하천 공항 항만 도시공원 하수도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여 선, , , , , PFI

정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공공시설 등의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할 수 없는 사무가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자의 선정 절차나 선정. PFI

기준이 법의 취지인 민간의 창의성 발휘를 충분히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PFI

기되고 있다민현정( , 2006:329).

다 구조개혁특구제도.

구조개혁특구제도 는 각 지역의 특성에 대응한 규제의 특례 조치를 강( )構造改革特區制度

구하여 구조개혁의 추진이나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제도이다 년에 구조개혁특별. 2002 “

구역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단기간에 민간의 제안에 의한 규제개혁이 실현될”

수 있는 효과가 인정된다 그러나 구조개혁특구제도는 어디까지나 지역에 있어서의 한시.

적인 특례조치에 불과하며 민간사업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구계획안의 작성에 대, ( )

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정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사업자가이 직접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이두령( ) ( ,

2006:29).

기존의 방식과 시장화테스트제도의 차이점 분석PPP②

이상과 같이 기존의 방식에서는 개혁의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PPP ,

특히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가 개혁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
을 안고 있다 그리고 민간의 창의를 발휘한 규제완화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지 못하는 문제.

점이 있다 시장화테스트법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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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그 동안 실시해 온 업무위탁과는 달리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아이
디어를 반영하며 그러한 것이 기대되는 일체의 업무를 선정하여 관민경쟁입찰 등을 실시,

함으로써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라는 구조개혁을 성역 없이 실현하는 것을 목“ ”

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매년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 “

침 에 따라 새롭게 관민경쟁입찰 등의 대상으로 설정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필요에”

부응하여 시장화테스트법의 규정에서 법령의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이두령( , 2006:56).

시장화테스트는 공공서비스를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시장화테스트법에 의해 규,

제완화와 민간개방의 절차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성과와 비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서 공공기관 과 민간부문 간의 경쟁이 제도화되어 있다( ) ( ) .官 民

표 시장화테스트제도와 다른 방법의 특징 비교< 5-8> PPP
구 분 시장화테스트 제도PFI 구조개혁특구제도 지정관리자제도
근 거 법 시장화테스트법 법PFI 구조개혁특구법 지방자치법
도입시기 2006 1999 2002 2003

대상분야 공공서비스
행정처분도 포함( )

공익시설등의
정비 사업 규제대상 분야

공공시설의 관리
행정처분 포함되는 경우(

존재)

민 간
사업자와
관 계

민법상의 계약과
시장화테스트법에
의해서 실시

민법상의 계약
민간사업자의 경우
민법상의 계약이며

특구법에 의해 제약이
존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에
의해서 관리권한 위임

관민경쟁
존재여부 ○ ○ ― ―

규제개혁
존재여부

△
법률상으로는(

규제개혁조치 있음)
△ ○

―
지정관리자 자체가(

지방자치법 조의 의244 2
규제개혁)

민간으로
위임방법
존재여부

―
○

행정재산대부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무상사용 등)

― ○

임무수행
결정방법

입찰에 의해 결정
도 참여( )官

입찰에 의해 결정 특구계획의 인정에 의해
결정 지정에 의해 결정

자료 와 에 의거하여 작성: (2007) (2006)市場化 推進協議會 新日本 株式會社テスト パブリック アフェア ズ･ ー

전통적인 민간위탁아웃소싱의 경우 행정의 민간개방에 공공기관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규제완화 조치를 제도화한 시장화테스트의 경우에는 시장화테스,

트의 실시가 불가능한 이유를 제 자기관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3 .

방법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담당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나 시장화테스트에서는PPP ,

관 민 간의 경쟁을 통해 비용과 서비스의 질을 비교하여 가장 우수한 서비스 제공자가 결･
과적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다른 점이다 결국 규제완화와 관민경쟁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264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기존의 방법과 구별되는 시장화테스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PPP (新日本パブリック ア･
, 2006:11).株式會社フェア ズー

이상과 같은 시장화테스트제도와 기존의 다른 방법의 특징을 근거법 도입시기 대PPP , ,

상분야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관민경쟁 도입 여부 규제개혁 존재 여부 민간으로 위임방, , , ,

법 존재여부 임무수행자 결정방법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과 같다, < 5-8> .

특히 민영화 민간위탁 지정관리자제도 등 기존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안 또는, , , , PFI

민간개방을 위한 방법과 대비되는 시장화테스트제도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면 표PPP <

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5-9> .

표 다른 방법과 대비되는 시장화테스트의 차이점< 5-9> PPP
구 분 방법의 개요 다른 와 시장화테스트의 차이점PPP

민영화 공공기관 의 조직을 주식회사 등 민간조직으로( )官

이행 재편하는 것,
시장화테스트는 공공기관관의 조직을 민영화하려( )
는 의도는 없음

민간위탁
아웃소싱( )

대상 업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공기관-
에 부여됨( )官

업무의 범위나 수행방법은 사전에 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범위로 제한 되는 경향 있음
기존 규제 범위내에서만 실시 가능-

시장화테스트의 대상업무는 민간의 요청이나 제-
자기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기3
관 의 판단은 제한됨( )官

업무의 전체 구조를 재검토하는 제안 가능-
공공서비스개혁법의 특례에 의해 종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실시가 가능

지 정
관리자
제 도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관리 운영업무에- ･
한정하여 지정한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하는 것
국가의 공공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시장화테스트의 대상업무는 공공시설의 관리 운- ･
영업무만으로 한정 되지 않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두 대상- ･

PFI
민간자금 경영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시설 등의, ,
건설 운영을 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시장화테스트는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설의 건설 정비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자료: (2006:12)新日本 株式會社パブリック アフェア ズ･ ー

우선 민영화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조직을 주식회사 등 민간조직으로 이행 또는 전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화테스트제도는 공공기관의 조직을 민영화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에서 민영화와 차이가 있다.

둘째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 대상업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에 위탁되는 업무의 범위나 수행방법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범위,

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시장화테스트제도에서는 개혁 대상 업무가 민간의 요.

청이나 제 자기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재량적 판단은 제한된다 또3 .

한 업무 전체 구조를 재검토하는 제안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 지정관리자제도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관리 운영업무에 한정하여 지정, ･
한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공공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비해 시장화테스트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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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는 공공시설 등의 건설 운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시장화테스트의, PFI ･
경우에는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설의 건설 정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에서 차이가 난다.

한편 종래의 민간위탁제도와 시장화테스트제도의 차이점만을 별도로 비교해 보면 다음,

과 같다이두령( , 2006:61).

첫째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의 종전의 실시 상황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함으로,

써 관과 민과의 비용이나 서비스 내용의 비교가 가능하다.

둘째 관민경쟁입찰등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관민경쟁입찰등의 실시방침에,

서 확보해야 할 서비스의 질이나 그 평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의 유지 향
상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가격의 절감은 물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입찰방식종합, (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넷째 적정한 사업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수탁사업자에 대해 법령상의 비밀을 준수해,

야 할 의무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동시에 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보고징(

수 입회검사 필요한 조치의 지시을 마련하고 있다, , ) .

경쟁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시장화테스트 제도화 내용(2)

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일명 시장화테스트법은 국가의 행정“ ”,

기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맡긴다는 관점에서 이를 재검토하여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일체의 업무를 선정하여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 및 경비 삭감을 도모하는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시장화테스트법의 기본이념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의 결정. , ,

관민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의 절차 낙찰받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 관민경쟁입찰등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쟁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의 기본이념과 정부의 책무①

시장화테스트법제 조에서는 경쟁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의 기본이념을 국가( 3 )

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또는 사업의 전체 안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
는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해 부단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투명하
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적절히 반영시키고 국민을 위한,

보다 양질의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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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공공서비스 가운데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폐지하는 것도 공공서비스 개혁의 기본이념으
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시장화테스트법제 조와 제 조에서는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을 위, ( 4 5 )

한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국가의 행정기관 등은 경쟁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의 기본이념에 따라 공
공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관민경쟁입찰이나 민간경쟁입찰 또는 폐지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 외에도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관여 그 밖의 규제,

를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공공서비스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조치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공공서비스의 적정하고 확실한 제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성과 자립성을 존중하면서 경쟁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가능케 하는 환경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경쟁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다음과 같
이 규정되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에. ,

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이 되는 특정공공서비스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그 외의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것으로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특정공공서비스에 적
절치 반영되도록 조치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특정공공서비스의 적정하고 확실한 제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쟁도입 대상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범위②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공공서비
스로 칭하고 있는 바 이 공공서비스의 범주에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담당하고 있는 통,

상서비스와 특정공공서비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가 포함되고 있다, (市

, 2007:60-61).場化 推進協議會テスト 108)

가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범위.

시장화테스트법에 의한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국가중앙정부의( )

행정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공서비스 중에서 관민경쟁입찰 민간경쟁입찰 또는 폐지의 대상,

이 되는 업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범위에는 국가의 행정기. ‘ ’

108) 공공서비스개혁법에서는 통상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특정공공서비스와 구별‘ ’ . ,

되는 공공서비스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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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각부 등 제외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 및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특수법인주식( ), , , (

회사 형태의 특수법인 제외이 포함된다) .109) 결국 내각부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법인 등 일,

부 기관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기관 전체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중에서 관민경쟁입찰 민간경쟁입찰 또는 폐지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시장화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는 공공
서비스의 유형은 통상서비스와 특정서비스로 구분되고 있다.

우선 시장화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통상서비스는 행정처분을 제외한 국가의 행정기관‘ ’

등의 업무 가운데 반드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를
말한다.110) 즉 상담 연수 시설운영 등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국민, , ,

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그 외에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업무로서 법령에 의한 규제,

가 없어 공공기관 과 민간부문 어느 쪽도 수행가능한 사업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 ( ) .官 民

는 시장화테스트법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되고 있다( 2 4 ) .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관리 업무,ⓐ
연수 업무ⓑ
상담 업무ⓒ
조사 또는 연구 업무ⓓ
이상에서 예시한 것 외에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스스로 실시할 필요가 없는 업무

시장화테스트법에서 일단 경쟁도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국가의 행정‘ ’

기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 대해 법령상의 권리 의무를 설정하는 단독행위를 의,

미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업무의 경우에도 시장화테스트법에 의해 법률의 특. ‘ ’

례가 적용되는 특정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민경쟁입찰 등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

다음으로 시장화테스트의 대상인 특정공공서비스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자치‘ ’

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그 외에 공공의 이익 증진에 이,

바지하는 업무이며 관민경쟁입찰 등을 실시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담,

당하게 될 경우 법령의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공공.

서비스 담당자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을 경우 시장화테스트법에서 해당 법
률의 특례 즉 민간사업자도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민,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업무 또는 사업을 특정공공서비스로 정의하고 있‘ ’

다 여기서 법령의 특례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의( , 2007:61).市場化 推進協議會テスト
실시를 담당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자격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09)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법인은 이미 민영화가 실시된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맡‘

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경쟁입찰등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110) 행정처분이 공공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시장화테스트법에서의 계약은 행정처분권한을 위임하는
민간지정검사기관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의 위임행정과는 확실히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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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의한 감독상의 조치 규제의 완화 그 이외의 특례에 관해 시장화테스트법에서 규정하, ,

고 있는 것과 정령 또는 주무부령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의미한다 현재 시장화테스트법에.

서는 직업안정법의 특례 국민연금법등의 특례 호적법등의 특례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 .

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중에서 시장화테스트법에 의한 개혁의 대상은 특정공공서비
스로 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에 관한 재검.

토를 실시하여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특
정공공서비를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현재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호적법 등의 특례제. ( 34

조를 통해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

공공서비스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

호적법에 근거하는 호적등본 등의 교부의 청구의 접수 및 그 인도ⓐ
지방세법에 근거하는 납세증명서의 교부의 청구 및 그 인도ⓑ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하는 등록원표의 복사 등의 교부 청구 및 그 인도ⓒ
주민기본대장법에 근거하는 주민표의 복사 등의 교부 청구의 접수 및 그 인도ⓓ
주민기본대장법에 근거하는 호적의 부표사본의 교부 청구의 접수 및 그 인도ⓔ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의 접수 및 인도ⓕ

다 시장화테스트 대상사업 및 경쟁입찰 실시 사업 사례.

시장화테스트법에서 경쟁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한 업무의 종류
와 범위에 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 법에 의해 경쟁도입 및 민간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이두령( , 2006).

신규시설의 정비 병원 학교 정비 보육소 개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형무소 사회: , , ,ⓐ ･ ･
교정시설 도로 항만 상하수도, , ,

시설의 운용 갱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상하수도사업 항만 하천 도로 등의 관리, : , , ,ⓑ
시설정비를 동반하지 않는 공공서비스 사업 각종의 신청 등록의 수리 교부 등의 카: ,ⓒ ･
운터 업무 공원 등의 관리업무 사회보험 등 징수업무 및 서비스 업무 주차위반 단, , ,

속 긴급통보전화의 수리, ( )受理

행정업무의 지원업무 컴퓨터 등의 보수 운용업무 방위관련후방지원서비스정비 연: , ( ,ⓓ ･
수 등 청사관리업무 직원연수 소모품 등의 조달업무), , ,

한편 시장화테스트법에 의해 년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2007

을 실시하는 개 대상사업은 국민연금보험료징수 사회보험청 업무 직업소개 고용 능력11 , , , ･
개발업무 등기발급 통계조사 등으로 결정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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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장화테스트법에 의해 년부터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사업< 5-10> 2007
사 업 업 종

통계조사 총무성 지정통계업
통계센터 업무

직업소개
관리직 경험자 교육
취업대상기업 개척업

관리직 및 기술자 직업 알선업

사회보험청
국민연금보험료 징수
후생연금가입 촉진업
전화이용 연금 상담

고용과 직업교육 사무직 직업훈련
젊은층 대상 직업훈련

등 기 등기증명서 발급 업무

자료 이두령: (2006:97)

이상과 같은 시장화테스트 적용대상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실제 선정 사례를 종합해 볼
때 관민경쟁입찰 등의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두령( , 2006:66).

첫째 공공서비스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관행정이 스스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 )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이나 경비 삭감을 도모함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아이디어,

를 적절히 반영시킬 필요성이 높은 업무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래의 입찰 절차와 비교하여 보다 엄정한 투명성이나 공익성을 담보하는 절차와,

엄격한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행정이 입찰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과 실시방침 및 실시방법의 결정③

경쟁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개혁 작업을 위해서는 시장화테스트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
서비스개혁기본방침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의 실시방침 관민경쟁입찰실시방법, ,

등을 작성해야 한다 기본방침과 실시방침은 경쟁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개혁을 위한 방.

향성 결정에 관한 것이고 실시방법은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술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기본방침과 실시방침 및 실시방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견 청취와 제 자기관의. 3

심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다음 표 과 같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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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본방침 실시방침 실시방법에 대한 의견청취 및 제 자기관의 심의 절차< 5-11> , , 3
구 분 의견의 청취 제 자기관의 의결3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기본방침 실시방침,

대상사업의 내용
강구해야 할 조치 대상사업의 내용 ○ ×

실시방법 × × ○ ○
자료: (2007:64)市場化 推進協議會テスト

가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은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에 관한 제도적 장치이다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은 시장화테스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하여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내각부가 국가의 행정기관, ,

등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안을 작성하여 관민경쟁입찰등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각의결정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수립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공서비스의 개혁을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은 매년 재검토하는 것
으로 하고 있다.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법 제 조 제 항( 7 2 ).

경쟁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의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①
경쟁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해서 정부가 실시해야 할 시책에 관한 기본②
적인 방침111)

경쟁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해 정부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특정공공(③
서비스의 범위 재검토 그 외의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와 관련되는 조치 포함에 대, )

한 계획112)

경쟁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대④
처방안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계획113)

관민경쟁입찰의 대상으로 선정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관민경쟁입찰 대(⑤
상 공공서비스의 내용 및 이것에 수반하여 정부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4)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으로 선정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민간경쟁입찰 대(⑥
상 공공서비스의 내용 및 이것에 수반하여 정부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1) 이와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공공서비스 개선과 서비스 질의 향상 경비의 절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12)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중에서 민간사업자가 실시할 경우
법령의 특례가 필요하게 되는 업무 및 적용되는 특례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113)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중에서 민간사업자가 실시할 경우 법령의 특례가 필요하게 되는 업
무 및 적용되는 특례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14) 관련 사항으로는 관민경쟁입찰 대상으로 선정된 업무의 범위 실시 예정 기간 시기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사항, , , ,

이에 따라 필요한 법령의 특례내용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서도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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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의 내용 및 이에 수반하여 정부가 강구⑦
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115)

이상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경쟁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의 실시에 관계되는⑧
필요한 사항관계기관과의 제휴 협력의 규정 등( )･

내각총리대신은 정령의 규정을 통해 기본방침 작성을 위한 의견청취가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장에 대하여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에 대하여 그 내용 그 외에 참고가 되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 인터넷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각의결정을 통해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이 결정되면.

즉각 공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민경쟁입찰 등의 실시방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화테스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경쟁도입을 통한 공
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작성하는 것이 관민경쟁입찰 등의 실시방침이다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
함되는 실시방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경쟁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의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관민경쟁입찰의 대상으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의 내용ⓑ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으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의 내용ⓒ
이상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경쟁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의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시방침 작성시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 실시 대상 공공서
비스의 내용을 정하려고 할 때는 미리 민간사업자가 특정공공서비스 중 그 실시를 스스로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또.

한 의견청취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특정공공
서비스의 내용과 그 외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인터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시방침을 결정하였을 때는 즉각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다 경쟁입찰 실시방법의 작성.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과 실시방침을 결정하여 공표한 다음에는 경쟁입찰의 대상이 되
는 공공서비스의 상세한 내용 및 확보되어야 할 공공서비스의 질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

입찰가격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종래의 실시 상황에 관한 정보 손해배상 책임의, , ,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쟁입찰 실시방법을 작성하여 합의제기관의 심의를 거쳐 결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15) 폐지의 대상으로 선정된 업무의 범위 실시 예정 시기 등의 기본적인 사항 이에 따라 필요한 법령의 개폐 등, ,

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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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경쟁입찰의 실시방법을 국가의 행정기관 등에 의한 관민경쟁입찰
실시방법과 민간경쟁입찰실시방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민경쟁입찰 실시방법과,

민간경쟁입찰실시방법으로 구분하여 그 절차적 규정 등을 정하고 있다 경쟁입찰 실시방.

법 작성시 경쟁입찰방법별 기재사항은 시장화테스트법에 의해 표 와 같이 차별적으< 5-12>

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에서는 관민경쟁입찰 등의 대상으로 선.

정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 공공서비스별로 관민경쟁입찰 등의 실시방법을 작성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민경쟁입찰 등의 투명성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

여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장이 그 안을 작성한 다음에 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
표하도록 하고 있다.

표 경쟁입찰 실시방법의 기재사항 비교< 5-12>
기재 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민경쟁 민간경쟁 관민경쟁 민간경쟁
대상 공공서비스의 상세한 내용 및 공공서비스의 질에 관한 사항 ○ ○ ○ ○
실시 기간에 관한 사항 ○ ○ ○ ○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 ○ ○
입찰참가자의 모집에 관한 사항 ○ ○ ○ ○
평가기준 및 기타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 ○ ○ ○
발주담당직원과 입찰참가직원 간 정보 차단 조치 ○ ― ○ ―
대상 공공서비스의 종래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공개 사항 ○ ○ ○ ○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 ○ ○ ○ ○
민간사업자로 전출을 희망하는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사항 ○ ― ○ ―
법령의 특례에 관한 사항 ○ ○ ○ ○
보고의무 비밀취급 및 기타 민간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 ○ ○ ○
제 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3 ○ ○ ○ ○
공공서비스 실시기간 종료시 재검토를 위한 업무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 ― ―
기타 실시에 관한 필요 사항 ○ ○ ○ ○
자료: (2007:82)市場化 推進協議會テスト

경쟁입찰의 유형과 실시 절차④

경쟁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경쟁입찰은 관민경쟁입찰과 민간경쟁입찰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가 경쟁입찰의 유형.

우선 관민경쟁입찰은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에서 선정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
비스를 대상으로 국가의 행정기관 등과 민간사업자 사이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공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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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공급자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민경쟁입.

찰 등의 실시방침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자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다.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관민경쟁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공개 적정하,

고 확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독 실시방법 작성 등에 대한 관민경쟁입찰등감독위원회,

의 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경쟁입찰은 관 은 참가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 )’官

을 실시하여 질과 가격 양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업자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도
록 하는 방식이다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에 의해 선정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

비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시방침에 의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를 대
상으로 민간사업자 중에서 그 공급을 담당할 자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경쟁입찰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

보공개 적정하고 확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독 실시방법 등에 대한 관민경쟁입찰등감, ,

독위원회의 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경쟁입찰 실시 절차.

관민경쟁입찰 등의 실시 절차는 대상사업 및 법률의 특례조치의 결정 실시방법의 결정,

및 공표 입찰의 실시와 낙찰 계약체결 및 사업개시 사업검증 향후방향결정 계속적인 감, , , , ,

시중립적인 제 자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 .

경쟁입찰 실시방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구체적인 경쟁입찰 실시 절차는 평가기준의 작
성 입찰실시 준비 관민경쟁입찰의 실시 낙찰자의 선정 낙찰자와의 계약 평가의 실시 등, , , , ,

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관민경쟁입찰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실시방법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소관부처가 공공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감독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가장 적합하게 신청을 한 자를 공공서비스의 담당자로 결정한다.

또한 민간경쟁찰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시방법에서 정한 평
가기준에 따라 소관부처가 공공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적합
하게 신청을 한 자를 공공서비스 담당자로 결정한다 관민경쟁입찰과 민간경쟁입찰의 낙.

찰자 결정의 차이는 감독위원회의 관여 유무에 있다 관민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낙찰자 등.

의 결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민경쟁입찰등감독위원회의 심, ‘ ’

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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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쟁입찰 실시절차< 5-3>

대상사업의 결정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제안을 폭넓게 수용*
필요한 규제개혁 경쟁조건 균일화 조치를 고려한 결정 등* ,중

립
적
인
제
3
자
기
관
이
감
시
등

↓

방침결정 공표 등,
개별 사업마다 관민경쟁입찰의 실시에 관한 방침을 결정 공표* ,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의 정도를* ,
방침에서 언급하도록 함

↓
입찰의 실시 결과평가, ,

낙찰자결정
관민경쟁입찰의 실시관 스스로의 개선노력으로 낙찰도 가능* ( )
서비스의 비용뿐만 아니라 질을 평가하는 종합적 평가기준*

↓
계약의 체결,
사업의 개시 등

낙찰자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적절한 실시*
적절한 지속적 실시 등*

↓
지속적인 모니터링 낙찰 계약조건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모니터링* ,

일정기간 경과후 재입찰실시 등*

자료 민현정: (2006:332)

시장화테스트에서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시 가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공공서비
스의 질 등 그 이외의 요소도 평가하는 종합평가방식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관이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효율화 노력을 기울인 후 계속적으
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한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법령의 특.

례가 적용됨과 동시에 감독보고징수 입회검사 비밀준수의무 의제공무원 등의 규정이( , ), ,

적용되어 적정하게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의 공공서비스 실시⑤

민간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정부의 행정기관의 장은 낙찰을 받은 민간사업자와 관
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

공서비스의 실시를 위탁한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의 실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변경과 계약의 해제도 가능하다. .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장은 공공서비스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사업자에게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입회검사 등를 취하거나. ( )

지시를 할 수 있다.

관민경쟁입찰에 의해 낙찰된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재정법의
특례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 등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공공서, .

비스 실시를 민간사업자가 담당할 경우에 필요한 법적 조치로서 특정공공서비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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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업안정법의 특례 국민연금등의 특례 호적법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

재정법의 특례 재정법에서 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연한: 5 (年ⓐ
을 년 이내로 하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채무부담) 10 .限

행위의 연한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연한은 정하지 않고 예산의 내용 안에서 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안정법의 특례 민간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취급 범위를 제한하는 직업안:ⓑ
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의 특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청구의무에 관해서는 변호사 이외의 자도:ⓒ
실시할 수 있다는 조치와 그 실시에 있어서 행위규정 등을 적용한다.

호적법 등의 특례 호적법에 의거한 호적등본의 교부의 청구 및 인도 업무를 민간업:ⓓ
자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관민경쟁입찰 등 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⑥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관민경쟁입찰 등의 절차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 자기관으로서 관민경쟁입찰 등 감독위원회중앙정부와 합의제3 ( )

기구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내각부에 설치되는( ) .

관민경쟁입찰등감독위원회는 내각부설치법에서 규정하는 심의회 등에 해당하며 관민경쟁,

입찰의 공정한 실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관민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경우에는 조례로 관민경쟁입찰 등의 공정한 실시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심의회와
그 이외 합의제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관민경쟁입찰등 감독위원회는그 설치목적에근거하여 다음과 같은권한을행사하고 있다.

관민경쟁입찰이나 민간경쟁입찰 또는 폐지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규정하여 각ⓐ
의결정하는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의 심의‘ ’

관민경쟁입찰의 대상 공공서비스별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장이 결정하는 실시요령의ⓑ
심의
관민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과 관련되는 평가의 심의ⓒ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장이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와의 사이에서 계약의 변경,ⓓ
해제 등의 조치를 강구하려고 할 때의 심의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 대해 보고의 징수 지시,ⓔ
등의 조치를 강구했을 때는 감독위원회에 통지
이러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내각총리대신 또는 내각총리대신을 통해 관계 행정기ⓕ
관 등의 장에 대해 필요한 권고
이러한 소장 사무의 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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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또는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관민경쟁입찰 등 감독위원회는 비상임의 명 이내의13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제도의 도입 활용5) ･
독립행정법인제도의 의의와 도입 확산 과정(1) ･

일본에서는 중앙성청 조직의 감량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년2001

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립행정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이후 특수법인등 개혁과 공익.

법인 개혁 활동의 일환으로 독립행정법인의 설립 및 통 폐합 등이 이루어졌고 년 월, 2006 4･
현재 기준으로 개 독립행정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년에는 광의의104 . 2003

독립행정법인의 범주에 해당하는 국립대학법인법이 제정되었고 년에 국립대학법인, 2004

및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이 설립되었다 역시 년에 지방독립행정법인법 및 지방독. 2003 “ ” “

립행정법인법의 시행에 수반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으로써 년부” 2004

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제도를 별도로 도입 시행하･
게 되었고 년 현재 개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2007 27 .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제도는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사무와 사업 가운데서 국가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부문에 맡기는 경우 당해 사업, ,

이 반드시 실시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사업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생활이나 사회
경제의 안정에 현저히 지장이 초래되는 사업을 국가의 행정기관이 아닌 별도의 독립행정
법인을 설립하여 그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독립행정법인제도는 국가와.

는 별도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을 설립하여 이 법인이 자율성과 자주성,

을 가지고 사무와 사업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
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001).宮脇淳 梶川幹夫･
중앙정부 독립행정법인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었다 우선 년에. 1998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 을 제정하여 독립행정법인 도입에 관한 방침을 정식으로 결정하였“ ”

다 그리고 년에는 독립행정법인제도의 골격과 개 사무 사업의 독립행정법인화 방. 1999 89 ･
침을 정한 중앙성청등 개혁의 추진에 관한 방침 을 각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또한 중앙성“ ” .

청등개혁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 및 공통사항을 마련
하기 위하여 년에 독립행정통칙법 을 제정함으로써 독립행정법인제도의 기본적인 틀1999 “ ”

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통칙법의 근거에 따라 개의 독립행정법인을 설치하는 법률개별. 60 (

법을 제정함으로써 년 월에 개의 독립행정법인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2001 4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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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독립행정법인의 법제화 취지와 관리제도(2)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중에는 국가에 있어서 독립행정법인에 의하여 제
공되고 있는 행정서비스와 동일한 것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분야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판의 독립행정법
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효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

정한 사무와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단체를 설립하여 수행하기 위해 지방독립행정법인제도를 국가의
독립행정법인제도를 모방하여 창설하였다( , 2006:2).地方自治制度硏究會

지방독립행정법인은 년 월에 시행된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2004 4 “ ”

인이다 지방독립행정법인은 관과 민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적이기는 하지만 반. ,

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좋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

의 범위는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 조에서 한정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즉 시험연구21 . , ) ,①
대학의 설립 및 관리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철도 전기 가스 병원) , , , , , , , ,② ③

등 사회복지사업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이상의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등으, , ,④ ⑤ ⑥
로 업무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현재에는 공립대학이나 병원을 중심으로 지방독립행정.

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가의 독립행정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독립행정법인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
이점이 있다( , 2006:10-11).地方自治制度硏究會

첫째 대상업무 국가의 독립행정법인은 각 개별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해당 독립행정법, :

인의 업무가 정해지고 있는데 비해 지방독립행정법인의 경우에는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
조에 의해 시험연구 대학의 설치 관리 지방공영기업에 적합한 사업의 경영 등 일정한21 , ,･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

둘째 설립절차 국가의 독립행정법인은 개별 설립법에 의해 설립되나 지방독립행정법, : ,

인의 경우에는 설립 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정한 다음에 총무대신 또는 도도
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법인격을 부여받게 된다.

셋째 공무원형 또는 비공무원형 법인의 결정 국가의 독립행정법인제도에서는 공무원형, :

법인은 개별 법률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나 지방독립행정법인의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형 법인 요건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는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의회의 관여 국가의 독립행정법인의 경우에는 각 독립행정법인의 설립 해산을 개, : ,

별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독립행정법인공무원형의 경우에는 상근직원수의 국, ( )

회보고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원적 대표체계를 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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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시험연구기관 공립대학 공립병원 등 지방공영기업 사회복, , ,

지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는 별
도의 법인격을 보유한 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을 설립하여 이 법인에게 당해 사무와 사업( )

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하는 경
우에 설립 운영된다 이러한 지방독립행정법인 설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사전 관여와 통제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사후,

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탄력적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독립행정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독립행정.

법에서는 중기목표 설정 및 중기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교부금제도 지방독립행, ,

정법인평가위원회 요금결정 재무회계제도 인사관리제도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

( , 2006:8-9).地方自治制度硏究會

영국의 공공부문 구조 및 개혁 사례2.

공공부문의 범위와 준공공부문의 구성체계1)

공공부문의 구조와 준공공부문의 구성단위(1)

영국의 공공부문은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중앙정부조직은 각료.

급 중앙부처 비각료급 중앙부처 책(Ministerial Departments), (Non-Ministerial Departments),

임운영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은 정부(Executive Agencies) . (Public Bodies)

부처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 정부의 예산을 지(arm's length relationship)

원받아 정부와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기관 유형이다.116) 여기에는
비부처공공기관 공사 국립의료서비스기관 공(NDPBs), (Public Corporations), (NHS Bodies),

영방송기관 중앙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Public Broadcasting Authorities: BBC, S4C), .117)

그리고 영국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을 제외한 준공공부문의 핵심 기관에 해당하는 비
부처공공기관은 다시 재원조달방식과 기능수행의 범위 및 활동의 성격 인력충원방식 등,

116) 장관은 공공기관의 활동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니며 거의 모든 경우에 이사 선임권을 행사한다 공.

공기관의 재정과 경영관리에 관한 책임은 해당 정부부처에 있다.

117) 영국에서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체계는 연차별로 수정되고 있다 내각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공공기관 백서에.

의하면 년 이전까지는 국유화기업 공사 국립의료기관 비부처공공기관 중앙은행 등으로 공공기관의 유형2006 , , , ,

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년 백서에서는 국유화기업 의 유형 분류가 삭제되는 대신에. 2006 (Nationalised Industries)

공영방송기관이 기관유형의 하나로 추가되었다 공영방송기관의 범주에 해당하는 와 의 경우 그 이전. BBC S4C

까지는 공사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년 백서부터는 비부처공공기관에 관한 자료만을. 2007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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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집행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 자문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Executive NDPB),

심판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 독립적 모니터링위원회(Advisory NDPB), (Tribunal NDPB),

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Independent Monitoring Boards) .

이처럼 공공기관의 조직 유형은 비부처공공기관 공사 국립의료관리기관 공영방송기관, , , ,

중앙은행 등으로 구분되나 이들 공공기관특히 공기업의 법적 형태는 비각료급 중앙부, ( , )

처 책임운영기관 독립회계, , (Trading Funds)118) 상법상 회사 특, (Companies Act Companies),

수법인 등으로 다양하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공공기관 유형 분류체(Statutory Corporations) .

계와 법적 존재 형태는 표 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5-13> .

표 영국의 공공기관 분류체계와 법적 형태< 5-13>
구분 공공기관 (Public Bodies)

A Non-Ministerial Departments

B Executive Agencies

B1 General Executive Agencies

B2 Trading Funds*

C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C1 Executive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C2 Advisory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C3 Tribunal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C4 Independent Monitoring Boards

D Public Corporations

D1 Chartered or Statutory Corporations

D2 Government-owned Companies(limited by guarantee or share)

D3 Joint Ventures and Public Private Partnerships

E Health and Personal Social Services Bodies

F Other Bodies

F1 Cross-departmental Public Bodies

F2 Internal Advisory Committees

F3 Stakeholder Advisory Groups

F4 Expert Committees

F5 Ad Hoc Advisory Bodies, Task Forces, Working Groups and Reviews

주 독립회계 를 영국 통계청 등에서는 공기업으로 분류함: (Trading Funds) OECD, (ONS)
자료 표를 정리함 재인용 김지홍 외: Department of Finance and Personnel. 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Index . , (2007)

118) 일종의 독립채산 예산제도인 독립회계 는 년에 제정된 정부독립회계법(Trading Fund) 1973 (Government Trading

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 기관의 수입으로 모든 지출을 충당하는 기관이 그 적용 대상이Fund Act) .

된다서필언( , 200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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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영국 공공기관의 기관 수 및 인력 현황 년 월 현재 기준< 5-14> (2006 3 )
기관 유형 기관 수 개( ) 인력규모 명( )

비 부 처
공공기관

집행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 199 93,416
자문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 447

1,369,218

심판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 41
독립적 모니터링위원회형 149

소 계 836
공영방송기관 2
국립의료기관 23
중앙은행 1
공 사 21
합 계 883 1,462,634

자료: Cabinet Office(2007)

이러한 영국의 공공기관 유형 분류체계에 따라서 년 월 현재 기준으로 공공기관2006 3

유형별로 기관수와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표 과 같다 비부처공공기관 개 공기< 5-14> . 836 ,

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공사 국립의료관리기관 공영방송기관 중앙은행 등 개 기관을, , , 47

포함한 총 개 공공기관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규883 .

모는 집행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명을 포함하여 총 명에93,416 1,462,634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 규모는 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중. 2005 (

앙 지방정부 일반정부 공사 등 전체 인력 천명의 를 점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 , ) 5,846 25% .･
부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력 천명의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2,533 57.7% .119)

또한 공공기관의 재정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표 과2005-2006 < 5-15>

같다 집행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총 억 파운드를 지출하였고 이중. 367 , 86.2%

에 해당하는 억 파운드를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316 .120) 또한 공공기관 전
체적으로는 회계연도에 총 억 파운드를 지출하였고 이중 에 해당하2005-2006 1,675 , 73.9%

는 억 파운드를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확보하였다 전체 공공기관이 지출하고 있는1,238 .

재정규모는 회계연도 중앙정부 총 세출액 억원의 에 상당하는 것이다2005-2006 5,234 32% .

표 영국의 공공기관의 회계연도의 재정지출 현황< 5-15> 2005 2006∼
단위 백만 파운드( : , %)

구 분 집행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 전체 공공기관
정부 예산지원금 (A) 31,667 123,820
전체 재정지출규모 (B) 36,751 167,481

A/B(%) 86.2 73.9

자료: Cabinet Office(2007)

119) 공공부문 인력통계에 관한 자료는 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영국의 공공기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5) .

관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나 조건은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매우.

유사하다.

120) 집행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요
금 사용료 부담금 기타복권 또는 보조금 등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 , ( 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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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활동을 주무부처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무부처의.

장관은 소속 공공기관의 활동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니며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사 선임권을 행사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과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도 주무부처에 있다 주무, .

부처 장관이 이사 해당 정부부처에 있다 주무부장관의 공공기관 임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년 월에 설립된 공공임용위원회 가 감시 규1995 11 (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 ,

제 보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1) 또한 지난 년에 정부의 공기업 지분에 대한 통2003

일성 전문성 있는 분석과 자문을 위해 사업기업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내에 를 설치 운영하면서 소유Enterprise, Regulatory Reform: BERR) Shareholder Executive ･

권 기능의 집중화가 이루어졌다.

비부처공공기관 의 종류와 운영 현황(2) (NDPBs)

비부처공공기관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대종을 점하고 있다 비부처공공기관은 재원조( ) .

달방식 기능수행의 범위 및 활동의 성격 인력충원방식 등을 기준으로 다시 집행기관형, ,

비부처공공기관 자문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 심판기관(Executive NDPB), (Advisory NDPB),

형 비부처공공기관 독립적 모니터링위원회(Tribunal NDPB), (Independent Monitoring

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서필언Boards) ( , 2005;Cabinet Office, 2007).

첫째 집행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은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정부가 수행할 기능이나 서비,

스를 직접 집행하는 기관으로 대부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다 집행기관형 비부처공공.

기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거의 필요하지는 않지
만 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공부문에서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
단할 때 설립된다 집행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은 집행업무 일반관리 규제 상업적 기능을. , , ,

주로 수행하며 대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와는, .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직원도,

채용할 수 있다 주무부처장관은 이들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지며 이를. ,

위하여 광범위한 정책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일상적인 업무 수행의 독립성 정도는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르다.

121) 공공임용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관의 자의적인 임용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년에 설립된 독립적 규제기관이다 공공임용위원회는 장관들이 공공기관 관리자들을 임용하는 과1995 .

정을 통제하고 모니터하며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장관은 모든 공공기관의 임원, .

을 임용할 때 위원회가 제정한 시행규정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관리위원회의‘ (Code of Practice)’ ,

약 절반에 해당하는 직위는 공공임용위원회에서 직접 정밀 심의를 하는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공임용위.

원회가 제정한 시행규정에서는 가지 임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임용에 대한 장관의 책임 능력에‘ ’ 7 . , ,

입각한 실적주의 임용 사전의 독립적인 정밀 점검 동등기회보장 정책 준수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업무에 대, , ,

한 성실 의무 임명 과정의 공개와 투명성 직위 성격과 책임의 양 및 비중의 균형 등의 가지 임용의 기본원, , 7

칙이 제시되어 있다서필언( , 2005: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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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문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장관에게 독립적이고 전문적,

인 자문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법률에 의하.

지 않고 장관의 판단에 따라 설치된다 자문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

체 직원을 두고 있지 않고 이들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주무부처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심판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은 정부의 어떠한 행위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적은 비용과 간결한 절차를 통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법률전문기관이다 따.

라서 심판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해진 특정 분야에 대한 준사법적인 심판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률에서. ,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또한 심판기관형 비부처공공기관은 자체 인력을 확.

보하고 있지 않고 주무부처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고 있으며 자체예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무부처로부터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넷째 독립적 모니터링위원회는 교정시설 불법이민추방센터 등을 대상으로 수감자와 불, ,

법이민자의 상태나 수감자에 대한 취급 이들 기관의 관리 실태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

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각 대상 시설마다 이러한 독립적 모니터링위원회가 설치되며 내무. ,

처 관리하에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관리위원 의 경우에(Home Office) . (board members)

는 자원하는 민간인 중에서 내무처 장관이 임명한다.

이러한 비부처공공기관 중에서는 자문기관이 년 기준으로 개로 가장 많고 그2007 441 ,

다음으로는 집행기관 개 독립적 모니터링위원회 개 심판기관 개 등으로 분포하203 , 149 , 34

고 있다 그리고 비부처공공기관의 기관수는 최근에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표 비부처공공기관 의 종류별 특성< 5-16> (NDPBs)
구 분 집행기관형 자문기관형 심판기관형 독립적 모니터링위원회
설립근거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장관의 판단에 따라 설립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수행기능 집행 일반관리 규제, , ,
상업적 기능

장관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특정분야에 대한
준사법적 심판기능

교정기관 등에 대한
감시 기능

자체인력 자체 인력 채용 주무부처 인력 지원 주무부처 인력 지원 주무부처 인력 지원
자체예산 자체 예산 편성 주무부처 예산 지원 주무부처 예산 지원 주무부처 예산 지원

표 비부처공공기관의 기관 수 변화 추이< 5-17>
공공기관의 종류 2002 2004 2007

집행기관형 비부처 공공기관 192 210 203
자문기관형 비부처 공공기관 428 407 441
심판기관형 비부처 공공기관 36 34 34
독립적 모니터링위원회 141 152 149

합 계 797 803 827
자료: Cabinet Office(2003, 20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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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영국의 지방준독립비정부기관 현황 년 월 기준< 5-18> (2000 4 )
지방의 준독립비정부기관의 종류 기관수

기술직업교육기관 511
재단학교종전 정부보조금직영학교 및 민간관리지원학교( ) 877

도시기술전문학교(City technology colleges) 15
학습기술위원회 년 즉 훈련기술위원회 대체(2000 TECs, ) 47

지역기업 경력서비스회사 스코틀랜드(LECs- )･ 39
등록 사회주택임대주 2,421
주택재건추진연합 4

경찰행정청 49
보건행정청위원회/ 114

국립보건서비스청 연합조직(NHS) 387
차진료기관연합1 488
합 계 4,951

자료 에 의거하여 작성: House of Commons(2001)

한편 영국 하원의 행정특별위원회 가 조사한, (Select Committee on Public Administration)

바에 따르면 년 월 기준으로 지방준독립비정부기관 개가, 2000 4 (local public bodies) 4,952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ouse of Common, 2001).122) 이들 기관은 중앙정부 관
계부처의 각료에 의해 임명되거나 해당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임명된 만 명이 넘는 준독6 ‘

립비정부기관관료 에 운영되고 있다 지방준독립비정부기관은 종전에 지방정(quangocrats)’ .

부가 독점적으로 담당했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의,

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준독립비정부기관국가체제‘ (local

로 지칭되고 있다 임채호 역 하원 행정특별위원quango state)’ (Wilson & Game, , 2008:187).

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 기관은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앙정부 소유 공기업 현황 및 관리 방식(3)

영국에서 공공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공기업의 종류는 공사 공영방송기관 중앙은행 등, ,

으로 분류되고 있다.123) 영국은 이들 공기업 중에서 와 중앙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BBC

기업과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독립회계 등을 중앙정부 소유 기업
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체계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관리하(government-owned businesses)

고 있다 년 현재 중앙정부 소유 기업으로는 개 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2008 29 ,

122) 하원 행정특별위원회가 당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공공기관은 총 개였으며 이중 대학교를 제외하더5,338 ,

라도 개를 지방공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활용하여5,172 . Wilson &

은 지방준독립비정부기관 국가체제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면서 지방준독립비정부기관의 규모를Game(2008)

개로 재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4,952 .

123) 영국에서 공기업의 분류 기준은 통계청과 재무부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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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조직인 가 설치되어“Shareholder Executive”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 소유 공기업의 법적 형태로는 특수법인 상법상 회사(Statutory Corporations),

유한책임 공사파트너십 독립회(Companies Act Companies),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계 등이 있다 이러한 법적 형태별 중앙정부(Trading Funds) (Shareholder Executive, 2008).

소유 공기업의 특성을 제시하면 표 표 표 표 와 같다< 5-19>, < 5-20>, < 5-21>, < 5-225> .

표 특수법인형 중앙정부 소유 기업의 특성< 5-19> (Statutory Corporations)
목적 공공 서비스 제공

주요
특징

법률 양해각서 관련부처와의 공식협정 등에 의거하여 통제- , ,
이사회 에 의해 공기업을 운영- (boards)
공공자금에 대한 재정 통제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주와 이사회 간 특수 약정 존재-

를 따름- 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 Northern Ireland (OCPANI) Code of Practice
직원은 기관의 직원이고 공무원이 아님- ,
주로 이전에 국유화된 기업-
공기업으로 지칭-

비고 주무부처 장관이 기관을 통제하는 상업기업
자료 재인용 김지홍 외: Department of Finance and Personnel. 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 (2007)

표 상법상 회사 형태의 중앙정부 소유 기업의 특성< 5-20>
목적 정부를 대신 유한책임회사 운영, (limited company)

주요
특징

년 회사법 에 따라 공기업 설립 지분 또는 보증에 따른 유한책임- 1985 (Companies Act 1985) .
기업의 거래기초는 에 의함-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소유주와 이사회 간 책임성 배분과 정의는 엄격하게 이루어짐-
소유주는 운영적 개입을 자제하고 단지 전략적 공식적 수단을 통해서만 통제- ,
일반주주는 관련부처 장관임 관련부처는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활동- .
정부소유 공기업에 부여되는 자율성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개입과 통제의 정도에 의존-
민영화의 중간단계-

비고
상업기금 을 상법상 회사로 전환할 경우 장점은 적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소요됨- (Trading Funds)
정부소유기업에 부여되는 자율성의 범위는 관련부처와 를- DFP(Department of Finance and Personnel)
통한 중앙정부의 개입과 통제 정도에 의존함

자료 재인용 김지홍 외: Department of Finance and Personnel. 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 (2007)

표 합작벤처와 공사파트너십 형태의 중앙정부 소유 기업의 특성< 5-21>
목적 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영역과 합작
특징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회사는 민간 영역 파트너와 공동으로 운영됨
비고 공공기관 포함 여부는 재원확보와 지배구조에 의해 결정됨

자료 재인용 김지홍 외: Department of Finance and Personnel. 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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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독립회계 형태의 중앙정부 소유 기업의 특성< 5-22>
목적 정부독립회계법에 의해 운영의 신축성을 보장받고 있는 집행기관-

관리자와 직원은 상업적으로 활동 비용 삭감 운영 효율성과 수입 극대화를 장려- . ,

특징 관련 부처의 책임으로 통합되지 않음-

비고

독립회계 는 년의 정부독립회계법에 의해 설립 일반적인 부처형 기금체계를 제외한- (Trading Funds) 1973 .
책임운영기관 에 대한 재정적 기초를 제공(agencies)
독립회계가 설치되면 의회는 특히 목표로 설정된 자본수익에 대한 재정적 관리의 틀을 설정- ,
독립회계는 수입에 따른 지출 권한이 부여됨 총수입 총지출에 대한 의회의 세부적 추가승인을 요하지 않음- . ,
독립회계제도의 경우 소비자 공급자 관계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은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agencies)･
능 상업 활동으로부터 최소 고정수입을 가짐, 50%
독립회계는 관련부처 또는 통합기금을 통한 재원 확충을 기대하지 않음-

자료 재인용 김지홍 외: Department of Finance and Personnel. 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 (2007)

중앙정부 소유 기업완전 소유 또는 일부 소유에 대한 재정적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

는 현재“Shareholder Executive” BERR(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에 소속되어 있다 원래 년 내에 설치되었다가 년에는Reform) . 2003 Cabinet Office , 2004

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년 월 가 폐지되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2007 6 DTI

고 설립됨에 따라 현재 에 소속되어 있다 는 주주로BERR BERR . “Shareholder Executive” ‘

서의 정부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중앙정부 소유 기업의 성과목표 지배구조 전략 성과 모’ , , ,

니터링 이사회 선임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관리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 소유 기업에 대, . ,

한 효율적인 운영과 감시를 위해 목표치 부여관리 성과 측정 및 성과보상 모니터링 등, , ,

주요 사안에 대해 해당부처 장관이나 담당기관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들.

은 민간부문에서 경험을 쌓은 기업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포트폴리오 관리 대상 정부소유기업 현황< 5-23> Shareholder Executive
정부소유기업 소유 부처 Shareholder

역할Executive 법적 형태 국민소득계정상
분류

정부소유
비율(%)

ABRO 국방부(MoD) 주무부와 공동팀 책임운영기관
및 독립회계 공사 100

Actis 국제개발부(DfID) 집행 유한책임
파트너십 자립 공사 40

British Energy 사업 기업 규제･ ･
개혁부(BERR) 집행 상법상 회사 공사 0-65

BNFL 사업 기업 규제･ ･
개혁부(BERR) 집행 상법상 회사 자립 공사 100

British Waterways 환경식품농촌부(Defra) 자문 특수법인 공사 100
CDC 국제개발부(DfID) 자문 상법상 회사 자립 공사 100

Channel 4 문화 언론 스포츠부･ ･
(DCMS) 자문 특수법인 자립 공사 100

Covent Garden
Market Authority 환경식품농촌부(Defra) 자문 특수법인 공사 100

Defence Aviation
Repair Agency 국방부(MoD) 주무부와 공동팀 책임운영기관

및 독립회계 공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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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기업 소유 부처 Shareholder
역할Executive 법적 형태 국민소득계정상

분류
정부소유
비율(%)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국방부(MoD) 주무부와 공동팀 책임운영기관

및 독립회계 공사 100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사업 기업 규제･ ･
개혁부(BERR) 집행 정부조직 공사 100

Forensic Science
Service

내무처
(Home Office) 주무부와 공동팀 상법상 회사 공사 100

Met Office 국방부(MoD) 주무부와 공동팀 책임운영기관
및 독립회계 공사 100

NATS Holdings 교통부(DfT) 주무부와 공동팀 상법상 회사 민간비금융회사 48.9
Northern Ireland

Water
북아일랜드지역발전부

(NI DRD) 자문 상법상 회사 공사 100

Northern Rock 재무부(HMT) 자문 상법상 회사 공사 -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사업 기업 규제･ ･
개혁부(BERR) 집행 비부처

공공기관 중앙정부 -

Ordnance Survey 지역공동체 지방･
정부부(DCLG) 집행 정부조직 및

독립회계 공사 100

Partnerships UK 재무부(HMT) 집행 상법상 회사 민간비금융회사 49
QEII Conference

Centre
지역공동체 지방･
정부부(DCLG) 자문 상업기금 공사 100

QinetiQ 국방부(MoD) 주무부와 공동팀 상법상 회사 민간비금융회사 19.3

Royal Mail 사업 기업 규제･ ･
개혁부(BERR) 집행 상법상 회사 자립 공사 100

Royal Mint 재무부(HMT) 집행 정부조직 및
독립회계 자립 공사 100

Scottish Water 스코틀랜드부 자문 특수법인 공사 100

Tote 문화 언론 스포츠부･ ･
(DCMS) 자문 특수법인 자립 공사 100

UK Atomic Energy
Authority

사업 기업 규제･ ･
개혁부(BERR) 집행 비부처

공공기관 중앙정부 100

UK Hydrographic
Office 국방부(MoD) 주무부와 공동팀 독립회계 공사 100

Urenco 사업 기업 규제･ ･
개혁부(BERR) 집행 상법상 회사 민간비금융회사 -

Working Links 노동연금부(DWP) 집행 상법상 회사 민간비금융회사 33.3
자료 에 의거하여 작성: Shareholder Executive(2008)

는 년 현재 개 정부소유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Shareholder Executive 2008 29

다.124) 이를 위한 의 역할은 공기업에 대한 장관에게의 직접조언Shareholder Executive ➀
을 통한 집행기능 개별부처의 주주팀 에게의 간접조언(Executive role), (shareholder team)➁
을 통한 자문기능 정부부처와의 공동팀 역할 이 있다(Advisory role), (Joint team role)➂

이러한 역할 유형은 다시 집행형 가 장(Shareholder Executive, 2008). (Shareholder Executive

124) 정부소유기업은 통계청 에 의해서 공사 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공사는 주무부의 예산(ONA) (Public Corporation) .

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다시 공사 와 자립공사 로 분류된다(PC) (Self-Financing Public Corpor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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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직접 조언하는 방식과 자문형 가 개별부처의 주주팀에게 조) (Shareholder Executive

언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는 다양한 를 활용하여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Shareholder Executive “Shareholder Levers”

에 기초한 관리 사장과 이사회 이사의 선임과 보수 관리 정부정책의 제약요소를 고려하, ,

는 투명한 사업목표의 승인 투자에 대한 재정상의 동의 상업적 기업의 핵심적 성공요소, ,

등과 같은 정부소유기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하고 있다.

영국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전략과 성과2)

영국의 민영화 사례에 대한 개관(1)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 자산을 민간1979

에 매각하여 정부 개입을 배제하는 비국유화 정부의 독점적인 서비스를(denationalization),

민간부문에도 허용하는 자유화 정부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하(deregulation),

되 외부 민간업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공급 등 다양한 방법(contracting out)

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목표는 기본적으로 공기업 운영의 비효.

율성 제거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제품 제공에 있었다 이를.

위해 영국은 통신 전기 수도 등 주요 공익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

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기업 경영을 민간에 넘겨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차입요구를 감소시.

키고 기업의 경영에 정부간섭을 최소화하며 공공부문의 임금결정을 완화하고 주식대중, , ,

화 및 종업원지주제 도입 등의 목적을 위해 추진되었다.

영국의 대표적 민영화 사례인 의 매각방식은 단 한 번의 매각을 통British Telecom(BT)

한 민영화 방식에 비해 여러 번에 나누어 매각을 거치는 것이 매각주체인 정부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런던지하철 의 경우 방식을 적용하여 개. (Tube) PPP 3

회사에 년간 대여 하는 민영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반면30 (Lease) . British Energy(BE)

와 철도서비스 의 경우처럼 민영화의 실패사례도 공존하고 있다(Railtrack) .

영국의 경우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였던 년대는 방식을 통한 국유기업의 매각에1980 IPO

주력하였으며 그 이후 관민의무경쟁입찰제도 등 다양한 민영화 방법을 개, (CCT), PFI, PPP

발하는 가운데 민영화 추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그리고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년 이후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는 주로 방식을 활용한 기1997 PPP

능적 민영화 또는 경영의 민영화가 핵심을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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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영국 민영화 정책의 특징< 5-24>

동기와 목적

세입 증대-
납세자의 부담 경감-
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
경쟁원리 도입에 의한 서비스 선택의 다양화-
인프라 정비를 위한 민간자금의 도입-
국민의 주식보유 촉진-

민영화 방법
및 변화 과정

를 활용한 국영기업 매각영국가스회사 영국항공 영국통신회사 등- IPO ( , , )
년대는 관민의무경쟁입찰제도 실시 그 후에는 제도로 전환- 1980 1990 (CCT) , Best Value∼

년대는 방법이 도입되었고 년 이후에는 로 발전- 1990 PFI , 1997 PPP

정부의 역할 년대 년까지는 가능한 한 정부부문의 관여를 없애고 민간에 위임함- 1980 1996∼
년 이후에는 가장 적절한 공급주체의 선택을 중요시 함- 1997

민 영 화
대상 분야

년대에 실시했던 민영화는 교통 에너지 수도 통신 제조업방위 항공 등- 1980 , , , , ( )･
방법의 적용범위는 의료 교육 방위 등으로 확대- PPP , ,

자료: (2004:137)野田由美子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과정과 성과(2)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변화 과잉 국유화에서 민영화로의 전환:①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민영화를 실시한 영국이지만 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1945

년 대처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힘이 매우 강했다 이 당1979 .

시 영국의 경제정책은 첫째 완전 고용 달성을 목적으로 한 총수요관리 둘째 국가에 의한, , ,

경제개입기간산업과 잉글랜드은행 등의 국유화 셋째 소득통제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 , (

양립시키기 위해 정부가 임금상승률 통제 등을 추구하였다 또한 기업의 국유화가 사회의) .

모든 사업분야탄광업에서부터 음식사업에 이르기까지에서 실시되었다( ) ( , 2004).野田由美子

특히 년부터 년 사이에 국유화가 진행되면서 탄광 수도 석유 가스 전기 철, 1945 1951 , , , , ,

도 항공 버스 및 철강 등의 기간사업이 점차 국유화 되었다 이 당시 노동당 정부가 국유, , .

화를 추진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화를 통해 부진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

있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영국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자. , ･
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제 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간산업이 심각한. , 2

적자를 입어 장기간 피폐해져 있어 포괄적인 산업재편성과 설비투자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
인 지원과 관여가 필요했다 넷째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산업수도 가스배. , ( ,

급 방송 등의 독점력을 정부가 유지하고 있었다 다섯째 경제효율성보다도 사회적 국, TV ) . , ･
가적 목표고용 확보나 기초적 공공서비스에 관한 보편적서비스의 확보 등가 중시되었다( ) .

이러한 국유화 조치로 인해 년부터 년까지 영국 경제에서 공기업의 국민경제적1950 1970

비중은 매우 높았다 국민소득 중 공기업의 비중이 년대와 년대 초에는 수. 1950 1960 8 9%∼
준이었으나 년대 중반부터 년대 초까지는 로 증가하였다 또한 투자 면에서, 1960 197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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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년대와 년대 사이 총고정자본형성 중 가 공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1950 1970 17 20% .∼
민영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직전인 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공기업은 여‘ ’ 1979

전히 의 약 를 차지하고 있었고 경제 전체 투자의 분의 을 점하고 있었다 특GDP 10% , 7 1 .

히 영국 정부는 고용 확보를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별로로 대규모,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었다 년을 시점을 기준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주 평균 만. 1981 5000

파운드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년대 영국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5-25> 1950 1970∼
단위 백만 천명( : , , %)￡

연도
국민소득 기여도 총고정자본 기여도 공기업 보조금

공기업
총요소소득 비중 공기업

고정자본 비중 정부보조금 총재정지출
대비 비중

1950 983 8.4 288 17.0 477 11.8
1955 1583 9.1 570 20.4 347 6.3
1960 1942 8.7 799 19.4 462 6.3
1965 3163 10.1 1293 20.1 574 4.1
1970 4336 10.1 1650 17.9 859 3.9

자료 재인용 이기환 김기수: Shepherd(1976). , (1998)･

그러나 년 대처의 보수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영국의 공기업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1979

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년까지는 총노동력 대비 공기업의 고용 비중이 정도를 유. 1979 8%

지하였으나 이후 년에 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고 년에는 로 크게 감소1985 4.6% , 1991 2.5%

하였다 또한 투자 면에서도 총고정자본투자 중 공기업부문의 투자 비중이 년에는. 1976

년에는 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년에는 로 감소하였고 년에19.0%, 1979 15.2% , 1985 9.8% , 1991

는 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년 대처의 보수당 정부의 집권 이후 공기업의 국3.9% . 1979

민경제적 위상과 역할은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곽채기 외 특히 공기업부문의 대( , 2008). ,

대비 비중이 년에는 수준이었으나 년 현재에는 미만으로 감소하GDP 1978 11% , 2007 2%

였다.

표 민영화 전후 영국의 공기업 위상 변화< 5-26>
단위 십억 천명( : , , %)￡

연도
부가가치 고용 고정투자

금액 GDP
대비 비율 종업원수 총노동력

대비 비율 금액 총고정자산
대비 비율

1972 5.6 10.2 1902 7.8 1.8 15.2
1973 6.4 9.6 1890 7.5 2.1 14.0
1974 8.0 10.6 1985 7.9 2.9 16.5
1975 10.6 11.1 2035 8.1 3.9 18.4
1976 13.0 11.7 1980 8.0 4.7 19.0
1977 14.5 11.3 2089 8.4 4.8 17.7
1978 16.5 11.1 2061 8.2 4.9 15.9
1979 18.0 10.5 2065 8.1 5.6 15.2
1980 21.3 10.7 2038 8.1 6.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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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부가가치 고용 고정투자

금액 G DP
대비 비율 종업원수 총노동력

대비 비율 금액 총고정자산
대비 비율

1981 23.9 11.0 1867 7.7 6.8 16.3
1982 26.5 11.1 1756 7.3 7.2 15.6
1983 27.7 10.7 1663 7.0 8.0 16.2
1985 - - 1261 4.6 5.9 9.8
1986 - - 1199 4.3 5.5 8.5
1987 - - 996 3.5 4.6 6.1
1988 - - 924 3.3 4.6 5.0
1989 - - 844 2.9 5.5 5.2
1990 - - 797 2.8 4.9 4.6
1991 - - 747 2.6 3.8 3.9
1992 - - - - 4.7 5.1
1993 - - - - 4.9 5.2
1994 - - - - 4.8 4.8
1995 - - - - 3.8 5.0

자료: Bös(1986); OECD(1996)

보수당 정부하에서 소유이전형 민영화의 전개 과정과 효과②

노동당 정부하에서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년 제 차1973 1

석유파동 이후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그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과 심각한 재정난에 둘,

러싸여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더욱이 년에는 국제수지 위기에. 1976

직면하여 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게 되었다IMF .

년 월에 발족한 보수당의 대처 정부는 이러한 경제쇠퇴의 요인을 금융적 재정적1979 5 ･
규율의 결여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정부의 과도한 경재활동에의 개입 지나치게 높은, , ,

과세 수준 및 고복지에 의한 노동 인센티브의 결여 등으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에 기.

초하여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채택하
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정부가 직. , “

접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민간에서 실시 불가능한 또는 실시할 의사가 없는 사무로 한정
해야 한다 는 이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

첫째 공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납세자 부담 및 공공부문의 차입금, (PSBR: Public

부담 경감Sector Borrowing Requirement)

둘째 민간기업과 공평한 경쟁 조건으로 공기업의 경영 활동 수행,

셋째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역할 감소,

넷째 의 최대화 및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VMF

다섯째 설명책임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구조로의 전환,

이와 같은 대처 정부의 개혁 논리는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며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급증하는 공적채무를 줄이기 위해 국유자산을 매각하, ,

는 한편 매각자금에 의해 재정적자를 삭감하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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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실시하여 정부의 재정운영 자립도를 높임과 동시에 산업별 상황에 맞춰 공기업이
유연하게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대처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가운데 영국은 세
계적으로 선도적인 민영화정책을 전개하였다 초기에는 상업성이 높은 공기업을 민영화‘ ’ .

하였고 다음 단계로 공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그리고 메이저 정, .

부에서는 상업성이 낮은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등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민영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년부터 년 기간 동안 영국 정부. 1979 1993

는 개 사례 이상 자산규모로 억 달러에 달하는 공기업과 사업을 민영화하였다250 , 1500 .

이와 같은 보수당 정부 년 월 년 월 집권기에 추진된 공기업 민영화정책은(1979 5 1997 5 )∼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실시되었다곽채기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4 ( , 2008; , 2008).

첫째 제 단계는 대처의 집권 기인 년부터 년까지로 이 기간 중에는 공공부문, 1 1 1979 1983

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총 개 공기업이 민영화되12

어 매각수입이 억 만 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자연독점적인 주요 공기업보다는 규, 16 2,500 .￡
모가 작고 경쟁 환경이 조성된 공기업을 차적으로 민영화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축소보다1 ,

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보조 축소와 정부소유자산의 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에 치중하
였다 영국석유공사 년나 년와 같이 비교적 민간지분이. (BP, 1979 ) Cable & Wireless(1982 )

컸던 기업이 민영화되었고 년 년, British Aerospace(1981 ), Amersham International(1982 ),

년 년도 완전 혹은 부분 민영화되었다 또한 민Britoil(1982 ), Associated British Ports(1983 ) .

영화에 앞서 경쟁도입을 위한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추진하였는데 버스시장 규제완화를 위
한 년 교통법 제정을 통해 을 민영화하였고 장거리 및 시1980 National Freight Corporation ,

내버스의 진입장벽 제거와 가격규제 완화가 단행되었다 년에는 통신법 제정을 통해. 1981

영국통신 을 체신청에서 분리하여 규제완화가 이루어졌고 년에 석유(British Telecom) , 1982

가스법 제정으로 영국가스 로부터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사를 설(British Gas) Enterprise Oil

립하여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년 에너지법은 전기발전과 공급에 경쟁을 촉, 1983

진하였다.

둘째 제 단계는 대처 집권 기인 년까지로 이 기간 중에는 민영화가 가속화, 2 2 1984 1987∼
되면서 공익사업의 매각이 시작되는 등 총 개의 공기업이 완전 혹은 부분 민영화되어24

매각수입이 억 만 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영국통신 과 영국가스 등의 자109 8,300 . (BT) (BG)￡
연독점적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되었고 또 어느 정도 경쟁이 형성된 산업에 속하는,

영국항공 등이 민영화되었다 공익산업의 민영화는 비교적 경쟁Jaguar, TSB, Rolls Royce, .

적 산업에 국한해 민영화가 추진된 단계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동 기간 중 교통1

부문의 규제완화가 지속되었다 특히 자연독점 공기업들의 민영화에 따른 독점시장의 자.

유화와 경쟁도입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이들 산업별로 와 같, OFTEL, OFGAS

은 새로운 규제기구도 함께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쟁체제 도입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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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통제 및 독과점 규제강화 등을 시도하였다.

셋째 제 단계는 년까지로 이 기간 중에는 수도공사와 전기공사 등 개의, 3 1987 1991 40∼
공기업이 증시 매각이나 경영자 인수 등을 통해 민영화되었고 매각수입은 억 만, 225 1,400

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주로 공기업 민영화에 앞서 당해 공기업의 분할 등을.￡
통해 공기업을 재조직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단계에서는 자연독점 분야로 생. , 3

각되었던 수도와 전력부문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징 년 월에 수도공사를1989 12

지역별로 개 회사로 분할 매각하였고 년부터 단행된 전기회사의 민영화시에는 발10 , 1990

전 송전 배전 등 수직부문별로 나누어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배전회사의 민영화시, , , 12

개의 지역별 배전회사로 분리 매각하였다 또한 스코틀랜드 전기회사 민영화시 원자력부.

문이 새로운 회사로 분리되어 민영화되었으며 이러한 두 공익사업의 민영화시 새로운 규,

제기구인 를 설치하였다OFWAT, OFFER .

넷째 제 단계는 년까지로 이전에 비해 민영화가 활발하게 추진되지는 않았, 4 1991 1997∼
으나 년부터 년까지 민영화 수입은 억 만 에 이르고 있다 년 영국1991 1994 215 5,100 . 1995￡
석탄공사가 민영화되었고 영국철도공사가 시설 및 역사관리 부문 운영부문으로 분리되어, ,

전자가 년에 민영화되었다 이 밖에 북아일랜드 전기회사 가 민영화되었고1996 . , Trust Port ,

차 매각시 매각되지 않았던 잔여 지분이 년 월과 년 월에 각각 와BT 1 1991 12 1993 7 21.9%

가 매각되었다19.7% .

이처럼 단계를 거쳐 실행된 보수당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창출된 편익은 다4

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2004:140-141).野田由美子

첫째 세입의 증대 억 파운드 넘는 국유자산 매각수입과 민영화된 기업으로부터 확, : 600

보하고 있는 세수 증가 효과 등이 창출되었다.

둘째 납세자의 부담 감소 정부 차입 및 지출의 감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억 달러, : , 3

상당의 비용 경감 기타 부대 서비스의 아웃소싱에 의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납세자의 부,

담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창출되었다.

셋째 효율성 증진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 경감 의 경우 실질 가격이, : British Gas

하락하였고 전기도 실질 가격이 가정용 산업용 정도 하락하였으며23% , 7%, 4% , British

역시 가격 절감이 이루어졌다Telecom 30% .

넷째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도입 통신 전력 수도 운송분야에서 국가가 독점해 왔던 시, : ･ ･ ･
장에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섯째 민간자금에 의한 인프라 개발의 촉진 민영화 이전에 수도 철도 분야에 국가가, : ･
지출했던 금액의 배에 달하는 투자를 민영화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다2 .

여섯째 주식보유의 확산 년 당시 영국 국민의 불과 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 : 1979 4%

나 년에는 를 초과하게 되었다, 199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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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규제체계의 변화③

영국 공기업 민영화 초기에는 민영화대상이었던 Britoil, British Aerospace, Cable &

등의 경우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경쟁 상태에 있는 기업이었기 때Wireless, Jaguar

문에 규제체계는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년 의 민영화를 시작으로 중. 1984 BT

요 자연독점기업인 등이 계속 민영화되면서 규제정책이 중요한 이BG(1986), BAA(1987)

슈로 등장하였다 민영화가 기업의 경영효율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왜곡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생산물 시장구조가 경쟁적이어야 한다 즉 민영화를 통해 기업 내부. ,

효율이 증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윤에 집착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산업의,

시장구조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 단순히 소유권의 민간이전뿐.

아니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개혁하는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표 민영화 이후 영국의 규제기구 현황 년 기준< 5-27> (1991 )
기구 설립연도 관할산업

일반규제기구[ ]
MMC(Monopolies & Mergers Commission) 1948 전 반

OFT(Office of Fair Trading) 1951 전 반
개별규제기구[ ]

CAA(Civil Aviation Authority) 1971 공 항
OFTEL(Office of Telecommunication) 1984 통 신

OFGAS(Office of Gas Supply) 1986 가 스
OFWAT(Office of Water Service) 1989 수 도

OFFER(Office of Electricity Regulation) 1990 전 기
질 규제기구[ ( ) ]質

HM Inspectorate of Pollution 1987 전 반
National Rivers Authority 1989 수 도

Broadcasting Standard Council 1990 방 송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1991 텔레비전

Radio Authority 1991 라 디 오
자료 곽채기 외: (2008)

이에 따라 민영화 이전에 가능한 한 독점구조를 해체하거나 최소한 몇 개로 분할하고,

사후에는 경쟁을 도입하는 규제정책의 도입이 검토되었다 또한 독점이 불가피한 자연독.

점의 경우 민영화 여부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만약 민영화된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정부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별 특화된 개별규제기구를 설립하여 해당기업제품의
가격규제와 사업허가조건 등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이후.

변화된 규제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규제기구에 있어 년과. 1948

년에 각각 설립된 기존의 독점위원회 와 공1951 (MMC, Monopolies & Merger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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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국 등의 일반규제기구에 더해 산업별 개별 규제기구들(OFT, Office of Fair Trading)

이 새로 설립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방식에 있어 종전의 예방적 사례별 접근, ,

에 공식에 의한 가격규제방식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곽채기 외(RPI-X ) ( , 2008).

영국에서 형 민영화의 등장과 흐름(3) PPP

보수당 정부에서의 민영화는 매각을 중심으로 한 소유이전형 민영화만이 이루어진 것으
로 생각할 수 있으나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즉시 민영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우선 년 내각사무처. 1987

결정에 의해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책임운(Cabinet Office) (Executive Agency) .

영기관은 정부의 집행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소를 조직화하여 경영상의 재량권과 신
축성을 보장하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입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년마다 성과를 평가하고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 3 ,

면 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동안 차량운영정보기술단 체싱턴전산소 등 개. , 11

책임운영기관이 민영화되었고 개 기관은 민간에 위탁되었다 이밖에 공공법인으로 전환, 3 .

된 기관 개 기관 기능이 폐지된 기관 개 기관 통합 등 기능이 재편된 기관 개 기관(2 ), (7 ), (19 ),

일반행정기관으로 환원된 기관 개 기관 등이 있다서필언 년 현재(6 ) ( , 2005:107-109). 2007

잉글랜드의 경우 개 책임운영기관이 운영되고 있다82 .

또한 보수당 정부는 년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화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1980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의무경쟁입찰제도‘ (CCT: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에 의해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함께 경쟁 입찰에 참여하고 민간. ,

부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후 두 번.

에 걸친 관련 법률의 개정에 의해 의무경쟁입찰 적용 대상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민간부,

문과 경쟁입찰에서 이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공부문에 대해 회계분리독립회계(

설치와 재무제표의 작성 경비 의 내부유보수익 등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 5% ( ) .125)

그 이후 년에는 민간자본프로그램인 가 도입되었다1992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도입 초기에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년 월에 보건부PFI , 1993 11 , 1994

년 월에 재무부가 적용을 검토하지 않은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인가하지 않는다11 PFIdml

는 소위 유니버설 테스팅 을 도입함으로써 검토가 의무화되면서 다‘ (universal testing)’ PFI

양한 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게 되었다 이처럼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 검토를. PFI

의무화함으로써 종래 민영화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던 도로와 형무소 방위사업 분야에 까･
125) 노동당 정부에서는 년 월 의무경쟁입찰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제도를 도입하였다1997 6 , Best Value . Best Value

프로그램하에서는 의무경쟁입찰 대신에 선택적 입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년 월부터 잉글랜드 및 웨일. 2004 4

즈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성과지표 를 활Best Value (Best Value Performance Indicators)

용하여 공공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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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민간의 경영노하우와 자금을 활용하게 되었다 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필수적인 공공. PFI

서비스를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구입해서 전달해 주는 하나의 대안적 서비스 제공방법이다.

에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자산과 시설의 보유자 및 서비스의 직접 공급자 에PFI (provider)

서 민간부문으로부터 서비스를 사들이는 구매자 로 바뀌게 된다 이 제도는 공공(purchaser) .

부문과 민간부문이 파트너가 되어 각자가 지니는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
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년 월에 탄생한 블레어 노동당 정부에서는 를 포함하는1997 5 PFI PPP(Public Private

라는 새로운 민영화 방법을 도입하여 관민파트너십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민간Partnership)

개방을 더욱 촉진하였다 종래의 민간 출자 기업에 의해 실시된 방법 외에 관민. 100% PFI

의 조인트벤처형 협동사업을 도입하였고 기존의 공유재산을 민간기업 등이 활용하여 상,

업화 등을 도모하는 로 불리는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Wider Market Initiative” .

영국의 공항사업 민영화 사례 분석(4)

영국의 공항사업의 민영화 사례는 민영화 추진 목적과 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민영화 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공항사.

업의 민영화를 위해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히드로 공항과4 ( , 2004: 168-179).野田由美子

같이 주식공개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민영화가 언제나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맨체스터.

공항과 루튼 공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부문이 최종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면서도 공항 운영업무 가운데 민간기법이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업
무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에 의한 소유이전형 민영화 방식 히드로 공항IPO ‘ ’ : (BAA)①

영국에서는 년대에 대처 보수당 정권에 의해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민영화 되었다 수80 .

도 런던의 중심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히드로 공항도 관리주체인 구 BAA(British

가 년에 주식시장에 상장됨으로써 민영화되었다 히드로 공항에 대Airports Authority) 1987 .

한 민영화 연혁은 년대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년에 당시의 노동당 정권하에60 . 1965

서 공항관리법 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영국의 공항들은 정부‘ (Airport Authority Bill)' ,

에 대한 경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보다 유연한 운영과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러한 가운데 공단으로 탄생한 것이 히드로 공항을 관할하는 구 이다BAA .

년 월에 구 는 히드로 공항 이외에 런던 제 의 공항인 게트위크 공1966 4 BAA 2 (Gatwick)

항 제 의 공항인 스텐스테드 공항 그리고 스코틀랜드 지역의 글라스고어시 근, 3 (Stansted) ,

교의 프래스트윅 공항을 산하에 두었다 또한 년에는 이 지방의 주력공항인(Prestwick) . 1971

에딘버그 공항의 경영을 담당하는 등 독자적인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였다(Edinbur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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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도 구 는 산하의 공항을 증가시켰지만 영국 내 국영기업의 민영화 움직임BAA ,

이 강해지고 그 흐름 속에서 년에 성립한 공항법에 따라 기존의 자산과 채권채무를, 1986 ‘ ’

계승한 새로운 회사조직인 이하 로 지칭으로 재출발을 단행했다 다음 해BAApic( ‘BAA’ ) .

인 년 월에 는 잉글랜드 지방의 개 공항과 스코틀랜드의 개 항공을 그룹화1987 7 BAA 3 4 ‘ ’

하고 이를 일괄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본금 억 만 파운드의 주식회사로 런던 주식, 12 2500

시장에 상장되었다.

가 히드로 공항의 민영화를 백지화하고 적극적으로 경영확대를 추구하게 된 것은BAA

거액의 설비투자 수요와 이에 따르는 자금조달의 필요성 때문이다 는 점증하는 여객. BAA

수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초기부터 신 제 터미널 건물을 포함한 시설정비의 투자계획을5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신 제 터미널 건물 건설비만으로도 총 억 파운드가 소요될, 5 37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년간에 걸쳐 매년 약 억 파운드에 달하는 지출이 예상되. 10 9

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긴요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는 히드. BAA

로 공항뿐만 아니라 런던의 주변공항 네트워크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 현금흐름의 확보수,

단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등 신용력을 배경으로 한 자금조달 능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
다 민영화 이후에 사의 장기채권은 로 높은 등급을 유지해왔고 전체적으로 시세. BAA AA- ,

가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자본시장에서의 조달과 시중은행에서의 리볼빙 차입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되고 있다.

방식 루튼 공항PFI :②

런던의 항공운송 수요를 충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공항들의 처리능력이 한계
에 도달하고 있는 가운데 교외에 위치하는 로컬 공항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항공운임.

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선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로컬 공항을 기반으로 단체 여,

행객을 위한 전세기 편을 운행해 왔던 소위 저가항공회사들이 정기편 시장으로 진(charter)

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공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영국 내에서 가장 수요가 증가한 공항은 가 경영하던 스탠BBA

스테드 공항과 루튼 공항이다 특히 루튼공항은 이러한 수요증가 때문에 커다란 실적증가. ,

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시설의 협소화가 두드러지게 되었지만 동 공항의 운영을 지. ,

원하는 자치단체 의 재정여건상 이러한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Louton Borough Council)

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조달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공공부문의 입장에서는 공항관리에 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터미널 건물의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방식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PFI .

루튼공항의 확장 사업은 로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PFI .

첫째 공항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일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범위의 업무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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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정비 유지관리 운영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항의 최종적, , )

인 관리주체는 공공부문이고 이것은 사업계약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이다, .

둘째 터미널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 확충에 필요한 초기 투자액은 약 백만 파운, 85

드이고 사업계약의 체결일인 년 월 이후 년간에 걸쳐 시설의 정비 유지관리 및, 1998 8 30 ,

운영을 하나의 계약으로서 일괄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방식을.

통해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설운영주체의 사고방식을 시설의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 또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였다.

년 가을에는 출발 로비와 점포를 포함한 공항 건물의 확장공사가 완료되었다 이와1999 .

함께 런던 중심부에서 직통열차의 운행이 개시됨에 따라 여분만에 공항에 접근할 수 있30

게 되었다 게다가 다음해 년에는 기존 건물의 전면 개장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시설. 2000 ,

확충을 계기로 이 공항의 이용여객수는 년 당시의 연간 만명에서 년에는 약1996 190 2001

만명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650 .

본 사업은 년대 중반에 공공사업의 실시방안으로 시작됐던 방법을 공항 부문에1990 PFI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었고 계약기간 동안 민간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사업적 위험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간은 자치단.

체에게 공항의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스스로의 수입은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이착륙,

에 따른 수수료와 공항 건물 내의 매점 등의 매상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공공부문으로부터.

안정적인 서비스 대가를 받는 것이 가능했던 소위 서비스 구입형 에 비교하면 민간의‘ PFI’

사업위험이 크고 관민공동으로 추진된 사업 가운데 수익사업으로서의 특징이 더욱 강조,

된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다.

사업을 실시하는 컨소시움은 미국의 백텔사를 중심으로 되어 구성되었다 민간에 대한.

자금조달은 바클레즈 은행그룹의 인프라 사업 투자부문이 자치단체와 사업계약을 체결한
특수목적회사 에 대한 출자 형태로 백만 파운드를 조달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 은(SPC) 15 ,

행이 을 진행하였다project financing .

관민협동 방식 뉴캐슬 국제공항(PPP) :③

잉글랜드 지방의 북동부에 위치하는 뉴캐슬 국제공항은 원래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가
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년 월부터 전략적 파. 2001 5 ‘･
트너로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해당기업과 협동하여 관리 운영회사를 경영하는 소위’ , PPP･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는 의 출자 지분을 주는 전략적 파트너로. 49%

서 덴마크 수도에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코펜하겐 공항회사를 선정하였다.

년대 초 뉴캐슬 국제공항의 이용여객수는 만명 정도였다 그러나 년에 공항1990 167 . 2000

터미널 확장공사규모 백만 파운드과 개보수공사규모 백만 파운드 등 적극적인 설비( 27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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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실시한 후인 년에는 만명으로 대폭적인 신장을 나타냈다2003 380 .

원래 뉴캐슬 국제공항은 지역 자치단체에 의해 영국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
왔던 공항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확대에 의한 여객 증가를 예상하고 양호한 재무구조. EU ,

를 배경으로 스스로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공항시설의 확장과 정비를 완료한 것이다 또한.

공항의 이용자 수도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경영권을 가진 지역 자치단체는 공항운영에 적,

극적으로 기여하는 적극적인 경영 개혁 노력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민간 노하우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민협동 방식으로 경영 방향을 전환한(PPP)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미래 발전을 측, .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민간의 유연한 경영방법과 발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유휴자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항공주변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발상과 창의의 발휘가 기대되었다.

셋째 공항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코펜하겐 공항회사와, .

년간의 기술 서비스 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공항운영에 관15 (Technical Support Agreement)

한 기술적인 지원을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업화 방식 맨체스터 공항회사‘ ’ :④

맨체스터 공항회사는 현재 영국에서 여객 수에서 제 위의 규모를 가진 공항운영회사이2

다 동 사는 앞에서 서술한 와 같은 주식공개를 수반하는 민영화 형태는 아니다 맨체. BAA .

스터 공항회사의 경영권은 동 사가 관리 운영하는 잉글랜드 지방 북동부의 개 자치단체9･
가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맨체스터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가 로 과, 55%

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동 사의 활동 본거지.

인 맨체스터 공항이 히드로 공항과 같이 국가에 의한 이착륙 요금의 상한규제를 받기 때
문이다 한편 맨체스터 공항회사는 영국 내에서 개의 지방공항을 매수하는 등 년 햄. 2 (1999

버사이드 공항 년 이스트 미들랜드 공항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 2001 ) .

한 공항의 매수에 있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기업전략을 구사하였다는 점이 특
징이다.

맨체스터 회사 형태와 파이낸싱 방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동 사는 각 공항에서 공항사업 자체의 운영기업 외에 보안사무 등 공항의 운영.

에 관한 사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첫째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주주로서 경영에 관한 조정은 맨체스터 시를 비롯한, ,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요청에 대응하.

여 공항을 관리할 수 있다맨체스터 이외 지방도시의 주변공항에 대한 경영권도 맨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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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 보유하고 있다100% ).

둘째 자금조달의 수단은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이 중심이다, (loan) .

셋째 활동의 본거지인 맨체스터 공항의 설비투자 등에 관한 자본조달은 당사의 신용력,

을 기초로 하는 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이 중심이지만 맨체스터 이외의 주변공항의 매수와,

설비투자 등에 대한 소요자금 조달은 을 이용한다project financing .

영국의 공공기관 설립 타당성 평가 및 존립 필요성 점검 지침3)

영국에서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각 주무부처가 지고 있으나,

공공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각 주무부처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관리활
동을 지원하는 역할은 내각사무처 가 담당하고 있다(Cabinet Office) .

영국의 내각사무처가 각 주무부처의 비부처공공법인 관리활동에 대한 지침서로(NDPB)

작성한 에 의하면 의 설“Non Departmental Public Bodies: A Guide for Departments” ‘NDPB

립 타당성 평가지침 과 의 존치 필요’(Case assessment for the creation of an NDPB) ‘NDPB

성 점검지침 이 포함되어 있다’(Guidance for reviewing NDPBs) .

의 설립 타당성 평가지침(1) NDPB

영국 내각사무처가 각 주무부처로 하여금 설립의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는NDPB

데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한 지침에 의하면 의 설립이 특정 서비스나 기능을“NDPB

수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인가의 여부 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설립의 타당성 점검은 특정 서비스나 기능의 필요성 여부 검토 특, NDPB (1) , (2)

정 서비스나 기능에 대한 외부위탁 의 가능성 검토 공공부문과 민간부(contracting out) , (3)

문간 파트너십 대안의 존재 여부 검토 자발적 조직(Public Private Partnership) , (4)

에 의한 업무 수행 가능성 검토 기존의 정부부처조직(voluntary organization) , (5) , NDPB,

책임운영기관 또는 다른 종류의 공공기관독립회계 공사 국영기업 국립의료관리기관 자, ( , , , ,

문위원회 임시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에 의한 업무 수행의 가능성 검토 등의 단계적 절차, , )

를 거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절차를 거쳐 특정.

서비스나 기능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서비스나 기능을 민간기업부문이나 자발적 민,

간부문에 의해 수행할 수가 없으며 기존의 정부조직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중에서 어떤 기관유형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선,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중에서 를 선택할 경우에는 집행기관형. NDPB

자문기관형 심판기관형 교정감시단형 중에서 어떤 기관유형NDPB, NDPB, NDPB, ND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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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적합한 기관유형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설립 타당성 점검을 위한 주요 단계별 설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NDPB

점검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서비스나 기능의 필요성 여부 검토 이 단계에서는 특정 서비스나 기능이, : (1)

정부 또는 특정 부처의 정책목표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가의 여부 고객으로부터의, (2)

충분한 수요 의 존재 여부 특정 서비스나 기능을 조세를 통해 제공하거나 수(demand) , (3)

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 (4)

할 수 있는 비용 과 다른 형태의 영향 의 실체 서비스나 기능 제공과 관련된(cost) (effect) , (5)

잠재적 위험성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기준을 활용한 점(potential risk) .

검을 통해 특정 서비스나 기능을 정부 또는 특정 부처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둘째 특정 서비스나 기능에 대한 외부위탁 의 가능성 검토 이 단계에서, (contracting out) :

는 특정 기능이 법률에 의해 특정 정부기관에 부여할당되었는가의 여부 서비스(1) ( ) , (2)

를 시장기구 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가 여부를 점검해 보고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market) ,

을 경우에는 시장성 테스트 나 민간위탁 을 적용할 수 있는가(market testing) (contracting out)

여부 업무량 변동 의 존재 여부 기술변화의 신속성 여부 민간부문을 통한, (3) (fluctuation) , ,

규모의 경제와 충분한 유연성 확보의 가능성 여부 전문화나 규모의 차이로 인해 민간, (4)

부문이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의 존재 여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위험성을, (5)

민간부문이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가의 여부 잠재적인 경쟁자의 충분한 존재 여부, (6) ,

자본투자의 필요성 및 의 적용 필요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7) PFI .

여러 점검 기준들은 특정 기능 또는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이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파트너십 대안의 존재 여부 검, (Public Private Partnership)

토 이 단계에서는 민간부문이 협력 파트너 로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 (1) (joint partnership)

한 업무수행기술 자산 역량 등이 있는가 여부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skill), , , (2)

여 민간부문의 혁신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한 부문이 있는가 여부 기대하는 성과를 창, (3)

출하는 데 관련된 위험성을 관리하는 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파트너십이 기여할 수 있
는 여지가 있는가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검 기준들은 공공부문이.

특정 서비스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과 가능성
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자발적 조직 에 의한 업무 수행 가능성 검토 이 단계에서는, (voluntary organization) :

정부가 자발적 조직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발적 조직의 경비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

의 비율이 높게 되면 이러한 방식은 타당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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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여러 단계적 절차와 기준들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공공기관의 설립 타당,

성이 확보될 경우 그 다음으로는 어떤 유형의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특정 기능의 수행 또,

는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유형분류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유,

형별 특성 등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존치 필요성 점검지침(2) NDPB

영국에서는 년 이전까지는 책임운영기관과 등과 같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2002 NDPB

서 년 주기로 그 존치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점검받도록 하는5 ‘QQR’(Quinqurnnial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년 이후에는 행정서비스협약제도Review) . 2002 ‘ ’(PSA: Public

를 도입하면서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를 통해 특정화된Service Agreement) QQR , PSA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성과를 점검하는 제도(business

를 도입하였다reviews of end-to-end processes) .

그런데 소규모 의 경우에는 제도 폐지 이후 와 연계된 사업성과 점검제NDPB QQR PSA

도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됨으로써 주기적으로 그 존치 필요성을 점검하는 활동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내각사무처는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를 관리하고 있는. NDPB

주무부처를 위한 간편한 존치 필요성 점검지침 을 작성(light-touch guidance for department)

하였다 내각사무처가 제도 폐지 이후 작성한 존치 필요성 검검지침의 주요. QQR NDPB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검의 의의 및 점검방법의 특성NDPB①

를 관리하는 정부부처는 서비스의 품질과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NDPB .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부처는 각 가 책임지고 있는 해당서비스를 계속해서 최선의 방NDPB

법으로 제공하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결과 각 가 최선의. NDPB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서비
스 제공을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

기 위해 개발된 장치가 의 존치 필요성 점검제도이며 점검방법NDPB , NDPB (review

의 주요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methodology) .

첫째 점검제도는 해당 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NDPB NDPB ,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데 현재의 모델이 최선의 대안인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NDPB

그 핵심이다 이러한 점검의 결과는 를 규모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 NDPB

부 정책에 반영된다.

둘째 기능의 필요성과 현행 모델의 최적성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현행, NDPB , ND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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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의 정당성이 확보되면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당 서비스와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의 역할 및 위험성과 관련하여 볼 때 현재의 책, NDPB

임성 확보 장치가 적절한가 여부를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된다.

셋째 어떤 조건하에서는 관련된 여러 를 공동으로 점검 하는 것이, NDPB (joint review)

의 서비스와 기능의 개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NDPB .

넷째 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와 기능의 품질 및 반응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NDPB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관점을 접목해야 한다‘ ’ .

한편 의 존치 필요성을 점검함에 있어서는 조직 위상대안의 효과성, NDPB ( ) (the status of

과 성과 향상 방안 을 반드시 두 단계로 구분하여the organisation) (improving performance)

접근할 필요성은 없다 예를 들어 고객의 관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직의 위상과 성과.

향상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조직 위상대안의 효. ( )

과성을 점검하는 작업과 조직의 성과 향상 방안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조직의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유용한 분석도구라고 할 수 있다.

점검의 주요 이슈 및 이슈점검표NDPB (factsheet)②

점검지침에서는 우선 존치 필요성 검토와 관련된 두 가지 핵심 이슈인 조NDPB NDPB

직 대안의 유효성 평가와 성과 향상방안 탐색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런 다음에 조직 대안의 유효성 평가와 성과 향상 방안 탐색을 위한 접근방법에 관한 자세
한 지침을 제공하는 개의 이슈점검표 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5 (factsheet) .

우선 점검 관련 두 가지 핵심 이슈 중의 하나인 조직대안의 유효성 평, NDPB ‘

가 관련 주요 점검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organisational options) .

정부 목적 달성에 대한 기여도 가 정부부처와 정부의 목적(the bigger picture): NDPB∙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타 공공기관의 관계 가 다른 공공기관 조직들과 어떻게 연결(links with others): NDPB∙
되어 있거나 연결되어야 하는가 어떤 영역에서 다른 책임운영기관이나 등과? NDPB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가?

과거의 성과 가 그 설립목적 사업목표 핵심목표 품질표준(past performance): NDPB , , ,∙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

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다른 기관과 견주에 볼 때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해당
하는가 가 자율성과 탄력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가 주무부처와? NDPB ? NDPB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고객의 관점 의 고객과 이해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역할과 성(customer's views): NDPB∙
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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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미래 의 서비스가 앞으로는 어떻게 제공되어야(the future organisation): NDPB∙
하는가 앞으로 서비스 제공의 대응성과 능률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 대안이 가장 적절한가?

수범 사례 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수범사례를 창(good practice): NDPB∙
출한 것이 있는가?

다음으로 점검 관련 또 다른 이슈인 성과 향상 에 대한, NDPB ‘ ’(improving performance)

주요 점검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성과목표 성과목표는 의 목적과 목표를 어느 정도 반영하(performance targets): NDPB∙
고 있는가 성과목표는 충분히 포괄적이고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설정? ,

되어 있는가 성과목표가 연도간에 연속성이 있는가 성과는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 ?

협력적 업무수행 가 서비스 제공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partnership working): NDPB∙
고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력적 업무수행 장치 를(joint working arrangements)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가?

새로운 기술 가 서비스 제공과 기능 수행의 개선을 위해 필요(new technology): NDPB∙
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가?

고객의 관점 의 고객들은 서비스 제공이나 기능수행 방법을(customer's views): NDPB∙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개방성과 책임성 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openness and accountability): NDPB∙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일하는?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자문을 받고 있으며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는, ? NDPB

적절한 때에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과 열린 모임을 갖고 있으며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

해 노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자율성과 신축성 가 자율성 수준에 따라 어떤 편익을(freedom and flexibilities): NDPB∙
얻을 수 있는가 신축성이 보다 많이 보장되면 서비스나 기능 수행의 개선이 가능한?

것인가?

기업지배구조와 보고 부처 장관의 역할(corporate governance and reporting): NDPB, ,∙
및 보고 장치 등이 잘 정의되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가 기업지배구조? ?

가 조직운영과 정책업무 수행 등을 잘 지원해 주고 있는가?

지속가능한 발전 의 서비스와 기능은 정부가 추구하고(sustainable development): NDPB∙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가 의 서비스가 사회? NDPB

적 배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점검에 관련된 두 가지 핵심 이슈와 각 핵심 이슈별 점검항목에 관한 상기 내용NDPB

을 중심으로 내각사무처는 가지의 이슈점검표 를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점검활5 (factsheet)

동에 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가지 이슈점검표는 다음과 같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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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heet 1: Assessing different delivery mechanisms∙
Factsheet 2: Evaluating how well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delivered∙
Factsheet 3: Effective partnership working∙
Factsheet 4: Joint and parallel reviews∙
Factsheet 5: Making better use of new technology∙

상기한 가지의 이슈점검표 중 의 존치 필요성 점검 관련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5 NDPB

이슈점검표 과 이슈점검표 의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 2’ .

첫째 이슈점검표 에서는 에 대한 간이 점검 활동을 위한 체크리스트를조직대안의, ‘ 1’ NDPB

유효성 평가 관련 사항과 의 성과 향상 관련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NDPB .

조직대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가 정부와 부처의 목표 달성에: (1) NDPB∙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필요성이 계? NDPB

속적으로 존재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를 폐지할 수 있는가 가? NDPB ? (2) NDPB

다른 공공기관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는 연결되어야 하는가 부처내 또는 다, ?

른 부처의 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이 적절한가 기능의 전부 또는 일NDPB ? (3) NDPB

부를 정부부처조직에 통합할 수 있는가 독립적인 에 대한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 NDPB

하는가 또는 의 기능이 공무원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가? NDPB ? (4)

유사한 기능 또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공공기관 특히 다른 가 존재하는, NDPB

가 만일 그렇다면 기능을 이러한 공공기관들 중 어느 특정 기관에 이관하는 것? NDPB

이 가능한가 를 상설기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 자문기관형? (5) NDPB ?

의 경우 가 수행하고 있는 자문기능을 상설 가 아니라 컨설팅기관이NDPB , NDPB NDPB

나 자발적 부문 또는 다른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가 의 기능을 민간NGO ? (6) NDPB

부문이나 자발적 부문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NGO ) ?

의 성과 향상을 위한 체크리스트 에 대한 업무위임은 정부나 부처의NDPB : (1) NDPB∙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가 지출의? (2) NDPB

가치 를 확보할 수 있는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절감된 비용으로 산출(value for money) ?

물을 생산하거나 동일한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산출물을 생산하고 있는가 능률성 향상?

의 여지가 있는가 이사회 멤버의 보상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 있는가 다른 공공기관? ?

의 임원들과 비교할 때 이사의 보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 행정지원의? (3)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가 관리지원인력의 수준이 적정한?

가 책임성 확보 계통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임명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 ? (4)

하는가 기업지배구조가 와 주무부처간 그리고 와 감독부처간에 책임? (5) NDPB , NDPB

성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가 이사회가 균형있게 구? NDPB

성되었는가 이사들은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가 현재 이사회 이사들의 성과는 좋은? ?

것인가 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백서는 매년 발? (6) NDP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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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되고 있는가 이사회 회의 시간을 발표하고 있는가 는 정부정보에 대한? ? (7) NDPB

접근성에 관한 실행지침을 준수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고 있는가? (8) NDPB

는 새로운 기술을 최선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자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각? ,

의 통합공시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가 정부부처는 공공기관 임원들을 위한 적절? (9)

한 보수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이슈점검표 에서는 가 기관의 목적 목표 핵심성과 품질표준 등에 비추, ‘ 2’ NDPB , , ,

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활동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점검 활동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하나는 가 그 동안 정부. , NDPB

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최선의 대안이 되어 왔는가를 점검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앞으로도 가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점NDPB

검하는 것이다.

가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최선의 대안이 되어 왔는가를 점검하기NDPB∙
위한 주요한 점검 항목으로는 과거의 성과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 효과 정(1) , (2) , (3)

부부처와 장관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자율성과 신축성의 영향력 정부부, (4) , (5) , (6)

처에 미치는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NDPB∙
점검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의 목적 목표 핵심성과 등의 지속가능성 확인(1) NDPB , , ,

자율성과 신축성의 향후 방향 지배구조와 보고제도의 향후 방향 등을 제시하(2) , (3)

고 있다.

점검 결과의 활용NDPB③

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점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직대안의 효과성에NDPB NDPB ‘ ’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기관 신설의 필요성을 제공하였던 환경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전 점검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기능의 존립 필요성이 확보되지 않,

으면 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기능의 존립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NDPB .

는 모델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현행 의 형태를 유지하거NDPB NDPB

나 아니면 일부 기능의 정부부처나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이관 조직구조의 합리화나 다른,

와의 통합 외주화나 시장성 테스트 민영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NDPB , , .

점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과 향상 방안에 대한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의NDPB ‘ ’ NDPB

성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개발하여 실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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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구조 및 개혁 사례3.

공공기관의 유형 및 관리 체계1)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1)

뉴질랜드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으로 구성, , (State-owned enterprises)

되어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공공기관을 해당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상업성 여“ ”(commercial)

부를 기준으로 기업부문 과 비기업부문 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corporate) (non-corporate) .

다음에 기업부문은 다시 상업성의 수준을 기준으로 순수한 상업성 기관 과 순수하“ ”(SOE) “

게 상업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기관 으로 구분한다 또한 비기업부문은 기능에 관”(CROC) . “

한 의사결정이 정부 지시를 벗어날 수 있는가의 여부 를 기준으로 가능한 기관” (ACE, ICE)

과 불가능한 기관 으로 분류한다(Government Department, Crown Agent, ACE) .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된 뉴질랜드 공공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영기업, (State Owned Enterprises)

둘째 상업적인 환경에서 운영되지 않는 기관 또는 혼, CROC(Crown-Owned Companies):

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준상업적 지배구조가 활용되는 기관,

셋째 에 의하여 결성된 기관, Trusts: Private Trust Law

넷째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기관, ICE(Independent Crown entities):

다섯째 서비스 전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연계되고 공법에 의거하, Crown Agent:

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기관
여섯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구조, ACE(Autonomous Crown Entity):

가 필요하고 상업적 필요성이 덜 중요한 기관
일곱째 학교, (Schools)

공기업 경영관리제도(2)

공기업 경영관리의 기본 틀①

뉴질랜드에서 국가기업 또는 공기업 은 분류상 공립연구기관(Crown Companies) (CRI:

국영기업 그리고 방송사인 기Crown Research Institutes), (SOE: State-Owned Companies) TV

타 공기업 등이 있으며 전력 광산 철도 등 보다 상업적인(Other Crown Entity Companies) , ,

서비스 기능을 갖는 기업은 주로 국영기업 에 해당된다(S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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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공기업 경영의 기본 틀은 년에 제정된 국영기업법1986 (State-owned

에 의거한 기업화 전략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법에 의거하Enterprise Act) (corporatization) .

여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상업적 부문 과 비상업적 부문(commercial activity) (non-commercial

으로 구분하고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정부기능은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국activity) , .

영기업법 제정이후 기존에 상업적 활동을 담당하고 있던 개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공기업9

을 신설하는 등126) 철저하게 수익성과 기업성 위주로 공기업을 경영 하(profitable operation)

고 있으며 이후 이 중에서 상당수의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년 현재 전략적으로 상당, , 2007

히 중요하거나 독점력을 가지는 개 기업만이 공기업으로 남아 있다14 .

그리고 공기업을 사기업처럼 운영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와 특혜를 동시에 제거하였고 법적 독점을 폐지하여 경쟁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신규 투자자금은 정부로부터가 아닌 금융시장 즉 은행과 주주로부터 조. ,

달토록 하였으며 정부에 의한 구제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였다, .127) 자금조달에 있
어서도 공기업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반 조치들을 통해 공기업으로.

하여금 민간기업에 비해 경영상의 어떤 이점도 누릴 수 없도록 하였으며 대신에 명확한,

경영목표와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성 위주의 경영을 보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업화 전략을 통해 뉴질랜드에서는 공기업도 기업인 이상 상업적으로 성공
해야 하며 실패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해당 공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조를 정착시켜 나,

갔다 그 결과 공기업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 및 수익성 등이 크게 향상되었다. .

결국 뉴질랜드에서는 정부가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완전히 사기업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뉴질랜드의 공기업 경영의 기본원리와 특징.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상업적인 부문과 비상업적인 부문으로 분리하여 공기업 경영,

진에게는 분명한 상업적 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모든 공기업의 기본 목적은 성공적인 기업 으로 운영되는 것이, (successful business)

다 국영기업법에서는 성공적인 기업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 .128) 즉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동일한 수익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좋은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야 하며 공동체의 이익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사회적 책임성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셋째 공기업의 성공적인 기업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기업으로 하여금 비상업,

적인 목적을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정부와 공기업간의 협

126) 기업화 전략을 채택하기 이전에는 개의 공기업이 운영되었으며 년부터 년 기간 동안에 공기업 신설5 , 1987 1989

이 이어져 년에는 개로 늘어나게 되었다1994 30 .

127) 년 후반 국영 해운회사가 파산직전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지원하지 않1988

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함으로써 해운기업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
도록 유도하였다.

128) 국영기업법 의 제 조 참조(State-Owned Enterprise Act 198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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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통해 당해 재화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함으
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공기업 이사회는 장관과 합의한 성과목표의 틀 내에서 투입재원의 활용이나 산출,

물의 가격책정 및 판매전략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그 결과,

에 대해서는 공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장관주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 .

다섯째 경쟁중립성 을 확보하고 있다 즉 경쟁에 대한 불필요한, ‘ (competitive neutrality)’ .

장벽과 같은 공기업이 기존에 향유하였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공기업
들이 정부의 보호막 없이 개방된 시장에서 민간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상업적 성공여부가 경영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여섯째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진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회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성만을 묻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하에서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적절한 재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부 서비
스나 재화의 공급은 중단될 것이며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높아질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공기업이 민간부문을 모방하고자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

에서와 같은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기업은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

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와 같은 동기유발을 할 수 없으며 경영성과가 기준 이하가,

될 위험이 있다 또한 정부가 동시에 규제자와 소유자로 있는 경우에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도 있다.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②

뉴질랜드에서 공기업 은 회사법 에 의하거나 근(Crown Companies) (Companies Act 1993)

거하여 설립 등록된 유한책임회사이면서 국영기업법 공립연구기관법(SOE Act 1986), (CRI･
등의 추가적인 적용을 받는 기업이다Act 1992) .

뉴질랜드에서는 회사법의 규정이 일반 회사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기업에게
도 적용된다 예컨데 회사법에 따라 공기업 이사회도 연례 보고서 작성 및 주주총회에 제.

출 이사의무의 준수 연차총회의 개최 등이 요구된다 또한 국영기업법 공, , . (SOE Act 1986),

립연구기관법 등 개별 입법에 의해 운영 책임 보고 등에 대해 의무와 절(CRI Act 1992) , ,

차가 강화되었으며 해당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의 준수가 요구된다, .

이처럼 뉴질랜드에서 공기업의 경영과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기초는 국영기업법과
회사법 등에 두고 있다 공기업 지배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기관구성은 민간기업과 동일하.

게 회사법을 적용하고 있고 공기업의 소유관계 정부와 공기업간의 경영계약관계 및 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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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은 국영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기업의 소유권 형성과 관련하여 국영기업법에서는 공기업의 주식은 재무부장관
과 주무부장관이 보유토록 하고 있다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장관이 공기업 주식을 구매하.

기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의회가 조성해 둔 재원에서 충당하
고 있다 공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장관은 이를 매각할 수 없으며 또한 공기업은 주식을. ,

보유하고 있는 장관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배당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종류의 주식으. ,

로 전환되지 않고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환매우선주 의 경(redeemable preference shares)

우에는 이러한 주식보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기업이 자산채권 을. (equity bonds)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보통주로 간주되며 이러한 채권을,

소유한 자는 주주로 간주된다 그러나 채권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부여되.

지 않는다.

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뉴질랜드의 공기업들은 회사법에 의거하여 민간부문에
서 종사하였던 인사들을 초빙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

한회사처럼 중앙정부의 재정에서 법적으로 분리되고 있다 공기업의 최고경영자 는. (CEO)

주식보유 장관에 의해 구성된 이사회가 임명하며 최고경영자는 이사회에 일차적인 경영,

책임을 지고 있다 다만 주식보유 장관주무부 장관은 이사회에 대하여 문서로써 기업목. ( )

표 공시내용과 배당금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국영기업법에서는.

주무부 장관은 공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사와 그 경영 책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실제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이사회가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김기재, ( ,

공기업 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은 공기업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이사회의1997: 48). ,

권한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업목표 공시사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공기업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감사제도의 경우에는 회사법의 관련 규
정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감사원 이 모든 공기업과 자회사들을. (Audit Office)

감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기업의 이사회는 감사원과 협의하고 주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감사인개인 또는 기업을 임명하여 추가적으로 공기업을 감사할 수 있다( ) .

한편 뉴질랜드에서 공기업 감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은 재무부 가 담당하, (The Treasury)

고 있으며 재무무 소속의 국가기업심사자문단, (CCMAU: Crown Company Monitoring

이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Advisory Unit) .

정부조직체계상 가 재무부에 속해 있어 공기업 감독 주무부처로 재무부를 들 수CCMAU

있겠으나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가 준독립적 운영 기관이고 또한 공기업 업무에CCMAU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어 가 주무부처 지위에 가깝다CCMAU .

재무부최고책임자가 로 장관급이 아님는( Chief Executive and Secretary to the Trasury )

재무부 장관 과 명의 연합 재무장관 에(Minister of Finance) 3 (Associate Ministers of Finance)

게 보고하며 최고책임자는 는 국영기업장관, CCMAU( Executive Director) (Ministe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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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립연구기관장관 등 각State-Owned Companies) (Minister for Crown Research Institutes)

공기업을 관장하는 명의 책임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9 .

한편 뉴질랜드에서 법률적 및 정책적으로 공기업에 총괄적인 감독의 지위에 있는 것은,

정부를 대리하여 각 공기업에 관여하고 있는 지주장관 을 들 수 있(Shareholding Ministers)

다 모든 공기업은 명의 지주장관을 갖고 있으며 명은 해당 공기업과 관련성이 깊은 장. 2 , 1

관이 책임장관 직을 맡아 대주주 역할을 하며 다른 명은 재무부장(Responsible Minister) , 1

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129)

뉴질랜드에서 실질적으로 공기업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는 는 기본적으로CCMAU

지주장관의 계약제 자문관 역할을 하며 공기업에 대한 상업적 자문 및 성과 심사를 수행
한다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주장관들이 이사회를 통해 공기업들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향상시키,

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소유권 분야에서 정책의 영향 투자 및 다각화 기회 전략 및 전술적 문, (ownership) , ,

제 구조 조정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며 심사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기, , (monitoring) ,

업보고서 표 대비 성과 분야별 추세 및 벤치마킹 등에 관하여 보고한다, , .묙
셋째 법률의 규정 및 의회의 요청에 의한 주제의 처리 및 답변서 작성 그리고 이사의, ,

임명 절차에 관한 업무와 이사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는 현재 개 를 비롯해 개 공기업 에 대, CCMAU 14 SOE 39 (Crown-owned Companies)

한 심사 업무를 맡고 있다(monitoring) .

와 재무부 역할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양 기관이 모두 공기업CCMAU .

의 지주장관들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지만 재무부가 손익 등 재정적 관점에 초점을 두는
반면 는 경영성과 경영환경 그리고 기업 리스크 등 기업 경영적 측면을 주로 다, CCMAU ,

루며 또한 이사회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을 갖고 있다.

개별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③

가 의 임면 절차. CEO
공기업 실제 경영하는 사장 등 는 이사회가 직접 임명하며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CEO

서 기업을 경영하게 된다 이사회는 공기업 경영에 적합한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사.

장에 임명하며 차후 능력 불충분 및 성과 미달 등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로 면직시키게 된다.

사장은 회사의 경영진 구성 및 종업원 고용을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며 경영진 및 종업원

129)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달리 명의 장관이 복수의 장관직을 맡고 있으며 또한 장관 직위가 있다고 해도 직접1

해당되는 산하 조직이 없이 개의 특정부처가 여러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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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장의 대리인이 된다 사장은 이사의 직을 갖지 않으며 이사회 대리인 역할을 한다. .

나 이사회와 감사제도.
뉴질랜드는 지주장관 이 공기업 운영을 감독할 이사진을 임명한다(Shareholding Minister) .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후보를 내각임명명예위원회(APH: Cabinet Appointment and

에 상정 내각의 승인 과정을 밟아 정식으로 임명된다 대부분 이사회Honours Committee) , .

가 의장과 부의장 각 명을 포함한 총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사장 등 경영진이 이사1 6-8

직을 겸하는 경우는 없다.

이사의 임명은 능력위주 원칙에 따라 적정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skills-based merit)

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신청 또는 추천 등에 의해 는 현재, CCMAU 3,000

여명의 이사직 희망자 데이타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가 대상 이사직에 요구되는. CCMAU

기술과 경험을 정리하여 지주장관을 통해 각료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여성부 인종보호국, ,

등 특정 부처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기도 하고 자체 보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정 후
보자를 탐색하다 예비후보자 가 이사직에 적합한 지 여부의 실사. (short-listed candidates)

및 회사와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자(due diligence)

를 선정한다.

민간기업들의 경우 이사회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과는 달리 공기업에서는 지주장관들
이 의장과 부의장부의장직이 있는 경우을 임명하다( ) .

이사회의 핵심 역할은 기업 운영에 있으며 주주를 대리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건전성과
재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선관주의 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stewardship) .

최고경영자 의 임명 통제 및 성과의 평가(Chief Executive)∙ ･
주주가치 향상 및 기업의 장기적 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전 제시 및 리더십 발휘∙
조직 전략의 개발 및 검토∙
상급 경영진의 성과 평가∙
기업의 자본투자 및 배분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리더십 발휘∙
기업의 원활 효율적이고 현명한 관리를 위한 적정 운영체제이사회 위원회 이사회와, ( ,∙
경영진간 명확한 책임 구분 등의 구축 등)

공기업의 이사회는 회사 운영에 대해 지주장관에게 책임을 지고 지주장관은 공기업 운,

영에 관하여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사의 임기는 년이며 성과 및 능력에 따라 연임. 3

할 수 있으며 예외적이지만 기 연임도 가능하다3 .

한편 뉴질랜드는 회사법 규정에 관계없이 국영기업법 국립연, (Companies Act) (SOE Act),

구기관법 에 의해 공기업 및 자회사의 감사직은 정부기관인 감사원(CRI Act) (Audit Office)

이 맡고 있다 이사회는 감사원과 협의 및 책임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업 감사직에 적합한.



312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감사인 및 감사법인을 추가로 감사에 임명할 수 있다.

감사실의 최고책임자인 감사원장 은 의회 소속으로 행정부(Controller and Audit-General)

와 독립되어 의회에 책임을 지며 년 단임이다 감사원장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감사7 .

관 역할과 함께 재무보고서 감사 직무감사 그리고 공기업(Controller) , (Performance Audit),

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감사원장은 직원 임명 및 외부 감사법인을 통해.

공공부문 감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감사원장의 책임하에 있는 감사원장실, (The

과 감사기관 등 정부기관을 비롯 공기업Office of the Auditor-General) (Audit New Zealand) ,

감사를 수행하는 민간 감사법인을 포함하여 감사실 을 광의로 본다(Audit Office) .

감사원장실은 직무감사 및 조사 감사계획 및 기준 수립 의회 보고 및 감사업무의 배분, , ,

감사인 업무의 감독 등 주로 정책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뉴질랜드감사기관(Audit New

은 공기업 감사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연간 재무보고서의 감사 기타 감사와 보증Zealand) ,

등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실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무보고서 감사는 보고서에 나타난 기업 경영 상태의 심사 일반적인 회계원칙 등 인정,

된 체계에 적합성 비교 그리고 검토의견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며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

서는 기업 연간 재무보고서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직무감사는 직무에 관해 효율성 및 효.

용성 규정에 적합성 낭비 및 정직성 재정적 적정성 등 여부를 심사하며 그 결과는 통상, , ,

의회에 보고되는 데 은행에 대한 효율성 감사와 적용된 정책에 대한 의문 제기 등은 허용,

되지 않는다.

공기업의 경영책임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제도③

공기업의 이사회는 자사 운영에 대해 지주장관들에 책임을 지고 지주장관들은 공기업,

운영에 관하여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선정된 위원회가 관련 법규가 정한 요구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이사회 구성원들은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다예( : SOE Act 1986

에서 5. Directors and their role, 6. Resposibility of Ministers).

뉴질랜드에서는 공기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보고서로 국영기업 과 공립연구기관(SOEs)

은 기업의향서 를 기타 공기업은 의향서(CRIs) (SCI: Statement of Corporate Intent) (SOI:

를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예Statement of Intent) , SCI, SOI ( :

에서SOE Act 1986 14. Statement of corporate intent).

가 이사회 직무 평가제도. ( )
뉴질랜드는 이사회 성과평가제도가 이사회 평가 이사회 의장 평가 이사 개인별 평가, ,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사회 직무 평가제도는 재무부 산하의 독립운영기관인. ( )

가 담당하고 있다 가 이사회의 성과 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CCMAU . CCMAU (Perform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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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장관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뉴질랜드는 소유권 행사가 이원화재무부 지. ( ,

주장관되어 있다 참고로 는 지주장관주무부처을 자문하는 전문컨설팅 조직으) . CCMAU ( )

로 공기업 감독 및 평가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지주장관과 함께 이사회 임명권 행사에 대.

한 책임을 지고 있다.

뉴질랜드에 있어서 공기업의 이사회 성과평가제도는 상기한 바와 같이 이사회 의장 이, ,

사에 대한 평가로 구분되어 있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이사회와 이사회 의장, .

에 대한 평가는 가 담당하고 있으며 각 이사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의장이 담당CCMAU ,

하고 있다.

의 담당하고 있는 이사회의 성과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잇다 즉 공CCMAU . ,

기업에 부여된 기업경영목표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 달(SCI: Statement of Corporate Intent)- ,

성 장관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계획 수립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관계 구매 에이전시, , ,

들과의 건설적 관계 형성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 (value-added focus)

하는 목표 달성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성공적 사업 개발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

다 또한 이사회 의장은 각 이사의 직무 성과 기여도 및 능력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연례. ,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평가 유형별로 특별한 평가 양식표는 없으며 착안사항에 대해 서술하
는 형식으로 평가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요소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 ,

고 있다.

직무 평가는 지주장관이 의장 및 이사의 재임명 또는 교체 여부를 고려하는 데 활용된
다 또한 이사회 직무 평가 결과는 이사회가 직무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

을 찾는 데도 활용된다.

나 기관성과 평가제도.
국영기업법은 공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기업,

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포함하여 책임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원래 국영기업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정부 부처의 정치적인 개입으로부터 공기업의 운영
을 분리시키자는 것이었다총무처직무분석기획단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의( , 1997: 365).

수익성을 평가하기는 하지만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투입활동에 대해서는 규제하
지 않고 있다김기재 대신에 공기업의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책임성을 확보하( , 1997: 145).

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업목표공시제도 를 활용하고 있다‘ '(statement of corporate intent) .

이처럼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은 전반적인 정책목표에 한정되며 공기업이,

달성해야 할 경영전략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공기업.

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가운데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뉴질.

랜드에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체제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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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기업은 정부와 협의하에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측정 방법과 기준을 작성한,

다 뉴질랜드에서는 공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에 있어서 주로 경제적 부가가치 관련. (EVA)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둘째 공기업의 성과목표와 사업계획대상은 기업목표공시보고서 를 통해 작성하여 공, ( ) ｢ ｣
개된다 각 공기업은 회계연도 개시 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 기업목표. 3

공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개 연도의 기간 동안. 2 ,

즉 년 동안의 경영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즉 당3 .

해 공기업과 자회사의 설립목적 담당업무의 성격과 범위 전체 자산에 대한 주주들의 자, ,

금 비율 기업회계 정책 공기업과 자회사의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 그 성과를 판단할 수, ,

있는 성과목표와 평가척도 국가에 귀속될 자산의 추정치 또는 축적된 이익과 자본 보유량,

의 비율 회계연도 기간 중 주식을 보유한 장관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국가로부터, ,

보상을 받아야 할 활동 국가가 공기업에 투자한 상업적 가치를 이사회가 추정한 내용과,

이러한 가치가 재평가되기 위한 방식과 시기 주식을 보유한 장관과 이사회에 의해 동의된,

다른 사항 등이 공시되어야 한다국영기업법 제 조( 14 ).

셋째 공기업 이사회는 경영목표 대비 실제 성과 를 각 회계연도의, (actual performance) 6

개월반기보고과 년마다연례보고 재무부장관과 주무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 1 ( )

한다 특히 연례보고시에는 공기업과 자회사의 경영보고서 통합재무상태보고서 감사보고. , ,

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기업과 자회사의 경영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관련기업의.

경영목표공시 내용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넷째 재무부와 관련 기관에서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 한다 경영성과에, (monitoring) .

대한 평가는 장기경영전략 연간운영계획기업목표보고서 분기별 실적 등을 점검하는 방, ( ),

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재무부가 주식보유 장관 을 대신하여 공기. (shareholding minister)

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년 이후부터는 그 역할을, 1993

와 분담하고 있다CCMAU (OECD, 1997).

다섯째 공기업 고위경영진 에 대해서는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또는 제, (senior manager) (

재를 제공한다) .

이밖에 국영기업법은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 주무부 장관은 공기업의 정관 과 그 변동사항을. (rule)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공기업의 이사회에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공기업의. ,

기업목표공시서 연례보고서 통합재무상태보고서 감사보고서 등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 ,

다 아울러 공기업 주식을 보유한 장관으로 하여금 의회에 대하여 공기업 경영에 대한 최.

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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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정부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추진 사례2)

근본적인 행 재정개혁 추진(1) ･
뉴질랜드의 경우 년대 경제위기가 심화되기 이전까지는 은행 보험 보건 교육 운1980 , , , ,

송 에너지 전기 수도 등의 주요산업을 국영기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년대에는, , , . 1960 70∼
경제성장의 정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통신 철도 항만 건설 농업과 임업 등에서 정부에, , , ,

의한 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이 개혁과제로 제기되면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년대1970

에 금융부문 년대 초기에는 운송부문에서 규제완화를 실시하였다, 1980 .

그러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대외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경제위기가 점
차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년 총선을. , 1984

통해 국민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노동당 정부는 집권 이후 과거 정부.

가 직영해오던 석탄 임업 해운 항공운송 정유 은행 보험 통신 전력 가스 우편사업, , , , , , , , , ,

등을 우선 공사화 하여 이윤동기를 부여하였다 그 후 기업경영과 공공정책(corporatization) .

을 최대한 분리하여 운영한 후 기업부문을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직영사업을 공사화하는데 적용한 원칙은 최대한 상업적인 방식을 통한①
공적기능 달성 정책 및 규제기능은 기업의 상업적 행위와 분리 정부사업에 주어진 모, ,② ③
든 특혜와 불이익 철폐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업경영체제를 도입하고 내부 경영시스템을, ④
이윤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설계 종업원의 성과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회, ⑤
계 재무 등 정보시스템 마련 등이다 그 결과 공기업은 경영효율이 향상되어 이윤이 증가, .

하거나 손실이 줄어들었고 특히 전화 전력 우편사업은 요금인하 이윤증가 및 품질향상을, , , ,

이룩하였다 공기업이 과거 정부기업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나 여전히 정부가 주.

인인데 따르는 한계가 존재하자 뉴질랜드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처럼 노동당 정부에서 실시된 정부부문의 개혁은 특정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좁은 범
위의 것이 아니라 정부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한 다음에 슬림화와 민간부문으로의 이전
을 도모함과 동시에 계속 존속되는 정부부문에 대해서는 엄정한 업적평가를 의무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을 근본적으로 분절화시키는 개혁작업에 착수하였다 정부의 기능.

을 정책자문 서비스전달 규제기능 정책집행 상업적 기능으로 나누어 각 기능별로 조직을, , , ,

분리하였다 즉 단일 목적의 조직원리에 따라 상업적 기능은 국영기업으로 분리시키고 정.

책수립 등 비상업적 기능은 다수의 소규모 정부부서로 정예화시키고 남은 서비스 전달 규, ,

제기관 등은 독립기관으로 분화하였다 년 이전 공공부문은 정책입안 규제 서비스 제. 1984 , ,

공 영리업무를 제공하는 중앙정부부서 와 정부소유기업, (public service department) (crown

과 소규모의 준정부기관들로 구분되었다 공공부문 개혁 이후에 뉴질랜드 공공corporations) .

부문은 공공예산법 항에 정의된 정부부문 공공예산법의 목록에 의해 정의된 국영2 ,① ②
기업 이외의 독립기관 국영기업법에 따른 국영기업으로 구분되고 있다(crown entities),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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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근본적 개혁을 기치로 전개된 뉴질랜드의 개혁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
었다 정부는 년에 국영기업법 을 시행하였고 지금까지 국. 1986 (State Owned Enterprise Act) ,

가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였다 국영기업법은 정부의 모.

든 영리부문의 재구성에 적용되어 영리부서들을 민간기업들과 같은 사업으로 전환시켰으
며 사례별 입법에 따른 낭비를 제거시켰다.

국영기업법에 의해 기업화를 추진한 다음 단계로 정부는 년에 공공부문법1988 (State

을 시행하였다 이 법을 통해 부서의 최고경영자Sector Act) . (Chief Executive Officers:

에게 부서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주었으며 공공서비스위원회를 공공서비스의CEOs) ,

고용자와 관리자에서 최고경영자의 고용자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공공예산법. (Public

은 정부부서의 회계제도를 기존의 현금주의 원칙에서 발생주의 회계원Finance Act, 1989)

칙으로 전환하여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더 나은 성과를 장려함은 물론 예산의 투명성을 제
고시켰다 또한 정부부문의 재무관리 기준을 투입 생산비용 중심에서 산출. (input: ) (outputs:

발생된 생산물의 가치와 성과 정부의 관점에서 평가된 이들 산출의 전반적인) (outcomes:

결과 즉 정부부문이 추구하는 목적과 결과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

그 이후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년 월에 재정책임법이 제정되1994 6

었다 재정책임법의 시행을 통해 공적채무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하였고 그. ,

결과 년부터는 단년도의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년에 순공적채무의1994 , 2003 GDP

비율이 로 낮아지게 되었다13.6% .

뉴질랜드의 민영화 실적(2)

년 이전 국영기업들은 의 에 달하는 부분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인쇄와 농1984 GDP 12%

업부문뿐 아니라 은행이나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영기업들의.

활동은 공공서비스 조건이나 고용상태와 업무구조 등에서 많은 제한을 가졌다 또한 가격.

이나 투입 산출의 결정에 있어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어 정치적인 압력에 대해서 독립적･
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정부기관을 국영기업화.

하여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상업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많은 국영기업.

을 민영화하였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의 목표를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공공부채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뉴질랜드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년경부터 경쟁력이 있고. 1989

수익성이 높은 철강업 에너지업 금융업New Zealand Steel( ), Petrocorp( ), DFC( ), Post Office

금융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이후 항공업Bank( ) . Air New Zealand( ),

항만업과 통신업 등의 운송 국가기간산업에 대Shipping Corporation( ) Telecom Corporation( ) ･
한 민영화가 수행되었다 년에서 년 사이에 총 억 뉴질랜드 달러의 정부자산. 1988 1999 191

이 매각되었고 보조금 삭감과 재정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그 이후 년까지 민영,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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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뉴질랜드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실적은 표 과 같다< 5-28> .

뉴질랜드는 공기업을 민영화함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정부가 특정입찰자나 입찰범
위를 옹호하나 외국입찰자를 배재시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Telecom

의 경우 매각된 주식의 를 미국회사인 가 인수하였으며 나머지90% Bell Atlantic & Ameritech

주식은 뉴질랜드 기업인 가 인수하였다 또한 상업법 을Fay Richwhite . (Commerce Act, 1986)

통하여 산업 내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경쟁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년 월의 총선거에서 년 만에 국민당에서 노동당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다, 1999 12 9

음에는 민영화된 뉴질랜드 항공의 일부 자본을 정부에 의해 환매하였고 철도망의 일부 국,

유화 국영은행 의 설립 적절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음에 따라 시장이 파정된, (kiwi Bank) ,

전력분야에서의 재규제 등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바 있다.

표 년까지의 뉴질랜드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실적< 5-28> 1995
회사 민영화연도 판매가 백만(NZ$, )

New Zealand Steel Limited
Petrocorp
Health Computing Service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Post Office Bank Limited
Shipping Corporation of New Zealand
Air New Zealand
Landcorp financial instruments
Rural Bank
Communicate New Zealand
Government Printing Office
National Film Unit
State Insurance Office
Tourist Hotel Corporation
New Zealand Liquid Fuel Investment
Maui Gas
Synfuels stock and current assets
Telecom Corporation
Forestry cutting rights
Export Guarantee Limited
Housing Corporation mortgages
Government Supply Brokerage
Taranaki Petroleum mining licences
New Zealand timberlands Limited
Bank of New Zealand
New Zealand Rail Limited
Fletcher Challenge shares
Government Computing Services Limited

1988
1988
1988
1988
1989
1990
1989

1989-90
1989-92

1989
1989-93

1990
1990
1990
1990
1990

1990-95
1990
1990

1990-93
1991-95

1992
1992-93

1992
1992
1993
1993
1994

327
801

4
111
678
32

660
77

688
0

39
3

735
72

(203)
254
206

4,250
1,027

20
1,316

3
118
366
850
328
418
47

자료: OECD(1996)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항의 민영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는 섬나라이고.

관광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항공운송은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그럼에도 정부.

소유 사업체였던 오클랜드와 웨링턴의 대 국제공항을 년에 뉴질랜드 주식 시장에 상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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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오클랜드공항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오클랜드시와 마스카와시가 주식의 약. 22%

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를 기관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웨링턴공항주식회사의 경, .

우에는 를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를 웨링턴시가 소유하고 있다 한편으로 민66% , 34% .

영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으로서 년에 뉴질랜드 정부는 미국의 폭탄테러 이후 급격히2001

경영이 악화된 뉴질랜드항공에 대해서 억 달러의 융자후에 출자로 전환를 실시하였고3 ( ) ,

그 후에도 억 달러를 추가 출자하여 동 사의 주식 를 보유하게 되었다 정부는 항5.85 82% .

공운송업계의 경영환경이 안정되면 전략적인 파트너에게 주식을 매각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례는 민영화에 대한 임기웅변의 유연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사례의 종합적인 시사점4.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 일본 뉴질랜드의 준공공부문 개혁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 국가 공히 정부개혁을 위한 핵심 대상으로 준공공부문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3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년대 이후 현재까지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한 핵심 대상. 1980

으로 준공공부문의 규모를 슬림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영국과 일본의 경우 준공공부문의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소
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여전히공공부문 내에서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도 준공공부문은 여전히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는 영역으로 남아있다.

둘째 공공부문의 개혁 및 슬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기업부문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 국가 공히 단계별 접근전략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를. 3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업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잠정적인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준공공기관의 민영.

화를 위해 공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해 왔던 소유이전형 민영화 방식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형태의 형 민영화 방법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PPP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노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및 공공부문의 슬림화 이후에.

도 계속 존속해야 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타당성 심사를 통한. ,

사전통제와 함께 주기적인 존치 필요성 점검 활동을 통해 상시적인 준공공부문의 구조조
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개혁방안.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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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목표와 접근전략1.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목표1)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존립에 대한 정당성 확보(1)

공공기관 설립 이후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구조의 변화 정부, ,･
역할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존립 정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관 존립의 필요성이 소멸된 공공기관은 폐지 또는 청산하.

고 민간부문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민영,

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부담경감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기능 혁신(2)

지속적인 존립 정당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경감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의 부담경감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축소 조정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국민들이 직접 지불하는 부담의 경감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꼭 담당해야 할 핵심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의 재구축(3)

공공기관의 존립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존립목적에 부
합하는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core competence)

다 공공기관의 사업구조를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사업수행방식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적정성 점검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기능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반영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공공기관의 기능 및 조직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관①
의 고유업무나 핵심역량과 연계되지 않는 자회사는 정리하고자회사 민영화 또는 통 폐( ･
합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필요성이 소멸되었거나 경쟁력이 없는 비핵심적인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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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나 업무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영화기능 민영화나 민간위탁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outsourcing)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기관이 독②
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이양이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과정에서는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

는 사업에 대한 경쟁도입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는③
폐지 축소하거나 민영화할 필요가 있는 기능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여건･ ･
변화나 정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 기능을 확대 보강하거나 새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능이나 역할을 도출해 내는 작업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재구축되④
면 이에 맞춰 해당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당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개선.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내 유사 중복기능의 정비 추진(4) ･
공공기관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구조의 구축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내 유사 중복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과.･
공공기관 간 유사 중복기능의 통 폐합 공공기관 상호간 유사 중복기능의 통 폐합 방안을,･ ･ ･ ･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 상호간 유사 관련기능 또는 연계성이 높은 기능을.

통합 일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기능 적정성 점검 및 구조조정 방안 도출2)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대안(1)

위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을 점검하여 특정 공공기관 전체 또는 단위 기능을 대상으로 기관의 폐지 기관 통 폐합, ,･
기능 재조정기능의 폐지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 , ,

정부조직의 기능으로 통합하는 방안 유사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 간 통합 조정 방안 기능, ,･
보강 및 확대 또는 축소 통합 방안 등 민영화 민간위탁 기관유형분류의 전환 등을), , , ( )･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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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14 1 “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
통폐합 기능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 ･
따라서 여기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모델을 기관 중심 점검 모델 과 단위기능 중심 점검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 ‘ ’ ,

이 모델에 기초하여 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모델 및 구조조정 방안 도출 방법(2)

가 기능 적정성 점검 기준 개발의 접근방법.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은 기관 통 폐합 민영화 추진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 ,･

여부 그 자체를 점검하는 경우 와 일단 기관의 존립을 전제로 단위기능 또는 역할 단위별” “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경우 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관 간 통 폐합” . ･
이나 기관 전체의 민영화 추진 여부 그리고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적정성 여부 등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단위기능 또는 역할에 대한 적정성 점검,

차원에서는 효과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관 간 통 폐합이나. ･
민영화 추진 여부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적정성 여부는 기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

며 기능 적정성 점검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의 대상과 성격 및 차원이 단위기능이나,

역할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기준을 기관 중심 점검 모델‘ ’(institution- based

과 단위기능 중심 점검 모델 의 두 가지로 구review model) ‘ ’(function-based review model)

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관 중심 점검 모델 은 단위 기관을 점검 단위 로 설정하여 단위‘ ’ ‘ ’ (review unit)

기관 간 관계에서 기능배분의 적정성 여부 단위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 전체를 대상,

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 정당성 여부 기관 유형 분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이다 이에 비해 단위기능 중심 점검 모델은 단위 기능. ‘ ’ ‘

이나 역할사업 을 점검 단위 로 설정하여 해당 단위 기능이나 역할 또는 사업( )’ (review unit)

등이 기관의 설립목적사업으로서 계속 적합한가 여부 다른 기관의 특정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는가 여부 그리고 기관의 설립목적사업으로서 새로운 단위 기능이나 역할 또는 사업을,

수행할 필요는 없는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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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관 중심 점검 모델 에 의거한 기능 적정성 점검기준 개발. ‘ ’
기관 중심 점검 모델의 작성‘ ’①

기관 중심 점검 모델은 기능 적정성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특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 정당성 여부 단위기관 간 기능배분의 적정성 여부 기관 유형 분, ,

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이다 따라서 단위 기관.

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기관 중심 점검 모델은 그림‘ ’ < 1>

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림 기능 적정성 점검을 위한 기관 중심 점검 모델<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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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기관 수준에서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은 사회 경제적･
여건이나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이 계속 유효한가 하는
점이다공공기관 설립목적의 유효성 점검 공공기관 설립목적의 유효성 점검을 통해 더( ). ‘ ’

이상 공공기관으로 존립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청산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설립목적의 유효성 점검을 통해 일단 기존 공공기관의 존치의 필요성과 타당성
이 인정될 경우 두 번째 질문은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을 공공부문이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 해당 공공기관이 현재 수( ).

행하고 있는 설립목적사업을 공공부문이 계속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해당 공공,

기관을 민영화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된 국가사무를 민간부문으로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을 통해 계속 공공부문이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목
적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 번째 질문은 공공기관의 설립목
적사업을 중앙정부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중앙정부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 당초에는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인정되어 중앙정부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

라도 그 동안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나 정부역할이나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

또는 설립목적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이 때 해당 공공기관 자체가 지방.

정부로 이양되지 못하고 설립목적사업 자체만이 이양될 경우에는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
이양 이후 해당 공공기관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을 통해 계속 중앙정부부문이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네 번째 질문은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을 계속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공공기관의 직접 수행의(

필요성 점검 당초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중앙정부).

와는 분리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설립하였더라도 그 동안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나 정부역할이나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설.

립목적사업을 정부조직으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직접 수행의 필요성 점검을 통해 일
단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 다음의 다섯 번째 질문은 해당 공공,

기관의 설립목적사업이 다른 공공기관과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공공기관간 기능(

중복성 점검 특정 공공기관의 기능 또는 설립목적사업이 다른 공공기관과 중복되거나 연).

관되어 있어 두 기관을 통 폐합하는 것이 해당 기능 또는 설립목적사업을 보다 효율적이･
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공공기관들을 통 폐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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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간 기능 중복성 점검을 통해 해당 공공기관의 기능 또는 설립목적사업을 계속
현재와 같이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은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을 현재의 기관유형으로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해당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효율적이지 않거나 해당 공공기관 설.

립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치인 기업성과 공익성의 상대적 수준
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사업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기관 유형으로의 전환공기업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으로( ,→ →
전환 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이상과 같은 단계의 점검 과정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기능 또는 설립목적사업 수행방6

식에 별다른 변화를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현재와 동일
한 형태로 존치시키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점검 과.

정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존립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받게 되는 것이다.

기관 중심 점검 모델에 의한 기능 적정성 검검 기준 및 체크리스트 개발‘ ’②
기관 중심 점검 모델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을 위한 항목을 크게 여섯 가‘ ’

지로 제시하였다 이들 점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을 점.

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하면 표 과 같다< 6-1> .

표 기관 중심 점검 모델 의 기능 적정성 점검 기준 개발< 6-1> ‘ ’
점검 항목 점검 기준 또는 체크리스트

공공기관의 설립 유효성
점검

당초의기관설립목적은어느정도달성되었는가 설립목적달성이불가능한부분은없는가- ? ?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 현재에도 계속 그 필요성과- ･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기관의 설립목적 관련 고객과 이해관계자는 누구이며 이들이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사- ,
업을 가치있다고 평가하고 있는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영향 및 위험-
성잠재적 현재적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 , ) ?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이 공공- ?
이익 사회복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부합하는가, , ?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가 됐던 시장실패 현상이 기술혁신 재화 및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
특성 및 수요조건의 변화 등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 관련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민간시장에 존재하며 경쟁체- ,
제가 형성되어 있는가?

중앙정부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 국가전략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필- ,
요가 있는가?
주민접근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
효율적인가?

공공기관의 직접 수행의
필요성 점검

공공기관이 자주적인 운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이 담당업무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 수행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가- ?
독립적인 기관으로 유지할만한 충분한 업무량이 확보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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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항목 점검 기준 또는 체크리스트

공공기관간 기능중복성
점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이 다른 공공기관의 기능 및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
지는 않는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이 다른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는 않는가?

기관 유형 유지의
적합성 점검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조직운영과 정책업무 수행 등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 ( ) ･
할 수 있는가?
현재의 기관유형과 설립목적사업의 성격설립목적사업의 상업성 수준 또는 시장산출물- (
해당 여부 등이 불일치하지는 않는가) ?

나 단위기능 중심 점검 모델 에 의거한 기능 적정성 점검기준 개발. ‘ ’
단위기능 중심 점검 모델의 작성‘ ’①

단위기능 중심 점검 모델은 단위 기능이나 역할사업 을 점검 단위로 설정하여 공공‘ ’ ‘ ( )’

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이다 따라서 단위 기능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단위 기능 중심 점검 모델은 그림 와 같이‘ ’ < 2>

제시해 볼 수 있다.

단위 기능 중심 점검 모델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

우선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을 적정성 점검을 받기에 적합한 단위로 분
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 분류 작업을 통해 도출된.

단위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단위 기능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은 사회 경제･
적 여건이나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의 유효성 점(

검 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의 유효성 점검을 통해 더 이상 해당 설립목적사업 또). ‘ ’

는 기능을 공공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은 폐지되거나 종료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의 유효성 점검을 통해 일단 해당 사업 또는 기능의 존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두 번째 질문은 해당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이 공공기관
의 임무 수행을 위해 계속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에 대(

한 공공부문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 해당 공공기관의 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을).

공공부문이 계속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해당 설립목적사업이나 기능은 민영화,

하거나 민간에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을 통해 계속
공공부문이 해당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328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세 번째 질문은 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을 중앙정부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
는 점이다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 당초( ).

에는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인정되어 중앙정부 소속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이나 기능으
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나 정부역할이나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해당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림 기능 적정성 점검을 위한 단위 기능 중심 점검 모델<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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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을 통해 계속 중
앙정부부문이 해당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네 번째 질문은 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을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
는가 하는 점이다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에 대한 공공기관의 직접 수행의 필요성 점(

검 당초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이나 기능으로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나･
정부역할이나 정책의 변화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의 미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공공,

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나 경쟁입찰 등을 통해 시장기능 또는 민
간활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주로 공기업의 경우 모기. ( )

업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에 대한 공공기관의 직접 수행의 필요성 점검을 통해 일단
특정 설립목적사업이나 기능을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
될 경우 다섯 번째 질문은 해당 설립목적사업이나 기능이 행정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과,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특정 설립목적사업의 행정기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중(

복성 점검 공공기관의 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이 정부 행정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

의 사업 또는 기능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또는 기능의 타
공공기관 이관 또는 중복 관련 기능의 통합 조정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 설립목적사업이나 기능의 행정기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중복점 점검 과정을

통해 해당 설립목적사업이나 기능을 공공기관이 계속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은 해당 공공기관의 특정 설립목적사업이나 기능 관련 업무량,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특정 설립목적사업이나 기능에 대한 수요.

가 감소하였거나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기능의 보강 및 확대 또는 기능의 축소 또는 통합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특정 설립목적사업이나 기능 수행과 관.

련하여 새로운 사업이나 기능을 수행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단계의 점검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의 특정 설립목적사업이나 기능에 별6

다른 변화를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설립목적사업이나 기능을 현재
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단위 기능 중심 점검 모델에 의한 기능 적정성 점검 기준의 개발‘ ’②
단위 기능 중심 점검 모델에서는 공공기관의 특정 설립목적사업 또는 기능에 대한 적‘ ’

정성 점검을 위한 항목을 크게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들 점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특정 설립목적사업이나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
하여 제시하면 표 와 같다<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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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단위 기능 중심 점검 모델 의 기능 적정성 점검 기준 개발< 6-2> ‘ ’
점검 항목 점검 기준 또는 체크리스트

특정설립목적사업의
유효성 점검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특정 설립목적사업이 현재에도 계속 그- ･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특정 설립목적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
고객으로부터 공공기관의 특성 설립목적사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존재-
하는가?
공공기관의 특정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영향 및-
위험성잠재적 현재적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 , ) ?

특정설립목적사업에 대한
공공부문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

공공기관의 특정 설립목적사업이 정부정책목표와 부합하는가- ?
특정 설립목적사업이 공공기관의 핵심 공익적사업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의 특정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민간시장에 존재하며 경쟁체제가- ,
형성되어 있는가?

특정설립목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점검

특정 설립목적사업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 국가전략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중앙- ,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특정 설립목적사업을 주민접근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독자- ,
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특정설립목적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직접 수행의

필요성 점검

특정 사업이 기관의 미션 비전 및 설립목적과 부합하는가- , ?
특정 사업에 대한 제공기능과 생산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가- , ?
특정 사업에 대한 생산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민간부문에 존재하고 있는가- ?
특정사업을모기업으로부터분리하여독립적인조직을통해수행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가- ?

특정설립목적사업의
행정기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중복성 점검

공공기관의 특정 설립목적사업이 행정기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기능 및 역할과 중복-
되지는 않는가?
특정 설립목적사업이 다른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는 않는가?

특정설립목적사업 관련
업무량 조정의 필요성

점검

특정 설립목적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
특정 설립목적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가- ?
기존의 특정 설립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필요는 없는가- ?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문제점2. ‘ ’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의 형태로‘ ’ “ ”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년 월 일에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 을 위한 공기업 선진. 2008 8 11 ‘｢ ｣
화 추진 방향안 에 의거하여 제 차 공기업 선진화추진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년 월( )’ ‘ 1 ’ 2009 3

일 제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을 발표하는 등 총 차에 걸친 발표를 통해 이명박31 ‘ 6 ’ 6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완성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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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향1)

검토 대상 기관(1)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 대상 기관은 총 개로 구성되어 있319

다 여기에는 년 월말 현재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개 기관과 외환위기. 2008 1 305

극복 과정에서 공적자금 등을 지원받은 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14 .130)

추진 원칙(2)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정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확대하고 활력있, ‘ , ’ : ,

는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지
속적으로 축소하고 금융 등 민간의 역량이 성숙한 분야는 공공의 역할을 조정한다 이 때, .

공공의 역할 조정 문제는 관련 산업의 세계적 추이와 미래비전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둘째 국민 편익 증대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 ,

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절감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

셋째 사회적 비용 최소화 우선 요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기본생활과 직결되고 요, :

금인상의 우려가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으로‘ , , , ’ .

고용안정을 위해 민영화 기관은 고용승계 원칙을 적용하고 통 폐합 등 인력조정이 불가‘ ’ , ･
피한 경우에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다 예를 들어 자연감소분을 우선 활용하고 명예 희. , ･
망퇴직제 및 배치전환 전직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는 공기업 선진화에도 불구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 수립된 공공기관 이전계, ,

획의 기본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한다 예를 들어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통 폐합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와 균형위, ･
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며 보완대책 수립시 관련 지자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

도록 한다.

넷째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 방안을 투명하게 추진 공개토론회 등 공론의 장에서, :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공성, . ,

경쟁성 등 공공기관 서비스 특성 시장상황에 따른 합리적 기준을 제시 대상기관에 적합, ,

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

130) 공적자금 투입기관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 , , , , ,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쌍용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공업 팬택 팬택앤큐리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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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민영화하고 업무가 상호 유사 중복된 기관은 통 폐합하, ･ ･
고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조정을 추진하며 공공성이, ,･
있어 존치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경영효율화를 도모한다.

추진방향(3)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민영화 통 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를 위한 추진방향은 다음, , ,･
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민영화 민영화 검토 대상 공기업은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 :

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쟁여건 조성 국제경쟁력 확보 등 민영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선, ,

행되어야 하는 경우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 민영화 대상기관은 년 하반기부터 매각절. 2008

차에 착수하되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매각 시기는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

적으로 조정한다 다음으로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
년 하반기부터 제도 정비에 착수하고 단계별 민영화계획을 마련하되 그 이전이라도2008 , ,

지분 일부 매각이 가능할 경우 매각 추진한다 그리고 공기업을 민영화함에 있어서는 매각.

가치 제고 경제력 집중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각전, ,

략 활용한다.

둘째 통 폐합 통 폐합 대상 검토 공공기관은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 :･ ･
양립하여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분야에 유사기관이 존재하여 통합을 통한 시너
지 효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경우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중복 유사기관은 통 폐합하여 단일 통합조직으로 재설계하고 통합에 따라 관리조직, ,･ ･
비핵심사업 등은 슬림화하고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 인력 재배치하도록 한다, .･
셋째 기능조정 기능조정 검토 대상 기관은 민간 활성화 설립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 ,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역할이 축소된 기관 비관련사업 비중이 과다한 기관 기, ,

관간 역할분담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 제고 이용 편의성 증대가 가능한 경우 등으로 그 범,

위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약화된 기능은 폐.

지 기능 축소 또는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이관하고 기관간 기능 조정은 주된 기능 수행, ,

기관으로 일원화하며 기관내 기능 조정은 고유 핵심역량 중심으로 인력 예산을 재배치하, ･
도록 한다 이 때 급격한 인력감축보다는 강화될 기능에 인력을 전환 배치하도록 한다. .

넷째 경영효율화 공공기관으로 존치되는 모든 기관은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설정되어, :

있으며 단계적 민영화 대상 기관도 완전 민영화 시행 이전까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

영효율화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영효율화 대상기관은 효율성 최소 향상 을 목. “ 10% ”

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조직 및 인력은 기관 고유의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 과도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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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직임원포함 및 지원인력 축소 불요불급한 파견 교육 등 비 현업인력 축소 조직( ) , ,･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부서 체제 운영 등
지방조직지역본부지사영업소은 계층구조의 단순화 광역화 등을 통해 대폭 정비 해( - - ) .▪ ･
외 조직도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축소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
임원 등 단위부서장과의 경영계약제 내부성과관리 강화,▪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위탁 추진(outsourcing)▪
정부예산 절감 취지에 맞춰 예산절감10%▪
출자재출자 회사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유휴자산 매각 등( ) ,▪
감사원 국회 지적사항 개선 등 조직 인사 예산집행에서 경영관리 강화▪ ･ ･ ･

추진계획 작성 및 추진조직체계(4)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은 공공기관선진화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은 추‘ ’

진 절차에 따라 확정한다.

그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작성 절차< 6-3>

각 부처( ) 선진화추진위( ) 각 부처( ) 선진화추진위( ) 공운위( )

안건준비 ⇨ 시안마련 ⇨ 의견수렴
공개토론회 등( )

⇨ 기관별 방안
심의 조정･ ⇨ 기관별 방안

의결 확정･

우선 각 주무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주무부처 주관하
에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선진화추진위원회에 공공기관별 선진화 추,

진 방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한다 이어서 각 주무부처가 상정한 기관별 선진화 추진.

방안에 대한 선진화추진위원회의 심의 조정 종합 작업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 ･
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선진화추진위는 기관별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방안을 우선적으로 심의 점검하고 공,･ ･ ･
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년 중 기관별 방안2008

마련하여 선진화추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출자 재출자회사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경영평가 기관장 경영책임제 강화 등을 병행 추, ,･
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의 작성 및 진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추진조직체계는
그림 와 같이 구축되어 있다<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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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조직체계< 6-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선진화추진위 선진화추진자문단

공기업 선진화 추진단
각 부처( )

선진화추진팀
각 공공기관별( )

우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별 선, ‘ ’

진화방안 최종 의결 권한을 행사하며 공공기관선진화추진위원회는 선진화 방안 마련 진, ‘ ’ ,

행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
받침하고 있다 공공기관선진화추진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 14

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장과,

공공기관운영위원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둘째로 공공기관선진화추진자문단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되, ‘ ’ ,

어 있으며 에너지 산업 문화 등 분야별로 선진화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역, , SOC, ,

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로 각 부처별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선진화추진단은 소관 기관별 선진화 추진, ‘ ’

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해당 부처의 차관이 단장을 겸하는 별도의 전
담기구이다 각 부처별 공공기관선진화추진단은 각 주무장관의 선진화 방안 추진을 종합.

적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넷째로 각 공공기관별로 선진화추진팀을 구성하여 해당 기관의 선진화방안을 추진하, ‘ ’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주요 내용2) ‘ ’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총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작성하여 순차적으‘ ‘ 6 ‘ ’

로 발표하였다 이중 제 차 계획은 민영화와 통 폐합 등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과 준정부. 1-3 ･
기관의 구조조정 계획이고 제 차 계획은 정원 감축 자산매각과 인건비 절감을 통한 재, 4 6 ,･
무건전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으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제. 5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지분매각,

청산 폐지 모기업으로의 흡수 통폐합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구조조정 계,･ ･
획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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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명박 정부 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차 의 개요< 6-3> ‘ ’ (1 6 )∼
계획별 발표일 계획의 핵심 내용
제 차1 2008. 8.11 개 기관 민영화 개 기관을 개 기관으로 통합 개 기관 기능조정27 , 2 1 , 12

제 차2 2008. 8.26 개 기관 민영화 개 기관을 개 기관으로 통합 개 기관 폐지 개 기관 기능조정1 , 29 13 , 3 , 7

제 차3 2008.10.10 개 기관 민영화 개 기관을 개 기관으로 통합 개 기관 폐지 개 기관 기능조정10 , 7 3 , 2 , 1

제 차4 2008.12.22
개 기관 경영효율화 정원 명 감축 자산 조원 건 매각 예산 조원 이69 : 19,383 , 8.5 (65 ) , 1.7

상 절감

제 차5 2009. 1.13
개 출자기관 중에서 개 기관 지분매각 개 기관 청산 폐지 개 기관 모기업273 113 , 17 , 2･

흡수 통폐합･

제 차6 2009. 3.31
개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성 이상 향상을 목표로 기능 폐지 축소 민간위탁 등을60 10% ,･

통해 정원 명 수준 감축 자산매각 억원 예산절감 억원 이상2,981 (11.6% ) , 565 , 1,300 ,
지속적인 효율화를 위한 운영시스템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개선 등( , )

자료 기획재정부: (2008c, 2009)

이상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 ’

으로 한 민영화와 통 폐합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계획을 담고 있는 것은 위에서 밝힌 바･
와 같이 제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다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1-3 . 1-3

는 공공기관 구조조정계획을 종합해 보면 표 와 같다 전체 검토대상인 개 공공< 6-4> . 319

기관 중에서 개 기관을 선정하여 민영화 개 기관 경쟁도입 개 기관 통합 개 기108 (38 ), (2 ), (38

관 폐지 개 기관 기능조정 개 기관 효율화 개 기관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 (5 ), (20 ), (8 )

고 있다 개 민영화 대상 기관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및 그 자회사로 구성된 개 금융. 38 7

공기업기타공공기관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공기업화된 구조조정대상 개 기업 대한주( ), 14 ,

택보증 관광개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회사 개 그리고 일부 지분매각 대상 개, 88 , 10 , 5

공기업 및 공기업의 자회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 , , , ,

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 공공기관을 통 폐합하여 개 기관으로 재구KPS) . 38 17･
성하는 유사중복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통 폐합 대상 기관 중에서 공기업은 개 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재의료3 ( , ,･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준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유사중복) .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다수의 준정부기관들이 동일 부처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
통 폐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융합추세에 대응해 관련 준정부기관들을 능동적으로 통 폐,･ ･
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급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결정하5

였다 이밖에 기능조정 대상 개 기관 중에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20

왔던 대 보험 징수기능 통합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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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명박 정부 의 제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총괄 내용< 6-4> ‘ ’ 1 3∼
구 분 기 관 명

민영화▪
개(38 )

금융공기업 개 산은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 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시스템(7 ): ( , ), ( , , IBK )◦ ･ ･
대한주택보증 관광개발 골프장, 88 (88 )◦
공적자금투입 등 구조조정기업 개(14 )◦
자회사 개 한국문화진흥뉴서울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10 ): ( CC), , , ,◦
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 , , ,

지분일부
매각 개(5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 , , , KPS◦
경쟁도입▪

개(2 )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통 합▪
개(38 17 )→

주공 토공 신보 기보금융시장 상황을 감안 연말에 결정+ , + ( , )◦
관리기관 개R&D : 9 4→◦

지경부 개 교과부 개( ) 6 3 , ( ) 3 1→ →▪
정보통신진흥기관 개: 10 4→◦
지경부 개 문화부 개 방통위 개 행안부 개( ) 2 1 , ( ) 3 1 , ( ) 3 1 , ( ) 2 1→ → → →▪

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 +◦
한국산재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저작권심의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진흥센터+◦
코레일 트랙 전기 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 네트웍스+ + , +◦

폐 지▪
개(5 )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기능조정▪
개(20 )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 ,◦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 ,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OTRA◦ ･ ･
대보험 징수통합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4 ( , , )◦
생산기술연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관리기능 이관, , , (R&D )◦

경영효율화▪
개(8 )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철도공사 도로공사(5), ,

주 차 개 차 개 차 개 기관 중 개 기관이 중복되어 대상기관은 개: 1 (41 ), 2 (40 ), 3 (30 ) 3 108
자료 기획재정부: (2008c)

한편 이명박 정부의 제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는 공공기관모기업 경영효율화, ‘ ’ 5 ( )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 출자회사‘ ’ 273 131)에
대한 지분 정리계획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 개이 출자한 회사. (305 )

는 총 개이다 이중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330 . 132) 이미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관리

131)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출자회사는 지배력 미확보 재출자 회사 형태로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 ,

미충족한 기관들과 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들이다20 .

132)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중 모기업이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상 보유하면서 지배력 있는50% 30%

경우만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지정 요건 해당 기관 중 직원규모가 인 이상인 경우에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 20

정 관리되고 있다 년 말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중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2008･ ･
기관은 개이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기업 등 개 구조조정 기업은 지정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제 차 공43 . 14 1

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매각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지정요건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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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개 출자회사출자 총액 조원를 대상으로 제 차 공공기57 273 ( 5.8 ) 5

관 선진화 계획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지분매각 개 기관 청산 폐지 개 기관 모기업. 113 , 17 ,･
흡수 통폐합 등 총 개 출자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출자회사132 .･
신설 및 출자금 확대 억제 방안 출자회사 관련 경영평가 경영공시 강화 등 출자회사 관리, ･
제도 개선 방안 및 출자유형별 출자회사 관리방향 등을 포함한 출자회사 관련 정책적 방
향도 별도로 제시하였다.

표 공공기관 유형별 출자지분별 공공기관 미지정 출자회사 현황 년 월말 기준< 6-5> (2008 10 )･
구 분 합 계 개(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출자
회사
수

지분별( )

이상50% 66 36 10 20

30% 50%∼ 49 33 8 8

10% 30%∼ 105 67 16 22

미만10% 53 10 30 13

계
해외법인( )

273
(68)

146
(54)

64
(-)

63
(14)

출자액억원( ) 58,380 20,234 30,356 7,790

자료 기획재정부: (2009)

표 이명박 정부 의 제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개요< 6-6> ‘ ’ 5
구 분 정비 전(A) → 정비 후(B) 증감(B-A)

출자회사 수 개273 개141 개132△
출 자 액 억원58,380 억원27,019 억원31,361△

매각가치추정( ) 억원 순자산가치 기준46,127 (’07 )

자료 기획재정부: (2009)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특징 및 문제점3)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 ‘ ’

년 현재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 통 폐합2008 305 , ,･
폐지 및 청산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 차 계획에서는 공, , . 5

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개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273

관을 선정한 후 개 출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132 . ‘ ’

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그 대상 범위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출자 재출자손자 회사까지를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
에 비해 그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전체 개혁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해 놓은 다음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의 개혁방안을 설계하여 제시한 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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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거 정부의 공공기관 추진 전략과 차별화되는 측면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제시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전략 및‘ ’ ‘ ’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문제를 정권 단위의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년 단위의 개혁, , 5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개발이 요구되는 대형 공기업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
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민영화 통 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 ’ , , ,･
등 공공기관의 개혁 대안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기관 통 폐합과 기능조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민영화 방안도 국책은행의 민영화와 비금융공기업의 자회사 민영화 및 출자.

회사의 지분 매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며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에너지 및 네트워,

크 산업 분야의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및 에너지분야 공기업의. SOC

민영화 추진계획도 부분 민영화 또는 준민영화 방안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둘째 공기업 개혁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정부, ‘

기업이 개혁방안 작성의 논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그 동안 기획재정부’ .

주관으로 작성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검토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적용받고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정사업 경영체제의 개혁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개혁 등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업에 대한 개혁 문제는 별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접.

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적 성격을 띤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

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소유이전형 민영화 방법 외에 유지관리계약 리스계약 컨세션, ,

등 형 민영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PPP . ‘ ’

추진계획안에서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국내공항의 경영권 민간매각 방안
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공기업의 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한. PPP･
형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넷째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투명하고 강력,

한 추진력을 갖춘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 ‘

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상적인 공공기관 경영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

와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추진기구를 차별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
정이다.133)

133) 기획재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작성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기“ ”

능과 역할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시스템 결여 민영화 등 기능조정 지원체계 미비로 지속적 효율적인 개혁 추, ･
진의 한계 민영화 추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적시한 다음에 민영화 추진체계의, ･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각 전담 전문회사 민영화추진위 도입 검토 등 집행체계 정비 완. , ,

전매각 지분매각 및 기능이전형경영민간참여형 등 유형 세분화 등과 같은 민영화 추진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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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 형성 등의 정책목표를 고려한 효,

과적인 주식매각방법의 개발 민영화 이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영화 전략 개발 등이 체,

계적으로 모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 ’

통해 공기업 민영화 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적용 대상 공기업도 한정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개혁방안3.

중앙정부 준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원칙1)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목표와 접근전략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존립의 필요성이 소멸된 준공공기관은 폐지 또는 청산하고 사회 경제적, , ･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소멸되었거나 경쟁력이 없는 비핵심기능이나 사업은 폐지하도록 한다.

둘째 민간부문과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영화 민간위탁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

셋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고유업무나 핵심역량과 연계되지 않은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민영화를 추진한다.

넷째 정부조직 또는 타 준공공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사 중복 기관을 통, ･ ･
폐합하거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기능을 통 폐합한다.･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구조 조정 방안2)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에 있어서 전반적인 구조 조정 이슈 및 대상 기관을 우선 포괄적으
로 검토한 다음에 몇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준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준공공기관의 구조 조정 이슈 및 대상 기관(1)

준공공기관의 구조 조정 활동은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준공공기관의 사업 영역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 공공기관 간 기능 및 사업영역의 중복을 조정하거나 기관을 통 폐, ･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 . (2008.12.12:

관 임원선임 경영평가 등 운영체계 대폭 개편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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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방안 그리고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의 정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구조 조정 대상.

공공기관을 탐색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준공공기관의 사업 영역 민간이양①

현재 준공공기관 중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표 은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준공공기관의 기능 및 사업들을 확. < 6-7>

인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이들 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능 또는 사업의 민간이양 및 민영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준공공기관의 사업 영역 민간이양 예시< 6-7> ( )
기관별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는 준공공기관 사업의 민간이양 및 민영화 방안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사업자와 경합하는 자가용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업무 안전진단사업 중 저압부문에 대해,
서는 민간부문으로 이양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반적으로 시험인증사업이 시장경쟁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시험원의 기능 자체를 민간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영역중 인증사업은 민간의 사업영역에 해당되므로 민간으로 이양ISO

교통안전공단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점검에 관한 업무는 민간 정비업체들의 사업영역과 경합하는 부분이
므로 동 기능을 제거하여 민간영역에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영역 재조정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개발사업은 민간의 역할과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진흥원의 사업영역중 디자인
개발사업을 재조정

한국가스기술공사 충전소 건설 집단에너지사업 조명등 설치 등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사업은 업무영역에서 삭제LNG , ,

우정사업진흥회 우편물 운송사업이 민간부문과 경쟁하므로 사업영역 재조정
자료 각사 홈페이지 그리고 경영실적평가보고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

첫째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사업자와 경합하는 자가용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업무, : ,

안전진단사업 중 저압부문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으로 이양이 필요하다.134)

둘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험인증사업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쟁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

때문에 시험원의 기능 자체를 민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영역 가운데 인증사업은 민간의, : ISO

사업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민간으로 이양하고 공사의 사업영역에서는 인증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135)

넷째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과 경, :

134)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년도 경영실적평가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다2007 .

135)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년도 경영실적평가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다 또한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2007 .

과 처분요구서 에서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사업 영역(2007.5:13)

인 인증사업에 참여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I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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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합기능을 선별하여 공단의 사업영역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136)

다섯째 교통안전공단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점검에 관한 업무는 민간 정비업체들, :

의 사업영역과 경합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제거하여 민간영역에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영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137)

여섯째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수행하는 디자인 개발사업은 민간의, :

역할과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흥원의 사업영역 가운데 디자인 개발사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138)

일곱째 한국가스기술공사 민간부문과 경합하고 있는 충전소건설사업 공공건설사, : LNG ,

업 조명등사업 소형열병합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지열에너지사업 등 개의 설립목적외 사, , , , 6

업은 업무영역에서 제외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139)

이상에서 예시한 준공공기관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검사 검증기관형 준공공기･
관들이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검.

사 검증업무는 가급적 민간부문으로 이양하고 공공기관은 이들 민간사업자들이 검사 검,･ ･
증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검증기술 개발 및 보급 민간사업,･
자들의 검사 검증업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통제 활동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기관간 기능과 사업영역의 중복 조정 및 기관 통 폐합② ･
주무부처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으로 초래되는 준공공부문 기관 상호간 기능 및 사업영

역의 중복 모기업과 준정부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단위기능,

136)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건설 물류 분야 개 기관 에 의하면‘ ’( : 13 , 2007.4)･
감사원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우월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개 민간 진단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 1,020

전진단 용역까지 수주하기 위하여 개 민간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민간업체의 기술 신장과 건전396

한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건설교통부” ,

장관에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설립목적에 맞는 공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조정하도
록 통보하였다.

137)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년도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이다2007 .

138)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대한 년도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2007 .

서 에서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민간에서 수행하는 디자인 개발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2007.5:11) .

139)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공급 설비의 정비 및 보수와 관로순찰 등 기존의･
고유 목적사업 외에 년에는 충전소건설사업 공공건설사업 조명등사업 년에는 소형열병합사업 년2001 , , , 2003 , 2005

에는 집단에너지사업 지열에너지사업 등 당초 공사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가, 6 .

스기술공사가 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이들 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자회사 감사를 통해 공사의2001 6

설립목적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가스산업 관련 독자적인 기술력과 관계가 없는 단순 건설사업이어서 민간 영
역과 중복되고 그 사업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이들 설.

립목적외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요구하였다감(･
사원, 2008.9: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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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나 통 폐합 또는 기관 자체의 통 폐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현재 준공공기관들 중에서 기능 및 사업영역이 중복되는 사례는 매우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표 은 기능 중복이 발생하는 핵심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준공공기관들의. < 6-8>

사례를 정리하고 기능 통 폐합 방안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준, .･
공공부문의 기능중복 해소 방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사업 지경부 문체부 행안부 산하에 중복적으로 설립 운, IT : , , ･
영하고 있는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사업 준정부기관을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IT

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40) 이를 기관들은 정부의 제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 2 ’

해 통 폐합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년 월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009 5 31･
조에 의거하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 , ,

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

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였다‘ ’ .141)

둘째 신용보증제도 운영 기관 신용보증 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 :

보증기금 등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유사 중복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 중.･ ･
복기능 조정을 위해 두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142)

셋째 기획평가 기능 등의 중복 조정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한국학, R&D : , ,

술진흥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이 수행, , ,

하는 기능 가운데 에 대한 기획 평가기능은 상호 중복되기 때문에 기능 통 폐합을 추R&D ･
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은 동일 부처 산하에서 과.

학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통합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이들 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 ‘ ’

라 기관간 통 폐합이 완료되었다 우선 산업기술 관련 개 지원기관한국산업기술평. 7 R&D (･
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 , ,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

개 기관으로 통 폐합되어 년 월 일 개원하였다2 2009 5 6 .･ 143) 새롭게 신설된 산업기술진흥원

140) 및 디지털산업 육성 지원 관련 준정부기관의 기능 중복 문제 및 통 폐합의 필요성은 그 동안 이들 기관에IT ･
대한 정부경영실적평가보고서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감사원.

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에서는 정보통신부와 문화광광부에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문화콘텐츠(2007.5:15)

진흥원으로 하여금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을 중복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예산낭비 및 업계 혼란을 초래하
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및 디지털산업 육성 지원 관련 기관들. IT

간의 기능 중복 조정 문제가 매년 주요사업 평가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141) 기능이 중복되는 이들 기관들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본법을 전2009.2.6

문 개정하여 제 조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31 .

142) 신용보증사업의 기능 중복 문제는 김대중 정부 이후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 ,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2007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조. (2008:375-376) .

143) 산업기술 관련 개 지원기관의 통 폐합 내용은 아래와 같다지식경제부 보도자료7 R&D ( , 2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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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산업기술평가원은 사업의 전주기를 기능별로 양분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D .

다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각각 나누어져 있었던 기초과학 기술 관련 개3･
기관인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도 정부조직이 통 폐R&D , , ･

합됨에 따라 년 월 한국연구재단법을 제정하였고 년 월에 통합 연구관리전문2009 3 ‘ ’ , 2009 6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넷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기능 통합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을 관, :

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는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통제기능,

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능의 통 폐합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관리업무가 교과부와 지경부의 개 주무부처로 이. 2

원화됨에 따라 당초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가 퇴색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장애인 고용관련 기능 중복조정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재활훈, :

련사업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업인력공단의 고용촉진사업은 실질적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들이 가진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기관의 지방조직 을 공동. ,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144)

여섯째 생활체육 및 지역체육시설 관련 기능 중복 조정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대한체, :

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수행하는 생활체육과 지역체육시설 설치 기능이 상호 중
복되기 때문에 이들 유사 중복 기능에 대한 통 폐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 14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ITEP)

해산( )

⇨
존치( )

한국산업기술재단 (KOTEF)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KMAC)
산업기술진흥원

중장기 계획 성과분석 사업화 등( , , )한국기술거래소 (KTTC)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 평가 관리( )･ ･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관련업무 기능을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신설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함* R&D

관련 기능을 이관하고 기존 고유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기관은 존치함** R&D

144) 장애인 고용관련 사업의 기능 중복 및 통합 필요성은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된 국민의 정부 년 반 공공부문‘ ’ “ 2

개혁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기획예산처 또한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 , 2000:266).

평가보고서를 통해서도 제기되어 왔다.

145)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간 생활체육 및 지역체육시설 설치 기능 중복 문제는 김, ‘

대중 정부에서 실시된 국민의 정부 년 반 공공부문개혁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기획예’ “ 2 ” (

산처, 20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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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공공기관의 기능 및 사업영역 중복조정 및 기관 통 폐합 방안 예시< 6-8> ( )･
기능중복 사업 관련 대상 기관 개선 방안

및IT
디지털산업 육성

지원 기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지경부 한국전자거래진( ),
흥원지경부 한국인터넷진흥원방통위 한국정( ), ( ),
보보호진흥원방통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방통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문체부 한국게( ), ( ),
임산업진흥원문체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문체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행안부 한국정보( ), ( ),
사회진흥원행안부( )

지경부 문체부 행안부 산하에 중복적으로 설, ,
립 운영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통합 일원화 할･ ･
필요가 있음 이들 기관은 제 차 공공기관 선진. 2
화 계획에 의한 통 폐합 대상으로 이미 한국콘텐･
츠진흥원이 설립되었음

신용보증제도
운영기관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금( ), (
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각 지방정부 준공), (
공기관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중기청) (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수행하는
기능중 유사중복기능 조정 또한 유사중복기능· . ·
조정을 위해 양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산업기술
R&D

지원기능

한국산업기술재단지경부 한국부품 소재산업진( ), ･
흥원지경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경부 한국( ), ( ),
기술거래소지경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지경( ), (
부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지경부), ( )

이들 기관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 ’
화계획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
술평가원의 개 기관으로 통 폐합되었음2 ･

기초과학 기술･
지원기능R&D

한국과학재단교과부 한국학술진흥재단교과( ), (
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교과부), ( )

이들 기관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 ’
화 계획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으로 통 폐합되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관리기능

기초기술연구회교과부 산업기술연구회지경부( ), ( )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
야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중복 수행하
므로 이들 기능의 통 폐합 방안을 모색해야 함.･
또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관리업무가 교
과부와 지경부의 개 주무부처로 이원화됨에 따2
라 당초 연구회 설치를 통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가 퇴색되었으
므로 폐지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장애인
고용관련
기 능

재활훈련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부과 근: ( )
로복지공단노동부 고용촉진사업 장애인고용( ), :
촉진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부( )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재활훈련
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업인력공단의 고,
용촉진사업은 실질적인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들
이 가진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관련기관의 지방,
조직을 공동으로 활용 필요성이 있음

생활체육 및
지역체육시설
설치관련 기능

국민체육진흥공단문체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
대한체육회

생활체육과 지역체육시설 설치기능이 상호 중복
되므로 이들 유사중복기능에 대한 통 폐합 방안· ･
이 모색되어야 함

교통안전연구
및 홍보활동 교통안전공단국토해양부 도로교통공단지경부( ), ( )

교통방송과 도로교통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중복 수행하므로 이들 기관의 업무영역을 재조
정 중복기능이 통 폐합 되어야 함, ･

대 사회보험의4
보험료
부과징수·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 ),
단보건복지가족부 근로복지공단노동부( ), ( )

이들 기관은 유사한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므
로 중복기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년 월. 2009 4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
원화하는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 부터 시2011.1.1
행 예정임

우정문화보급
및 홍보활동

우정사업진흥회지경부 한국우편사업지원단지( ), (
경부)

우정사업의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우정사업진흥
회와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및 한국우편사업지원
단 등은 모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와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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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교통방송 도로교통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 공, , :

단은 교통방송과 도로교통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업무영역을 재조정하여 중복기능을 통 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146)

여덟째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 기능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 : ,･
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유사한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기관의 통 폐합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 사회보험료 부과 징. 4･ ･
수기능의 통 폐합 문제는 김대중 정부에서 사회보험료 통합방안국민연금 건강보험‘ ’ ‘ 2:2 ( +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합의된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년 월 사회보험료 부과+ )’ ‘ ’ 2007 11 ‘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신설하여 대’ ‘ ’ 4

사회보험의 적용 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입법에 실패하였다강대출( ,･
2008:19-20).147) 이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 사회보‘ ’ 4

험 부과 징수기능의 통합 일원화를 추진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국세청 산하 별도의 징수공,･
단을 신설하는 방안 대신에 건강보험에서 국민연금 산재 고용 등 타 보험료를 통합하여, ,

징수하는 건강보험 중심의 통합징수방안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년 월 일 국회에‘ ’ . 2009 4 30

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 ’

도록 하였다.148) 이에 따라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사회보험,

료 통합징수업무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2011 1 1 .

아홉째 우정사업의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설립목적사업 수행을 지,

원하기 위한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우정사업진흥회와 우체국예금보험지원
단 및 한국우편사업지원단 등은 모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46)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년도 경영실적평가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사항이다2007 .

147) 김대중 정부에서 당초 사회보험의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 ‘ ’

통해 사회보험료 통합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부처와‘ 2:2 ’ .

각 사회보험공단 및 관련 노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중단되었다 이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빈부격. ‘ ’

차 완화를 위한 국민통합과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 징수업무 일원화를 채택하여 대통령자문기구‘ ’･
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대 사회보험간 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4 .･
부는 년 월에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신설하여 대 보험의 적용 징수업무를 통2006 11 ‘ ’ 4 ･
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소관‘ ’ ,

재경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였으나 기존 공단 외 또 다른 기관의 설립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 및 관련
노조의 심한 반대로 결국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강대출17 ( ,

2008:19-20).

148) 년 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사회보험료 징2009 4 ‘ ’

수를 위해 별도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사회보험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 ‘ ’･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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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정비방안③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출자한 자회사 출자회사의 정비도 준공공･
기관 구조 조정을 위한 주요 방안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제 차 공공. ‘ ’ ‘ 1

기관 선진화 계획과 제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출자회’ ‘ 5 ’

사에 대한 개혁방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특히 제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 ‘ 5 ’

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개를 선정하여‘ ’ 132

지분매각 개 청산 폐지 개 모기업 흡수 통폐합 개 등의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113 ), (17 ), (2 )･ ･
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 차와 제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 ‘ 1 5 ’

정된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일부와 선진화 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관 중에서 그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정비 방안을 예시
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지상파 교통방송사업을 위해 에 출자하, DMB YTN DMB

였는 바 지상파 교통방송사업은 공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DMB

공공기관과도 사업영역이 중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영역을 재조정하고 기존의. ,

출자 지분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149)

둘째 한국전파진흥원은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에 출자하였는 바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

는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전파진흥원의 사업영역.

을 설립목적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회수할 필요,

가 있다감사원( , 2007.5:59).150)

셋째 공기업의 자회사 중 모회사의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민간영역에 진출하여 모,

회사의 경영부담만 초래하고 있는 공기업의 자회사기타공공기관 또는 단순지분출자회사( )

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주식회사151) 한국건설관리공사, 152) 하이플러스카드주식회,

사153)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15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개 출자회사, 5 155) 한국자산신,

149)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감사원은 다른 방송사업자와 중복 방송하는(2007.5:22-24)

일이 없도록 하고 주식회사 에 출자한 지분을 매각하도록 지적하였다, YTN DMB .

150)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에 의하면 한국전파진흥원은 그 동안 인증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없(2007.5:60)

는 등 인증서비스 이용자인 관련 업체가 아니고 이미 개 민간통신업체에게 발기인 참여를 희망하였으므로, 9

한국정보통신인증주식회사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설립목적핵심기능이 아닌 사업에 출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

을 처분하여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51) 김대중 정부에서 작성된 제 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에서 민영화 대상 자회사로 분류되어 민‘ ’ ‘ 2 (1998)’

영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민영화를 완성하지 못한 기관이다.

152)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이미 민간감리업체와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쟁시장체제가 성숙
되어 있어 민간업체 선도 및 감리제도 정착이라는 설립목적이 달성된 자회사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하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도 자회사에 대한 인력구조 조정 및 민영화를 추진하도록 건설교통부에. 2007.4.1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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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식회사156) 경북관광개발공사, 157) 인천공항에너지주식회사, 158) 등을 대상으로 지분 매
각 등 민영화 방안 민자사업의 청산 자회사의 모기업으로의 통합 등의 개혁방안을 마련, ,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과 경합하는 설립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고있는 한국가.

스기술공사의 경우에는 목적 외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축소 조정하는 기능･
153) 하이플러스카드주식회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호환사용이 가능한2007.7.5

선불교통카드 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공사의 자회사가 호환.

용 선불교통카드를 발행하게 되면 이미 지역별로 독자적 또는 제휴형태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주한국( )

스마트카드 등 개 선불교통카드업체와 교통카드시장 확대 등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되는(T-money) 10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자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교통카드 발행 및 정산 업무 외에 부가통신서비스 모바일. ,

카드 보급 및 관련 유통 업무 등 다른 민간영역까지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자회사를 설립하여 민간
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감사원( , 2008.9:16-21).

154)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는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 ,

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개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이다 그러나 감, 16 .

사원 감사 결과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는 당초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렵고 방만한 경영으로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받았다감사원( , 2008.9:21-24).

15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국내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주항만기술단에 억원1994.2.23 ( ) 9

을 출자하는 등 까지의 기간 동안 주 부산신항만주 주 선광종합물류주 등 개 회2005.12.29 KL-Net( ), ( ), SKCTA( ), ( ) 5

사에 총 억원을 출자하였다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던 부산항컨테이너부두의 운영권이 부산항만625 . 2004.1.16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수입이 크게 감소되고 부채가 증가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
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부두건설 감리업체인 주항만기술단 물류정보. ( ) ,

전산망 사업을 수행하는 주 등 민간기업에 출자한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부산신항 컨테이너부두KL-NET( ) ,

운영권을 부산항만공사에 이관하고서도 부산신항만주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또한2004.1.16 ( ) .

년에 두 차례에 걸쳐 업무관련성이 없는 주와 선광종합물류주에 추가로 출자한 바 있다 이에 대2005 SKCTA( ) ( ) ,.

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불필요한 출자지분을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
다감사원( , 2008.9: 25-26).

156) 한국자산신탁주의 업무 중 토지신탁의 경우 년 현재 개 부동산신탁전업회사와 영업 경쟁을 하고 있고( ) 2008 9 ,

그 외 관리신탁업무 등은 개 부동산신탁전업회사 외에 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개 증권회사 등과 경쟁9 14 , 2

하고 있다감사원( , 2008.9:27)

157) 한국관광공사는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 및 세계은행 에서 공여한 차관을 집행 및 상환할 수 있1975.7.1 (INRD)

는 독자적인 전담기구가 필요함에 따라 경주관광개발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명칭 변경를 자본금(1999.10.5 )

억원을 출자하여 자회사로 설립하고 현재까지 관리하면서 보문 안동 감포 등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수행221 , ,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와 경북관과애발공사에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하여 비효율이 발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만 지사화하지 않은 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

하면 경북관광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사형태로 통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연간 억원에서 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10 20 . 2008

원에서 운영 중인 광광분야 지방공기업이 경기관광공사 등 개에 이르고 있어 경북지역만 한국관광공사가 자6

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도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경북.･
관광개발공사를 자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지사형태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
로 판단하였다감사원( , 2008.9:29-33).

158) 인천공항에너지주식회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여객터미널 등 공항지역과 배후지원단지신도시에( )

에너지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 민자사업자로서 한국공항공사가 출자한 공공지분 를 인천국제공( , ) 34%

항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너지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민자사업 출자자로서 년 월 현재 잠식된 자본금 억여원 건설 운영비 등 차입금 보증으로 억여원2007 12 140 , 386 ,･
전기사용자로서 년 월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보다 더 비싼 전기사용료로 발생된 억원 공2008 2 691 ,

항운영자로서 민자사업자의 비싼 전기요금으로 인한 공항 내 전기 사용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시설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로 억여원 등 합계 억원 만큼의 경영손실을 입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인천국173 1,390 .

제공항공사가 출자한 인천공항에너지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민자사업의 청산을 발의하는 등 정비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감사원( , 2008.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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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감사원( , 2008.9:13-46).

넷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설립목적을 달성하였으나 과당경쟁으로 경영상태가 악,

화되고 있는 자회사중소기업에 대한 인증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기업인증진흥( ISO ( )

센터를 매각 또는 청산하지 않고 존치하고 있으며 설립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에 출자하) ,

거나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에 투자하여중소기업제품 판매와 백화점 운(

영 등을 목적으로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 경영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 )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이미 설립목적을 달성하였으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주기업인증진흥센터와 중소기업 판로지원 효과가 저조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 )

생하고 있는 행복한 세상 백화점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감사원‘ ’ ( ,

2007.5:55-59).

대 사회보험 관리 준정부기관의 중복 기능 통합방안(2) 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4･ ･
업무는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사호보험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업무 등을 중심으로 사회, ･
보험제도 관리기능의 통합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159)

사회보험제도 및 운영 현황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년의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1964 (1977),

그리고 고용보험 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가족(1988), (1995) .

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관리하고 있고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은 노동부의 주관하에 고용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

한 대 사회보험제도별 기본 특성을 보험특성 보장내용 급여방식 등을 기준으로 비교분4 , ,

석해 보면 표 와 같다< 6-9> .

159) 그러나 그 동안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대 사회보험의 부분적인 통합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4 .

예를 들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기관은 년 월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건강보1999 10 .

험은 년 월에 차 통합 년 월에 차 통합을 단행하였다 이어서 년 월에는 대 사회보험의 정1998 10 1 , 2000 7 2 . 2003 2 4

보연계를 실시하였다김호성(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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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유형별 특성< 6-9>
구 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장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노 동 부
운영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고용지원센터(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 거 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특성 단기보험

차등 부담 동일 급여
장기보험

차등 부담 차등 급여
중기보험

차등 부담 차등 급여
단기보험

차등 부담 동일 급여
보장내용 의료보장건강증진/ 소득보장 실업급여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산업재해보상재활/

급여방식 현물급여균등급여( ) 현금급여소득비례( ) 현금급여소득비례( ) 현물균등급여( )
현금소득비례( )

도입시기 1977.7.1 1988.1.1 1995.7.1 1964.7.1
자료 김호성 에 의거하여 수정하여 작성함: (2006)

그런데 대 사회보험은 적용대상과 관리단위 가입 및 징수 특성 보험료 징수체계 등의4 , ,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표 사회보험별 적용대상과 가입관리 및 징수체계의 비교< 6-10>
구 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전국민사업장지역( / ) 세미만 전국민18-60

사업장지역( / ) 상시고용 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1

가입 및 징수 공단 직권가입
체납처분 위주의 강제 징수( )

상담 설득 중심･
과세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

만명260 )

공단 직권 가입
체납처분 위주의 강제 징수( )

보 험 료
부과기준

과세 근로소득
단비과세근로소득 중( ,

국외근로소득 만원 까지100
및 직급보조비 포함)

과세 근로소득
단비과세근로소득중( ,
초과근로소득 및 국외

근로소득 만원까지 포함100 )

임금 총액

부담주체 사용자 가입자 각 1/2･
지역은 본인이 전액 부담( )

실업급여 각: 1/2∙
고용안정 능력 개발:∙ ･
사용자 전액부담

사용자 전액부담

요율(2008) 직장가입자5.08%( ) 9%
실업급여 각: 0.45%∙
고용안정 능력 개발:∙ ･

0.25-0.85%

평균요율 1.95%
업종별 상이( )

납부방식
개산보험료 부과
확정보험료 부과

부과고지( )

확정보험료 부과
부과고지( )

개산보험료 납부
확정보험료 납부

자진납부( )
정산여부 정 산 확 정 정 산
납부기한 다음달 일10 좌 동 개산보험료 당년 까지: 3.31∙

확정보험료 익년 까지: 3.31∙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보수월액:∙
보험료율× (5.08%)
지역가입자등급별:∙

적용점수 적용점수당×
금액 원(148.9 )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 (9%) 개산보험료 추정임금총액 보험료율: ×∙
확정보험료 실지급임금총액 보험료율: ×∙

관리단위 인별관리 인별관리 사업장별관리
미납시 강제
징수 수단 개월 미납시 보험혜택 제한3 없음 없음
지사직원수/

기준(2008.3 )
개소 명178 /11,370

장기요양보험 명 포함( 2,496 ) 개소 명91 /4,939 개소 명55 /3,455

정보연계 처리 - 대보험 정보연계센터4
운영 중 년(2003 ) -

자료 강대출 에 의거하여 수정 작성: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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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분산 관리와 비효율성②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도입되었을 뿐 아니
라 도입된 이후에도 각각 별도의 관리기구에 의해 분산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통합
적 관리체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 , ,

보험의 대 사회보험은 별도의 관리기관에 의해서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보험4 ,

으로서의 공통적 속성 때문에 각 보험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유사
성과 중복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통업무들은 누락 사업장 신고독려 등 점검. ,

사업종류 결정또는 적용 소득또는 임금 등 조사결정 피보험자 자격 관리 사업장 관련( ), ( ) , ,

신고서 입력 피보험자 관련 신고서 입력 건강보험증 및 가입자증서 발급 보험료율 산정, , , ,

보험자 소득신고피보험자 임금관리 보험료액 산정 고지서 발송 보험료 수납 확인 배분( ), , , ,･
결손처분 가산금 부과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독려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 , .･
사회보험기관들의 중복기능은 대부분 적용 자격관리 업무와 소득파악과 징수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 보험을 관리하는 개 기관간 중복업무는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 4 3

가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제시된 표와 같다, .

표 대 사회보험의 공통업무< 6-11> 4
세부 업무 내역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적용 가입 변경 소멸 신고 관리･ ･ ○ ○ ○ ○

적
용

누락 사업장 신고독려 등 점검 실시 ○ ○ ○ ○
사업종류 결정또는 적용( ) × × △ ○

소득또는 임금 등 조사결정( ) ○ ○ ○ ○
피보험자 자격 관리 ○ ○ × ×

사업장 관련 신고서 입력 ○ ○ ○ ○
피보험자 관련 신고서 입력 ○ ○ × ×

건강보험증 및 가입자증서 발급 ○ ○ × ×

부
과

징
수

보험료율 산정 ○
보험자 소득신고피보험자 임금관리( ) ○ ○ × ×

보험료액 산정 ○ ○ ○ ○
고지서 발송 ○ ○ ○ ○

보험료 수납 확인 배분･ ○ ○ ○ ○
결손처분 ○ × ○ ○

가산금 부과 × × ○ ○
연체금 부과 ○ ○ ○ ○
체납처분 독려･ ○ ○ ○ ○

주 보험료율은 법률연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 및 시행령건보 고용 장관고시산재에 의해 결: ( ), ( ) ( )･ ･
정다만 산재는 사고율에 따라 고시된 보험료율을 바탕으로 다시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산정( , )

자료 김호성: (2006)

이러한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년 월 기준으로 총원대비 국민건강보험공단2006 8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이며 전체적으로는 개 기관 평균41.1%, 56.6%, 39.8% , 3 44.9%

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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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 사회보험 공통업무 수행 인력 현황< 6-12> 4
기준 단위 명(2006.8 , : )

구 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계본부 지방 본부 지방 본부 지방
적용 자격관리･ 76 1,372 23 1,375

28 1,323소득파악 징수･ 138 2,698 20 1,315
계 214 4,070 43 2,690 28 1,323 8,368

총원대비비율(%) 41.1 56.6 39.8 44.9

주 국민연금의 경우 비정규직 을 포함할 경우 적용 징수인력은: 1) (1,943) 67%･
국민연금은 제도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내실화 사업에 한시적으로 비정2)
규직을 활용함

자료 재경부 외: (2006)

이와 같이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관리 인력이 많기 때문에 직원 인당 관리운영비도 건1

강보험공단 천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천원 근로복지공단 천원 등에 달78,834 , 76,590 , 66,099

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국세청의 인당 관리운영비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1 .

러한 사회보험제도의 유지관리비 수준은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배에 이르는 것으OECD 3

로 평가되고 있다조성한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대 사회보험의 관리기관을 통합( , 2006). 4

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상당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사회보험 공통업무 수행인력의 인당 관리운영비 년 기준< 6-5> 1 (2006 )

자료 재경부 외: (2006)

사회보험제도 관리기능 통합 조정방안③

사회보험제도 관리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그 동안 다양한 대안들이 제안되었
거나 실제 입법화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통합방안노사정위원회 합의안 과. ‘ ’ ‘2:2 ( )’



352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완전통합방안이 검토되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사회보험‘ ’ . ‘ ’ ‘

료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 . ‘

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 징수통합 방안을 입법화하게 되었다’ ‘ .

국가의 사회보험료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보험 당당기관에서 통합 징수하거OECD

나 국세청에서 통합적으로 징수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국가의 사례.

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별도기구나 국세청을 통해 통합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국가의 사회보험료 징수기관 현황< 6-13> OECD
구분 사회보험 담당기관 징수 개국(17 ) 국세청 징수 개국(11 )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그, , , , , ,
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 , , , ,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 , , , ,
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미국, , , , ,

자료: OECD(2004)

표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료 징수 사례< 6-14> OECD

독 일
별도기구( )

관리운영 체계는 중앙단위 감독 보험주체별 분산관리조합주의가 특징- , ( )
의료보험조합이 제반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한 후 보험별로 배분-
이는 의료보험조합이 가장 먼저 생겼고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
단 산재보험은 산재보험금고에서 독립적으로 징수,※

프 랑 스
별도기구( )

중앙조직에 의해 연금 의료 산재보험이 통합관리되나 실제 관리운영은- ,･ ･
보험별직역별 분산조직에 의해 시행-
징수는 사회보험징수연합 을 설립하여 통합 징수한 후 보험별로 배분- (URSSAF)

일 본
별도기구( )

노동후생성 산하 사회보험청에서 전국민 연금보험과 정부관장 건강보험 선원보험의 보험료 징수 공무원- ,･
은 해당 공제조합에서 의료보험과 연금 등의 보험료 징수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보험료 연, ,
금보험료 징수
고용 및 산재보험은 지방노동관서에서 개 통합징수- 2

영 국
국세청( )

국민보험료는 국세청에서 세금과 함께 통합징수 월이후- (‘99.4 )
근로연금부와 국세청의 정보공유로 세정과 연계강화-

스 웨 덴
국세청( )

국세청이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조세와 함께 일괄 징수 년 국가사회보험위원회 국세청- (‘75 →
으로 완전 이관)

실업보험은 법정 사회보험이 아니며 노동조합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
국세청과 사회보험위원회는 세금과 사회보험행정에서 동일한 개인-
식별번호를 사용 징수 정보는 전산을 통해 매주 이송,

네덜란드
국세청( )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과 징세 행정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년 세금청에서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06
시작산재보험 제도 없음( )
사회보험 부조 급여 및 고용서비스 등은 년부터 를 신설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02 CWI

미 국
국세청( )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연방사회보험료를 통해 내입국세청이 징수- ･
연방 실업보험료는 내입국세청 과 노동사무소 에서 병행 징수- (IRS) (SWA)
산재보험료는 주정부 산재보상국 및 사보험회사-

자료 김호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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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어 온 사회보험제도 통합 논의와 국가의 사OECD

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보험 관리기능의 통합 조정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가지 대4

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통합방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방안, ‘2:2 ( + , + )’ .

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의 개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대 사회보험을 주무부처2 4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대안이다 이 방안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사회협약을. ‘ ’

통해 정부의 공식 대안으로 채택된 바 있다.

둘째 완전통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대 보험을 모두 하나의 제도와 기관, ‘ ’ . 4

으로 통합하는 대안이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센. , , , ,

터를 모두 한 기관사회보험청 또는 사회보험공단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 .

되면 대 사회보험의 적용 징수 급여업무가 모두 단일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된다4 .･ ･
셋째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 ’ .

노무현 정부에서 채택하였던 대안으로 대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업무를 국세청 산하‘ ’ , 4

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신설하여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사회보험제도별 급여업‘ ’ ,

무는 기존 사회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에서 실제 입법화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증심 징수통합방안이, ‘ ’ ‘ ’

다 이 방안은 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적으로 수. 4

행하고 사회보험제도별 자격과 급여업무는 기존 사회보험공단에서 그대로 개별적으로 수,

행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이상의 네 가지 대안을 통해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사회보험제도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대안들이 사호보험제도.

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대안의 실현가능성통합의 용이성이 담( )

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보험제도 관리기능의 통합 대안을 비교평가하기 위.

한 기준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 국민편의 제고 효과 효율성, ,

제고 효과 통합의 용이성 등의 가지를 설정하고자 한다강대출, 4 ( , 2008:82).

표 는 사회보험제도 관리기능 통합 조정을 위한 가지 대안에 대한 비교평가 결< 6-15> 4

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사회보험제도 관리기능의 통합 범위와 수준은 건보. “

중심 징수통합 징수공단 신설 통합 완전통합 의 순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 <2:2 < ”

다 이 비교평가표에 의하면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입법화한 건보중심 사회보험료 징수. ‘ ’ ‘

통합 방안은 사회보험 관리기능의 통합 수준이 가장 낮은 대안이며 국민편의성 제고 효’ ,

과와 효율성 개선 효과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완.

전통합방안은 사회보험제도 관리기능의 통합화 수준이 가장 높고 이에 따라 국민편의 제,

고 효과나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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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있다 통합 방안과 징수공단 신설 방안이 중간 정도의 기능통합 수준과 통. ‘2:2 ’ ‘ ’

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표 대 사회보험제도 관리기능 통합조정 대안의 비교평가< 6-15> 4

평가 기준
통합2:2

건보 연금( + ,
산재 고용+ )

완전통합
적용 징수( + +
급여기능)

징수공단신설
적용 징수기능( + )

건보중심
징수통합
징수기능( )

안 정 적
제도운영

적용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가? 하 중 중 하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가?

징수율 유지 제고( , )
상 상 중 중

각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담보하는 기반이
조성되는가?

중 상 하 중
국 민
편 의 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가One-stop ? 중 상 중 하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는가? 하 중 하 하

효 율 성
중복업무가 얼마나 통합되는가? 중 상 중 하

인력 및 조직이 얼마나 절감되는가? 중 상 중 하
통합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중 하 상 중

통 합
용 이 성

정부 및 공단의 이해조정이 용이한가? 중 하 하 중
국민정서 차원의 대국민 수용이 용이한가? 하 중 하 중

해외 사례에서 찾아 볼수 있는가? 하 중 중 중
자료 강대출 에 의거하여 수정하여 작성함: (2008:84)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난 월 일 국회에서 입법화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4 30 ‘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대안을 채택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통합방’

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사회보험료 징수기능만을 대상으로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및 급부 서비스 관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개 관리기관에서 처리하도3

록 하더라도 년 월 현재 기준으로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대 사회보험의2006 8 8,368 4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단일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업무 수･
행에 있어 상당한 효율성 제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 대안에 따라 사회보험.

료 징수업무를 단일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해 보면 다
음과 같다문진영( , 2006).

첫째 사회보험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건강보험, .

의 경우 지역가입자중 약 만 가구가 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국민연금200 3 ,

역시 만명 정도의 소득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과 및 징수를450 .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 및 징수업무가 빠져나갈 경우 이들 인력, ,

을 활용하여 사회보험관리공단을 서비스 중심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 가령 국민연금공. ,

단의 경우 연금수급자를 상담하고 지도하는 노후생활설계사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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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셋째 보다 궁극적으로 사회보험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

단순히 부과 및 징수인력의 감축에 따른 사회보험기관의 효율성 증진뿐 아니라 사회보험,

에 관한 조직과 인력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올바른 사회보험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보험 관리기능의 통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단일기관으
로 하여금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보헙료 징수 급여 제공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완, ,

전통합방안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

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개 기관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급부서비스 관리기관을 통합, 3

하여 가칭 사회보험청 또는 사회보험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회 통 폐합 방안(3)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회의 연혁 및 문제점①

김대중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각 부처로부터 독립시켜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

한편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출연연구소간 또는 민간부문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
배구조 개혁 차원에서 년 월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인문사회연구회 경제사회연구회1999 3 , ,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의 개 연구회를 설치하였다 정부출연, , 5 . ‘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무총리에게 연구회 소유권 기능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무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완전히 분리시켜 국무총
리 중심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와 감독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지배구조와 감독체계는 년 이후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1999 .

첫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의 과학기술정책목표와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활동 간의 원활한 연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거하여 년2004･
월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9 ‘ ’ .･
과학기술부가 범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활동을 종합 기획 조정 평가하는 중심부처로 격상･ ･
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됨과 동시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 ,

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개 과학기술분야 연구회도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국가과학기술위, 3

원회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최병선 외( , 2008).

둘째 년 월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 2005 5 ‘ ’･
여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관리기능･
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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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였다.

셋째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 ’

통합되고 부총리제가 폐지되는 등 정부조직이 대폭 개편되면서 기초과학은 교육과학기술
부 산업 및 응용기술은 지식경제부가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직 개편 및 기능, .

재배분 결과를 반영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도 대폭 개편되었다. 2008

년 월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2 ‘ ’･
기술연구회를 폐지하고 이를 기초기술연구회로 통합 일원화하였다 또한 기초기술연구회.･
의 감독관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기술연구회의 감독관청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분,

리시켰다.

현행 과학기술분야 연구회의 문제점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개 연구회가 년 월에 개 연구회로3 2008 2 2

통되기 이전에 개 연구회체제로 유지되고 있던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3

있었다.

첫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소유권 기능을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

으로 이관함에 따라 출연연구기관과 주무부처를 분리시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소유권 기능을 정책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 분･
리하고자 했던 당초의 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 개혁의 목표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

둘째 연구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체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한의 범, ,

위가 협소하여 연구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회와 과학기.

술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과의 역할의 중복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지배
구조의 중첩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셋째 과학기술분야 연구회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으로, , ,

분리되어 있으나 관리체계가 동일하여 역할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연구, .

회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고 대형복합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제약하,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년 월에 공공기술연구회가 폐지되고 기초기술연구회로 통합됨에 따라 위에서 제시2008 2

한 세 가지 문제 중에 세 번째 문제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회를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이원적
체제로 유지하는 가운데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종전 과학기술부 단일 기관에서 교육과학기
술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됨에 따라 상기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는
한편 새로운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감독관청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로 이원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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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과학기술부의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과 동시에 기초과학기술과 산업 및 응용
기술의 개발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주무부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초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구분이 모호하고 중첩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연구회체제를 유지하는데 따른 조정비용의 발생이나 정책혼선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초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황.

에서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심화시켜 기술의 융 복합 현상- ･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최병선 외( , 200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의 개편방안③

현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이원적으로 수행하는 과
정에서 많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연구회에 대한 감독관.

청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개 주무부처로 이원화됨에 따라 당초 연구회 설치2

를 통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가 퇴색되었을 뿐 아니라 과
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할거주의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일단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
구회를 통 폐합하여 하나의 연구회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연구회는 국무총리실.

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산하기관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한편 연구회. ,

에 대한 감독관청이 주무부로 이원화되면서 당초 년에 연구회 설치를 통해 정부출연1999

연구기관 지배구조를 개혁하고자 했던 취지가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연구회를 폐지하는 방
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의 자회사 남설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3)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 운영상의 문제점(1) ･

기관 본위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자회사 신설①

공기업은 그 속성상 설립목적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 확장 또는 신규 사업 개발 노력은 주무부처 주도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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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경우도 있고 해당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무부처와 공, .

기업 간에 이해관계가 공유되는 가운데 함께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공기업이 신규 사업 개척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은 조직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관의 이해관계와 산하기관의 신규 사업 확장을 통해 주무부처
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가 주도적으로 공기업의 신규사업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와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
규사업 개척 노력을 전개하는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신규사업 개발 노력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신규사업 개발 승인 여부가 주무부처의 정책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 의 독립적인 기관 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3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설립 운영. ･ ･
의 타당성 검토나 주요 사업부문별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기
능 정비 및 재구축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비대해진 공기업부문의 규모와 비중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국가의 창의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자회사 신설에 대한 사전 통
제 활동과 기존 자회사의 존립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통제 활동을 통해 자회사
민영화 및 구조조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효과의 지속가능성 제약②

공기업의 자기이익 추구적인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공기업 자회사의 남설을 통제하고 당,

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공기업과의 업무상 관련성이 낮은 자회사를 민영화하여 공
기업으로 하여금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그 동안 비
관련 다각화 자회사의 민영화 및 경쟁력이 없는 자회사의 폐지 등 공기업 자회사 정비 활
동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및 구조조정 활동의 효과는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이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지대추구 활동 예산극대화 행. ,

동 기구 확대 및 인사적체 해소 노력 등으로 인해 주기적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 ･
회사 민영화 및 구조조정 활동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자회사 신설 시도 및 조직
과 인력의 확장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 ‘ ’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공기업의 자회사 신설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
은 상태에서 공기업이 자체 의사결정을 통해 자회사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자회사 민영화나 구조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회사 신설 및 사업 확장 등
으로 인해 공기업의 자회사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복적으로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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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회사의 경영상의 비효율성 및 낮은 경영투명성③

공기업의 자회사는 경직적인 조직 관리와 비효율적인 인력운영 등 방만한 경영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상당 수의 공기업 자회사는 독점구조하에서 외부적 내. ･
부적 경쟁유인이 적어 수지균형의 절박감이나 일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책임의식
이 희박하다 이로 인해 사기업부문에 비해 효율적인 인력배분과 탄력적인 조직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아 상대적 관점에서 볼 때 조직 인력이 방만함에도 이를 타파하려는 노력은･
뚜렷하지 않음으로써 과잉 인력을 품고 있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모회사의 퇴직.

직원을 자회사의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자회사를 모회사 임직원의 퇴직 후 일자로 활용하
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그 결과 공기업 자회사의 투자 수익률이 모기업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

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모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핵심역량의 생산적인 활용 등 경영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
채 오히려 경영부실로 인해 모기업에 재정상의 부담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공기업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모기업과는 달리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결여로 경, ,

영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공시 등 경영감시제도가 미비되어 있거나 공기업의 출자지분이 미만인 출50%

자회사 관리에 관한 근거 법규 및 규정 미비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
이 노출되고 있다.

모기업과 자회사 간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④

공기업의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안정적 물량 확보와 민간이 수행했을 때보다 높은 가
격을 보장받곤 한다 또한 모기업은 자회사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유사 시장에 다른 민간.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보증 등 불공정한 거래방,

법을 통해 자회사를 보호하기도 한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공기업부문에 대.

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금 자산거･
래를 이용한 부당지원 등 자회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회사 신설 및 운영 통제 제도(2) ‘ ’

년 월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정부의 공기업 자2006 12 ‘ ’

회사에 대한 통제 및 관리 활동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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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계획이나 정부지침 등에 의거하여 산만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 ‘

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기업의 자회사 신설에 대한 통제 및 기존 자회사 운영의 적정성’

점검 활동 등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정부 통제 및 관.

리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공기업과 준정부, ‘ ’

기관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점검 경영혁신 등을 중심으로, , ,

한 정부의 통제 및 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회사 신설 사전협의제도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 ’ 7 1 “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조 제 항에서는 심사를 요청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 7 2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는 공공기관 신설 사전 심사제도의 적용 대‘ ’ 7 ‘ ’

상을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분의“ , 2 1

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

여 자본금의 이상을 출자하는 기관 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신설 타30% ” .

당성 사전 심사제도는 주무기관의 장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회사는 주무기관.

이 아니라 특정 공공기관이 상법이나 민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신설하는 기관이기 때
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적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결‘ ’ 7 .

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출자기관 또는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신설 사전 심
사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사전 심사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신설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 조와 제 조‘ ’ 15 50 160)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운영
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이 법률 제 조‘ ’ 7･

1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공공기관의 혁신에서는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 ’ 15 ( ) “

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조경영지침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 . 50 ( ) “ ･
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조직 운영과 정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과 자금,･ ･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경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 ”･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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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신설 사전 심사제도와 동일한 취지의 공기업과 준정부기‘ ’ ‘

관의 자회사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 . , ‘ ･
신에 관한 지침 제 조자회사 등 신설 협의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출연 출자 등’ 18 ( ) “ ･ ･
을 통하여 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호의 기관 또는 민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설4 1 6 32

립하고자 할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

고 있다 이 지침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

기금관리형 및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자회사 신설에 대한 사전 협의제도를 도입하( ) ‘ ’

였다 따라서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 ‘ ･
침에 의거하여 자회사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기능 적정성 점검제도②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및 기‘ ’ 14 ‘

능조정 등의 제도 즉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및 기능조정계획수립제도와 기능조정’,

계획의 집행 및 환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에 대한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출자 출연한 기존 자･
회사의 존립 및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기관 통, ･
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기타공, . , ‘

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개별 자회사’

를 대상으로 기능 적정성 점검 및 기능조정 등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이상의 지2 50%

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30%

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기관,

통 폐합 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의 구조조정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경영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경영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4 1 4 (

이 단독으로 또는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상2 50% 30%

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
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경영공시 제‘ ’ 11 ( ), 12

조통합공시 제 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제 조공공기관의 혁신 등을 적용받( ), 13 ( ), 15 ( )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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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자회사 설립 통제 및 정리를 위한 기준 개발(3)

공기업의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계사업부문 정리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사업다각화 신규사업 진출 등의 순기능이 창출되는 한편 무분별한 설립으로 모기업에 대,

한 부담 증가 퇴직 임직원 자리 만들기 아웃소싱 비용 증가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 ,

기도 한다 특히 최근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 등의 문제점. ,

이 노출되고 있어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기준을 설정할 경우 필요한 자회사 설립이 위축되어 자회,

사 설립을 통한 전문화 및 효율성 증대 등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역기능을 회피 내지 제거하면서도 순기능을 가진 자회사설립이 위축되.

지 않도록 세밀하고 객관적인 통제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161)

산업정책 및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개발된 설립 통제 및 정리 기준①

가 공기업 자회사의 설립 필요성.

공기업 자회사의 설립 또는 정리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자회사라는 조직 형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이론적 현실적 근거가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
산업정책 및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공기업의 자회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경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자회사의 설립 운영 존속이 필요한 경우, ( )･
공기업은 공익성과 함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적 성격을 지니므로 정부 지원, (

을 포함한 수익성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여 공익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공기업의 기업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는 공기업의 자회. ‘ ’

사 설립은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업성의 추구는 장기적으로 공기업,

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줄여 나가면서도 공기업의 공익적 사업의 확대 등을 추구할 수 있
다는 이점이 있다 일종의 공익성수익성의 선순환구조 형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 ’ .

그러나 공기업의 기업성에 근거한 경영전략적 필요에 따른 자회사 설립의 경우에도 자회
사의 설립 운영으로 인해 모기업의 기업성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
한다 즉 자회사 부실 등은 모기업공기업의 기업성을 침해하고 이는 곧 정부 지원 부담. , ( ) ,

의 확대 등과 함께 공기업의 공익적 사업 수행을 위축시키는 등 공기업의 공익성 또한 침
해하게 된다 바로 이 점이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라고 있다. .

둘째 시장의 불완전성에 의해 자회사의 설립 운영존속이 필요한 경우, ( )･
시장의 불완전성도 공기업 자회사 설립 운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는 주요･

161)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 통제를 위한 기준 개발에 관한 내용은 곽채기 외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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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거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자회사 설립의 필요성.

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요소시장의 불완전성㉮
공기업의 경영에 핵심적인 투입요소 가 민간기업에 의해 원활히 또는(production factor)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거나 시장의 불완전성 등으로 질 낮고 비싼, (market imperfection)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공기업의 자회사를 설
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모기업공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투입( )

요소를 공급하는 것 으로서 자회사 설립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된다고(vertical integration) ,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 부문의 발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설립 또는. ,

모기업공기업이 한시적으로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또한 민간 시장의 수준이 낮아 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스스로 조달할 경우 현재의,

민간시장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질적 가격적 우위가 조만간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비핵심시장의 불완전성㉯
모기업공기업의 운영에 중요한 투입요소가 아닌 영역에서 민간부분이 미발달한 경우에( )

이러한 부문을 대상으로 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민간부문과 비경쟁적인 비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것으로,

모기업공기업의 역량이나 자원 등을 활용하여 초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 자회사( )

를 설립하는 것으로 주로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수익성 추구를, .

위한 비관련 분야로의 진출은 모기업공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여력이 있거나 중장기적으( ) ,

로 민간 부문의 진입 및 경쟁력 향상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민간부문과 경쟁적인 분야에 공기업 자회사가 진출하는 것.

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자회사의 설립 운영존속이 필요한 경우( )㉰ ･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서 정부의 요구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의 독립적인 계

리 등을 위하여 내부조직보다는 자회사 형태가 국책사업의 수행 등에 있어 바람직한 경우
에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은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

부조직 또는 등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업이 비교적 단기task force ,

간 년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자회사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신(1-3 )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공기업 자회사의 설립 존속의 타당성 판단 기준. ･
공기업 자회사의 설립이 필요한 상기의 세 가지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기



364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업 자회사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판단 등을 위하여 다,

소 구체적인 요건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세 가지 필요성 범주 중 가( ) .

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범주는 경영전략적 필요,

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범주에 있어서의 보다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

과 자회사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자회사의 남설 및 부
실화를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두 가지 범주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위에서 언급한 수준의 기준으로도 비교적 쉽게 공기업 자회사의 설립 존속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경영전략적 필요성에 의거한 공기업 자회사 설립 존속의 타당‘ ’ ･
성을 판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용의 절감㉮
첫째 일정 업무 또는 사업을 공기업 내부에서 수행할 경우 전문성 부족 및 규모의 불경,

제 등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모기업인 공기업(diseconomies of scale) ,

자체의 경영성과 향상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해당 업무가 비교적 다른 업무와 차별되는 업무로서. ,

공기업 내부 조직에 의해 수행될 경우 공기업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인사 보수 정년, ,

규정 등에 따라 전문성의 향상 업무에 적합한 인력 관리 등이 어렵고 모기업공기업의, ( )

부담이 크게 증가하거나 경영의 경직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위의 두 가지 경우에도 해당 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가 반드시. ,

자회사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성격과 유사 또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의 유무 등에 따라 자회사 방식이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안적인 조직형태로는 본사 내부 조직 민간위탁 자회사 설. , ,

립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대안적 조직형태 간의 비용 수익 분석을 철저히 수행하여, ･
자회사 설립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

해당 업무가 공기업의 경영전략적 요소경영전략 등 내부정보 보호 필요 등가 아니면서( )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경쟁적인 방식으로 민간
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 조정 사업 조정 또는 일부 사업의 민영화,㉯
첫째 공기업의 핵심적인 사업이 아니면서 공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되는 비수익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자회사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즉시.

매각 또는 양도가 가능하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점진적인 구조조정과 비교하여 가격적 불,

이익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이 조직의 경직성과 영속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공기업 내부에서 수행해 온 업무이나. ,

민간부문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거나 민간부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개혁방안.Ⅵ  365

문과의 비교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민영화 또는 사업 조정의 전단계로서 자회
사 설립을 통하여 해당 업무를 우선 모기업으로부터 분리하고 추후 그 처리방안을 검토하
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셋째 공기업의 사업 조정을 위하여 일정. ,

사업 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 부문을 하나 또는 다수의 자회사 방식으
로 분할하고 민간경영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한 후 민영화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핵심역량의 활용 또는 자산화(capitalization)㉰
오랫동안 축적된 핵심역량 또는 경험을 이용할 경우 민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

는 업무 또는 사업 영역이 있고 그 수익을 통하여 모기업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되어 해당 사업을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자회. ,

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공기업의 핵심역량 또는 그 지적재산권 등을 민. ,

간 기업에 수익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 참여보다는 핵
심역량 제공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기업 자회사. ,

의 진출로 인하여 민간시장의 과당경쟁 또는 독과점화 등 시장 왜곡의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아야 한다.

관련 비관련 다각화 를 통한 경영 개선(Related/Unrelated Diversification)㉱ ･
첫째 관련 다각화를 통한 경영개선의 가능성 여부 공기업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영역, :

의 사업으로서 해당 부문에의 진출이 모기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수익성 제고에,

크게 도움 이 되어 관련 분야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타당(backward synergy effect)

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자회사 진출 부문에 경쟁력 있는 민간 기업들의. ,

존재 여부 자회사의 수익적 자립 가능성 모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 등을, , (synergy effect)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회사 설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미 경쟁.

력 있는 민간기업들이 있거나 자회사의 수익적 자립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자회사 설립,

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관련 다각화를 통한 경영개선의 가능. ,

성 여부 모기업의 설립 목적 및 사업 영역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민간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진. ,

출시 예상되는 수익으로 모기업의 경영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동 자회사 설립. ,

에 의한 사업이 대규모 투자 해외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 국 내외 관련 정부 및 기관의 명, ･
시적인 약정 등에 의한 것이거나 사업 실패에 따른 모기업공기업 및 자회사의 손실이, ( )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보험 등에 의해 그 손실이 충분히 보전될 수 있어야 한다.

해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모기업공기업이 보다 중장기적이고 지속적 체계적으로 현장 중심의 해외사업을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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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현지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양한 해외사업의 형태예 외국기업 또는 기관과의 공동 해외 정보 수( : R&D, joint venture,

집 해외사업의 수주 등에 따라 공동출자 자회사 등 자회사의 성격 또는 설립 형태가 달, )

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에 신중.

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현재의 해외사업 수준이 현지에 영속적인 자회사를 두. ,

고 중장기적인 를 추진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이거나 향후 해외사업 규모가 크게project ,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둘째 자회사보다는 모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을 활. ,

용하여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전략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우선 현재 시장에서는 그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술소위 또는 미래 핵심역량기술 등을 확보하기( , disruptive technology )

위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경우연구소 또는 센터를 자회사하는( R&D

경우와 유사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로 미래 핵심역량이 될 가능성이 높은) . ,

사업이나 현재로서는 조직내 다른 부서와 예산 및 조직 확보 등에서 갈등 또는 충돌할 우
려가 있는 업무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그 타당성을 인
정받을 수 있다 다른 현안 업무 또는 주요 업무 등과의 우선순위 다툼 등에 밀려 또는 충. (

돌하여 예산 또는 최고경영자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타 부서의 견제 등으로 사)

업 수행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민간기업에서 볼 수 있는 미래 전략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자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경영전략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공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자회사 설립이 필요한 경우를 모두 열거하는 것은 어렵고,

상황과 해당 공기업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해당 업.

무가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성이 있는지의 유무를 검토하고 이를 수,

행하는 데 있어서 가지 조직 형태공기업 내부 조직 민간 위탁 자회사 중 가장 적절한3 ( , , )

형태를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전략적 업무라도 비교적 한시적.

인 업무 년 이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계관리 차원 등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5-10 )

면 자회사보다는 내부조직화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기존 공기업 자회사의 정리 기준.

자회사의 설립 및 존속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먼저 기존의 모든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영위하는 업무 성격 범위 및 내용이 위에, ,

서 제시한 자회사 설립 및 존속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

으로 자회사 설립 및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거나 민간 부문의 발달 등 경영환경의 변
화로 인하여 계속적인 존속의 타당성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정리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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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과 경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충분한 경쟁력과 시장 규모를 가진 민간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자회사로서 모 공기업의,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공기업의 자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당초의 설립목적에서 일탈한 경우㉰
우선 자회사 설립 당초에 설정한 목적이 달성된 경에는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책사업 또는 한시적인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로서 국책사업이 종료되었
거나 사업시한이 도래하여 더 이상 해당 업무가 잔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기업 자회사를
폐지하거나 정리하여야 한다 둘째로 당초 설립목적이 변질 왜곡되어 당초의 설립 목적을. , ･
일탈하여 새로운 업무 또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기업 자회사를 정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유사한 기능의 자회사가 중복적으로 설치된 경우㉱
우선 자회사간 사업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로서 자회사를 통 폐합 등의 방식으로 정리, , ･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유사 또는 중복적인 업무가 미미하고 자회사 업무의 핵. ,

심적인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자회사의 정리보다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등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 부실의 누적으로 모기업공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
사업수행능력 부족 경쟁력 미약 등으로 지속적으로 경영부실이 누적되고 있으며 향후, ,

이의 개선이 특별히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기업의 자회사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업무의 수행이 모기업의 핵심적인 기능과 직결되고 민간 부문에 의,

한 업무의 수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 필요가 필요하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개발된 설립 통제 및 정리 기준② 162)

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수익사업 확대에 대한 통제 기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수익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전문성원칙 또는 특화의 원칙에 따라 사
업다각화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자회사설립은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인수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공익의 원칙에 따라 공공주체의 순수한 영리적 경제활동은‘ ’

금지된다는 법리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순수한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은 금지된다 또. .

한 프랑스에서는 순수영리적 활동과 공익목적활동을 구분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리성 자체는 문제시하지 않고 이른바 전문성원칙특화의 원칙 에 따라 사업다각화의, ‘ ( )’

162) 이 부분 내용은 이원우 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1998,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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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은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인수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나 민간분야에 이미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의 자회사 설립 통제 기준.

민간부문에 이미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독일의 판례와 다수설은 민간경쟁분야에서도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
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쟁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공공주체에 의한 독. , ,

점기업의 설치 경쟁구축적 경쟁의 경우에는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

반면에 유력한 소수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민간경쟁분야에서 공기업 자회사 설립을
금지된다고 보고 있다 첫째 공기업에 의해 설립된 자회사는 궁극적으로 파산에서 자유로. ,

운 공공주체가 재정부담을 맡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에 대하여 재정부담의 면에서 우위
를 점하며 따라서 경쟁을 왜곡하고 민간기업의 경쟁의 자유를 침해한다 둘째 민간경쟁, , . ,

영역은 민간의 기본권보장영역이며 이 영역에 국가가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영역을,

국가 임무화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판례상 다음 두 가지 요건 하에서 민간경쟁분야에 공기업 설립을 인,

정하고 있다 첫째 공공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수요가 사인에. , . ,

의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완화.

되고 있다 사기업이 이용자의 수요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면 예컨대 당. ,

해 재화가 너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불충분성을 충족한다고 본다 또, .

한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역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시설물의 존속보장이 문제,

되는 경우 특별법에 개별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본,

다 특히 경제영역에서 자유경쟁의 원칙이 종래에는 국가개입의 금지로 파악되었던 데 반. ,

해 점차 경쟁왜곡의 금지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 그 자체를 위법으로 보지 않.

고 민간기업에 비하여 불공정한 장점 내지 특권이 공기업에 부여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관,

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 종래 아웃소싱했던 업무 수행을 위한 자회사 설립에 대한 통제 기준.

종래 공개경쟁계약으로 아웃소싱하던 업무를 자회사에게 고가의 수의계약에 의해 위탁
함으로써 관리비용이 오히려 증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공기.

업 자신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분사를 통해 자회사로 하여금 임무수행을 맡길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자신이 스스로 집행하던 업무를 자회사 설립을 통해 분사할 때에는 조
직이론상의 고려 특히 거래비용경제이론의 함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의 분, .

사는 비용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공기업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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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정한 조건 아래서는 위계적 명령에 의한 생산을 시장관계에 의하여 대체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일정한 조건 아래서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어느 방법이 효, .

율적인가는 거래비용정보비용 계약체결비용 통제 및 감독비용 등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 , , )

다 계약체결비용과 정보비용을 포함한 급부의 시장가격을 당해 급부를 직접 생산하는 데. ,

소요되는 비용 즉 시설 및 인력비용과 통제 및 감독비용 그밖의 운영비용 등과 비교하여, ,

바람직한 조직형태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통제 기준.

모회사인 공기업과 그 자회사 사이의 부당내부거래 등 부정시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마 종합적 의견.

이상과 같이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독일과 프랑스 등의 입법사례와 관련 판례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제시한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 및 정리를 위한 기준 개발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원칙 목적에 의한 제한 공기업의 임무수행관련성법률 및 정관 즉 당해, : . ( ),

공기업의 설립목적 내지 인수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
둘째 공기업 재정위험 방지원칙 당해 공기업의 능력과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을 것 재, : .

정적 위기에서 보호
셋째 민간경쟁회피의 원칙 민간경쟁이 형성된 분야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회피
보충성원칙 기존 사기업에 의해 더 잘 수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것- :

공익의 원칙과 필요성원칙 공기업임무수행을 위해 필요 시장공급의 불충분- : ,

차별금지원칙과 공정경쟁의 원리 민간과 경쟁하는 경우 공기업의 자회사는 경쟁법상- : ,

일반원칙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공기업 자회사에게 특권이나 면제가 인정되어서는,

안 됨경쟁왜곡방지( )

넷째 비용감소의 원칙 종래 공기업이 직접 수행하던 관리업무의 위탁을 위한 분사의, :

경우 자회사운영을 통해 비용이 감소될 것

공기업의 자회사 남설 및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4)

신규사업 개발 및 자회사 신설에 대한 제 자 심사제도 도입3①

공기업의 신규 사업 개척은 곧바로 인력 증원과 조직 신설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방만 경영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공기업 경영의 악순환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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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공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무부의.

승인하에 또는 해당 공기업의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 신규 사업 분야로의 진출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져 왔다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신규 사업. ,

의 개척은 해당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변경하는 의미를 갖는 만큼 설립자인 동시에 소유자
인 정부가 이를 사전에 검토하여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운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이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타당,

성이 떨어지는 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신규 사업 개발에 대해서는 주무부의 사전 검토와 아울.

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의 심의사항에 포함시켜 그 타당성을 독립적인 제 의 기관에서3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회사 등 기관 신설.

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아닌 제 의 기관에서 이를 사전에 심사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3 ‘ ’

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신규 사업 개발 및 기관 신설에 대한 제 자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기3

위해서는 신규사업 개발 자회사 설립 기관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사전, ,

에 개발하여 제시하여 관련 기관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함으로써 제 자 심사3

제도가 공기업에 대한 또 다른 경영통제 장치나 규제 장치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한 제 자 심사제도를 합리적. 3

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신규 사업 개발 및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모델을 개발
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사절차를 마련하는 노력 등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주기적인 기능 평가 및 환류제도 도입 운영② ･
공기업과 주무부처간 그리고 공기업과 자회사 간 이해관계 공유로 인한 방만경영의 문,

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예 년단위 기능 평가 및 환류제도를 도입( : 5 )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기적 지속적으로 공기업과 자회사의 설립 운영의. ･ ･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요 사업부문별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

써 공기업과 자회사의 기능 정비 및 재구축 노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자회사의 기능과 주요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타당성 평가 및 환류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 제도는 공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아닌 제, 3

의 기관에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 시장 형성 노력 적극 전개③

공기업과 자회사의 경영상의 비효율 문제는 공기업이나 자회사가 해당 공공서비스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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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으로 공급하는 데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기업과 자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록 해당 공기업의 자회사를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경쟁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현재 뉴질랜드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경쟁중립‘

성의 원리를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 . ,

여 정부가 공공기관을 특별히 보호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민간부문 등
과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아웃소싱 전략 차원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성 테스트 를 통해 자회사 설립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을‘ (market test)'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자회사를 설립한 이.

후에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에게.

계약방식으로 특정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등 투명한 계약절차를 마련
함과 동시에 외주업체의 영업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평가지표의 공(

개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설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절차 마련 등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 )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준조세 부담 유발 및 증대의 통제4)

공공기관의 운영과 준조세 부담의 관계(1)

광의의 준조세 부담에 포함되는 사회보험료 년 기준 조 억원를 제외하고(2007 44 9,099 ) ,

협의의 준조세 범주에 해당하는 특별부담금만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년에 공공( ) 2007

기관의 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특별부담금 규모는 조 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8 6,067 .

년도에 징수된 부담금 총액인 조 억원의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들2007 14 3,650 59.9% .

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부담의 정도가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 것이60%

다 결국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해 국민들이 대규모의 준조세부담을 하고 있다. .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부담금 형태의 준조세부담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준정부기관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기업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및 에너지분야 공기업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 및 정부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SOC

를 목적으로 한 부담금이 많은 실정이다 년도 부담금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볼. 2007

때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즉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투,

입된 부담금 규모가 조 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이다5 6,692 39.5% .

부담금관리기본법제 조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 2 ) “ , ,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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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 ,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 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개념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 .

고 있는 바 첫째는 일반 재정수요보다는 특정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둘, , .

째는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이라는 점이다 즉, ‘ ’ . ,

부담금은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 징수목적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부
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집단은 다른 집단 또는 일반적 납세의무자보다 징수목적에 있
어서 명백하게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투입되고.

있는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사업 및 활동 수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부과되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규모 확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역할 증대에 따른 기금조성 규,

모의 확대 등이 지속적인 준조세 부담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설립 운. ･
영에 따른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규모와 역할 확대를 통제하
는 한편 공공기관 운영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운영과정에서 초래되는 준조세 부담의 통제 및 관리방안(2)

부담금은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조세외로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가능
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조세와 같이 본인의 연간 수입에 대해 일정비율을 납부하거나 재화나 용역.

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 특정한 공익목적으로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과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부담금은 대부분 특정목적을 위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어 재정의 칸막이 현상을 심화시키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담금은 재정수입의 확충 의무이행의 확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의, ,

유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은 준조세 부담을.･
통해 특정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목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의무이행 확보 및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초래되고 있는 부담금 형태의 준조세 부
담 및 간접적인 정부규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설치
및 존속 여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을 상호 연계시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세능력을 기초로 부과되는 조세와는 달리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

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금의 부담 수준부담, (

금의 요율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사업 및 활동 수준의 적정성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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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부담 수준부담금의 효율의 적정성 문제를 상호 연계하에 점검 평가하는 시스템을( ) ･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우선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 3

고 있는 부담금운용평가시 공공기관의 정비 방안과 연계하여 부담금 존치 문제를 함께 통
합적으로 점검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과정에서 초래되는 준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기적인 공공기관의, ‘ ’

기능 적정성 점검제도가 실제로 가동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기능적정성 점검제도와 부담
금운용평가제도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과 부
담금의 존폐 및 부담 수준의 조정 문제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평가항목의 하나, 1

로 해당 공공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및 부담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적으로 평가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공공기관의 재원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징수 규모와,

기한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전에 설정한 기간.

이 경과하여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한 존립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처럼 일몰제를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제도와 연계하여 운.

영할 경우에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시적인 준공공부문 개혁 추진 시스템 구축5)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준공공부문 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정에 의해 상시적인 준공공부문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관리 및 개혁.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중앙정부 조직인 소속 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BERR “Shareholder

나 뉴질랜드의 그리고 프랑스의 등과 같은 준공공부문 관리 및Executive” CCMAU, APE

개혁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정권교체.

에 관계없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준공공부문 관리 및 개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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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개혁방안4.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개혁의 중요성과 기본전략1)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1)

생활정부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지방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출자 출연기관을‘ ’ ･
통해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지역경제 활동과 긴밀하게 연.

계되어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가 지방공기업부문과 지방정부의 출자 출연기관을 통해 제공･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활동의 내실화 및 효율성은 지방자치의 실시가 명.

실상부한 지역주민들의 복리후생증진으로 연결되기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

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운영과정에 초래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을 반드시 개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부문이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규모의 방만성과 경영상의 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

년에 개였던 지방공기업의 규모가 년에는 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방181 2008 378 .

자치 실시 이후 지방공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
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또 다른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최,

근에 신규 기관의 설립이 괄목할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관의 설립 운영 실태 파악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개별 자치단체별.･
로 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이 자율화되어 있는 분권적 지방정부 운영시스템의 한계라고 할‘ ’･
수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의 체계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

라 출연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정부의 자율권 및 역할 확대 등에 기인하여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규모와 역할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팽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성과 창출과 경영 및 관리의 책임성 확보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준공공부문 중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이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 높게 인식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개혁 활동
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정권교체기마다 준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반면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개별 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주체인 관계로 전국적 및 범정부적 차원에서 준공공부문의 구･
조조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혁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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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부문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시스템 구축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원칙(2)

현재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준공공부,

문의 인력과 자산규모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과 전국적인 관리가 선결과제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준공공부문 수비범위의 재, , -

조정을 통해 정부간 역할 중복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적정 역할,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 책임성 확보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지배구, , ,

조 선진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경우에도 경쟁 시장의 형성되어 있거나 민간부문이 더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나 사업은 민영화 민간위탁 규제환화 등을 실시함으로써, ,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적자 상태에 놓여 있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경,

영합리화 및 효율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시적인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기본시스템 구축(3)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개혁 작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기본시스템 또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지방공기업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기,

본계획의 작성 및 추진 노력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율권 및 분권화 확대에 대한 사후 통제 및 책임성 확보 장치의
하나로서 중앙정부 차원 또는 제 의 독립기관에 지방공기업의 존치 타당성 평가를 주기적3

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년 지방공기업 설립허가권 지방이양 이후 지방공기업수의 지속적 증가에도, 1999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와.

경영진단 등에 의한 사후통제만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

방정부 준공공기관의 남설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부처공공기관 의 설립 타당성 평‘ (ND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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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침과 존치 필요성 점검지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 준공공기관’ .

의 설립 타당성 평가지침과 설립절차 표준매뉴얼지침을 작성하여 중앙지방정부 및 광역( ) -

기초자치단체간 중복투자 민간영역 침해 여부 등 명확한 설립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 ,

다 또한 공공기관을 설립하기 이전에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협의 조정을 의무화하여 중복. - ･
투자 및 설립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준공공기관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 준공공기관 설립 과정에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의.

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해 준공공기관 설립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안
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 설립 타당성 검토 기관의 요건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장치의 도입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2)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핵심을 점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

적으로 민영화 광역화 전문화 민간위탁 등을 통한 원가절감 아웃소싱 등 자구 노력을 적,･ ･ ･
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많기 때문에 수지균형을 확,

보하기 위해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충실히 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국가공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투자재원 부족으로 효율성 개선 활동을 전개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요금 현실화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행정구역.

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주민생활권을 중심으로 광역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지역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등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 ,

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단순노무서비스 등에 대해서,

는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러한 개혁방안들을 좀더 구체
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기업적 성격을 띤 사업의 지방공기업화 확대(1) ‘ ’

지방정부가 지방행정수요의 양적 증대 및 질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체제정비 및 활성화가 요망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일반행정관리방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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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운영되고 있는 기업적 성격의 사업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독립채산경영이 유지될
수 있는 일정 기준 내에서 명실상부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 운영과 자율
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공기업 지방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통 폐합과 광역화(2) ･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

록 유사 지방공기업을 통 폐합하고 행정구역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
위를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광역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지역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
하는 등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특히 도시의 인구집중과 주변도시에로의. ,

확산으로 인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주민생활권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화되고 있다
는 점에서 광역지방공기업 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행정여건
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공기업체제는 규모의 경제와 경영의 능률성 확보 관리기술이나 전문인력의 육성, ,

그리고 지역간 서비스 요금의 형평화 등의 측면에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할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에 대처함으로써 광역적 지방행정서비스 확
보의 측면에서도 지방공기업의 광역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광역상수도 광역하. ,

수도 광역쓰레기매립장 등에 광역공기업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

지방공기업 경영체제의 혁신(3)

지방공기업이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체제로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경영체제를 쇄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실행에 나설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지방공기업 활성화 외에도 간접관리를 중심으로 한 공기업조.

직형태 및 관리방식의 쇄신 민 관공동출자 및 제 섹터의 활성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3･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지방직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경우에는 경영의.

규모 사업성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지방공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 현재 지방직영사업의 경영체제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영의 비효율성 책임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와 지방공기업의 자생력 배양(4)

지방공기업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
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제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의 자생력 보강방안을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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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건실한 재정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독립채산제의 완전한 실시.

는 지역주민 또는 서비스 수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사업수입을 통하여 기존에 조달된 투자재원에 대한 원리.

금 상환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생력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

고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건실한 재무구조를 토대로 하여 지방공기업이 사업수입을 통해 경상수지의 균형,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요금구조의 조정 및 현실화 노력이 전개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국가공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

낮은 수준이고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투자재원 부족으로 효율성 개선 활동을 전개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요금 현실화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토대로 하여 지방공기업이 사업수입을 통해 경상수지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가상승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신축성 있
는 요율 결정 장치의 확립과 함께 수익자부담원칙을 반영하는 원가보상적 요율체계로의
점진적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자생능력을 배양하고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

위해서는 새로운 가격결정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지방공.

기업 가격결정방식인 보수율규제 방식과 가격상한규제(rate-of-return regulation) (price cap

대신에 방식의 가격결정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regulation) ‘RPI-X' .

경영수지 개선 및 자생능력 배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목표관리 차원에서 공기업 서비
스의 질적 수준 개선과 서비스 요금의 조정을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과중한 금융비용 해소채무 상환을 위한, (

출자 확대 등 설비자산 감가상각의 적정화 및 내구연한의 합리적 설정 관련사업 다각화), ,

허용 등을 통한 수익사업 창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래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5)

지방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후생이나 지방중소기업체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자율적인 규제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종, . ,

래 민간기업에서 수행하던 부문을 지방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규칙에 규정함으로써 민간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는 사례들은 시급히 시정･
되어야 하며 불공정약관에 대한 정비 노력도 자율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 .

해 지방공기업은 민간부문이 수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해서 공공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제
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방공기업이 민간부문과의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거래 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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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효율적 사기업적 성격의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추진(6) ･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쇄신노

력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노력도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계속 지방공기업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공기업 사업의 일부비핵심사업 단순노무서비스 등를 민간( , )

부문으로 아웃소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부문으로서는･
각종 시설관리사업시설관리공단 토지개발사업공영개발사업단 의료사업시도립병원( ), ( ), ( )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3)

지방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1)

최근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내에서 출연기관의 설립 건수가 괄목한만하게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년 현재 전국적으로 개의 지방정부 출연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 2008 344

고 있는 등 그 규모와 활동 영역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 출연기.

관의 설립 확대는 지방정부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팽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정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실태 파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 아
니라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출연기관의 이사회 구성 출연기. , ,

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파견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규모가 빠른 규모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을 관
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설립 근거법 제외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전국적( ) ,

차원에서 표준화된 관리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기관의 성과관리 및 사후
책임성 확보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연기관의 사업관리 및 예.

산운용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광역단위의. ,

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테크노파크 지방의료원 등은 각 분야별로 중앙부처의 감독기관에, ,

의해 평가를 받아왔으나 나머지 출자 출연기관들은 이러한 외부평가도 없이 보조금 정산, ･
등 감독부서의 부분적인 지도 감독만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관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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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지원으로 각 기관의 자립노력이 부족하고 경쟁력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개별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출, ･
연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방안(2)

지방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년부터 충청북도2008

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자 출연기관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충청북도는 년부터 도입하는 성과중심의 경영시스템에 따라 출자 출연. 2008 ‘ ’ ･
기관마다 서로 다른 예산편성기준 인사 보수규정 등 제규정을 정비해 기관의 운영체계를, ･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사 선임 때 기관장 출연기관 대표보다 분야별 전문가 선임을 확대하. ･
는 등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고 이사회 내에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

전심의를 제도화하는 등 이사회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출자. ･
출연기관 지도 감독부서에서 소관 법인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작성 해당 법인의 주요 규,･
정 정비 등을 추진하고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실에서 출자 출연기관장의 성과목표 평가, ･ ･
지표의 난이도 조정 행정부지사와 기관장 간 성과계약 체결 및 주기적 평가 등을 실시토,

록 했다 이러한 출자 출연기관의 성과중심 경영시스템 도입 및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출. ･
자 출연 기관장의 책임의식과 경영마인드를 높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별또는 광역자치단체 수준로 자율적으로 지방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보다는 전국적 차원에서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출연기관 관리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고 그 활동 영역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지,

방정부 출연기관의 남설을 통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지방정부 출연기관 관리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서는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설립에 대한 절차적 규정 출연기관의 설립 운영 관련 중앙, ･
정부와 광역기초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출연기관의 성과관리 및 사후책임성 확보방안 출- , ,

연기관의 경영공시 등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 및 지방정부 출자기관과 차별화되는 출연기관의 특성에 적합.

한 지배구조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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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출연기관 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
선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정확한 조사 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 분석할 수 있어야 제대로. ･
된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설계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방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화 작
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통제 권한은 광,

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출연기관의,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공유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지방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의 표준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한 가칭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내용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즉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설립 대상 업무 범위 법인격 및 준공공부문 기관 유. , ,

형 분류예컨대 일반준공공기관 특정준공공기관 등 업무의 공공성 투명성 자주성 원칙( , , ), ･ ･
준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경영공시제도 등 경영투명성 제고 지방정부와 준공공기관 간( , ,

관계 준공공기관의 설립 절차지방의회의 통제 공청회 개최 등 주민통제 전문기관의 설), ( , ,

립 타당성 검토 등 준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이사회 구성 감사제도 등 임원 및 직원), ( , ),

관련 규정임원 임원의 직무 및 권한 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기 임원의 결격사항 임원의( , , , , ,

해임 대표권의 제한 직원의 임명 등 업무 운영업무의 범위 요금 공공적 시설의 설치, , ), ( , ,

및 관리 중기목표 및 사업계획 각 연도별 사업계획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평가기관 평, , , , ,

가결과에 대한 책임확보 등 재무 및 회계관련 규정사업연도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 회), ( , , ,

계감사인의 감사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자격 이익 및 손실의 처리 차입금 지방정부의, , , ,

재원지원 여유자금의 운영 재산의 처분등 제한 회계규정 등 인사관리임원 및 직원의, , , ), (

신분 임원의 겸직 금지 임원의 보수 직원의 급여 직원의 파견 등 민법 등의 준용 규정, , , , ),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상으로 법률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간 사업영역 중복의 조정4)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간 사업영역 조정의 필요성(1)

그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조정 문제는 주로 정부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
를 대상으로 접근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추가하여 공기업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 또는 기능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노력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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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부문 구조조정 대안의 하나로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수비범
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 사.

업을 국가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 반대로 국가공기업이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을 지방공기업이 지역단위별로 분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도 있다 또한 동일 유사한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경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공기업.

부문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역할분담체계를 재조정함으
로써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담당해야 할 적정 사업 수비범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수비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는 매우 제한적
으로 접근되어 왔을 뿐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이양의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고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을 폐지,

하고 이를 년에 지방공사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또한1999 ( ) .

년부터 지방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일부 지방상수도사업을 국가공기업인 한국수자원2001

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기업부문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전체
를 대상으로 수비범위를 재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공식적 체계적으로 전개한 바는･
없다 그 결과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 간에 사업영역이 중복상하수도사. (

업 운송 및 교통 에너지사업 산업진흥기관 농수산업 유통관련기관 등 또는 경합되는 부, , , )･ ･
문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광역상수도사업과 지방공기업.

의 핵심 영역을 점하고 있는 지방상 하수도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간 사･
업영역이 중복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두 사업부문간 통합 또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사업,

부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되어 있어 체계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방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개발 촉진 관련 사업분야에서 지.

방공기업 또는 출자 출연기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공･
공부문간 기능 중복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농수. , ,

산업 유통관련분야에서 그러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간 사업영역 조정 방안(2)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정부부문의 특징인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특징인
능률성을 기초로 기업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조직의 한 형태이다 공기업.

은 소유주와는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면서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조직과 공적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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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제도를 결합시킴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정치과정을 통한 권위적 통제를 가능케하( )

는 제도적 형태이다 지방공기업은 공기업제도의 이러한 일반적 특징 외에 지역. ‘

성 을 강하게 띠고 있다 중앙정부 공기업은 단일사업자가 일원적으로 서비스를’(locality) .

생산하여 전국적으로 균일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

할하는 행정구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국가공기업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이 많고 주민의 일상생
활에 밀착된 것이 많으며 각각의 사업 대상 구역이 한정되어 있어 지방적인 특수성을 지,

니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은 소규모성 생활밀착성 지방적 특수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 , ,

데 비해 국가공기업은 대규모성을 띠고 있고 서비스의 수혜범위가 전국적이다.

이처럼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관할구역별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관계로 당해 지역의 서비스 생산여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나 가격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

서 보편적 서비스 확보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대상
영역으로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특성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국가지방-

공기업간 수비범위 재조정을 위한 기능배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담당
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모델을 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적정 대상 사업영역 판단 모델< 6-6>

업
무
성
격

전국
강함

광역
중간

기초
약함

1

2

3

4

5

6

7

8

9

주 업무 성격 분류 기준:
외부효과의 파급범위 또는 지역간 외부성 또는 편익의 귀착- (spill-over effect )
권역 전국 광역 기초: , ,
보편적 서비스 확보의 필요성 강함 중간 약함- (universal service) : , ,
지방정부의 사업수행 여부 결정에 대한 자율성 보장 수준 높음 중간 낮음- : , ,

이런 관점에서 사업의 본질적 특성을 사업 수행에 따라 창출되는 편익이 귀착되는(1)

권역의 범위전국 광역 기초 외부효과 또는 파급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전국 광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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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해당 사업이 보편적 서비스 확보 목표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2) (universal service)

맺고 있는가서비스의 보편성과 선택성 수준 그리고 지방정부가 해당 사무의 수행 여( ), (3)

부를 얼마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을 결합시켜 국가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 판단 기준에 관
한 모델을 작성하여 제시하면 그림 과 같다 이 그림을 통해 제시한 국가공기업과 지< 6-6> .

방공기업의 적정 대상 사업영역 판단 모델에 의하면 과 가 국가공기업이 담당하는 것① ②
이 가장 적합한 사업유형의 범주에 해당한다 반면에 과 는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는 것. ⑧ ⑨
이 가장 적합한 사업유형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와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④ ⑤
가 동일한 사업분야를 대상으로 각각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유형의 범
주에 해당한다.

국가지방공기업 간 기능배분 재조정 문제는 앞으로 국가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의 구-

조조정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공. ,

기업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기업의 구조조정 특,

히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공기업의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는 이를 국가공기업으로 이관
또는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국가지방공기업 간 상호 기능배분 재조정 모델을 활용하-

여 현행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능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

과를 활용하여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수비범위를 재구축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 사업분리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중복투.

자 낮은 시설 이용률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물관리체제의 일원화를 위, ,

해서는 광역상수도사업과 지방상수도사업 및 지방하수도사업을 대상으로 국가공기업과 지
방공기업 간 사업영역의 재구조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광역상수도사업.

과 지방상수도사업 및 지방하수도사업을 광역상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이나 민간사업자에게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
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국가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 지역단위. ,

관광지개발사업 지역난방사업 등 선택적이고 국지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분야도 국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수비범위 재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지방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항만개발 관리사업 해외수출진흥사업. ,･
등도 국가공기업과의 기능배분 재조정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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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방안5)

지방의료기관 현황(1)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중앙정부가 설립한 국, ･
공립병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 ’

둔 지방의료원 개는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임원의 임명도 광역자치단체장이34 ,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군산의료원은 원광대 의대 마산의료원은 경상대 의대 그리고 울진. , ,

군의료원은 경북대 의대와 위 수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의료기관 분류체계에 포함되는 지방의료원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자치법 제 조 제 조 및 의료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노인복지법 제 조 제 조135 144 30 2 33 2 , 34 35･ ･ ･ ･
제 조 제 조 정신보건법 제 조제 항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등과 이에 따른 개별 설53 54 , 8 1 , 34 ‘･
치 몇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노인전문병원치매 요양과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 ) .･
그런데 이들 병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기보다는 의료법인이나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

위탁 관리 운영되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부분 독립채산제로 운영,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의료기관 현황< 6-16>
병원 명 설립근거 비고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3.06.16
제정 의료법),

제 조제 항제 호33 2 2
및 정신보건법
제 조제 항8 1 ,

지방자치법 제 조9

일반 종합병원 서울의료원 수탁운영, (2004.1.1)

서울특별시립북부노인병원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의료원 수탁운영,
(2006.5.5)

시립서북병원직영( ) 전염병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일반종합병원 서울대병원 수탁운영, (1987.12.1)

시립어린이병원직영( ) 장애아 및 비장애아 전문진료
서울시립은평병원직영( )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립 백암정신병원
서울특별시립축령정신병원
서울특별시립고양정신병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장애인의 구강 전문치료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위 수탁협약 체결(200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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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특별시 사례를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표 에 제시되어 있는 병원들이 모< 6-16>

두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조례 제‘ ’ . 9･
조에는 서울특별시립병원 중에서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 , ,

즉 보라매병원 용인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동부병원 장애, , , , , ,

인치과병원 북부노인병원은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인이나 의학약학 등에 관, ·

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

에게 병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부병원과 북.･
부노인병원은 서울의료원이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서, ,

울대학교치과병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다.163)

다음으로 각 자치단체들이 설립한 노인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및 표 과 같다 여기서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6-17> < 6-18> . ‘ ’

국공립으로 설립된 노인병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병원은 원칙적으로 국 공립으로 설. ･
립되지만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표 을 통해 제시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공. < 6-16>

의료기관 중에서 서울특별시립북부노인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울산시립노인병원 시립문, , ,

경요양병원 등은 년 노인 복지시설 현황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노인을 주된 진‘2008 ’

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하여 공립 노인전문병원의 현황을‘ ’

파악하였다 개에 달하는 공립 노인전문병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곳은 서. 50

울시립서북병원이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 위탁되어 있다, .

표 공립 노인전문병원 현황< 6-17>
단위 개소 명( : , )

시 설 명 입소노인 종사
자수

시 설
소재지

시 설
설치일 운영주체 설치근거조례정원 현원

서울특별시립
북부노인병원 중랑구 망우동 227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립서북병원 은평구 역촌동 산

31-1
서울시직영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 노인전문제 병원1 200 197 114

북구 만덕동
774-26

05.01.24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 노인전문제 병원2 198 125 28

연제구 거제 동2
1330

07.10.19 부산의료원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서부노인전문병원 155 153 117

서구 중리동 1162
외 필지6

07.06.01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160 213 164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 48-1

02.06.15
재단법인
운경재단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시립치매요양병원 132 99 19

서구 심곡동
288-4.5

02.07.16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63)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 서울특별시립 백암정신병원 서울특별시립축령정신병원 서울특별시립, , ,

고양정신병원 그리고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에 나와 있,

을 뿐 이를 시립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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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입소노인 종사
자수

시 설
소재지

시 설
설치일 운영주체 설치근거조례정원 현원

광주인광
치매요양병원시립( )

220 189 176
광산구 삼거동

605-1
02.04.19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대전광역시립 한가족
노인전문병원 155 143 62

유성구 방현동
30-2

04.11.20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
재단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립노인
병원 78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556-1

04.06.16
의료법인

인석의료재단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립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53 41 42

동두천시 탑동동
146

07.11.21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

영조례
안산시립

전문요양병원 82 82 60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

07.02.01
학교법인
원광대학교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립여주
노인전문병원 140 140 41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 149-5

02.12.14 의료재단 한은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
영조례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259 239 106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17

99.03.25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
재단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
영조례

충북도립
노인전문병원 134 95 97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

01.01.10
의료법인
참사랑재단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충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120 93 56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86-28

05.03.07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단양군

노인전문요양병원 72 60 51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9

04.04.25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100 94 74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25

06.01.10
의료법인

웅포의료재단
제천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54-3

월중09.3
학교법인
영동대학교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120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828-9

월중09.3 성보 의료법인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논산시립
노인전문병원 85

논산시 취암동
516-8

06.03.08 백제병원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
및운영조례

충청남도립홍성치매요
양병원164)

127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

03.03.27 홍성의료원 충청남도도립치매요양병원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144 138 65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431

05.11.22
사회복지법인
영서복지재단 -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185 152 109
전주시 삼천동 가3

321-51
00.06.22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95 79 58
정읍시 금붕동

1082-3
96.04.19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립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 69 72 37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453

06.11.15
개인신경정신(
과 전문의)

완주군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부안군
노인전문병원 50 50 34

부안군 봉덕리
336-1

07.09.03
의료법인
서봉재단

부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공립고흥노인
전문요양병원 90 89 49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182

07.08.12 영성의료재단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
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공립광양노인
전문요양병원 93 90 41 광양시 마동 873 99.06.04 자혜의료재단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

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공립무안노인
전문요양병원 90 90 49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216-2

06.04.14 대송의료재단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
병원 설치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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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입소노인 종사
자수

시 설
소재지

시 설
설치일 운영주체 설치근거조례정원 현원

공립보성노인
전문요양병원 113 115 55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552

07.04.30 삼호의료재단 보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립영광노인
전문요양병원 70 65 35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284

04.07.01 호연의료재단 영광군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
원설치및운영조례

공립진도노인
전문요양병원 50 33 17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841-14

06.06.01 진도전남병원 진도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도립경산노인병원 190 166 115
경북 경산시
상방동 242-3

01.04.24
의성경의료재)

단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

치및운영조례
도립김천

노인전문요양병원 245 199 104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632-4

05.03.07
의신애의료재)

단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

치및운영조례
도립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 260 260 181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363-2

99.05.10
의안동유리의)

료재단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

치및운영조례
도립포항

노인전문요양병원 179 155 45
포항시 북구
용흥동 315

06.05.04 포항의료원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
치및운영조례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150 64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7-4

06.11.27 우석의료재단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150

구미시 부곡동
502-1

08.06.25 구미교육재단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립문경요양병원 157
문경시 문경읍
하리 360

07.10.13
대구한의대학

교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
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군립청도
노인요양병원 50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01-5

04.07
의료법인

대남의료재단
청도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및운영조례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 25
고령군 고령읍
헌문리 202-1

04.07
의료볍원

고령영생병원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봉화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426-6

04.10
의료법인

봉화해성병원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립

노인전문병원 130 88 47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719-4

06.01.03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도립김해
노인전문병원 180 172 92

김해시 삼계동
392-2

05.07.12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

도립사천
노인전문병원 235 139 63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447-2

00.07.12
의료법인

순영의료재단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

도립양산
노인전문병원 180 176 95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27-9

05.07.13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

창원시립
노인전문병원 177 151 91

창원시 북면
대곡리 1234-1

02.12.13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
창원 시립치매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
마산시립

치매요양병원 215
마산시 우산동 산

69-1
08.11.26

의료법인
우암의료재단

마산 시립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도립통영
노인전문병원 200 135 85

경남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211-1
07.06.11

의료법인
진주의료재단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에 의거하여 수정 보완 작성: (2008)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정신병원의 현황은 표 과 같다 이 표를 통해 알 수< 6-18> .

있는바와같이 서울시립은평병원을 제외하고는정신병원운영은모두민간에위탁되어있다.

164) 충남도립홍성치매요양병원은 홍성의료원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노인전문병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서산의료원 내에 있는 서산노인전문병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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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정신병원 현황< 6-18>
시 설 명 시 설

소재지
시 설
설치일 운영주체 설치근거조례

서울시립은평병원 은평구 응암동 산6 서울시직영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

86.09.10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립
백암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용천리 264-5

민간위탁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립
축령정신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174-5

민간위탁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립
고양정신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94-2

민간위탁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립
정신병원 사상구 학장동 164 민간위탁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정신병원시립( )

달성군 화원읍 본리동
85

천주교유지재단 대구광역시대구정신병원설치조례

광주시립 인광정신병원 광산구 삼거동 605-1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
대전시립정신병원 유성구학하동682-4 1994 민간위탁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경기도립정신병원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 99.10.02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496-28

94.08.01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

경상남도립정신병원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용수마을 447-1

94.06
의료법인

순영의료재단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

지방의료기관의 개혁방안(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기관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익,

성도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공통으로 안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또한 지방의료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을 관리하는데 전문성이, 2008).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 때문에 민간위탁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립보라매병원과 서울시립동부병원을 민간에 위탁한 이후 그 이전에 비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165) 년에는 시가 직영하고 있는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2007 ･ ･
곳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타당성을 연구한 바 있다 그리고 년 월로 위탁기간이3 . 2007 12

끝났던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도 원광대의대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지방의료기관의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
의 재정안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 효과이다 민간위탁에 찬성하는 이들은 민간위탁이 비.

용절감과 서비스질의 개선을 가져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정부의 예산을 줄일 수 있
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은 민간병원에 새로운 시너지화를 제공하여.

165) 동부병원의 경우 민간위탁 전후로 병상가동율이 에서 로 상승하였다50%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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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시장경쟁논리에 의거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료기관의 민간위탁의 성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론
적 논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황혜신 은 공공의료서비스의 경우에. (2005)

도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년대 중1990

반 이후 민간위탁된 세 곳의 지방공사의료원의 위탁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
과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기대했던 비용 절감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방정부,

가 부담하는 비용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오히려 위탁으로 인해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체로 위탁으로 수익성은 증대하였으나 공공성은 저.

해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약속한 예산절감이나 효율성의 증가를 가.

져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성공과 실패를 모두 보여주는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다
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166)

또한 지방의료원 민간위탁 결과에 대한 또 다른 분석 자료에 의하면 위탁운영된 마산의
료원 년 월 경상대병원과 이천의료원 년 월 고려대병원 군산의료원 년(1996 11 , ) (1998 4 , ), (1998

원광대병원은 저소득층과 지역주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마산의료원의 경우 민간위탁 이후 입원환자 인 일당 진료비는 위탁 이전에 비해. 1 1

배 증가하였으며 이천의료원도 배나 증가하였고 외래환자 역시 입원환자와 동일한2.8 , 2 ,

양상을 보였다 이들 지방의료원들은 민간위탁 이후에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병원들보다도.

진료비 수준이 더 높아 졌다 이에 비해 민간에 위탁되지 않았던 지방의료원들의 진료비는.

뚜렷한 증가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167) 게다가 민간위탁한 지방의료원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한 경우도 많았다 이, .

천의료원의 경우 위탁 전 년의 억 규모에서 위탁한 후 억으로 보조금이 증가하였1995 8 29

고 마산 및 군산의료원 역시 보조금이 각각 와 증가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 41.7% 268.7% (

흥원, 2007).

우리나라에서는 값비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상업적 진료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의, ,

료기관이 경영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진료비. ,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방의료원 의료급여 환자 인당. , 1

평균진료비는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의 경우 외래의 경우 인데62.8%, 79%

반하여 전체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은 평균 로서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 24.0%

원 의료급여 환자 비율 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14% .

166) 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결과로 비용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공공서비스의 최종 수요De Hoog(1984)

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이 절감된 부분은 서비스공급자의 몫으로 환원되고.

또 다른 사회적 비용 즉 고객에게 전가되는 고객비용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client cost) .

167) 김철웅 지방의료원 민영화의 폐해와 공공성 추구의 길 복지한국연대 칼럼, “ ”, (2008-06-02).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개혁방안.Ⅵ  391

발생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서비스 제공 능력이 민간보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발생한
다는 것은 경영적 측면인건비지출이 시장의 노동시장 가격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등에 문( )

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수익에서 흑자가 나는 경우에도 민간에게 위탁이나 매각의 사유가.

존재하는 바 정부가 흑자를 올릴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민간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것도 국,

가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정상혁( , 2007).

결국 현재 지방의료원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본연의 기능이 약하고 수지균형손익분, (

기점 병상규모보다 적은 의료원이 많아 경영수지가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 .

서 지방의료원의 발전방향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허리로서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라는 주장도
의미가 있다이윤태 이를 위해서는 기능 역할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바 특히 의료( , 2007). ,･
원의 소재지 특성 의료수요 현황 의료기관 공급 현황 등을 기준으로 전문화 특성화를 위, , ･
한 차별적인 기능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전문화 특성화의 방향은 저소득층 및.･ ･
중산층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적정 차 진료서비스의 제공 규모의 경제 추구 전문적인 병, 2 , ,

원 경영 지원 포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한, (

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또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특성과 경영 환경의 제약조건 등으로 인해 지방
의료원의 경영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
는 바와 같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계약내용 등의 계약과정을 제대
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계약조건 등을 통해 수탁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파악해야 수탁자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특히 민간위탁을 집. ,

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시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민간
위탁의 성과 제고 전략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황혜신( , 2006).

한편 이미 상당히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노인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제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위탁사업자 선정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위.

탁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효과적인 통제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위탁을 실시하더라도 공립병원이라는 점 때문에 그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민
간병원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포항 병원은 도립. e

포항노인치매요양병원의 규모를 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경북도에 제출한 바 있다 포항.

시의 경우 포항 병원 재활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명의 노인을 수용할 수 있지만 환자e , , 500 ,

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규모의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 들어설 경우 경영난,

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168) 전북도의 경우에도 도립노인요양병원의 효율성 등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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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뒤 도립노인요양병원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에서 개의 공립노인병원 등 모두 개의 노인요양병. 4 39

원이 들어서면서 이들 병원들 사이의 경쟁 과열로 인해 파행 운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등 지방의료사업, ,

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기대했던 성과가 모두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에서 경영 효율성 제고와 함께 공립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68)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를 감안하면 노인전문병원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노인
의 상당수가 경제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싼 공립병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반론을 펼
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개혁방안.Ⅵ  393

참고문헌❙
곽채기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광주 전남행정학회보(2000). “ ”. ,･

제 호 광주 전남행정학회7 . .･
곽채기 정부산하기관의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 방안 한국공기업학회 년(2001). “ ”. 2001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곽채기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유형 분류체계 개편방안 공기업논총 제(2005). “ ”. ,

권 제 호 한국공기업학회16 1 . .

곽채기 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지방재정 년 제 호 한국지방재정(2006). “ ”. , 2006 5 .

공제회.

곽채기 공공기관의 설립 운영 현황과 구조조정 방향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2007). “ ”.･
공공조직포럼 발표문.

곽채기 공기업 선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과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2008). “ ”.

성공전략과 과제 한국공기업학회 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2008 .

곽채기 국가지방공기업 간 상호 기능조정 모델 개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2008). “ - ”.

회보 제 권 제 호 한국지방공기업학회, 4 1 . .

곽채기 외 공기업 자회사 설립 정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전남대학교 법(2006). .･
률행정연구소.

곽채기 외 공공기관 기능점검 접근전략 및 모델 개발 한국공기업학회(2008). . .

곽채기 외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 연구 한국공기업학회(2008). .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2005.7). “ :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2006.9). “ :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건설 물류 분(2007.4). “ : ( ･
야 개 기관13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2007.5). “ :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공기관 자회사 등 운영실태(2008.9). “ : ”.

강대출 대 사회보험 발전방향 사회보험료 징수통합방안을 중심으로 법제현안(2008). 4 : . ,

제 호통권 제 호 국회 법제실2008-1 ( 227 ). .

강윤진 보건복지부 조직재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기능 재조정을 중심으(1998). “ :

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강형기 관의 논리 민의 논리 정부개혁의 이론과 비전 제시 비봉출판사(1998). : . .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년반 공공부문개혁 성과와 과제(2000). 2 .｢ ｣
기획예산처 년 공공기관 지정 유형분류 추진계획(2007a). “2008 ”.･
기획예산처 나라살림(2007b). 2007 .

기획재정부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2008a). “ ( )”.



394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기획재정부 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08b). 2007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경영효율화추진계획 차(2008c). “ (1-4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경영효율화추진계획 차(2009). “ (5-6 )”.･
김광주 한국과 뉴질랜드 정부혁신 비교연구(2005). .

김 견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국제문제분석 제 호(1995). “ ”. , 16 .

김명식 특수법인론 한국학술정보주(2005). . ( ).

김병섭 김혜정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년 동계학술대(2002). . 2002･
회 발표논문.

김수행 외 제 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2003). 3 . .

김시경 유럽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학회(2001). “ ”. , 23. .

김지홍 외 공기업평가 해외사례연구 기획예산처(2007). . .

김준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학회 년도 춘계(2001). “ ”. 2001

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준기 준정부부문에 대한 연구 숨겨진 또 하나의 정부 공기업논총 제 권(2002). “ : ?”. , 14

제 호 한국공기업학회1 . .

김준기 공기업의 개혁과 민영화의 정책적 과제 한국공기업학회 발표논문(2007). “ ”. .

김준기 산업의 구조조정 대안과 접근전략 한국공기업학회 발표논문(2008). “SOC ”. .

김호성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재정경제위원회(2006). “ ( ) ”.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2007). 2006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년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보고서(2008). 2007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2008. 2007 .

농수산물유통공사 구조조정 백서(200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국가의 공공기관 제도(2008). .

문진영 통합사회보험제도 경영효율성이 관건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2006). “ ”. , Vol. 125. .

민현정 민 관 경쟁방식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 권(2006). “ ”. , 13･
제 호2 :321-346.

박천오 외 비교행정 법문사(2005). . .

보건복지가족부 년 노인복지시설 현황(2008). 2008 .

보건복지가족부 국 공립병원 운영현황(2008). (2005-2008.6).･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종합병원 재무제표 분석결과 병동 이상(2008). (100 ).

서필언 영국행정개혁론 대영문화사(2005). . .

선우석호 곽채기 공공기관 임원직무평가제도 운영방안 연구 한국기업지배구조(2006). .･
지원센타.

설광언 박재신 편 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2005). . .･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개혁방안.Ⅵ  395

송하성 곽채기 공공기관의 신설 타당성 및 기능 적정성 심사모델 연구 경기대학(2006). .･
교 산학협력단.

신순호 원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계획기준 설정방향 도시행정학보(2006). “ ”. , 19(1).･
신인석 금융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논의 한국공기업학회 발표논문(2007). “ ”. .

이기환 김기수 (1998).･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통권 제 호“ ”. , 7 :

309-348.

이건호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 전략 금융연구 한국금융연구원(2006). . , 20. .

이두령 일본의 공공서비스개혁법제연구 시장화테스트관민경쟁입찰를 중심으(2006). : ( )

로 한국법제연구원. .

이상철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2007). . .

이원우 정부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고찰 행정법연구 제 호(1998). “ ”. , 3 .

이원우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 집 제(2001). “ ”. , 29 4

호 한국공법학회.

이원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공법연구 제(2002). “ ”. , 31

집 제 호 한국공법학회1 . .

이은경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사후관리를(2006). :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

이주선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 정책 평가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2007). “ ”. .

이태규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한국금융연구원(2006). . , 20. .

안병영 외 한국의 공공부문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림대학교출판부(2007). : , , . .

여영현 (2008). 지방산하기관의실태조사및그림자조직화방지연구 한국조직학회보“ ”. , 5(1).

여영현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의 효율성 증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2008). “ ”. ,･
년 월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08 4 . :48-64..

여영현 이상철 지방개발공사의 성장 문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행정논집(2008). “ ”. ,･
제 권 제 호20 1 :237-260.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민영화 추진에 따른 성과 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을(2002).

위한 연구.

임학순 준정부조직의 성장과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1994). “ ".

박사학위논문.

유금록 (2005). 지방공영개발사업의 생산성 평가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43(2).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2000). . .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1995). . .

장동환 사회보험의 민영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한국사(2001). “ ”. , 17(2).

회보장학회.



396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장지원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뉴질랜드의 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2006). : . .

장지원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영국의 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2007). : . .

장지인 곽채기 박석희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의 해외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2008). .･ ･
한국공기업학회.

정상혁 지방의료원 위탁운영에 대한 논의 지방의료원 운영혁신방안 연구 한(2007), “ ”. ,

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년 연간심사분석보고(2008). 2007 .

조성한 사회보험 관리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2006). “ ”. , 10(1).

정책과학학회.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편저 신정부혁신론 국가를 중심으로 동명사. (1997). : OECD . .

최병선 준공공부문조직연구의방향모색 행정논총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1993). “ ”. 31(1). .

최병선 외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거버넌스 구조에 관한 연구 기초기술연구회 산(2008). . ･
업기술연구회.

최종만 영국의 정부시스템 개혁 나남(2007).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방의료원 경영진단 및 전문화 특성화 방안(2005). .･
한국보건산업연구원 지방의료원 운영혁신방안 연구 정책보건의료(2007). . - -2007-26.

한국자치경영협회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 (2000). .

한상일 한국의 정부산하단체 개혁을 위한 시론 국제적 관심과 그 시사점(2003). “ : ”.

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2003 . .

행정안전부 지방공사 공단 현황(2008).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년도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경영분석(2008). 2007 .

황혜신 공공의료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한(2005). “ ”. , 39(1).

국행정학회.

황혜신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주(2006). . ( ).

팰러스트 오펜하임 맥그리거 지음 조택 옮김 민주주의와 규제 이화여G. , J. , T. . (2004). .

자대학교출판부.

(2007). . .林信光 圖說日本 財政 東洋經濟新聞社の
(2007). 2007-2008. .東洋大學大學院經濟學硏究科 公民連携白書 時事通信社

- . (2006). . -新日本 株式會社 編 市場化 東京パブリックアフェア ズ これでわかる テスト リ
.ガルマイソド

(2006). . .地方自治制度硏究會 地方獨立行政法人法 ぎょうせい
(2007). . .市場化 推進協議會 市場化 學陽書房テスト テスト

(2007). . .石井陽一 民營化 得 平凡社新書で が をするのか㫿
(2004). : PFI PPP . .野田由美子 民營化 戰略 手法 日本經濟新聞社の と から へ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개혁방안.Ⅵ  397

. (2004). .總務省 公益法人 關 年次報告に する
. (2007). - . .出井信夫 參議院總務委員會調査室 編 圖說 地方財政 學陽書房デ タブック･

-. (2007). 2007.行政管理硏究 日本 行政セソタ の
. (1997). .行政改革委員會事務局 編 行政 役割 問の を いなおす

Bailey, R. W. (1987). “Uses and Misuses of Privatization”.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36.

Birdsall, N. and Nellis, J. (2002), “Winners and Losers: Assessing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Privatization”. Centre For Global Development, CGD Working

PAPER #6, May 2002.

Cabinet Office (2004). Non Departmental Public Bodies: A Guide for Departments. UK.

Cabinet Office (2004). Public Bodies 2003. UK

Cabinet Office (2008). Public Bodies 2007. UK

Dehoog, R. H. (1984). Contracting Out for Human Services: Economic,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s. Alban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Dunleavy, P. (1989). "The Architecture of the British Central State, Part : FrameworkⅠ
for Analysis. Public Administration, 67:249-275.

Eurostat (1996). European System of Accounts: ESA 1995. European Commision.

Feigenbaum, H. B. (1985), The Politics of Public Enterpris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Flinders, Matthew V and Smith, Martin (1998). Quangos, Accountability and Reform: The

Politics of Quasi- Government. St. Martins Press.

Gillis, M. (1980), “The Role of State Enterprises in Economic Development”, Social

Research, Summer.

Gill, D. (2002). "Signposting the Zoo-From Agencification to a More Principled Choice of

Government Organisational Form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2

No.1. OECD:27-79.

Guislain, Pierre. (1997). The Privatization Challenge: A Strategic, Leg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of International Experience. World Bank.

Hogwood, B. (1995). "The Growth of Quangos: Evidence and Explanations," in F.

Ridley and D. Wilson, The Quango Deb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orn, Murray.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Administration: Institutional

Choice in the Public Sect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use of Common (2001). Select Committee on Public Administration, Fifth Repor,

2000/01: Mapping the Quango State. UK.



398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Kaufman, Franz-Xavier. (1991). “The Blurring of the Distinction ‘State versus Society’ in

the Idea and Practice of the Welfare State”, in F. Kaufman(eds.), The Public Sector:

Challenges for Coordination and Learning, New York: Walter de Gruyter & Co.

IMF (2001).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Moe, Ronald C. (2001). “The Emerging Federal Quasi Government: Issues of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3):290-312.

OECD. (2001), Restructuring Public Utilities for Competition: Competition and Regulatory Reform.

OECD. (2003), Privatization, Public Purpose and Private Service. OECD Journal of

Budgeting, 2(4).

OECD. (2003), Privatizing State-owned Enterprise: An Overview of Policies and Practices

in OECD Countries.

OECD. (2004), Tax Administration in OECD Countries.

OECD. (2005),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A Survey of OECD

Countries. Paris, 2005.

OECD. (2005).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 A Survey of OECD

Countries. OECD.

OECD. (2005).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OECD Publishing.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5). Public Sector Employment Trends 2005. UK.

Peterson, H. C. (1985). Business and Government. New York: Harper.

Pirie, M. (1988). Privatization. Wildwood House.

Savas, E. S. (1988).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Chatham,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Shareholder Executive (2008). Annual Report 2007-08. UK.

Shleifer, A. (1998). ‘State versus Private Ownership’.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

133-150.

Steven Cohen. (2001). A Strategic Framework for Devolving Responsibility and Functions

from Government to the Private Sec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4).

Thynne, Ian. (1998a). “Government Companies as Instruments of State Action”.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18: 217-228.

Thynne, Ian. (1998b). “Government Companies: Ongoing Issues and Future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18: 301-305.

UN (1993).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임채호 역 영국의 지방정부 박영사Wilson, David & Game, Chris. (2008). . .


